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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비단(Silk)이 살아 숨 쉬는 뽕나무

비단(Silk)은 뽕잎을 먹고자란 누에고치로부터 뽑은 실로 만든다. 고대 동서교역로를‘실크로드

(Silk Road)’라 부른 것도 중국의 비단이 중요한 교역품이었기에‘비단길’이라 불렀다.

아름다운 비단 스카프와 옷을 만들어 주는 뽕나무

뽕나무(Morus alba, 영어: Mulberry)는 뿌리에서 잎, 줄기, 열매에 이르기 까지 인간에게 유익

한 식물이다. 뽕나무는 장미목  뽕나무과의 식물로 중국이 원산지로로 알려져 있다. 

뽕나무 열매가 ‘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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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나방이 만든 집, 누에고치 ◇

누에나방의 애벌레인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서 번데기가된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며,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이 명주실이다. 명주실로 짠 광택이 나
는 피륙을 통틀어 비단(silk)이라 한다. 비단은 견섬유(絹纖維)라고도 하며, 이 섬유로 짠 천을 
견직물(絹織物)이라 한다.

누에고치속의 누에나방의 애벌레(좌)와 누에고치를 삶아서 나온 애벌레가 ‘번데기’

한국에는 1960년대 근대화 과정에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제사공장이 많이 생겨났다. 이
때 공장에서 나온 부산물인 애벌레는 먹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절! 우리의 애용식품인 ‘번데기’
로 유명하다. 
현재는 양잠업이 거의 사라져 번데기를 중국에서 수입하지만, 여전히 간식으로 인기가 높다. 
저지방 식품이라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젊은이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 3 -

◇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이 ‘명주실’이고, 그 실로 짠 천이 비단(Silk) ◇

누에고치를 삶아서 명주실을 뽑아내는 모습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누에를 키우기 위해 뽕나무를 키우는 일이 성행했다. 
마땅한 수입원이 없었던 농가에서는 누에고치를 치는 일이 빈법했으며, 국가의 장려사업이기
도 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에서 제사공장의 쇠퇴에 따라 양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비단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아 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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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Silk)이 만들어지기까지 … ◇

누에고치에서 실이 뽑아지는 모습은 신기하고 경이롭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가공하는 모습

비단(Silk)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을 명주실
이라한다.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를 물에 담근 후 적당히 삶아서 실을 뽑아낸다. 그 실로 짜
낸 천을 비단(緋緞) 또는 견포(絹布)라 한다. 

비단으로 만든 천연의 실크제품은 보온성이나 환기성이 좋아 매우 고가에 거래된다. 오늘날 
실크제품은 인도를 비롯하여 중동에서는 매우 인기가 있는 제품으로 특히 여성의 스카프나 의
류에 인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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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색의 염료를 가미하여 원사(原絲)를 생산 ◇

각종 염료를 가미하여 삶은 후 다양한 색상의 원사를 만든다.

명주실을 뽑아내는 ‘물레’와 실을 보관하는 도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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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사(絹紗)를 이용하여 카페트를 짜는 모습 ◇

수작업으로 다양한 무늬를 놓아 만드는 카페트는 매우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좋은 작
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어찌 보면 옛날의 수공예 기술자는 단순한 기능공이 아니라 예술가라고 할 수 없다. 오늘날
은 인건비의 상승으로 기계작업이 사람을 대신한다.

비단실로 짠 제품, 특히 비단 카페트는 무척 고가의 예술품으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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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을 이용한 다양한 카페트 제품 ◇

카페트는 ‘페르시아 카페트’가 유명하다. 페르시아 카페트는 대부분 양털로 짠 것이다. 페르
시아 카페트가 유명한 것은 독특한 문양(文樣)에 있다. 

중앙아시아 카페트 또한 유명하다. 카페트의 문양을 자세히 보면 국가나 민족에 따라 특색
을 갖고 있다. 트르크메니스탄의 국기를 보면 5개 부족의 연합이라고 5개의 서로다른 문양의 
카페트가 상징으로 표시되어 있다.

터키에서 만난 ‘비단 카페트’는 또 다른 이색적인 카페트다. 이 카페트를 구입하지 못한 것
은 못내 아쉽다. 터키 여인의 땀과 숨결이 녹아든 카페트를 다시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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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도 보고 뽕도 따고 … ◇

오디는 채취하기가 쉽지 않지만,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다.

“뽕따러 가세!”라는 옛 노래는 “님도보고 뽕도 딴다”는 의미로 청소년들의 애창곡이었다. 
유교적 전통에서 젊은 남녀가 은밀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뽕밭이었다. 특히 
뽕나무 잎이 크게 시기는 계절은 청춘남녀의 혈기가 왕성한 낭만의 계절이다.

중국에서도 남녀 간의 밀회 또는 음행의 즐거움을 ‘상중지희(桑中之喜)’라고 했으며, 남녀 
간의 만나자는 약속을 ‘상중지약(桑中之約)’이라 했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비극적 사랑인 ‘로미오와 줄리엣’도 뽕나무와 관련이 있다. 이 비극의 소
재가 된 것은 바로 바빌로니아의 설화인 ‘피라모스와 티스베’이야기다(The Science Times, 
2010.02.04.).

검게 익은 오디는 소갈을 멈추고 혈기를 돋워 주고 노화를 방지해 준다.『제민요술』



- 9 -

◇ 뿌리부터 잎, 줄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뽕나무 ◇

- 뽕나무의 꽃말은 지혜, 못 이룬 사랑 -

뽕나무 잎은 영양가와 효능 때문에 차(茶)나 각종 식재료로 인기가 좋다.

뽕나무의 잎은 상엽(桑葉)이라 하여 발열, 감창, 두통, 해수, 안질, 수종(水腫), 각기, 구갈
(口渴) 등의 치료제로 쓰였다. 뽕나무 잎을 삶은 물은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뽕나무의 껍질은 상백피(桑白皮)라 하며, 칼로 바깥쪽 껍질을 긁어낸 다음 속의 흰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이다. 상백피에는 해열, 이뇨, 진해, 소종(消腫)의 효능이 있어 폐열해수(肺熱咳
嗽), 기관지염, 소변불리, 수종, 각기 등에 치료제로 쓰였다.

뽕나무 뿌리를 달인 물로 머리를 감으면 탈모증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뽕나무 목재는 활과 
화살통의 재료로도 쓰였다. 뽕나무에서만 나오는 버섯이 바로 상황(桑黃)버섯이다. [나무위키]

뽕나무에서 나온 버섯이 ‘상황버섯’은 건강에 좋다하여 매우 인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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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의 효능 ◇

뽕나무 열매, 오디에는 비타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고 포도당
과 사과산이 들어 있어 여름에 갈증을 해소해주고 빈혈 증상을 완화해 준다.

또한 오디는 불면증 및 건망증,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눈과 귀를 
맑게 해주며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오디의 짓무른 특성 때문에 오디의 채취는 무척 손이 많이 가는 가업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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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뽕나무 ◇

산뽕나무는 잎이 뾰족하며 열매도 작다.

우리나라 야생에서 자라는 산뽕나무(Morus bombycis), 돌뽕나무(Morus tiliaefolis), 몽고
뽕나무(Morus mongolica) 등이 있다.

농장에서 재배되는 뽕나무는 과거 누에를 키우던 ‘양잠’이 성행하던 시기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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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크로드에서 만난 뽕나무 ◇

터키의 카파도키아에서 뽕나무의 발견을 중동을 연구하는 나에게 커다란 감흥을 주었다.

비단길(緋緞路)은 ‘실크로드(Silk Road)’로 알려진 고대 동서의 교역로를 말한다. 실크로드
가 처음 열린 것은 전한(前漢: BC 206~AD 25) 한무제 때이다. 실크로드라는 이름은 독일의 
지질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의 1877년 저서인, 《중국(China)》에서 '실크로드(Seiden 
strassen)'라고 언급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지도출처: Basic 중학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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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와 투르크메니스탄의 뽕나무 ◇

터키의 카파도키아에 자생하는 뽕나무

터키에서 뽕나무와의 만남은 흥분이었다. 중동을 연구하는 나에게는 ‘실크로드’가 떠올랐고, 
페르시아 ‘카페트’가 생각났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아쉽게도 뽕나무를 만나지 못했다.

이어 더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시가바트에서 가로수를 뽕나무로 조경하는 모습은 흥분을 
더해 충격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뽕나무의 중요성 조차 잘 모르는데 여기서는 가로수로 키워
주고 있다니 … 아마 메마른 땅에도 잘 자생하는 나무의 특성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의 가로수로 키워지는 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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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하얀 오디는 페르시아산(White persian mulberry) ◇

카파도키아에 자생하는 하얀 오디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 때 남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유사품이 많이 제작되어 
판매되었듯이, 비단(Silk) 또한 실크로드를 따라 생산되었음을 입증해준다.

특히 터키의 카파도키아에서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비단 카페트’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
주는 카페트 숍은 고대 중국에서 로마로 통하는 관문인 콘스탄티노플에서 비단생산이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의 하얀 오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