
‘백성을 위한 선물’
아홉 번째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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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는 새 살이 돋은 아버지의 손발 한 번

제 다리 한 번을 번갈아 보더니

매우 기뻐하며 바깥으로 뛰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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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나았다!”

이른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고함에

이웃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다.

효자는 문밖으로 고개를 내민 이웃들을 불러 모으며

호들갑을 떨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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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모자를 걱정하던 이들이 모여들 때쯤

방문이 열리고 효자의 아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흑선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툇마루를 밟고 선 노인이

마침내 혼자 힘으로 걷기 시작했다.

첫걸음을 내딛는 새끼 사슴처럼 걸음을 떼는

야윈 다리가 경이로워 이웃들의 눈이 글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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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주한 효자와 아비가 뜨겁게 끌어안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청년의 효심과

흑선의 신묘함을 칭송했다.

흑선은 초라한 몸에 부쩍 검어진 얼굴을 들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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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이오, 요망한 도술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는 오라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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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이 죄인을 압송하는 마차에 갇혔다. 

낯빛이 너무 검어 마차 속에는 

커다란 돌비석 하나가

앉아있는 듯한 모양새였다.

한양으로 가는 여덟 고개를 지날 때마다

행렬이 이어지며 

흑선이 치료해준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이 울음을 터트렸다.

- 169 -



- 170 -



아홉 번째 고개를 넘으니

임금이 있는 궁궐이 보였다.

궁궐에 다다라 오랏줄에 묶인 채,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도,

성 밖에서 백성들의 통곡이 그칠 줄을 몰랐다.

임금은 제 앞에 꿇어앉은 작은 남자를 살펴보았다.

야윈 체구에 낯빛이 무척 검었지만,

임금을 바로 보는 눈이 

떠오르는 태양 같이 밝고 강렬했다.

임금이 물었다.

“이토록 많은 백성이 통곡할 정도라니.

민심을 얻는 비술이라도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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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술이 어디 있겠소.

그저 이들의 아픔을 헤아렸을 뿐이라오.”

“한낱 나그네가 백성을 아픔을 어찌 안단 말인가.”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 백성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왔다. 

저 높은 하늘 위까지 들리는 것을

땅의 임금이 어찌하여 못 듣는단 말인가.”

“진정 당신이 하늘에서 왔단 말인가?”

“어디에서 온 것이 무에 중요할까. 

이 땅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중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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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이 예사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임금이 한달음에 단을 뛰어 내려왔다. 

그리고는 흑선 앞에 무릎을 꿇으며 청했다.

“나는 미욱한 인간이라

모든 백성을 보살필 수 없으니, 

부디 내 곁에서 오래도록 신묘한 의술을

펼쳐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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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담담하게 일렀다.

“이제 너희에게 내어줄 것은

이 몸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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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선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는

지금껏 누구도 본 적 없던

검은 흑삼이 되었다.

임금의 명으로 흑삼은 귀한 백옥함에 보관되고, 

땅에 강림한 흑삼 신을 기리는 제의가

진악산에서 이루어졌다.

끝으로 흑삼을 그 자리에 심으며 제의의 막을 내렸다.

“이것이 더 많은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리라.”

- 177 -



- 178 -



제의를 마친 임금이 산 정상에서 아홉 고개를 굽어보니

그 형상이 마치 인간 같기도 흑삼 같기도 하였으니

과연 흑삼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

분명함을 깨우칠 수 있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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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지 않은 인삼 수삼

수삼을 건조시킨 것 백삼

수삼을 찌거나 데친 뒤 건조시킨 것을 태극삼

수삼을 증숙하여 건조한 것을 홍삼

구증구포 흑삼

인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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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증구포, 흑삼

흑삼은 구증구포의 제조방법으로 수삼을 9번 찌고 9번 말리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화학작용이 발생되어 홍삼의 사포닌과 유효성분이 증가한 것이다.

구증구포는 예부터 홍삼이나 기타 한약재를 가공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시되는 방식이다. 

삼잎이 떨어지는 시기에 채굴한 수삼을 잘 세척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고

고온에서 찐 후, 건조시키는 과정을 9회 반복하여 가공된 인삼을 

구증구포 흑삼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열에 휘발성이 강한 희귀약 성분을 증대시키고

흑삼 고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는 한편, 수삼이나 건삼의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유익한 생리 활성 성분이 생성되는 것이다.

또한 인삼 조직 중의 전분입자가 고체에서 갤(gel)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삼보다 소화흡수가 잘 이루어진다. 

흑삼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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