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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윤세(본지 발행인, 전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시는 물론이고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던 당나라 왕유王維·701~761의 ‘전원에 사

는 즐거움田園樂’이란 제목의 연작시 7수 중 여섯 번째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시를 지을 때 보통 오언五言, 칠언七言이라 하여 시의 한 구절이 

다섯 자나 일곱 자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왕유의 이 시는 그러한 형식을 따

르지 않고 매우 독특한 육언 절구六言絶句로 표현했다. 

왕유 자신도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면서 거의 고정되다시피 한 이러한 

시 형식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면서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스로 ‘붓을 휘둘러 육언 시를 짓다六言走筆成’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 시는 왕유가 살았던 고을의 봄날 풍경과 전원생활의 한가로운 정경을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로 그려 보여주는 듯하다. 

아침에 기상하여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연분홍빛 복사꽃은 간밤에 내린 

빗물을 머금어 곱디고운 자태를 한껏 드러내고 초록빛 버들가지는 피어오르

는 새벽 안개 속에서 더욱더 푸른, 신비한 모습을 연출한다. 

일렁이는 훈풍에 하나둘 꽃잎이 떨어지는데 떨어진 꽃잎들이 마당에 즐비

해도 아이는 그것을 비질하여 치울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적막을 깨는 꾀꼬

리 지저귐 소리가 간간이 들려오는데도 산속 나그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

고 그저 잠만 잘 뿐이다. 

뒷날 소동파가 왕유의 이 시에 대해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

다”고 평가했는데 누구에게나 가장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절묘한 표현이자 비

유로 생각된다. 복사꽃 붉고 버들은 푸른, 봄날은 어느덧 우리 눈앞에 성큼 다

가와 더없이 정겹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여주고 있다. 

붉은 복사꽃, 푸른 버들… 
봄이네
桃紅復含宿雨    柳綠更帶朝煙    花落家童未掃    鶯啼山客猶眠

붉은 복사꽃은 간밤 비 머금어 더 곱고 / 버들은 새벽 안개 속에 더욱 푸르나니
꽃잎 떨어지는데 아이는 쓸 생각을 않고 / 꾀꼬리 우는데도 손님은 그저 잠만 자네

도 홍 부 함 숙 우   유 록 갱 대 조 연   화 락 가 동 미 소   앵 제 산 객 유 면

건강한 삶을 위한 이정표

©김종학·복사꽃과 새



32 인산의학 

지리산 롯지의 푸르고 너른 천연 잔디 위에서 

마음껏 뛸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물론,    

동호회 체육활동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펜션 숙박, 오토캠핑 등 다양한 콘셉트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예약문의 055) 963-9788 

인산 지리산 롯지에서  힐링하세요!

기간 2018. 5. 18(금) ~ 20(일)

장소 지리산 롯지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884-1(함양군 지리산 가는길 225)

인원 신청 접수순 45명

내용

 첫째 날  오후 3시 지리산 롯지 도착 / 숙소편성 및 오리엔테이션
 둘째 날  지리산 둘레길 1·2구간 트레킹
 셋째 날  �정대흥 이사의 ‘인산의학 힐링특강-건강해지는 별 이야  �

 기’ (인산연수원 내 진행)        

문의 지리산� 롯지  055) 963-9788 / 인산가 고객센터�1577-9585

봄향기 가득한 
2박 3일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 

인산 김일훈 口述

김윤세 著·인산가 刊

608쪽·\20,000 

인산 김일훈 선생의 천부적 

혜안과 80년 구료救療 

경험에서 비롯된 각종 

신약神藥과 묘방妙方이 담긴 

저서 《神藥》.  이 책은 

혼미해진 과학의 시대가 

만든 각종 질병과 난치병을 

치유하는 올바른 길이 

되고 있다 

1986년 초판 이래 65만 부 이상 판매되며 의학의 혁명을 

일으킨 《神藥》. 이제 인산가의 고전으로 정립되며 수많은 

이에게 인산의학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인산 선생이 독립운동 

시절부터 오랜 실험을 거듭한 끝에 완성해 낸 영묘한 인산 

쑥뜸법을 비롯해 죽염·활인 오핵단·삼보주사 등 심오한 

신약神藥의 세계가 웅혼한 문장으로 펼쳐진다. 인산 김일훈 

선생의 천부적 혜안과 80년 구료救療 경험에 바탕을 둔 약론은 

자연이 곧 신약임을 얘기한다. 한국산 자연물의 약성藥性이 

각종 질병과 암을 이길 수 있는 의론임을 입증하고 있다. 

신비롭지만 구체적이고 난해하지만 명확한 인산 선생의 

의론을 경험하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고 명쾌해서 좋다. 

무엇보다 더 혼미해지는 이 과학의 시대에 자연과 전통이라는 

우리의 근간으로 건강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한다. 

주요 내용  만병의 예방 치료제 죽염 | 암독癌毒의 통치약, 오핵단 | 암을 

해결하는 집오리의 뇌수 | 백혈병을 낫게 하는 노나무 | 최고의 위장약, 

수영 | 속골신약續骨神藥, 홍화씨 | 최고의 종착약, 유근피 | 당뇨약, 

생동쌀 | 정신을 맑게 하는 영액靈液, 감로 자정수 | 오장육부五臟六腑의 

제병 치료법 | 신경통ㆍ관절염ㆍ두통ㆍ혈압ㆍ중풍의 치유법

방방곡곡 집집마다 이 책이 있는 이유  

암·난치병 시대의 생존 話頭
《神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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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식객-인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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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책방 
사이토 마사시의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22 
고재훈의 헬스보감 
새 생명의 ‘초특급 호텔’ 자궁

24 
조용헌의 세상만사
적선에도 원칙이 있다 

25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이야기
짭짤하게 먹고 살면
건강도 짭짤해진다

월간 은 인산 김일훈 
선생이 일생을 통해 남긴 
활인구세活人救世 정신과 그의 
의료철학을 추구합니다. 인산 
선생이 완성한 
동서고금東西古今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의방인 
‘인산의학’은 자연물의 약성을 
이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의학 트렌드입니다.
* 일러스트 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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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  
김윤세 회장, ‘도농어울림 과정 1기 연수’ 특강

10 
말씀의 재발견 〈31〉
혀? 죽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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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쑥뜸·한여름 기력 보충에
기특하다 유황오리!  



60 
알쓸인잡〈5〉
오이, 모르고 먹으면 반찬… 알고 먹으니 藥

62 
김윤세의 千日醫話〈5〉
仁山의 ‘의학 新說’을 
세상에 처음 알리다

64 
김재원 칼럼 - 싱거운 세상에 보내는 짭짤한 이야기 〈68〉
면역력, 무지 아파 대상포진, 그리고 자기고백

68 
포커스
광주에서 ‘천일염 학술 심포지엄’
죽염이 암· 당뇨· 비만 억제 재확인

72 
지점 탐방
새 지점장 맞아 새 도약 노리는 인천지점 

74 
우성숙 원장의 愛Say
암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식

발행일 2018년 5월 1일  발행처 인산가  발행인 김윤세  편집인 정재환  기획·편집 조선뉴스프레스  등록 1995년 7월 4일 공보처 등록 
서울시 등록번호 라–07328  통권 256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홍익빌딩 4층  TEL 1577–9585  FAX 02–732–3919
*인산가의 건강 매거진 《인산의학》은 잡지간행윤리위원회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산의학》의 콘텐츠는 인산가의 경영·연구 방침이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인산의학》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허가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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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99죽염포도당 

34 
웰빙라이프 
회전근개 건염?  
나이 탓하지 말고 몸을 움직여라 

37 
SPECIAL 100세 시대  막는 혈관 질환 이기는 법
Part1 암보다 무서운 혈관 질환
Part2 죽염의 청혈 작용
Part3 혈관에 좋은 습관 Vs. 나쁜 습관
Part4 혈관 좋아지는 운동 가이드

52 
이렇게 드세요 

〈40〉 봄나물 

56 
3박 4일 지리산 캠프 현장
어머니의 산에서 인산라이프
봄꽃보다 웃음꽃이 먼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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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阿度의 이성, 의상義湘의 도리, 

회광晦光의 인식…   

한국 불교사를 빛낸 고승 197명의 

생애가 전하는 화엄의 세계.  

삶이 부질없는 물거품으로 느껴진다면  

지금 이들을 만나보세요. 

지난한 삶 속에서 불꽃 같은  

예감을 목도하게 됩니다.

한국불교사의 위대한 사료

《동사열전》

《동사열전東師列傳》

범해선사梵海禪師 편저 · 김윤세金侖世 한역 

148×222 | 780P | 양장본 | \30,000

문의 1577-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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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핫뉴스

5月 인산가 주요행사 및 강연일정

1 2 3   4  5  입하立夏/어린이날

6  7 대체 휴일 8  어버이날 

광주지점 건강투어 
9        10       

강북지점 조계사 특별강연
(김윤세 회장) 

11      12  

13 14 15   스승의 날 16        
남원지점 강연(정대흥 이사) 

18    
대구지점 강연(김경래 지점장) 
인천지점 강연(이점순 지점장)

19      

20    

27

21 소만小滿

28

22     석가탄신일 

29  

인천지점 강연(박영분 부장)

23    

30

24    
대전지점 강연(이승철 지점장) 
울산지점 강연(이점순 지점장) 
부산지사 건강투어

25   

세종지점 강연(정대흥 이사)

   
 

26   

17   
광주지점 강연(김경환 지점장) 
대전지점 강연(이승철 지점장) 
부산지점 강연(이점순 지점장) 
전주지점 강연(정대흥 이사)

31

2박 3일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4구간)

인산가가 지난 3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소

비자대상’에서 3년 연속 ‘소비자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한

국소비자협회와 대한민국국회 정무위원회 등이 주관하여 매년 치러

지는 우리나라 대표 시상식이다. 

시상 부문은 소비자브랜드, 소비자권익증진, 소비자입법, 소비자행정 

등으로 나뉘며, 소비자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기여

한 착한기업 및 인물을 발굴해 감사와 존경을 표현한다는 취지로 시

작됐다. 

이런 시상식에서 인산가가 2016,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는 

것은 인산가와 인산죽염이 소비자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브랜드로 

우뚝 섰음을 뜻해 그 의미가 더 크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주최 측은 인산가의 3년 연속 수상에 대해 “우

수한 중소기업에 2년, 3년 연속 시상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향후에도 

변함없이 소비자 친화적 기업경영에 애써주시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산가의 3년 연속 수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

혔다.     

죽염종가 인산가의 힘 
3년 연속 소비자대상 수상

김윤세 회장, 5월 10일 조계사 특강
서울 시민을 위한 인산의학 자연요법 특별 
강연회가 5월 10일(목)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 내 불교역사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강연자인 
김윤세 회장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어지는 강연에서 ‘활인구세의 인산 
김일훈 선생이 펼친 인산의학’을 서울 
시민에게 전할 예정이다.  
문의 02-737-8612 

18~20일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

인산가는 5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2박 3일간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의 ‘지리산 
롯지’에서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을 
개최한다. 이번 트레킹은 오리엔테이션 후 
지리산 둘레길 제4구간(금계〜동강) 
12.7km를 걸으며, 저녁에는 인산의학 
힐링특강도 마련된다. 행사 신청은 45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1인당 15만 
원이다.   문의 1577-9585   

인산가 단신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이 최고의 약”
김윤세 회장, ‘도농어울림 과정 1기 연수’ 특강

전국 농업인 여성 리더〮소비자 80여 명 대상
김윤세 인산가 회장(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이 3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농협 도농협동

연수원에서 열린 ‘도농협동 CEO리더 어울림 과정 1기 연수’에 참가한 여성단체 회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산의학 

힐링특강을 가졌다.

이번에 처음 열린 ‘도농협동 CEO리더 어울림 과정’은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 합동 연수를 통해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 이해 및 우리 농산물 애용, 도농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3월 27~28일 양일간 1박 2일로 열렸으며, ㈔중

년여성농업인CEO중앙연합회 이현주 회장을 비롯해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조순태 회장, ㈔대한어머니회중

앙연합회 임태수 회장, 육아방송 조애진 이사장 등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 여성 리더와 소비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의료 깨닫고 죽염 가치 알면 천수 누려”
연수 첫날인 27일 오후, 1부〮2부 각 40분씩 진행된 힐링특강에서 김윤세 회장은 ‘내 안의 자연이 나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전 “우리 땅에서 나는 농림축수산물이 최고의 약”이라고 가르치던 인산 김일훈 선생에 대한 

소개 동영상이 방영되자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동영상 방영에 이어 마이크 앞에 선 김윤세 회장은 “인산 김일훈 선생께선 ‘우리 땅에서 나는 농림축수산물을 이

용해 그 약성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춰 쓰면 약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

갈 여성 리더 여러분이 인산 선생의 ‘참의료’에 대해 깨닫고 죽염의 가치를 알게 되어 싱거운 이 세상을 짭짤하게 바

꿔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손수원  사진 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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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오리가 몸을 보하기 위한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며 대중적인 
외식 메뉴가 되었지만 유황오리라 이름 붙은 것 중에 인산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공들여 사육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왕 유황오리를 먹으려면 제대로 된, 진짜 유황오리를 선택하자.

글 김효정  사진 인산가 유황오리 농장

유황오리!기특하다 

쑥뜸 뜬 후 기력 보충에도
한여름 전 기운 채울 때도

그런 증상은 심장의 열인데, 심장 열이 두 가지로 있어요. 한 가지는 혓바닥에 음성적으로 

생기는 백태 끼인다는 말이지. 백태 끼는 것처럼 종기도 아니고 종기 비슷하게 생기는 거고, 

한 가지는 병적으로 머리도 아프고 전신에 열이 생기며 종처가 사방에 나는 것. 그게 심장 열 

중에 양성적으로 나오는 것, 종처 같은 것이 사방에 나오고 음성적으론 혓바닥에 백태 같은 게 

끼는 걸 말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다 죽염이면 돼요. 죽염 가루를 조금씩 혓바닥에 흩쳤다가 

그 침을 뱉든지 넘기든지 그건 자유고. 침을 넘겨도 뱉어도 균은 없어졌기 때문에….

- 인산 김일훈 상담록. 《민의약》 제9호

말씀의 재발견 〈31〉

혀? 죽염! 

20년 전, 설암舌癌을 인산의학으로 치유한 사례를 인터뷰 

했던 기억이 있다. 그날 필자는 홀로 산속에서 생활하며 

운명의 질곡으로부터 비롯된 질병을 의지 하나로 이겨낸 

감동 어린 이야기를 들었다. 돌아와 ‘죽음마저도 아예 산

중에 내다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

는 기사를 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백태가 끼면서 혀

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설암 판정을 받은 한 사내의 체험

담이었다. 

80년대 말, 한 만성 설궤양증 환자가 인산 선생을 찾아

와 치유 방법을 물었다. “그러니까, 혓바닥이 하얗게 패

면서 아픈 증세가 있습니다. 사흘에 한 번,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증세가 생겨요.” 인산 선생은 즉석에서 

묘방妙方을 일러주셨다. 그게 위에 적힌 선생의 말씀이

다. 

혀는 육신의 눈眼이다. 그 모든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은 물론이려니와 손이 하지 못하는 내밀한 감정 또한 혀

를 통해 전달한다. 사랑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혀를 들이

민다. 혀의 길이는 세 치(약 10센티미터 정도)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그 세 치 혀를 잘못 놀려 목숨을 잃은 경우

도 많았고, 그 세 치 혀에 병이 생겨 목숨을 잃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자야 워낙 사례가 많으니 거론을 생략하

기로 하고, 후자의 경우 남매 가수 ‘현이와 덕이’의 장현

을 들 수 있다. 

얼마 전 남북 평화협력기원 남측 공연단이 평양에서 

공연할 때 북측 부탁으로 최진희가 ‘뒤늦은 후회’를 불렀

다. 이 노래가 이들 남매의 곡이다. 한때 카펜터스 남매에 

비견될 정도로 천재성을 인정받았지만 운명은 이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 

설암舌癌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던 오빠 곁에서 방황하

던 장덕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1990년 2월 29세로 사

망했고, 투병 중 여동생의 죽음을 지켜본 장현 역시 6개

월 뒤 세상과 결별했다. 죽염이 막 세상에 알려지던 무렵

이었다. � 

글 박홍희(건강 칼럼니스트·저서 《암에 걸린 사람들》)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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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 ‘유황오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원래는 없던 말이다. 유황오리라는 종이 따로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리에 유황을 먹여 ‘신약’으로 활용하는 법을 인류 최초로 제시

한 이는 인산 김일훈 선생이다. 유황오리는 인산 김일훈 선생의 발명품이다.   

인산 선생은 직접 오리를 기르며 거듭 실험을 한 끝에, 오리가 유황을 제대로 법제할 수 있

도록 사육하는 방법과 유황오리진액 만드는 방법을 완성시켰다. 이는 《신약본초》에 자세히 

공개되어 있다. 《신약본초》에는 인산 선생이 당신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유황오리를 먹게 해 

질병을 낫게 했다는 사례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유황에 인삼가루‧홍화씨앗‧다슬기 등 배합해 먹여  
경남 함양군 지리산 인근에 위치한 인산가 유황오리 농장에서는 인산 선생의 말씀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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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갖가지 좋은 한방재료들을 섞어 오리에게 먹인다. 인산 선생은 유황오리를 기를 때 보

리쌀로 밥을 해 식혀 먹여야 한다며, 특히 인삼을 같이 먹이면 보음補陰・보기補氣에 좋다고 

했다. 

인산가 유황오리 농장에서는 최대한 상태 좋은 유황오리로 사육하기 위해 유황가루, 보

리밥, 인삼가루, 녹차가루, 홍화씨앗, 솔잎가루, 미강, 자연산 다슬기와 한약재 부산물을 섞

어 사료를 만든다. 여기에 계절별로 다른 산야초를 따서 사료에 배합한다. 겨울철엔 해조류

를 섞는다. 사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다. 

유황을 일반 사료에 섞어 먹이면 몸에 들어간 독성이 오리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기 쉽다. 

예를 들어, 유분보호막이 크게 손실되고, 깃털이 빠지고, 부리에 반점도 생긴다. 깃털이 듬성

듬성 빠져 마치 아픈 오리처럼 보이게 된다. 

화창한 4월의 어느 날, 인산가 유황오리 농장 
호밀밭에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자유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황오리들. 



Q1. 독한 유황을 해독할 수 있는 오리 종種이 따로 있나?

A1. 유황오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일반 집오리에 유황 섞은 사료를 먹여 기르면 유황오리

가 된다. 사료에 각종 한약재를 섞어서 먹이면 약성이 더욱 좋아진다. 해독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오리는 6개월 이상 크지 못하고 폐사되는데, 이 시기를 넘기고 1~2년 더 유황을 먹은 오리는 약

성이 더 강해진다. 원래 오리털엔 기름기가 많아 물에 젖지 않는데, 유황을 먹은 오리는 기름기가 없

어져 털이 젖고 부리에 반점이 나타나는 등의 특징적인 변화가 생긴다.   

Q2. 오리가 가진 특별한 해독력의 원리는 무엇인가?

A2. 오리는 원래 시베리아나 북만주 일대에서 여름을 보내고 우리나라에는 겨울철에 와서 살던 철새

였다. 오리고기 자체가 약분자인데, 공간 속의 염분이 합성된 물질이라 그 자체의 맛이 상당히 짜다. 

염도가 높은 동식물일수록 해독력이 강한 이치다. 인산 선생은 오리의 해독력에 대해 《신약본초》에

서 “청강수靑剛水(염산)를 먹이든지 양잿물을 먹여(도) 안 죽는다. 이거이 뭐이냐? (오리) 뇌에 사람으

로서 상상 못하는 해독제가 있다 이거라”고 했다.  

Q3. 유황 먹은 오리를 사람이 먹는 건데, 몸에 해로울까 걱정된다. 

A3. 유황은 불의 기운이 극강한 물질이고 오리는 찬기운을 가장 많이 지닌 짐승이다. 오리 뇌의 골수

에 강력한 해독 요소를 가지고 있어 유황마저 해독할 수 있는 것이다. 유황과 오리의 만남으로 새로운 

물질이 탄생한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 유황을 먹고 살아 있는 오리라면 유황 독을 완전히 해독한 것이

니 사람이 먹어서 해로울 일은 절대 없다.       

Q4. 유황오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맞나? 

A4. 유황오리는 음식이다. 건강한 사람이 유황오리를 먹으면 각종 공해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현

대병을 예방할 수 있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유황오리를 먹으면 몸속에 쌓인 독소를 없애고 기력

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아니다.   

Q5. 유황오리진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다.   

A5.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함양군 인산가 유황오리 농장에서 유황오리 2마리(2~2.5kg)를 

전달받는다. 털과 똥을 제거한 유황오리를 팔팔 끓는 물에 넣어 끓이다가 금은화, 하고초, 맥아, 

포공영, 천궁, 감초, 생강, 당귀, 유근피, 대추, 대파, 마늘을 넣어 끓인다. 약재가 고루 섞이도록 

저어주며 계속해서 끓인다. 유황오리와 약재 속 진액이 다 빠져나와 건더기가 흐물흐물해지면 

진액과 건더기를 분리하고, 진액을 다시 진한 농축액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졸여 만든다. 

유황오리, 그것이 알고 싶다! 

몇 번을 들어도 또 궁금한 
Q&A 베스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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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가 유황오리 농장의 오리들은 유분보호막이 약화되어 깃털이 

물에 젖고 간혹 부리에 반점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기자가 직접 확인

한 바에 따르면, 외견상 건강 상태가 좋아 보였다.   

 

봄 쑥뜸 뜨고 나면 기운 북돋워줘야
농장에서 공들여 키운 유황오리는 그만큼의 가치를 하게 마련이다. 이제 봄 

쑥뜸 뜨는 철이 지나고 그간 뜨거운 불기운에 견뎌준 몸에 기운을 북돋워줘야 하

는 시기가 왔다. 따뜻한 봄바람 느끼며 체력을 키우는 일보다 우선시돼야 하고, 삼시세끼 든

든하게 잘 챙겨 먹는 일보다 중요시돼야 하는 것은 몸속 나쁜 것들이 싹 빠져나간 자리를 

좋은 성분으로 다시 채워 넣는 일이다. 아무리 봐도 유황오리만 한 것이 없다. 

뜸을 뜨고 나면 뜸자리에 고약을 붙여 고름, 진물, 어혈(뭉쳐 있던 죽은피)이 빠지게 둬야 

한다. 병의 정도에 따라 고름의 양도 다르다. 하루에 서너 차례 고약을 갈아 붙여가며 고름

을 많이 빼내야 하는데, 뜸자리를 통해 몸에 있던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과정이니 인내

를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 길게는 두 달 정도 걸리는 이 시기에는 보음補陰・보기補氣

하여 몸을 강하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쑥뜸을 뜨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건강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여부에 관계없이 한여름이 오

기 전 기운을 보충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기본 체력이 약하거나 덥고 추운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라면 더 그렇다. 공기마저 마음 놓고 들이마실 수 없는, 각종 공해독이 가득

한 요즘이라면 괴질과 현대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황분말, 보리밥, 
각종 한약재, 산야초 

등을 배합해 만든 
유황오리사료.

인산가 유황오리 농장 정현덕(맨 왼쪽 )대표와 가족 3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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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책방 - 김윤세 회장이 추천하는 건강 도서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늘 집에 체온계를 놔두고 몸 

상태가 나빠지면 열부터 재고 있다. 사람의 체온은 

36.5℃, 그보다 높으면 바로 해열제를 먹거나 병원을 

가라, 이것이 상식처럼 굳어진 일상이었다. 

하지만 사이토 마사시의 주장을 살펴보자. 그는 

“체온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징표이

며 건강 체질을 좌우하는 지표”라고 말한다.  

감기약보다 더욱 해로운 것이 ‘진통해열제’
저자는 “체온이 1℃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

고, 체온이 1℃ 올라가면 면역력은 500~600% 오른

다”라고 주장한다. 

체온이 오르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져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흐름도 원활해진다. 몸에 나쁜 병

균이 들어왔을 때 적시적소에 백혈구가 동원될 수 있

다는 말이다. ‘효소’도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다. 효소란 한마디로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촉매제’다. 

음식과 알코올 등을 소화하는 ‘분해’도,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도, 세포가 신진대사를 하

는 것도,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모

두 효소라는 촉매제를 필요로 하는 화학반응이다. 이

처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는 체온이 

37℃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 

감기약 성분들은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억제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래서 과로로 지쳐 있는 사람

이 감기약을 복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나쁜 혈액순환

이 더 나빠져 저체온증을 초래해 면역력이 떨어질 위

험이 있다. 

감기약보다 더욱 해로운 것이 ‘진통해열제’다. 이 

약의 대부분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체온을 낮춘다. 

“저체온 특히 50대 이상에게 더 위험”
저자는 “저체온인 몸에는 암세포가 자라기 쉽다”고 

주장한다. 암세포는 산소 없이 에너지를 얻는 ‘혐기성 

대사’에 의해 증식되는 세포이기 때문이다. 정상 세포

가 암세포로 바뀌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생명체에서 

이어지는 ‘호기성 대사(산소를 사용한 에너지 대사)’

의 경로가 파괴되어 혐기성 대사로 증식하는 세포로 

바뀌는 것이다.    

체온을 올리는 것은 이미 암에 걸린 사람에게도 큰 

이점이 있다. 체온이 오르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프

구의 일종인 ‘내추럴 킬러 세포(NK세포, 자연살해세

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NK세포는 체온

이 37℃ 이상일 때 더욱 활발하게 활동한다.

저자는 체온을 높이는 방법을 ‘체온 업 건강법’이라 

부르면서 2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아침 걷기, 

따뜻한 물 마시기, 욕조 목욕하기 등이다. 둘째는 근

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몸의 면역력

을 높여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2장에서 저자는 “저체온은 모두에게 좋지 않지만 

특히 50대 이상인 사람에게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

다. 슬픈 일이지만 사실이다. 50대부터 동맥경화 발생

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4적’은 고혈압, 흡연, 당뇨병, 

높은 콜레스테롤을 꼽았고, 그중에서도 흡연을 가장 

주의할 요인으로 꼽았다. 이 ‘4적’을 모조리 없앤 후 

체온을 올리는 노력까지 더하면 혈류가 개선되어 딱

딱해진 혈관세포의 손상도 서서히 회복되고 동맥경

화도 개선된다. 동맥경화가 개선되면 그만큼 병에 걸

릴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근육을 늘리면 체온은 자연스럽게 올라간

다”면서 “유산소운동은 지방을 줄이고, 무산소운동은 

근육을 단련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근육을 단련

할 때는 근육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경 경로를 단련하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뇌가 

명령을 전달하고 근육이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속도를 

올리는 트레이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도

는 가벼워도 상관없으니 근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 속도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시작
3장에서는 스트레스에 대

해 이야기한다.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몸은 스

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건

강의 균형이 깨져 병이 생긴

다. 이것은 자율신경의 균

형과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

지면서 저체온증이 오고 혈

류장애를 일으키고 당뇨병을 유발한다. 항암제, 스테

로이드제, 진통해열제, 혈압강하제, 습포제 등은 교감

신경을 긴장시켜 약제성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마지막 4장에서 저자는 저체온을 막는 건강한 생

활법을 제시한다. 몇 가지를 제시하자면, ▲가장 이

상적인 수면 시간은 7~8시간 ▲아침에 저절로 깼으

면 다시 자지 마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지 마라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을 마셔라 ▲카페인이 많은 음

료를 마시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간 걸어라 

▲매일 아침 사과와 당근으로 만든 생 주스를 마셔라 

▲취침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토마토

를 먹어라 ▲밤에 목욕하기 전에 5분가량 근육운동

을 하라 ▲욕조 물 온도는 41℃로 맞춰라 등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신이 정한 인간의 체온은 

37℃”라고 말한다. 하루 한 번 체온을 1℃ 올리는 일

을 실천하고, 근육을 단련해 체온을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이다.  

사이토 마사시 지음 
이진후 옮김 
나라원 
값 12,000원

사이토 마사시의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

“신이 정한 인간의 체온은 37℃ 
1℃ 올리면 면역력 5~6배 상승”

환절기에 꼭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본인도 그중 한 사람이다. 감기에 걸리면 
이마부터 짚어보고 열이라도 있을라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처방전 받아 

약을 받아오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사이토 마사시가 쓴 이 책을 읽고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깨졌다. 내가 열이 나는 건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글 손수원  일러스트 셔터스톡

사이토 마사시
미국 의사면허증(ECFMG) 취득, 뉴욕 주 의사, 종양 내과(MEDICAL 
ONCOLOGY) 및 전염병(INFECTIOUS DISEASE) 전문의, 
안티에이징(ANTI-AGING, 항노화) 전문의이자 인증의. 현재 면역력을 이용한 
암 전문 클리닉 ‘세타瀨田 클리닉 그룹’ 도쿄 부원장, 마에다(前田)병원 부속 
스루라이프 클리닉 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안티에이징 전문의로서 
일본·미국·유럽에서 에이징 매니지먼트AGING MANAGEMENT 보급에 힘쓰고 
있다. 저자의 또 다른 저서 《골프가 내 몸을 망친다》는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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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훈의 헬스보감

그곳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새 생명의 ‘초특급 호텔’ 자궁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여 그 열매가 9개월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는 초특급 호텔이 
자궁이다. 자궁을 ‘아기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지만 자궁의 진가를 제대로 평가한 

명칭은 아니다. 자궁은 우주의 신비의 극치라고 할 만한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글 고재훈(약학 박사)  일러스트 박상훈

란의 착상을 돕는다. 다른 성분들은 난자와 정자에 

적합한 환경(배란, 수정, 착상)을 제공한다.

매달 한 차례 임신을 준비하는 정교한 의식
자궁벽은 3개의 근육 층으로 되어 있다. 튼튼한 근육 

벽은 태아가 자궁 안에서 발육함에 따라 늘어나고 점

점 얇아진다. 출산 후 6~8주 정도 지나면 늘어난 자

궁은 원래의 크기로 줄어들지만 임신 전보다 각 방향

으로 1㎝ 정도 더 커진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자궁은 사춘기로부터 폐경기에 이르기까지 매달 1

번, 임신을 준비하는 정교한 의식을 행한다. 이 준비 

작업에는 요란한 화학작용이 따른다. 여성의 난소에

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자극으로 자궁 내막

은 두꺼워지고, 분비선들은 새 생명에 필수적인 영양

분을 공급하기 위해 확장된다. 

자궁 근육은 규칙적으로 수축하는데, 이는 수정란

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궁의 근육을 이완시

키기 위해 난소는 월경 주기 중간에 프로게스테론 호

르몬을 생산한다.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에 수정

란이 착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자궁의 분비선이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수정란에 필요한 영양분을 분비해 

공급하도록 한다.

자궁에는 3개의 통로가 있다. 두 개의 나팔관이 자

궁의 윗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통로를 통해 매달 

한 개씩 배출되는 난자가 들어온다. 또 하나의 통로

는 자궁의 경부, 즉 목을 통과하는 밀짚 모양의 터널

이다. 이것은 남자의 정자를 받아들이는 자궁의 입구

이자 아기를 내보내는 출구이다.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될 때 자궁 경부는 남성의 정

자가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 점액의 분비를 촉진시킨

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

되면 새 생명을 양육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셈이다. 

그러나 수정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궁이 준비해 둔 

새로운 조직과 분비선, 혈관 등은 모두 폐기 처분하여

야 한다. 그래서 여성은 월경을 하게 된다. 

손이나 발이 차가운 것을 ‘수족냉증’이라고 한다.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하거나 차가운 기운에 몸이 노

1. 봄나물(쑥, 달래, 냉이)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달래는 매운맛을 내
는 알리신 성분이 식욕을 돋우고 생리불순
이나 생리통 등 여성 질환 예방 치료에 효
능이 있다. 냉이는 소화기관이 약하고 몸이 허
한 사람에게도 좋다.

2. 부추
녹황색 채소는 대부분 자궁에 좋지만, 그중 부추
는 몸이 냉한 사람의 어혈을 풀어주고 소화기
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특효가 있다. 부추는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혈액순
환을 촉진하고, 자율신경을 자극해 호르
몬 분비를 안정시킨다. 

3. 마늘
마늘에 들어 있는 알리신과 스코르진 등은 
강력한 항균 및 항산화 성분이다. 따뜻
한 성질의 마늘은 혈액순환을 돕고 자
궁을 튼튼하게 한다.

4. 토마토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다. 비타민C도 풍부해 피부미용과 면역력 강화
에 좋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준다.

5. 양배추
양배추는 설포라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고, 
적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어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고 체내 독소 배출 효과도 탁
월하다. 자궁의 염증 제거에도 쓰인다.

자궁에 좋은 음식

출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냉증이 나타난다. 말초 

부위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손발과 

함께 말초 부위인 자궁도 냉하게 되고 독소가 쌓일 

수도 있다. 따라서 자궁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 하며 

자궁에 좋은 음식,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찬 기운을 없애야 한다. 

분만될 때까지 수정란 보호하고 영양 제공
자궁은 아랫배에 인대로 매달려 있는 연분홍빛 근육

질 주머니다. 서양 배梨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생긴 기

관으로 태아가 분만될 때까지 수정란을 보호하고 영

양을 제공한다. 

자궁은 4부분으로 나뉜다. 자궁 바닥은 난관이 연

결되어 있는 넓고 둥근 부분이며, 자궁 몸통은 자궁의 

주요 부분으로 난관 바로 아래에서부터 자궁강이 좁

아지기 시작하는 부분까지이다. 자궁 좁은 부분Isthmus

은 더 아래의 좁은 연결 부분이고, 자궁 목은 제일 아

랫부분으로 자궁 좁은 부분에서 질로 통하는 입구까

지를 말한다. 

자궁의 길이는 6~8㎝이고 벽의 두께는 2㎝ 정도이

며 무게는 약 60g이다. 자궁의 너비는 부위에 따라 달

라서 자궁바닥은 6㎝ 정도이고, 자궁 좁은 부분에서

는 3㎝ 정도이다. 자궁강은 질강으로 통해 있으며 이

를 ‘산도産道  birth canal’라고 한다. 

자궁강은 ‘자궁 속 막’이라고 하는 습윤성 점막으

로 싸여 있다. 월경 주기 동안 막의 두께가 변하는데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기간에 가장 두껍다. 난자

가 수정되면 두꺼워진 자궁 속 막벽에 부착해 자라게 

된다.

자궁 속 막은 난자와 정자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분비물을 생성하는데, 이 분비물은 수분・철・칼륨・

염소・나트륨・포도당・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포도당은 생식세포의 영양분이고, 단백질은 수정

고재훈 박사
고재훈 박사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보스턴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전라북도 남원시약사회 회장, 
남원중앙로터리클럽 회장을 역임했다. 전국 직장 및 단체 초청으로 500여 회 
강연을 다닌 베테랑 건강생활 강사다. 남원에서 구세당 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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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이야기

인산 김일훈 선생은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우리 주변의 농림축수산물의 약성을 활용해서 고칠 수 있다”고 
했다. 미네랄 풍부한 우리 땅에서 자란 음식을 먹고, 인체에 필요한 60가지 미네랄이 함유된 죽염을 먹으면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3월 27일 경기 고양시 농협 도농협동연수원에서 열린 ‘도농어울림 
과정 1기 연수’에서 진행된 김윤세 전주대학교 객원교수(인산가 회장)의 특강 내용을 정리했다.

정리 손수원  사진 김종연

짭짤하게 먹고 살면
건강도 짭짤해진다

Eat More Salt
For Healthy Living

스승과 제자가 같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길옆에는 광주리에 떡을 담아 팔고 있는 두 명의 떡장수 

아주머니가 있었다. 이 떡장수 아주머니가 “떡 좀 사가세요” 하고 외쳤다. 이를 목격한 스승은 제자에게 왼

쪽에 있는 아주머니의 떡을 사주라고 지시를 내렸다. “조금 사지 말고 광주리째 전부 사줘라.” 광주리째 팔

게 된 왼쪽 떡장수는 졸지에 횡재를 만났다. 그러자 오른쪽에 있던 아주머니는 자기 떡도 사달라고 소리 높

여 외쳤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저 오른쪽 떡장수의 것도 다 사줄까요?” 제자는 평소에 자비심 많은 

스승이 오른쪽 아주머니의 떡도 역시 사줄 거라고 짐작하고 물었지만 예상과 달리 스승은 단호하게 거절

하였다. “오른쪽 아주머니의 것은 사주지 마라!” 

한참 동안 길을 걸은 뒤에 제자가 그 이유를 물었다. “왜 왼쪽 떡장수의 떡은 사주고 오른쪽은 사주지 않

았습니까?” 스승의 대답이 이채로웠다. “왼쪽 사람은 그동안의 고생 기간이 끝나고 지금부터는 좋은 운을 

맞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로 사준 것이다. 반면에 오른쪽은 

이제 고생길이 막 시작되는 경우이다. 앞으로 한참 동안 고생을 더 해야 한다. 어차피 할 고생은 해야 한다

는 말이다. 그러기에 지금 떡을 사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영안靈眼이 열린 스승은 떡을 팔고 있던 두 

떡장수의 앞길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20여 년 전쯤에 국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불쌍

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도와줘 봐야 그 사람의 미래를 도와주는 적선이 

아닌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는 상황도 있다. 만약 도박꾼이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변 친지들에게 돈을 

꿔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

고 들어주면 결국 돈만 날린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좋지 않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

게 두 떡장수의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선행의 적선積善에도 고도의 원칙과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적선에도 원칙이 있다
글 조용헌(동양학자, 건국대 석좌교수)

똑같은 떡이지만 둘 중 누구의 떡을 살지를 정하는 데는 얼마간의 
고민이 필요하다. 기왕에 팔아주는 떡이라면 파는 쪽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사람의 형편이 좋아지는 선택을 하는 게 옳은 
적선積善이다. 영안靈眼을 크게 뜨고 누구의 떡을 살지 정해볼 것. 

조용헌의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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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이야기

지금까지 세상은 병과 싸워서 병을 물리쳐야 한다는 

‘투병설鬪病說’을 따라왔다. 하지만 인산 김일훈 선생께

선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의학 이론을 제시했

다. 인산 선생의 핵심 이론은 면역력을 강화해 생명력

을 기르고, 병마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참된 의료라

는 ‘양생설養生說’이다. 하지만 이제껏 현대의학에 세뇌

된 사람들은 이런 참된 의료 이론을 잘 이해하지 못한

다. 이제 기존의 상식들에 얽매이지 말고 인산 선생의 

‘참의료’를 터득해 여러분의 천수를 누리시길 바란다.

지동설에 버금가는 인산 선생의 참의료
세상에서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위

가 헐고, 비만이 오고, 여러 가지 난치성 성인병이 온

다고 한다. 하지만 인산 선생께선 “소금을 적게 먹으

면 병마를 자초해 수명을 단축하고 비명횡사할 가능

성을 높인다”라고 하시면서 소금을 최고의 약으로 제

시했다. 

인류의 99.9%가 ‘소금은 나쁘다’라고 말하는데 인

산 선생만이 ‘소금은 좋다’라고 말하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믿지 못한다. 이것을 방증하기 위해 역사 

속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간해 지구가 돈다는 ‘지

동설’을 주장했다.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눈으로 보기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

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지구가 

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질병이 일으키는 

증상에만 집착해서 증상완화와 해결에만 신경 쓴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나온 이후 200년 

동안 서구사회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났다. 과학적

으로 검증되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된다. 하지만 과학적

으로 제시되었던 많은 이론 중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것도 많다.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낸

다는 ‘심장박동설’도 그중 하나다. 한 번의 펌프질로 

13만 킬로미터나 되는 우리 몸의 혈관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열제도 마찬가지다. 감기에 걸려 체온이 올라가

는 것은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인체의 방어반응이

다. 바이러스가 죽으면 자연히 체온이 정상적으로 떨

어지는데 왜 해열제를 써 체온을 낮추고 면역력을 떨

어뜨리나. 바로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해

서 생긴 것이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정리

된 이론이 바로 오늘날의 의학이다. 

세상이 말하는 ‘해로운 소금’은 순수 Nacl
암 치료도 마찬가지다.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찔러 죽

이고, 항암치료로 독을 먹여 죽이고, 방사선을 쬐어 태

워 죽인다. 암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과는 달리 내 몸

에서 내 생명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정상적인 세포였다.

독일 출신의 의사 안드레아츠 모리츠는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암은 인체의 마지막 생존전략이

다”라고 했다. 암세포는 적이 아닌 것이다. 항암치료

를 하고 방사선치료를 하면 암세포보다 다른 정상 세

포들이 더 많이 죽는다. 적군 잡겠다고 폭탄을 떨어뜨

렸는데 아군이 더 많이 죽는 셈이다. 

이처럼 항암치료가 위험하지만 이것에 대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것이 현대의학의 대세이

기 때문이다. ‘미네랄 닥터’라고 불리며 노벨의학상 

후보에도 오른 미국의 조엘 월렉 박사는 《죽은 의사

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수많은 임상실

험을 통해 질병이 왜 오고 사람이 왜 죽는지를 밝혀냈

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이탈리아의 조르다노 부르노는 ‘신성 모독을 한

다’며 갖은 협박을 받으면서도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교황청에 의해 로마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고, 갈릴레

오 갈릴레이 역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할 

뻔 했다. 

To this day, we’ve been led to believe that we have to 

fight diseases. But Insan Kim Il-hun came up with an 

entirely new medical theory. The key to his belief is that 

we have to strengthen our immune system and over-

come whatever ails us. But those who’ve been brain-

washed by ways of the modern medicine don’t get it. I 

hope you can unshackle yourself from these old ideas 

and practice ideas of Insan’s ‘true medicine,’ so that you 

can live a full, healthy life.

Insan’s True Medicine Likened to Heliocentric 

Theory

They will tell you eating too much salt will increase your 

blood pressure, damage your stomach, cause obesity and 

lead to adult diseases. But Insan said, “If you don’t eat 

enough salt, it will shorten your lifespan and the like-

lihood of an unnatural death rises.” He believed salt to 

be an excellent medicine.

When 99.9 percent of people say salt is bad for your 

body, Insan argued the exact opposite. And people find 

that difficult to believe. Let me go back in time to il-

lustrate this point.

In 1543, Polish astronomer Nicolaus Copernicus pub-

lished 《On the Revolutions》 and pushed the heliocen-

tric theory. Prior to that, Ptolemaeu’ geocentric theory 

was accepted as the truth.

To the naked eye, the sun appears to be moving from 

east to west. But it has been scientifically proven that 

the Earth does rotate. Not everything you see is true. 

And when it comes to diseases, we only get caught up 

in symptoms and only try to deal with those symptoms.

And for 200 years after the publication of 《On the Rev-

olutions》, the Western world underwent a scientific 

revolution. Things that are scientifically corroborated 

become truths. But there are also several theories that 

have been scientifically proven that have quietly disap-

peared. The ‘beating heart’ theory is one. It’s impossible 

for our heart to send blood across the veins that stretch 

for 130,000 kilometers with just one pump.

The same can be said about fever relief medication. 

When our body temperature rises when we come down 

with a flu, it’s the human body’s defense mechanism 

to kill viruses. And once viruses are killed, then the 

temperature will fall naturally. What’s the point of us-

ing medicine and weaken the immune system? This 

is due to our obsession to believe whatever we see, 

and the type of medicine that we see today has been 

built this way.

‘Bad Salt’ That People Say Is Sodium Chloride

Cancer treatment is the same. People want to kill can-

cerous cells by having surgery, undergoing anti-cancer 

treatment and receiving radiation therapy. But cancer-

ous cells, unlike viruses or bacteria, are perfectly nor-

mal cells that work hard inside our body.

German doctor Andreas Moritz wrote in his book, 

《Cancer Is Not a Disease》, “Cancer is the body’s fi-

nal healing mechanism.” Cancerous cells aren’t ac-

tually our enemies. Anti-cancer treatment and radi-

ation therapy will end up killing more regular cells 

than cancerous ones. It’s like ending up killing more 

friendly forces with a bomb that you dropped to kill 

enemies.

Anti-cancer treatments are dangerous, but few people 

have addressed this. Dr. Joel Wallach, the former nom-

inee for Nobel Prize for Medicine referred to as ‘Min-

eral Doctor,’ detailed how we get sick and die through 

numerous clinical tests in his book 《Dead Doctors 

Don’t Lie》, but most other doctors thought him crazy.

Giordano Bruno, an Italian cosmological theoris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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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돌든 우주가 돌든 그것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왜 죽이는가. 

현시대에 여러분이 천동설을 다시 주장한다고 죽임

을 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다르다. 천

동설에 대비되는 현대의학과 지동설에 대비되는 인산

의학을 혼동한다면 당신은 비명횡사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인산 선생의 의학 이론은 “우리 땅에서 나는 농림축

수산물을 이용해 그 약성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

에 맞춰 쓰면 약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나는 천일염은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손꼽힌다. 우리나라 동쪽 산에서 시작된 물

줄기가 강을 따라 토양의 미네랄들을 흡수하며 서해

안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에는 80여 가지의 

미네랄 성분이 있다. 우리의 몸은 60가지 미네랄 성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천일염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미네랄 성분이 모두 들어 있다는 말이다. 이 천

일염의 간수를 뺀 후 대나무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

로 9번 구우면 독성물질이 모두 사라진 죽염이 된다. 

한강 물이 얼 때 바닷물은 얼지 않는다. 염분 때문

이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평소 몸에 염분이 부

족하면 저체온증에 쉽게 걸린다. 지구력도 소금에서 

나오고 신진대사도 소금을 먹어야 활발해진다. 몸의 

염증도 소금으로 치유된다. 

세상이 말하는 ‘해로운 소금’은 ‘순수 염화나트륨

(Nacl)’이다. 흔히 ‘정제염’이라 부르는 염화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을 높이고 위 점막을 해친다. 정제염

은 소금이 아니다.  

미네랄 덩어리 9회 죽염, 산화환원력 가장 탁월
조엘 월렉 박사는 “우리 신체의 60가지 미네랄 중 한 

가지 미네랄이 결핍되면 10가지 이상의 질병을 초래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매일 60가지 미네랄과 16가지 비타민, 12가

지 필수 아미노산과 3가지 필수 지방산 등 91가지 영

양소를 필요로 한다.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 지방

산은 음식을 통해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지만 60가

지 미네랄은 토양에 없으면 곡식, 채소를 통해서도 얻

을 수가 없다. 이 60가지 미네랄을 우리 몸에 흡수시

키는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딱 한 가지, 소금을 통해서

다. 그런데도 소금이 해롭다며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하니 어찌 건강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종양내과 및 전염병 전문의 사이토 마사시

는 《체온 1℃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을 냈다. 일본 

총리의 주치의를 지낸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라는 책을 냈다. 

제목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이 병 고치고 사는 

최고의 핵심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  

인산 선생은 ‘입맛 당기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먹어야 이롭다’고 주장하셨다. 죽염은 피를 맑

게 하고 독을 푼다. 이것이 소금의 약리 작용이다. 또

한 소금은 소염 작용을 한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의

관들은 부상병이 많아지자 부족한 링거액을 대신해 

0.9%로 염도를 낮춘 바닷물을 사용했다. 요즘 우리

가 병원에 가서 흔히 맞는 링거액이 바로 소금물이다. 

링거액은 아무 의심 없이 맞으면서 왜 소금은 적게 먹

으라고 하나. 

철을 정제염 녹인 물에 담그면 곧 녹이 슨다. 천일염 

물에 담가도 시간은 좀 늦춰지지만 역시 녹이 슨다. 

철이 산소와 오래 닿으면 녹이 생기는데 이를 ‘산화’

라고 한다. 인체도 활성산소에 의해 늙고 병든다. 

burned alive in Rome by the Vatican after he pushed 

for the heliocentric theory. Galileo Galilei also opposed 

the heliocentric theory, and almost got burned himself.

Whether the Earth rotates or not, is that more import-

ant than human lives? Why kill people just because they 

have different views? Today, you won’t get executed just 

because you believe in the geocentric theory. Our body 

may be different. If you get the modern medicine (the 

equivalent of the geocentric theory) and Insan Medi-

cine (likened to the heliocentric theory) confused, you 

may suffer an unnatural death.

The basic premise of Insan’s theory is that if we use the 

medicinal properties of agricultural, dairy or marine pro-

duce from our own soil and ocean, they can function as 

medicine. Bay salt from the Korean west coast is con-

sidered among the very best in the world. The stream 

of water starts from the mountains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and it soaks up minerals from the soils 

along the way before reaching the west side.

Bay salt from the west contains some 80 minerals, and 

60 of them are essential for our body. Remove bittern 

from the salt, put it in bamboo trunk and roast it nine 

times over fire set on pine wood, then you’ll get bam-

boo salt without any harmful substances.

Even when the Han River freezes, the ocean won’t. That’s 

because of its salinity. It’s the same with our body. If you 

don’t have enough salt inside, you will suffer from hy-

pothermia. Salt will help you with endurance and me-

tabolism. And salt can also help cure infection.

The harmful salt that people talk about is actually sodi-

um chloride. It’s otherwise known as refined salt. And 

that will indeed increase your blood pressure and the 

mucous membrane layer of your stomach. Refined salt 

isn’t really salt. Sodium chloride is one of substances 

that make up salt.

Bamboo Salt Has Great Oxidation Reduction 

Rate

Dr. Wallach claimed that if we lack one out of 60 es-

sential minerals in our body, it will cause more than 10 

types of diseases. We need 60 minerals, 16 vitamins, 12 

amino acids and three fatty acids daily.

Vitamins, amino acids and fatty acids can be consumed 

through foods, but if soils don’t have those minerals, we 

can’t get them through crops or vegetables. And there’s 

but one way to put these 60 minerals into our body: 

through salt.

Masashi Saito, a Japanese doctor specializing in oncol-

ogy and infectious diseases, wrote a book titled 《1℃ 

of Body Temperature Will Save You》. Dr. Yumi Ishi-

hara , who once served as a physician for the Japanese 

prime minister, pubsliehd 《By Raising Body Tempera-

ture by 1 Degree, Your Immunity Can Be Five Times 

Stronger》. And see what these titles say? This is the key 

to curing diseases.

Insan said we should pick the food that we like and eat 

hearty portions. Bamboo salt will cleanse your blood 

and detoxify your body. And this is the pharmaceu-

tical effect of salt. And salt can also have anti-inflam-

matory functions. When doctors ran out of IV fluids 

during World War II, they relied on diluted sea water. 

The Ringer’s fluid is essentially salt water.

If you place a piece of steel in water with refined salt, it 

will soon develop rust. In water with bay salt, it will al-

so have rust, though it will take a bit longer. This pro-

cess is oxidation. By the same token, human bodies age 

due to active oxygen.

Your body will need ‘reducing power’ to prevent ox-

idation. Water with bamboo salt that has been roast-

ed nine times won’t cause any rust even after a decade. 

Regular salt has the oxidation reduction rate of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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迄今为止，世界就按照打败疾病的“斗病说”来治

病。然而，仁山金一勋先生主张“养生学”，即增强

免疫力、提高生命力、自身克服病魔的真医疗。遗

憾的是被现代医学洗脑的人们，不太懂得或理解

这些真医疗理论。

目前，人们认为盐吃得多就血压高、胃被馈、肥胖等

导致各种难治性成人疾病。但是，仁山先生主张， 

“少吃盐就直招病魔、缩短寿命，死于非命的可能

性高”，提出最佳之药是盐。

1543年，波兰天文学家哥白尼主张“地动说”。之前，

人们都把托勒密所提倡的所有的星球都环绕着地

球运行的“天动说”为定论而接受。

肉眼看太阳从东边出向西移动，但科学证明了地球

在旋转。肉眼看到的并非都是真实，而我们只执着

于引起疾病的症状，集中于缓和并解决症状。

大部分医生看到癌症患者，就动手术来刺杀癌细

胞，抗癌治疗使用毒来杀死癌细胞，照射放射线

来烧死癌细胞。使用这些治疗法，正常的细胞比

其他癌细胞死的更多。如果以此方法治疗癌症非

常危险，但很少有人对此说公道的话。

意大利学者吉尔达诺.布鲁诺主张地动说，教皇厅

以“亵渎神圣”罪，绑在罗马广场上活活地烧死。 伽

利略·伽利莱也主张地动说，差点儿被处于火刑。地

球旋转或宇宙旋转，这比人的生命更加重要吗？和

自己的想法不同，就杀人？如今，如果各位再次主

张天动学，不会被杀死。可是，我们的身体并非如

此。如果混淆相当于天动学的现代医学与相当于

地动学的仁山医学，将死于非命的可能性就很高。

仁山先生的医学理论是，“以生长在我们国土内的农

林蓄水产物，利用其药性，针对我们国家国民的体质

而使用，它就成为治病之药”。韩国西海岸生产的天

日盐具有80多种矿物质成分，其中60多种是我们身

体所必要的矿物质成分。去除天日盐的卤水后，放进

竹筒，使用松木柴烤九次，毒性物质就都烟消云散，

成为竹盐。竹盐具有清洁血液、解毒的消炎作用。

如果铁与氧气相遇就生锈，我们称它为“氧化”。同样

的道理，人体因体内的活性氧就衰老、得病。防止氧

化使身体回归原来的状态，需要“还原力”。铁在烤九

次的竹盐水里，经过十年也不会生锈。通常，盐的还

原力为+200左右，而烤九次的竹盐还原力达-400。

仁山先生经常对患者说，“撑死为止吃竹盐”。因不

知缺乏那种矿物质成分而患上疾病，就像为熄灭

火先倒水一样，要猛吃竹盐。

真诚希望一读再读《神药》，《神药本草》，懂得仁

山先生的“真医疗”，使“寡淡”国家变成“咸味浓”的

国家。   

산화를 방지하고 몸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면 

‘환원력’이 필요하다. 9번 구운 죽염 물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녹이 슬지 않는다. 환원력이 가장 높다는 말이

다. 일반 소금은 환원력이 +200 정도다. 

죽염을 1번 구우면 +100, 3번 구우면 -100, 9번 구우

면 -400에 달한다. 이 수치를 과학자들이 보면 ‘이 죽

염 퍼 먹으면 병이 다 낫겠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소금이 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인산 선생의 《신약神樂》 《신약본초神樂本草》를 

읽으면 앞으로 수백, 수천 년을 혁명적으로 바꿔나갈 

새로운 참의학 이론을 알 수 있다. 

주변의 농림축수산물을 먹어 병을 고치라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

지 못하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바로 여기에 최고의 비밀이 숨어 있기에 인산 선생은 

자기 주변의 농림축수산물을 먹어 병을 고치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토양도 미네랄이 고갈되고 있다. 자연히 땅

에서 자라는 작물에 함유된 미네랄도 줄어든다. 일례

로 옛날엔 시금치 한 단이면 보충될 영양소가 지금은 

19단을 먹어야 겨우 보충된다. 그런데도 미네랄의 보

고인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한다. 

인산 선생은 환자들에게 ‘죽염을 배터지게 퍼 먹어’

라고 하셨다. 인체의 어느 미네랄 성분이 부족해 병이 

걸렸는지를 모르기에 일단 집에 난 불을 끄는 것처럼 

물을 들이부으라는 뜻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집 음식 짜지 않고 심

심하니 맛있다”고 한다. ‘심심해서 맛있다’란 말은 역

사상 요즘 나온 말이다. 예부터 남의 집 음식이 맛있

으면 ‘그 집 음식 짭짤하다’라고 한다. 돈이 잘 벌리면 

‘수입이 짭짤하다’라고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

니는 이에게는 ‘싱거운 소리하고 다닌다’라고 한다. 

부디 여러분이 인산 선생의 ‘참의료’를 깨달아 이 싱거

운 나라를 짭짤한 나라로 바꿔주시길 바란다. 

but it’s -400 for bamboo salt.

Scientists who see these numbers may say bamboo salt 

will be the cure-all. But those who don’t won’t have any 

idea salt can be so helpful. If you read 《Shinyak》 《Shin-

yak Boncho》 by Insan, you will have a grasp of true me-

dicinal theories so revolutionary that they will change 

our lives over the next centuries and millenniums.

Use Agricultural, Dairy and Marine Produce to 

Heal

Hippocrates, the father of western medicine, said, “Let 

food be thy medicine and medicine be thy food.” This 

is where the big secret lies, and this is why Insan urged 

people to look around for agricultural, dairy and ma-

rine produce for help.

Soils are increasingly becoming deficient of minerals. 

And that means things that grow from those soils are 

also getting short on minerals. For instance, we used to 

be able to get by with a single bunch of spinach. But to-

day, you’d need 19 to get the same amount of nutrients.

And there are still people who will tell you not to eat 

salt, even though it has all those minerals.

Insan told his patients to stuff themselves with bamboo 

salt. Because there’s no way of knowing exactly what 

type of minerals we’re lacking, it’s always best just to 

eat as much bamboo salt as possible and see what hap-

pens. It’s like pouring in as much water as possible to 

put out a fire. After dining out at a restaurant, some of 

us may say the food was good because it was bland and 

insipid, instead of being salty. But come to think of it, 

our forefathers always called tasty food as “a little salty.” 

And the world ‘bland’ is the term we also use for peo-

ple who run their mouths. I hope you will all grow to 

appreciate Insan’s ‘true medicine’ and make this bland 

country a ‘salty’ one. 

相当于地动学的仁山医学
治愈疾病的最佳真医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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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이 무엇인가. 글루코스Glucose, 즉 포도당은 인체 

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탄수화물의 주성분이다. 단

당류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

요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특히 뇌와 적혈구는 오직 포

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쌀, 고구마, 콩 등 탄수화물을 비롯해 지방과 단백

질이 몸속에서 소화와 대사 과정을 거치며 최소 단위

인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세포 곳곳에 가서 세

포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려면 포도당이 꼭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로 생체기능 회복해야 할 땐 죽염포도당
세포로 전달된 포도당은 기본 신체대사에 우선적으

로 쓰인 후 운동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만약 신체 움

직임이 적어 세포까지 전달된 포도당이 남게 되면 포

도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만약의 사태, 즉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질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게 된다.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살이 찐다는 소리다. 

그러니 하루 세끼 식사를 하고, 적당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포도당을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 

또 인간의 몸에는 혈당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는 복잡한 체계가 발달되어 있어 필요 이상의 포도당

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 포도당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산소만큼이나 필요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몸이 필요

로 하는 정도는 음식으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포도당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 사람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필수 에너지원인 포도

당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포도당이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덥거나 추운 날에도 야외 산업현장에

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 심한 운동으로 1~2시간 내 

땀 배출이 많은 경우, 찜질방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 골프나 등산 등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과로로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 공부에 지친 학생 등

이다. 또 인스턴트 식품 등 영양불균형을 가져오는 

음식물을 자주 섭취해 영양소의 대사 과정이 정상적

당 떨어진다 생각될 때 
즉각적인 에너지 충전

⑤ 99죽염포도당

건강에 관심은 많지만 평소 어떻게 몸을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3040세대를 위한 
소소하지만 유용한 인산의학 실천법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야외 근로자나 수험생, 과격한 

운동으로 순간적인 에너지 손실이 많은 사람 등에게 꼭 필요한 포도당에 대해서 다룬다.
글 김효정  사진 양수열  스타일링 김가린(스토리라인) 

이지 못한 경우도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섭취하는 게 

좋다. 

땀 흘릴 때 염분도 보충하고 미네랄도 채워주고
이와 같은 경우일 때 포도당이 몸에 흡수되면, 땀의 

증발 및 탈수 현상으로 순간 저하된 생체 기능을 정

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당 떨어진다’

는 느낌이 들 때, 음식을 먹고 소화와 대사 과정이 이

뤄져 최소 단위로 분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순

수 에너지원인 포도당 한 알이 더 빨리 반짝하며 효

과를 낸다. 

포도당이 필요한 순간들 중 특히 야외활동으로 땀

을 흘린 경우라면 염분도 채워줘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수분만 섭취하면 땀의 증발을 촉진시켜 탈

수 현상으로 이어져 생체 기능이 저하되기 쉽다. 저하

된 생체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몸속 나트륨

과 칼륨의 비율을 빠르게 맞춰줘야 한다.  

시중에 다양한 포도당캔디 제품이 있지만 9회 죽염

과 포도당을 배합해 만든 죽염포도당의 경우, 에너지

와 함께 죽염 속 미네랄 성분을 한번에 채워줄 수 있

어 영양공급, 체온조절, 운동(작업)능률의 향상 및 발

한량 감소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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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어깨와 목을 위해 

승모근과 회전근개 근육을 단련하세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승모근이 굳어지며 부담을 갖게 된
다.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면 목과 어깨에 담이 드는데 이는 승모
근이 손상된 탓이다. 이럴 땐 부드럽게 누르고 매만져서 풀어주
는 게 좋다. 평소 어깨와 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도 승모근 
단련에 도움이 된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건염’ 등 중장년을 더 늙게 만드는 어깨 질
환 예방법은 회전근개 근육(극상근)을 단련하는 것에 있다. 팔을 
벌린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향하게 한 후 머리 위로 올
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회전근개 근육(극상근)을 탄탄하게 키울 
수 있다.

웰빙라이프

회전근개 건염? 나이 탓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면 길이 보인다

팔 동작의 반복과 과도한 어깨 근육 사용에서 비롯되는 ‘회전근개 건염’의 통증은 
‘오십견’과 함께 중장년층의 목과 어깨를 짓누르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나타나는 이 퇴행성 질환의 폐해를 줄이는 법을 살펴본다.
글 이일섭  자문 서희수(금메달 정형외과 원장)  사진 셔터스톡

생하는 질환을 ‘회전근개 건염’이라고 한다.

중년 이상의 발병 환자 중에는 배드민턴이나 체조

의 팔 동작 등 비교적 가벼운 어깨 운동만으로도 염증

이 생겨 생활에 불편을 겪곤 한다. 회전근개 건염의 원

인은 전형적인 노화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 초기 

증상은 어깨를 움직이는 게 불편한 정도이지만 좀 더 

악화되면 어깨가 아파서 옷을 입고 벗기가 어려우며, 

수면 중에 통증이 발생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또한 어깨 근력을 떨어뜨려 손을 뻗어 물건을 집는 것

이 어려워지며 물건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일도 힘

겹게 된다.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잠그는 일도 헤어 드

라이기를 사용해 머리 모양을 다듬는 일도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찜질기로 손상된 근육과 힘줄 마사지도 효험
서희수 금메달 정형외과 원장은 가급적 증상 초기에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

요하다고 조언한다.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등 팔을 

움직일 때마다 느끼는 유사 통증 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희수 원장은 “회전근개 건염의 치료를 위해, 질환 

초기에는 소염제 복용과 주사 치료,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어깨 회전근개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재생 주사 요법이 효과적이며, 체

외충격파와 신장분사 등의 치료를 병행하면 단순히 

통증만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힘줄 세포가 정상적으

로 치유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그

러나 “통증이 있을 때 흔히 병원에서 시행되는 스테로

이드 주사의 경우 자주 맞으면 단기적으로는 증상이 

개선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전근개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다.

어깨 회전근개 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다. 

특히 벤치프레스와 팔굽혀펴기 등의 운동을 할 때는 

처음부터 무리를 하기보다는 운동 강도를 조금씩 늘

렸다 서서히 낮추는 안배가 필요하다. 

또한 통증이 발생해 어깨 운동 범위가 감소되기 시

작할 경우 어깨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수승화강찜질기의 뜨거운 열기 마사지로 손상

된 근육과 힘줄을 보듬는 인산식 치유법도 증상을 완

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팔굽혀펴기와 벤치프레스 바벨 등 어깨 근육을 사용

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회전근개 건염’이 발생하곤 한다. 어깨관절을 지탱하

고 움직이게 하는 힘줄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통증 

탓에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고,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어깨 운동만으로도 염증 고통   
어깨관절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회전근개 힘줄은 

수축과 이완 과정에서 견봉이라고 불리는 위쪽 뼈와 

마찰을 하며 움직이게 된다. 정상적으로는 회전근개

와 견봉 뼈 사이에 얇은 물주머니가 존재해 마찰을 줄

여주지만,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반복할 경우 회전

근개와 뼈 사이의 마찰이 심해져 회전근개에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회전근개가 손상돼 염증이 발

회전근개

승모근
회전근개 근육 
(극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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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뇌졸중, 치매…. 100세 시대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질환들이다. 발병과 
동시에 삶을 참담하게 만드는 이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은 혈액과 혈관의 손상에 있다. 지방이 달라붙어 

비좁아진 혈관을 잼처럼 걸쭉한 혈액이 힘겹게 흐르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진저리를 치게 한다. 독소가 
없는 맑고 깨끗한 혈액과 고무공처럼 탄력 넘치는 혈관을 만드는 혈류 회복 방안을 소개한다.  

글 이일섭  사진 셔터스톡

100세 시대 가로막는
혈관 질환을 이기는 법 

36

암·난치병 극복하는 
인산의학의 묘법!  

인산의학 계승자 김윤세 회장이 전국에서 진행한 인산의학 

특강과 각종 미디어에 기고한 칼럼 42편 엄선  

※부록 : 인산의학 특강 영문본 33편 수록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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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혈액은 콜레스테롤, 당 성분이 적절히 있어야
혈액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혈액은 영양소와 노폐

물, 산소, 호르몬 등을 온몸으로 전달한다. 또 수분과 

전해질,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추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혈액의 역할이다. 따라서 혈액이 더러워지거나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 곳곳이 악영향을 받는다. 

건강한 혈액은 콜레스테롤, 당 성분이 적절히 있

어야 한다.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콜레스테롤

이 130mg/dL을 넘지 않아야 하고, 혈당은 공복 시 

100mg/dL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많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을 손

상시키는 염증물질도 생겨나 위험한 순환이 시작된

다. 혈압도 중요한데,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

고 노폐물들이 손상된 혈관벽을 침투해 혈관을 병들

게 한다. 

일반적으로 혈액이 나빠지고 4~5년이 지나면 혈

관에 문제가 생긴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에 문제가 생겨 온

몸에 병을 일으킨다. 뇌혈관에서 혈류가 막히거나 혈

관이 터져 혈액이 새면 뇌졸중, 심장혈관에 혈류가 막

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부른다. 혈액과 혈관

을 잘 관리해 혈류가 원활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

경색증 등 한국인 사망 원인 2~3위 질환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전 세계 사망원인 1위가 혈관 질환… 총 사망자의 30%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나 당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

물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12만㎞나 깔려 있는 혈관은 일단 병들면 되돌

릴 수 없다. 막힌 혈관의 극히 일부분을 스텐트 삽입

으로 넓히거나 혈관 내막에 들러붙은 노폐물(죽상반)

을 잘라내는 수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탄력을 잃

고 딱딱해진 혈관 조직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거나 젊

머리부터 발끝까지 12만㎞ ‘혈도血道’
‘장벽’ 많아도 관리 잘 하면 장수만세

100세 장수 시대, 혈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보다 무서운 재앙이 뇌졸중·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 암은 깨끗하게 나을 수도 있지만, 혈관 질환은 ‘완치’가 없고 
평생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혈관은 관리만 잘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혈관은 천천히 

늙고, 당뇨병·흡연 등은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분명하며, 의학적 검사를 통해 노화나 질병 정도를 
알 수 있다. 혈관만 잘 관리하면 100세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글 이금숙(헬스조선 기자)  사진 셔터스톡  도움말 오동주(뉴고려병원 원장), 임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PART 1  
암보다 무서운 	
혈관 질환

게 만드는 방법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질환은 혈관 질환으로 전체 사망자의 30%에 해

당하는 1,700만 명이 매년 혈관 문제로 사망한다. 국

내 사망원인 1위는 암癌이지만, 2위 심장 질환, 3위 뇌

혈관 질환은 모두 혈관 질환이다(통계청). 

각각의 혈관마다 발병하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 동맥 ➡ 뇌졸중·심근경색 

심장은 혈액을 1분당 2.5~3.5L씩 동맥으로 빠르게 뿜

어낸다. 동맥은 높은 혈압 부담 때문에 혈관 내벽이 

잘 손상된다. 동맥에는 혈액을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

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평활근이 있는데, 

동맥벽이 손상되고 노폐물이 쌓이면 평활근이 딱딱해

진다. 이것이 동맥경화증이고, 악화되면 협심증과 뇌

졸중 등이 된다.

▷ 정맥 ➡ 하지정맥류·혈전증 

정맥은 혈압이 낮고 혈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혈관 

손상으로 인한 노화는 별로 없다. 또 정맥에는 평활

근이 없기 때문에 ‘정맥경화증’은 아예 생기지 않는다. 

반면, 정맥은 기운이 빠져서 느릿느릿 도는 정맥피가 

중력을 거슬러 심장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판막을 갖고 있다. 노화로 판막이 손상되면 하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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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돼 혈전증이 발병한다.

▷모세혈관 ➡ 망막질환·신장질환 

모세혈관은 혈액이 싣고 온 산소를 혈관 바깥 인체 조

직에 보내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장소이다. 모

세혈관은 매우 얇은 한 겹의 내피세포로 만들어져 잘 

터지고, 쉽게 아문다. 모세혈관 노화로 인한 질병은 

눈의 망막과 신장의 사구체 등 모세혈관이 밀집한 곳

에서 주로 생긴다. 눈의 망막이 터져서 생기는 망막병

증, 신부전이 대표적이다. 혈관은 모세혈관처럼 가장 

가는 혈관부터 망가진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가

장 먼저 눈의 망막부터 망가져 당뇨망막병증이 발병

한다.

혈관벽 두께 0.6~0.7㎜가 정상
최근 혈관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혈관벽 두

께’가 주목받고 있다. 혈관벽 두께란 혈관의 가장 안

쪽(내막)과 가장 바깥쪽(외막) 사이 중간막의 두께를 

말하는데, 주로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경동맥

의 두께로 판단한다. 한국인은 경동맥 두께가 0.6~0.7

㎜가 정상이다.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혈관이 딱딱해

져 작은 변화에도 쉽게 막히거나 터져 각종 질환을 유

발한다. 실제로 경동맥 두께가 1㎜ 이상이면 급성 심

목 부위의 경동맥 검사를 통해 혈관벽의 두께와 경직도 

등을 한번에 알 수 있다. 초음파로 혈관벽 두께를 재는 

건데, 정확도가 80% 정도이다. 경동맥의 상태로 뇌와 

심장 혈관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고, 검사 결과는 뇌졸

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의 조기 진단 

지표로 활용된다. 혈관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동

맥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졌다면 다른 부위의 혈관도 비

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의 염증 수치인 고감도 CRP수

치(hs CRP)를 측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검사는 혈

액 내 미세한 염증물질 변화를 반영해 혈액의 ‘품질’ 상

태를 알 수 있다. 고혈압, 비만,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이 

검사를 하면 심장마비나 협심증 위험도를 알 수 있다.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 검사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

혈액·혈관·혈류 건강하게 하려면
건강한 혈액이나 혈관, 원활한 혈류를 위한 생활습관으

로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운동이다. 혈액은 흐르는 강

물과 같아, 천천히 흐르거나 한곳에 정체해 있으면 안 

된다. 운동으로 혈액이 온몸을 빠르게 순환하면 혈액 

내 나쁜 물질은 걸러지고 좋은 물질은 늘어난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74명의 여성

들에게 10주 동안 일주일에 3번, 1회 1시간씩 재즈 에

어로빅(재즈댄스와 에어로빅을 합성한 운동)을 하도록 

한 결과 혈당과 혈중 지질을 낮추는 좋은 호르몬(아디

포넥틴)은 증가하고 혈당과 지질을 높이는 나쁜 호르몬

(RBP4)은 줄었다. 근력 운동은 혈관을 자극하고 해당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해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며, 혈관의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근육

은 당 대사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근육이 충분해야 혈액 

내 당이 필요한 양보다 많아졌을 

때 빨리 소모해 당뇨병 등을 막을 

수 있다.

혈액의 품질을 높이려면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먹을수록 혈액을 깨끗하

게 하는 음식을 먹자. 혈액과 혈관에 좋은 대표적인 식

품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같

은 생선이다.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 1g씩 먹으면 심

장 질환을 일으키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어 한 토막을 먹으

면 오메가-3 지방산 1g을 섭취할 수 있다. 와인이나 마

늘 등에 많이 든 비타민C나 비타민E와 같은 항산화제

도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류의 흐름을 좋게 한다.

혈액과 혈관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은 흡연이다. 흡

연을 하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혈액 내 백혈구 수치

가 올라가고 담배연기 속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보상 작용으로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

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손상된다. 스

트레스는 혈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스트레스를 받

으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혈액 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

가한다. 산화 스트레스는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혈액 

내 염증물질을 만들어낸다. 

또 잇몸병, 위염, 코골이 등 만성염증을 방치하지 말

아야 한다. 이런 질환이 있을 때 해당 부위에 침입한 세

균을 죽이기 위해 생기는 염증반응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돌아다니며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

다. 미국 국민건강 및 영양 조사(NHANES)를 바탕으

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주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심장마비 발생 위험이 2.1배, 뇌졸중에 걸릴 위험은 

2.8배 높았다. 

내 혈관·혈액 상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근경색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이 최대 5.5배로 증가

한다(미국심장협회). 또한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이 

국내 65세 이상 성인 348명을 대상으로 5년간 조사한 

결과, 혈관벽 두께가 0.1㎜ 두꺼워질수록 5년 후 치매 

발병 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벽은 왜 두꺼워지는 걸까? 먼저 혈관벽은 나이

가 들면 자연스럽게 두꺼워진다. 중간막은 근육세포

・탄력섬유・콜라겐 등으로 구성돼 심장에서 혈액이 

뿜어져 나올 때 생기는 압력을 견디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중간막의 근육세포가 노화되면서 크기가 과

도하게 커지면 혈관벽 자체가 두꺼워진다.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나 스트레스・흡연도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든다. 높은 혈압이나 스트레스, 담배 

속 발암물질로 인해 혈관 내벽 조직에 상처가 생기면, 

느슨해진 조직 틈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콜레스

테롤이 침투한다.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LDL콜레

스테롤이 혈관 내벽과 중간막 사이에 계속 쌓이면서 

혈관벽이 점차 두꺼워지는 것이다. 당뇨병도 문제다. 

혈액 속 포도당이 과도하게 많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최종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최종당화산물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

고, 중간막에 쌓여 혈관벽을 두껍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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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4적을 물리치세요
국내 성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바짝 뒤좇고 있는 질환이 2, 3위를 다투는 

‘심뇌혈관질환’이다. 이 질환은 모두 혈관과 관련 있다. 서구화되고 불규칙한 식습관과 
술·담배,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혈관을 병들게 한다. 혈관은 뚜렷한 증세 없이 
나빠지므로 평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팔팔한 혈관으로 건강하게 사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알아보자.
글 손수원  사진 셔터스톡

남들은 꽃구경 가는데 손발이 저려서 ‘방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허리둘레에서 벗어나야
남들은 산으로 들로 꽃놀이를 다니며 즐거워하지만 

50대 주부 김모씨는 작은 꽃샘추위에도 깜짝깜짝 놀

란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손발 저림’이

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갱년기여서 그러는 것

이니 잘 주무르고 온찜질을 하면 낫는다”고만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중년층을 괴롭히는 손발 저림의 원인은 바로 ‘혈관’

과 ‘혈류’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 혈관이 수축해 혈

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가슴이 두

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며, 고혈압・뇌졸중 등 혈관 질

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4적’을 꼽으라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허리둘레이다. 혈중 콜레

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경

화를 유발한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류에 문

제를 일으키는 LDL(저밀도 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

이 증가해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등 다양한 질

1.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른다
운동은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면 맥박이 힘

차게 뛰고 온몸의 혈액도 시원하게 흘러 혈관 벽에 쌓인 콜레

스테롤 등의 노폐물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다. 하루에 30분~1

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매일 일부러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평소 습관처럼 계

단 오르기를 해보자. 계단을 오르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

동이 동시에 이루어져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고 건강한 혈

관을 유지하게 해준다. 다만 무릎 

관절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나 

발목이 좋지 않은 경우엔 자

제한다. 계단 내려가기는 무

릎에 무리를 주는 것에 비해 

운동 효과는 크지 않다.

환을 유발한다. 혈당이 높아지면 체내 단백질이 제 역

할을 못하게 되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든다. 

허리둘레가 크다는 것은 내장지방이 많이 쌓였다

는 것을 의미한다. 내장지방은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다양한 질환

을 유발한다. 이러한 ‘혈관 4적’을 물리쳐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에서 지키는 ‘습관의 힘’이 

중요하다. 

2. 하루 2ℓ의 물 수시로 나눠 마신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순환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과 조직액

의 순환이 원활해지며 피로 회복, 생리통 완화 등에 도움이 된

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물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200㎖ 8잔 정도인 1.5~2ℓ로, 1시간에 1잔씩 마시되 한 번에 

500㎖ 이상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심부전, 간경화, 부신

기능저하증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에는 물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3. 끼니마다 2~3가지 채소 반찬을 먹는다
토마토, 당근, 시금치, 피망, 브로콜리 등의 녹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E 등이 함유되어 있어 산화작용을 억

제하고 피를 맑게 해준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속에 오래 머

물면서 지방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혈

액의 지방 성분도 함께 빠져나가 혈중 지질 농도가 낮아진다. 

녹황색 채소는 하루 300g 정도(매끼 2~3개의 채소 반찬) 섭취

이런 습관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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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적당하다. 채소는 기름으로 조리하기보다는 샐러드, 쌈, 

무침 등으로 먹는 것이 좋다. 

4. 적당히 ‘꿀잠’을 자기
잠을 잘 때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하고 맥박 수가 느려지

면서 온몸의 모세혈관이 휴식 상태로 바뀐다. 잠을 잘 자지 못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에 변화가 생겨 혈관의 석회화 수

치가 높아져 각종 질환을 야기한다. 그렇다고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중간에 자주 깨게 되므로 신체의 교감신경이 항진돼 혈

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 혈관 건강을 

위한 수면 시간은 하

루 7시간 정도면 적당

하다.  

5.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제 복용하기 
혈관에 도움을 주는 각종 비타민과 불포화지방산, 미네랄 성

분들은 모두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혈관 노화를 막기에

는 섭취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신체에 필요한 양만큼 정제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다.  

‘짜게 먹으면 혈관에 좋지 않다’는 통념과는 달리 죽염에는 인

체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 60종이 모두 들어 있다. 특히 천일염

에 비해 2.5배(1만2,280ppm mg/kg)나 더 함유되어 있는 칼

륨 성분은 혈관 확장을 유도해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따

라서 요리에 죽염을 사용하거나 9회 구운 죽염을 수시로 침으

로 녹여 먹으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로 작용한다. 따라서 평소 적절한 운동과 취미생활, 명상 등으

로 되도록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3. 심혈관 질환자인데 아침 운동을 한다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환절기의 서늘한 아침에는 운동은 금

물이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아침에는 혈액이 묽지 않고 끈끈하다. 그런 상태에

서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는 

활성화되고 말초동맥들이 수축하며 혈관 저항이 상승해 혈

압이 올라가고 심장동맥과 뇌혈관이 좁아진다. 아침에 중장

년층의 돌연사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4. 폭음한다
적당히 술을 마시면 혈액 속 단백질 분해 효소인 우로키나아

제를 생성해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의 점성을 낮춰 혈류를 좋

게 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적당량’을 초과하는 것이다. 적

당량의 음주란 성인 남성 기준 알코올 20g 이내로, 청주 1~2

혈관과 혈액을 건강하게 하는 ‘착한 음식’ BEST 5

 마늘    마늘은 동맥 정화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 ‘알리신’이라는 항산화물질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 혈류를 개선시키고 
고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시금치    시금치의 질산염 성분은 체내에서 혈관의 이완이나 확장 작용에 관여하는 산화질소로 변해 
혈압을 개선한다. 엽산 성분은 혈관 속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루테인 
성분은 혈관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이는 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양파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섬유소 용해 활성 작용과 지질 저하 작용)으로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류를 
개선해 준다. 혈액 속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동맥 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혈전을 분해해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순환기장애에 효과적이다.

 견과류    호두, 잣,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에는 오메가-3, 올레인산, 리놀렌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몸속 혈전의 주요 원인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비타민E 등 항산화 물질은 혈관 벽이 노화하는 속도도 늦춰준다.

 토마토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동맥벽에 달라붙는 것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다. 루틴 성분 또한 혈압을 내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 토마토 한 개에 비타민C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 들어 있으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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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식한다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되므로 

열 생산량이 높은 골격근과 뇌, 심장 근육을 비롯해 위 이외의 

기관이나 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저하돼 체온이 떨어

지게 된다. 또한 야식夜食은 혈관을 밤새도록 일하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피해야 한다.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음식을 씹는 횟수를 늘리

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입에 30번씩 씹으면 적은 양으로도 포

만감을 느낄 수 있다. 소화도 잘 되어 위장에 모이는 혈액이 

뇌와 손발 등 온몸을 돌며 일할 수 있게 해준다.    	

2.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과 ‘인터루킨-6’ 물질이 증가한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졸은 염증이나 알레르

기를 치유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

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이 복합된 대사증후군을 가중시

키며, 이는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된다. 

몸의 해로운 물질과 싸우기 위한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

인 인터루킨-6도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증의 원인으

이런 습관은 버려라

홉, 맥주 3잔, 포도주 2~3잔, 소주 2~3잔 정도다. 이를 초과해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몸 아래

쪽으로 쏠리고, 이로 인해 뇌에 있는 혈액이 줄면서 뇌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뇌졸중이다. 술을 마실 때

마다 얼굴이 붉어진다면 혈압을 체크해 봐야 한다. 

5. 담배를 피운다
‘백해무익’의 대명사인 담배. 담배는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연

관이 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혈압은 10~20mmHg 상승

한다. 또한 각종 유해성분으로 혈전을 만들고 혈관부를 손상

시켜 혈관에 끼어 있던 콜레스테롤

과 미네랄 등의 덩어리가 깨

지면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다. 요즘 유행하는 전

자담배나 찌는 담배도 혈

관에 무해한 것은 아니니 

되도록 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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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0분·주 4회 이상 걸으세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법은 편안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걷기와 스트레칭이 

최적이다. 덤벨을 들어 올리거나 러닝머신을 내달리는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살쪄서 비좁아진 혈관을 날렵하게 되돌리는 혈관 운동법을 소개한다.

글 이일섭  사진 조선DB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 속 콜레스테롤 ‘저격’

혈액이 잘 흐르는 건강한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

온을 올림과 동시에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

는 유산소 운동이 최적이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관 

내피에서 분비되는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해서 혈

관이 확장되며 동시에 혈액순환도 더욱 왕성해지게 된

다. 걷기는 운동으론 좀 미약해 보이지만 혈관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법이다. 숨이 차거나 호흡이 거칠어지

는 운동은 혈관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이나 아침 운동보다는 오후, 저녁이 좋아
걷기는 손쉽게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폐 기능을 강화

하며 무엇보다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수축시켜 

다리 부위의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심장으로 올라가

게 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된다. 편안한 운동화 차림으

로 흙길을 걷는 게 가장 좋지만 도심 공원을 느긋하

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한층 편안해지게 된다. 일

상에서 자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유산소 운동이 

되며 다리 부분의 혈액순환이 한결 좋아진다. 반듯한 

자세로 척추를 바르게 펴고 걸으면 척추측만증을 예

방할 수 있으며 뇌척수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머

리도 맑아진다.  

대개 걷기 시작한 지 20분이 경과돼야 체지방 연소

가 시작되므로 건강한 혈액과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는 최소 40분 이상 걷는 게 바람직하며 일주일에 4회 

이상은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탄수화물과 지

방 등 칼로리가 높거나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

하며 걷기에 집중한다면 혈관의 탄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운동을 하는 시간대는 새벽이나 아침보다는 

오후나 저녁이 더 좋다. 심근경색이나 중풍이 주로 이

른 아침이나 오전 중에 발병하기 때문이다. 아침이라

는 시간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되는 밤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교감신경이 활발해

지는 낮으로 이동하는 시간대다. 평소 심혈관계 질환

이 의심된다면 부교감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로 바뀌

는 이 불안정한 시간대는 조심하는 게 좋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면 혈관 이완 효과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근육을 이완하면서 동시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에 있다. 머리가 멍하거나 어깨

가 묵직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목을 돌

리거나 손을 깍지를 껴서 머리 위로 쭉 뻗는 동작을 

한다. 피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지만 정체됐던 혈

액이 돌면서 머리와 어깨를 가볍게 하는 효력은 자못 

크다. 

우리의 혈관은 쉽게 긴장을 하고 단단해지는 문제

점을 갖고 있다. 특히 단단하게 뭉친 근육이나 차가

운 피부 아래를 지나는 혈관은 더 쉽게 수축되고 단단

해진다. 스트레칭을 통해 혈관이 이완되면 해당 부위

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근육에 온기가 전해지고 뭉침 

현상도 쉽게 해결된다. 

스트레칭의 최적 요령은 근육의 결 방향대로 천천

히 늘려주는 것이며 목, 어깨, 다리, 몸통 등을 좌우대

칭으로 골고루 풀어주는 게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해

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에 더 효과적인데 사우

나 중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을 받아놓은 욕

조 속에서 관절과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스트레칭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좋다. 기

지개도 스트레칭과 마찬가지인데 두 팔을 뻗어 전신

의 근육을 펴는 순간 온몸의 기가 열리고 혈액이 힘차

게 도는 상쾌함을 매일 아침 느껴보도록 하자. 

스트레칭의 마무리로는 복식호흡이 최상이다. 숨

을 배 속 깊이 들이마셨다가 길고 천천히 내뿜는 깊은 

호흡을 반복하면 정맥 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져 인

체 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전하게 된다.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15초 관절운동법 
혈관 관리를 위한 산보를 나갈 수 없을 만큼 피곤하다면 침
대와 요 위에서 할 수 있는 모세혈관운동으로 정체된 혈류
를 회복해 보자. 부종으로 불편해진 다리에 효과 만점이라
고 하니 오늘부터 실행에 옮겨볼 것. 먼저 편하게 누워서 양
팔과 양다리를 천장을 향해 들어 올린다. 이후 손목과 발목
을 까딱까딱 움직이며 동시에 팔과 다리 전체를 빠르고 강
하게 털어준다. 팔과 다리를 15초가량 턴 뒤 바닥으로 털썩 
떨어뜨리며 숨을 내쉬면 전신에 피가 돌며 온몸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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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드세요

제철 맞은 나물에 죽염
봄 향기에 미네랄 더하다

인산가 푸드 건강 레시피 〈40〉 봄나물

제철 맞은 봄나물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미네랄과 비타민을 풍부히 섭취할 수 있다. 
여기에 미네랄 가득한 죽염으로 짭짤하게 간을 하면 금상첨화. 나물 고유의 맛과 향은 

최대한 살리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맛이 일품인 봄나물 조리법을 소개한다.
글 김효정  사진 이경호·조선DB  요리&스타일링 이윤혜(사이간)

대부분의 봄나물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 성분이 많이 들

어 있어 몸이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영양식으로 산뜻한 나물 음식만 한 게 없다. 나물 향을 

살린다고 간을 심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봄철에 유난히 몸이 피곤하고 춘곤증을 느낀

다면 몸속 염분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으니 음식의 간을 짭짤하게 하는 것이 좋다. 들기름이

나 참기름은 맨 마지막에 한두 방울만 떨어뜨린다.       

봄나물은 대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물을 꼭 짜서 어울리는 양념으로 간을 하는데, 나

물의 가장 질긴 부분을 손으로 눌러봐서 뭉개지지 않을 정도로 데치면 적당하다. 연한 나물

은 끓는 물에 10초 이내로 데쳐야 식감을 살릴 수 있다. 냉이・두릅・쑥・머위・씀바귀 등의 

쌉싸래한 맛을 즐기지 않는다면 나물을 데친 다음 찬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내고 조리한다.

[ 두릅 ]  봄을 대표하는 줄기 채소로 땅두릅, 개두릅, 참두릅이 있다. 줄기가 연하면서 수분감이 있고 탄력

이 있는 것으로 골라야 한다. 연둣빛의 어린 새순이 식감이 부드러워서 먹기에 좋고, 너무 큰 것은 쓴맛이 

강하고 식감도 질기므로 고르지 않는 것이 좋다. 순의 끝부분은 잎이 펼쳐지지 않고 오므라든 것이 신선하

고 부드러운 두릅이다. 

[ 머위 ]  비타민A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쌉싸래한 머위 잎은 봄철에

만 맛볼 수 있는데, 머위·씀바귀·미나리 등 강하고 쓴맛이 나는 나물은 고추장 양념이 잘 어울린다. 잎이 

시들지 않고, 줄기를 눌러 봤을 때 단단한 것을 고른다. 줄기가 너무 굵거나 가늘지 않아야 하며, 대가 곧게 

뻗은 것이 좋다. 

[ 달래 ]  톡 쏘는 매운맛이 미각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봄나물. 노지에서 자란 달래가 매운맛이 강하고 맛있

다.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아 춘곤증 해소에 좋고,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 질환과 빈혈 예방

에도 좋다. 잎이 진한 녹색이고 뿌리는 매끄럽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은 달래이다. 알뿌리가 둥글어야 하며 

특유의 향이 강한 것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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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료 쌀 2컵, 두릅 6~8줄기, 다진 마늘, 죽염, 참기름 약간씩
달래간장 달래 10줄기, 간장 5큰술,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 1작은술씩

만들기
1 쌀은 씻어서 30분 불려 밥을 안친다. 2 죽염을 넣어 끓인 물에 손질
한 두릅을 줄기부터 넣고 데쳐내고 물기를 손으로 짠 후 송송 썰어 다
진 마늘, 죽염, 참기름으로 간한다. 3 밥이 다 되면 무쳐놓은 두릅을 밥 
위에 덮듯이 올려 뜸을 들인다. 4 먹기 전에 뒤적여 섞어 담는다. 5 분
량의 양념을 섞어 만든 달래간장을 곁들인다.

기본재료 두릅 10~12줄기
절임물 간장·식초·설탕·물 1컵씩

만들기
1 냄비에 분량의 절임물을 넣고 설탕이 모두 녹을 때까지 끓여서 식힌
다. 2 두릅은 단단한 줄기를 잘라내어 다듬은 뒤 물에 씻고 물기를 빼
둔다. 3 절임물이 완전히 식으면 저장용기에 두릅을 넣고 절임물을 부
어 밀폐시킨 후 3일이 지나면 절임물을 냄비에 따라내고 다시 한 번 끓
인다. 4 ③의 절임물이 완전히 식으면 두릅이 담긴 병에 다시 붓고 냉
장보관해서 먹는다.

기본재료 머위 300g(반근), 죽염 약간
양념재료 죽염고추장 2큰술, 식초 1큰술, 설탕 2작은술, 다진 마늘, 
통깨 약간씩

만들기
1 머위는 질긴 껍질을 벗겨 손질한다. 2 죽염을 넣어 끓인 물에 머위를 
살짝 데친 후 찬물에 씻어 건진다. 3 데친 머위는 손으로 물기를 꼭 짜
고 한두 번 썰어놓는다. 4 양념을 만들어 조물조물 무친다.  

두릅밥 두릅장아찌 머위나물 무침

이렇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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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마다 주전자에 오이

채를 썰어 넣고 소주를 

부어 마시는 게 유행하

던 적이 있었다. 언제부터, 

누가 먼저 시작한 방법인

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은 열심히 오이주酒를 만

들어 마셨다. 과음을 하

면서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된다는 말

을 몰라서 사람들이 과음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오이 속의 성분이 술 취하는 것을 늦춰주거

나 술이 지닌 독소를 제거해 준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갖지 못한 자제력을 오이가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것

이다.

물의 기운이 강한 오이
누구나 알고 있듯 알코올은 불火이요, 오이는 물 기

운水氣이 강한 식물이다. 물로 불을 다스리는 원리(수

극화水剋火)에 따라 오이가 알코올의 불기운을 누르

는 것이다. 원리와 출처는 몰라도 몸에 좋다는 건 너

도나도 따라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보니 오이 소주가 

술집 메뉴판에까지 오르

게 된 것이다.

기실, 토종 오이 생즙이 

화독火毒에 신효神效한 영

약이라고 처음 말한 사람

은 인산 김일훈 선생이다. 

그전까지 오이는 밥상 위

에 오르는 반찬일 뿐이었

다. 선생의 강연 말씀을 

적어 놓은 《신약본초》에 토종 오이의 약성에 대한 내

용이 적혀 있다.

“저 강원도나 심산엔 개량 못한 토종 오이도 있을 

게고, 토종 오이는 아니지만 약간 번진 것도 돼요. 불

에 데요(화상), 불에 델 적엔 토종은 틀림없는 걸 알지

만 개량종도 될 거냐? 그러나 급하니까 개량종 오이

를 생즙 내 먹이라고 하지. 할 수 없거든. 그걸 생즙 내 

먹여도 그 자리에서 아픈 통증이 덜어져요. 완전하진 

않아도 우리 토산 오이는 한 사발 먹으면 즉석에서 

아프지 않아요. 얼마 안 가서 딱지 떨어지고… 불에 

덴 사람을 개량종 오이 가지고 구해 준 사람들이 세

상에 하나가 아니고 많은 수에 있어요. 개량종 오이도 

약간은 효效 나.”

재래종 오이 생즙은 화상에 특효
토종 오이의 생즙은 술독을 풀 수 있으니 주당들에

겐 최고의 식품이요, 인산 선생 말씀대로 화상을 치

료하는 데 신통한 효험이 있으니 화상 환자들에게 

둘도 없는 영약이다. 심한 화상에도 오이 생즙을 계

속 먹으면 화독이 풀린다. 그러나 토종 오이 구하기

가 쉽지는 않다. 급하게 써야 할 때는 인산 선생 말씀

대로 흔한 개량종 오이를 쓰는 수밖에 없다. 아무것

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판단이다. 

인산 선생이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재래종 오이 생

즙은 아무리 심한 화상에도 죽기 전에 복용하면 기

사회생起死回生한다’고 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상 위에 올라오는 오이 반찬이나 

산 위에 올라갈 때 먹는 오이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모르고 먹으면 주는 대로 받아먹지만 가치를 알면 찾

아먹게 된다. 모르면 반찬으로나 쓰일 뿐이고 알고 먹

으면 다양하게 약용할 수 있는 게 오이다. 

화독과 주독 제거, 오이만 한 게 없다
Q.  화상에 신효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건가?

불에 덴 화상 상처에 오이 생즙을 바르면 된다. 인산 

선생 말씀에 화독이 전신에 통하여 심장판막에 이르

면 죽는데 죽기 전에, 눈을 까뒤집고 이를 악물고 있

는 환자라도 젓가락으로 입을 벌리고 틈이 조금이라

도 나오거든 오이 생즙을 숟가락으로 떠서 이 사이로 

흘려 넣어주라고 했다.

Q.  오이 생즙을 먹일 때 얼마만큼 먹이면 되나?

오이 생즙 한 되가량이 위장에 들어가면 화독이 완전

히 사라진다고 했다.

Q.  오이 생즙을 바를 때는 얼마만큼 바르면 되나?

피부 화상은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오이 생즙을 바르

라고 했다. 바르면 통증이 사라진다.

Q.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 과음으로 

술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오이를 활용해야 하나?

주독酒毒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소주잔으로 오이 생즙 

한 잔에 갈근(칡뿌리) 생즙 한 잔을 타서 마시다가 이

상이 없으면 맥주잔으로 한 컵씩 마시면 된다. 완치될 

때까지 마셔라. 경험자들은 아시겠지만, 술병은 시간

이 약이다. 오이 생즙이 그 괴로움의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이다. 

오이, 모르고 먹으면 반찬… 
알고 먹으니 藥

여름철 산에 오르는 등산객에게 오이는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고마운 
간식이다. 인산 선생은 “오이는 천상天上  28수宿 중 4개 별로 이루어진 여성정으로 
화생한 식물로 극강한 해독력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다. 흔하지만 신비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오이에 대해 알아보자.
글 박홍희(건강 칼럼니스트·저서 《암에 걸린 사람들》)  일러스트 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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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초 정릉~평창동 잇는 북악터널 개통

인산 “청와대 목덜미 지점 건드려… 화 부를 것”

74년 다시 낙향… 얼마 안 있어 육영수 여사 피격

명심보감·논어·대학 등 서당식 글공부 하면서

입대하기 전까지 식구들 밥은 혼자 도맡아서 지어 

면서 경복궁 터를 이룬다. 대통령의 거주 공간인 청와

대는 형제봉에서 북악으로 흐르는 지기地氣를 받는 경

복궁 터에 자리하고 있다.

종로구 평창동과 성북구 정릉동 사이를 지나는 험

준한 산맥으로 인해 두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곳

을 지나는 모든 이에게 왕래와 소통에 적지 않은 불편

이 따를 뿐 아니라 시간과 경비의 낭비도 적지 않았는

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맥

의 동서를 관통하는 터널을 뚫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공사를 벌여 1971년 8월 31일 준공해 9월 10일 

개통식을 가진 바 있다. 

그것이 바로 북악터널인데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 

터널이 개통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자 아버지는 “청와

대의 목 뒷덜미에 해당하는 지점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으면 지기地氣의 손상으로 그 지기를 직접 받는 곳

에 사는 주인공들에게 머지않은 장래에 적지 않은 화

禍가 미치게 된다”며 “내가 그러한 사실을 일러주더라

도 듣는 사람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해 그저 미신迷信

이라 치부할 뿐, 미리 막거나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

니니 내 어찌 차마 그 광경을 눈 뜨고 보겠는가?”라는 

탄식을 하고는 낙향을 결심해 그 무렵 마침내 실행에 

옮겼던 것이었다. 

함양으로 낙향한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1974

년 8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거

행된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던 박

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자리에

서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조선총련계 재일교포 문세

광의 총탄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국내 처음으로 서울~수원을 잇는 지하철 1

호선 공사가 3년여 만에 마무리되어 개통식이 열리기

도 하였다. 

나는 동네 친구 몇 명과 때마침 함양에 내려온 여

동생 윤정을 데리고 거창-대구 간 국도로부터 약 40

리 거리의 산길을 걸어서 합천 가야산 해인사 건너편

의 매화산 기슭에 도착하여 그곳 숲속에서 밤새 추위

에 떨고 모기에게 물리며 노숙하고 나서 그 이튿날 해

인사를 관람하다가 절 입구에 걸린 ‘육영수 여사 서거 

추모 법회…’ 운운한 현수막을 보고서 그제야 사건 

발생을 알게 되었다.

함양에서는 온 식구가 단순하기 그지없는 삶을 영

仁山의 ‘의학 新說’을 세상에 처음 알리다

1974년 7월 14일, 아버지 인산仁山은 식솔을 거느리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반지하의 허름한 주택에서

의 삶을 정리하고 그곳 거주지를 떠나 오지 중의 오

지요, 심심산골인 경남 함양 상동의 조그만 집을 빌려 

함양에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그때 네 아들은 아버지

의 뜻에 따라 말없이 함양으로 이주하였고 김금동 어

머니와 여동생 윤정은 시골 삶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서울에 남는 바람에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서울의 주산인 북한산 산세는 백운대에서 시작한 

용맥龍脈이 형제봉을 지나 북악으로 이어지고 그 맥이 

또다시 흘러 좌로는 낙산, 우로는 인왕산으로 펼쳐지

위하였는데 나이 어린 윤국을 제외한 그 밖의 세 형제

는 아버지께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위시하여 대학大學 논

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의 사서四書와 시경詩經 서경書

經 역경易經의 삼경三經, 그리고 제자백가諸子百家를 공부

하고 서로 토론을 벌이며 온종일 다른 일 없이 서당식 

글공부에만 전념하였다. 

백두대간의 큰 흐름이 힘차게 남하南下하다가 소백

산을 기점으로 서행西行하여 남덕유산에 이르러 방향

을 돌려 남쪽으로 흐르다가 백운산을 거쳐 다시 동쪽

으로 방향을 틀어 지리산으로 솟구치면서 용머리를 

돌려 처음 출발한 곳을 바라보는 그곳, 큰 산맥의 울

타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에는 함양을 위시하여 

거창 합천 산청 등 여러 고을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

발 1,000미터 넘는 고산준령들이 겹겹으로 에워싼 심

심산골 마을에서의 한적한 삶이었으나 사서삼경의 

글공부가 무르익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세월

은 유수流水처럼 흘러갔다. 

다섯 식구의 밥상을 차릴 어머니도, 여동생도 없음

에 따라 네 형제 중 가장 만만한 서열 2위인 내가 식사 

담당을 하여 밥을 하고 김치 등 두세 가지 반찬을 곁

들여 가족 모두 소박한 식사를 하였다. 이 무렵 꼬박 

3년 동안 이어진 밥상 차림에서 이렇다 할 반찬도 없

는 데다 연로한 아버지께 올리는 것이어서 매일 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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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건강에 크게 이바지하려는 게 이번 방문의 목

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한동안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어쨌든 보

사부 승인이 나지 않은 의학 이론과 방약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기사화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뒤 인터폰으로 선우 주필께 그대로 보고하는 것

이었다. 또다시 맞닥뜨린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참담

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려 다시 5층으로 선우 주필을 

찾아가니 그는 나를 바라보며 “담당자인 보사부 출

입 기자가 기사화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사안은 담당 

기자 말대로 우리 신문에서 기사로 내보내기는 어렵

겠다는 판단이 드네…”라고 말을 맺었다.

정녕 더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찼고 절망감에 어깨는 축 처져서 힘없

이 발길을 돌려 막 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논설위원

실 안쪽의 한쪽 책상에 앉아서 작업에 몰두하던 이가 

나지막한 소리로 “이봐! 젊은이! 나 좀 보세…”라고 

말하며 손짓으로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조심스레 걸어가 그의 책상 앞에 서니 그는 손을 내

밀며 “자네 가져온 자료 이리 줘 보게”라고 하여 자료

를 건네자 한 장, 한 장 넘기며 한동안 훑어보더니 자

료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내가 이 자료들을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

네”라며 3일 후에 재차 방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

때 그 논설위원실에는 너덧 명의 논설위원으로 생각

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발길을 돌리는 나를 불러세운 

이는 다름 아닌, 당시 논설위원으로 필명을 날리던 송

지영 선생이었다.

송 위원의 그 한마디는 ‘이제 더는 방법이 없는가 

보다’라는 절망감에서 가까스로 헤어나 다시금 실낱

같은 희망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함양으로 돌아

가 아버지 인산의 의학 이론과 방약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찾아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돌려 신문

사에서 나왔다.   

글 김윤세 (본지 발행인, 전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우선 발길이 닿은 신문사는 조선일보사였다. 국회 

정문을 통과해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수위에게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약

간의 거리를 두고 살펴보다가 수위의 시선이 다른 방

향을 보고 있을 때 소리 없이 바람처럼 정문을 통과

해 계단을 뛰어올라 곧바로 5층의 논설위원실로 찾

아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 그곳에서 선우휘 주필을 

만났다.

찾아온 연유를 설명하니 선우 주필은 인터폰으로 

보사부 출입 기자를 올라오라고 하여 그에게 “이 젊

은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가져온 자료를 검토한 

뒤 기사화할 수 있는지를 내게 보고해 주게!”라고 지

시하면서 내게도 ‘기자를 따라 내려가 충분히 설명하

라’라고 일러주었다.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자리한 조선일보사 5층 논설

위원실에서 3층의 편집국으로 기자를 따라 내려가 그 

기자에게 국회를 찾아갔다가 국회의원을 만나지 못

하고 이곳 신문사로 찾아오게 된 저간의 사정을 설명

했더니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면서 대뜸 내게 “인

산 선생의 새로운 의학 이론과 방약은 보사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보사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어서 국회를 찾아갔 

고 또한 이렇게 신문사로 찾아와 기사화를 부탁하는 

것 아니겠냐’고 전제한 뒤 “세상 사람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 그 효능 효과가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참된 의료, 지금껏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결론이 난 최악의 암, 난치병, 괴질을 근본적으로 해결 

극복할 수 있는 신약神藥 묘방妙方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그것을 폭넓게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 궁극적으로 

인산의 신묘한 방약을 세상에 알리자는 마음으로

건의문 들고 국회 찾아갔지만 문전박대 당해

곧바로 《조선일보》 선우휘 주필 찾아가 기사화 요청

담당 기자의 게재가 곤란하다는 말 듣고 낙담할 때

송지영 논설위원이 “젊은이! 자료 이리 줘 보게”

끝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 당도하였다.

국회 정문의 수위에게 “나의 아버지인 독립운동가 

인산仁山 김일훈金一勳 선생께서 인류의 난치성 병마 퇴

치를 위한 독창적 신의학 이론과 그 방약方藥의 활용

법 및 의약부국醫藥富國의 길을 제시한, ‘대통령께 올리

는 건의문’을 해당 의원님께 전하고 그 중요사항에 

관해 설명해 드리고자 찾아온 것”이라고 국회를 방문

한 까닭을 설명하니 그들은 “의원님들께서 자네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다 만나주면 어떻게 나라의 수

많은 중대사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더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고 절대로 의원님들을 만날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게!”라는 말과 함께 나를 쫓아내다시피 

밀어내는 것이었다.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가 가슴 속에서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허탈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며 

고개를 숙인 채 이제 어디로 누굴 찾아가서 하소연해

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내 떠오른 생각이 ‘일본 강

점기부터 오늘날까지 신문사에는 줄곧 정론 직필을 

통해 ‘할 말을 하는 우국지사憂國之士’ 스타일의 언론인

들이 적지 않으니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잘 설

명하고 그 내용을 기사화하여 세상에 알려달라는 부

탁을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신문사들이 모여 있는 

광화문 쪽으로 향했다.

마다 밥 지을 만큼의 쌀을 물에 일어서 돌을 골라내

고 가마솥에 장작불을 때서 밥을 새로 했는데 3년간 

1,100회 밥을 지으면서 단 한 번도 설익거나 태운 적

이 없을 정도로 나름의 정성을 다했다. 

나는 국가의 방위소집령에 따라 1976년 4월 3일, 

창원 39사단에 입소하여 3주 훈련을 받고 거창대대 

소속 함양읍 중대본부 2중대 기간요원으로 군 복무

를 시작해 이듬해 6월, 일병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형 

윤우는 같은 해 6월 초에 입소하여 마찬가지로 3주 

훈련을 받고 거창대대 소속 함양읍 제3중대 본부 기

간요원으로 14개월간 복무한 바 있다.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어갈수록, 성현들의 경전

을 공부하여 그 가르침의 요지要旨를 파악하면 할수

록 아버지 인산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는 더없이 밝은 혜안慧眼, 천문지리를 활용해 

제시하는 독창적 신의학에 따른 방약方藥, 세상 의료

의 의학적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불가사의한 의료능

력,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직접 공격 파괴

하지 않고 인체의 생명력을 강화하여 체내 자연치유

능력으로 병고病苦를 발본색원拔本塞源케 하는 방식의 

근본 해결 의방醫方 등의 특성에 대해 점진적으로 인식

의 폭이 넓어지고 그 이해가 깊어져 갔다.

아버지 인산의 의학 이론과 방약의 특성에 대한 이

해가 깊어갈수록 나는 이 훌륭한 의방의 실상을 세상

에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갔다. 

그때부터 비록 군인의 신분이지만 집체교육을 받는 

자리 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서툰 말솜씨나마 아버

지 인산의 신묘한 방약의 실상과 그 활용법을 소개할 

시간을 할애받아 설명하는 기회를 점차 늘려나갔다. 

군대에서 전역한 뒤 1달쯤 지난 1977년 7월 어느 날, 

아버지 인산의 참의료 이론과 방약을 세상에 알리겠

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아버지의 기고문이 게재된 잡

지의 글과 아버지께서 직접 작성하여 청와대로 보낸 

‘대통령께 올리는 건의문’ 수십 부를 복사하여 가방에 

가득 넣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여름 땡볕 아래 땀

을 줄줄 흘리면서 반나절 동안 이리저리 길 찾아 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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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칠언

절구를 당부했던 《여원》을, 종이잡지에서 인터넷

신문으로 바꾼 것이다. 

‘여원뉴스’ 창간… 인터넷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실히 과로는 과로였다. 4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인

터넷에 장시간 매달렸다. “푹 쉬셔야 돼요!” 소리만 연

발했던 의사나 한의사인 딸이나, 필자가 대상포진 걸

린 이유로 4년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꼽았다. 과로

에 스트레스도 심했으리라는 짐작이 적중한 것이다. 

‘여원뉴스’를 우리나라 최고의 인터넷신문으로 만들

자는 의욕에 밤새운 날도 많았다. 왕년의 《여원》만큼 

키우겠다는 의욕, 또는 욕심이 맞아떨어지긴 했다. 

‘여원뉴스’는 금년 2월부터 ‘네이버’와 ‘다음’이 선

정한 기사제휴 신문이 된 것이다. 적은 인원으로 집중

적으로 매달린 덕분이다. 그러니 ‘여원뉴스’를 ‘한국

에서 제일가는 인터넷신문’으로 만들자는 의욕이나, 

적은 인원으로 너무 큰 그림을 그린 것 때문에 대상포

진에 걸린 것 아니냐는 협회의 J회장 얘기도 일리가 있

다. 어쨌든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팍 떨어뜨렸

다는 진단은 정확했다고 생각한다. 

떠들어댄 장본인이 면역력 결핍으로 덜커덕
필자는 이 칼럼에서 여러 차례 “면역력만 떨어지지 않

으면 대상포진 아니라 암도 안 걸린다” 소리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기억한다. 입으로는 그러던 사람이, 

실제로 면역력 결핍 질병인 대상포진에 걸린 것이다. 

대상포진으로 확인된 날 김윤세 인산가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상포진 걸린 것을 자백(?)했다. 여기서 

자백이라고 한 것은 필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면역력 

결핍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기 때문이고, 글은 그렇

게 쓰면서도 본인 자신은 실천 못했다는 이유로, 자

기고백을 한 것이다. 

김윤세 회장은 웃으면서 “그동안 면역력 관리 잘 하

신 걸로 아는데요”라며, 무안해하는 필자를 위로해 

주었다. “뜸도 많이 뜨시고, 북어 삶은 물 많이 드셨지 

않아요? 또 구운 마늘 죽염 찍어서 많이 드셨지 않아

요?”라는 위로가 질책으로 들리기도 했다.

몇 년을 북어 삶은 물을 매일 먹었지만 언제부턴가 

중단했고, 마늘과 죽염은 몇 킬로씩 구입해 놓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먹는 척만 했었다. 약 3~4년은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과로에 스트레

스가 쌓이며 대상포진이라는 무지 아픈 질병에 걸리

게 된 것이다.

아파 봐야 안다. 아파 봐야 철이 난다. 한의사인 딸

이 해마다 지어주는 보약도, 이번 봄처럼 열심히 하루

도 안 빼놓고 먹은 적이 없었다. 북어 삶은 물도 다시 

마시고 있고, 금년에는 마늘 죽염 열심히 먹는 것은 

물론, 그동안 중단했던 쑥뜸을 본격적으로 뜰 생각이

다. 면역력 강화가 만병의 예방이니까. 

면역력 얘기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필자가 대상포진에게 당했다. 대상포진을 앓기 시작

한 지 1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덜 나았다. 물론 피부

에 펼쳐진 대상포진은 거의 다 아물었지만, 대상포진

의 전형적 증세라는 피로감, 전신무력증, 온종일의 나

른함은 남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여류 방송작가 K여사. 그가 “애 낳

는 거보다 더 아프다”고 실감 있는 소리를 해서 대상

포진이 아프다는 것은 대강 알고 있었다. 

이번에 필자가 대상포진을 앓고 보니까, 딸도 대상

포진 선배고 며느리도 대상포진 선배다. 또 필자가 관

계하고 있는 (사)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의 J회

김재원 칼럼-싱거운 세상에 보내는 짭짤한 이야기 <68>

면역력, 무지 아픈 대상포진,  
그리고 자기고백 

김재원 yeowonagain@naver.com
전 《여원》 발행인 / 인터넷신문 
‘여원뉴스(www.yeowonnews.com)’ 회장 겸 대표 
칼럼니스트 / 한국페미니스트클럽 상임대표 / DMZ 
엑스포 준비위원 / Miss Intercontinental 한국대회장

장도 대상포진 선배다. 주변에 대상포진 선배가 이렇

게 많을 줄이야.

오른쪽 허리 부분(바로 벨트 라인)에 생긴 대상포

진 탓에 허리를 굽히고 펼 적마다 아팠다. 잠을 제대

로 못 자고 고통스럽던 밤도 여러 날이었다. 심하게 

아파서 제대로 잠을 못 잔 다음날엔 어김없이 병원에 

갔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 의사는 “쉬세요. 푹 쉬셔야 

돼요”라며 별다른 처방도 주지 않았다. 처음 간 날, 일

주일 치 약을 처방해 주고는 그다음에 여러 차례 가도 

다른 처방이 없었다. “쉬세요. 푹 쉬셔야 돼요”뿐. 그

러고 보니 쉬지 못해 온 대상포진이었던가? 

4년 전 인터넷신문 ‘여원뉴스’를 창간했다.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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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의학 관심 있는 분들은
동네 사랑방 가듯 놀러오세요”

새 지점장 맞아 새 도약 노리는 인천지점

인산가 인천지점이 지난 2월 새로운 지점장을 맞았다. 인천 지역 
고객 확대 및 인산가와 죽염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김창익 지점장을 만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인천지점의 내일에 대해 물었다.
글 김효정  사진 임영근

인천 지역 인산가 고객 대상 힐링캠프

“우리 같이 6월의 소나무숲 구경 가요!” 

일정  6월 1~2일 1박 2일 
장소  함양군 인산연수원
출발  인산가 인천지점 앞 버스 출발 
대상  인천 지역 고객 
문의  032-432-9585

주안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공간도 넓어
2015년 12월 문을 연 인산가 인천지점은 경기인천 지

역 유일한 지점으로서 인산가 제품 판매는 물론 기업 

홍보 및 회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주안역에

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으며, 깔끔

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공간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꾸

며져 있다. 인산가 제품 시식과 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인산가에 관심 있는 누구든 마음 편히 들를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김창익 지점장은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객과 만날 생각이다. 

“300만 인천 인구 중에 인산가 온오프라인 네트워

크상에 등록된 고객은 5만 명이에요. 그중 인천지점

이 주안에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안에 가면 인산의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제품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산

가 고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알게 되는 날이 와야 

인천지점이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심 차게 포부를 밝힌 김 지점장은 인산가 식구가 되

기 전, 웅진출판사와 한불화장품을 거치며 영업・관

리 분야에서 25년의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다. 회원 중

심의 기업에서 고객만큼 중요한 자산은 없다는 것을 

체득해 잘 알고 있다.

김창익 지점장, 병원·요양원 등 잠재적 고객 찾아가
“인산가는 특히나 기존 회원들을 통해 신규고객이 유

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죽염을 비롯한 제품을 

직접 드셔보신 후 그 효과를 주변인에게 소개하는 거

죠. 죽염・마늘・무・생강・홍화 등으로 만든 제품을 

먹어서 입에 달고 살던 약들을 끊게 되니까 옆 사람에

게 말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저 역시도 속쓰

림 증상이 계속 있었는데 죽염을 수시로 먹었더니 속

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서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죽염

과 죽염장류를 많이 선물했어요. 그만큼 입소문이 중

요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이 인산가와의 인연을 계

속 이어나가실 수 있게 하는 일이 우선돼야 하죠.”   

김 지점장은 신규 고객 영입에도 본인만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역 내 병원・요양원・미용실 등 잠재

적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인산가 홍보에 집중

하고 있는데, 발품 팔아 고객과 대면하는 일은 시대가 

변했다 해도 언제나 고객 관리의 제1전략으로 통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다져놓

은 인맥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다른 종목 영업점들과

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제품을 홍보해 주며 판로를 넓

히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6월 1~2일엔 회원들과 함양 힐링캠프
다가오는 6월에는 인천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1박 2

일 힐링캠프를 진행한다. 소나무 숲이 초록을 뽐내며 

피톤치드를 뿜어낼 함양 인산연수원에서 고객들과 

함께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다. 죽염으로 요리한 짭짤한 음식으로 

삼시세끼를 먹고 김윤세 회장의 건강 강연도 들을 수 

있다. 

“인산의학을 사랑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신데, 이 좋은 걸 자녀 세대에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중요한 미션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과 

함께 참가하기 좋은 힐링캠프가 될 것 같아요. 인천지

점 앞에서 같이 출발하고 지역 사람들끼리 모이는 기

회가 되기도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주저 없이 연

락주세요. 인산가 인천지점 미녀 3인방이 성심껏 상

담해 드릴게요.(하하)” 

인산가 지점 탐방 

인산가 인천지점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17-9(주안동 J타워) 101호
문의 032-432-9585



지역적으로 상당한 거리에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서로 안부를 궁금해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언제나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가족 같은 분이 있다. 가끔의 안부 전
화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반갑고 기뻐하는데, 얼마 전 참으로 오랜만에 만났더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
이었다.

내용인즉, 최근에 모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진 결과 암으로 판명이 났다는 이야기였다. 의료진의 의견은 수
술로 암 부위를 절제하고, 주변 조직에도 침윤 가능성이 있으므로 암세포를 마저 제거하기 위해 수차례 항암제
를 투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60대 초반의 동년배들과 비교해 기력이 좋고 식사를 잘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마음을 잘 다스려 
다른 이들과 달리 크게 놀라는 기색도 없고 불안과 공포에 흔들리는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따라서 스스로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가 암 환자라고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대
화에서 마음의 여유가 느껴질 만큼 별다른 표가 나지 않았다. 

평소의 의학적 소신대로 ‘암 덩어리를 절제하고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방사선을 조사하는 등 암을 공격, 파
괴,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뒤따르게 된다’는 일반 상식을 말하고, 차라리 인산 김일훈 선생의 불멸不滅의 명저 《신약神藥》에 제시된 ‘자연
요법’으로 다스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기 맑고 물 깨끗한 좋은 자연환경으로 거처를 옮기고 인산 선생께서 제시한 유황 밭마늘 죽염요법, 유황
오리 탕액, 오장육부로 크게 구분하여 각 장부의 병증에 따라 제시한 천연물 의방醫方 등을 활용하여 체내의 독
을 풀어주고 원기를 북돋아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이 몸 안의 병마病魔를 차근차근 물리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암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참의료의 묘방이요, 신약’이라고 설명했다.

깊은 고민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그의 결론은 뜻밖에도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마친 뒤에 인산 선생의 자연
요법을 받아들여 실천해 보겠다’라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 등 질병을 일으키는 인자因子들을 직접 공격, 파괴, 제거하는 방식의 ‘투
병鬪病 의학’은 도리道理에 부합하는 치료가 아니고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을 북돋아 체내의 면역 세포들이 자
연스럽게 병마를 물리치게 하는 ‘양생養生 의학’이 ‘참의료의 바른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디 그가 ‘자연치유의 현명한 도리’를 깨닫고 실천하여 건강을 되찾아 120세 자연수명을 온전하게 다 누리
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암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식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인산연수원을 운영하는 우성숙 원장이  《인산의학》 독자 

여러분에게 생명과 자연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계절 내내 자연의 포용력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함양군 인산연수원에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문의 055) 963-9991 

우성숙 인산연수원장이 전하는  
생명과 자연치유에 관한 에세이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산가 회원님들의 
생생한 체험 사례를 들려주세요
매거진 《인산의학》에서는 매달 인산가 회원들의 체험 사례를 모집합니다. 
인산가 제품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가 있으신 분, 
인산가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 등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사례를 보내주신 분 중, 《인산의학》에 사진과 함께 체험 사례가 게재될 경
우 10만~30만 원 상당의 인산가 제품(죽염 및 장류에 한함)을 드립니다. 꼭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홍익빌딩 4층

이메일 yrchoi7@insanga.co.kr

독자 엽서를 보내주신 분 중 
선정되신 분께는 
고마움세트A를 

드립니다.

《인산의학》 4월호에 대한 독자 의견

4월호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이야기-인산의학 
빨리 깨달으면 어떤 병도 무섭지 않다’의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매월 받아보는 《인산의학》에는 다양한 
건강 정보가 가득하여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도 권장하여 
인산의학의 생생한 체험 사례 등을 읽어보라고 
추천하겠습니다.

(이영희·충북 청주시 흥덕구) 

스페셜 기사 중 파트2 ‘인산 선생 처방 베스트 
9’ 기사를 유심히 읽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라 실생활에 적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죽염을 
꾸준히 먹어서 위장병을 고친 경험이 있기에 인산 
선생이 말씀하신 처방에 더욱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산가가 
되길 바랍니다.

(채연희·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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