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손으로 들어 한 입 베어 물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배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주먹밥에는 

먹는 이를 위한 진심이 숨어있다. 겉으로 보기에 투박하게 그지없는 주먹밥은 

속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정체를 알 수 있다.  

글 홍아름

숨겨둔 진심,

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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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주먹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어 붙여진 이름, 주먹밥. 그 역사는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

간다.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전쟁 등으로 인해 밥을 지어먹을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밥을 동그랗게 만든 것에서 비롯하였다고 추정한다.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

절에는 별다른 양념 없이 보리밥이나 쌀밥을 뭉쳐서 만들어 먹는 일도 많았다. 전쟁영화 속, 병사들이 먹는 

꽁꽁 언 밥 덩어리도 주먹밥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그 안에 갖가지 재료를 넣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맛있으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안에는 힘들었던 시절을 견

디던 조상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동호는 친구를 찾고, 시신을 기록하고, 유족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 진수 형은 무전기를 들고 바쁘게 뛰어다녔고, 시장의 상인

들은 도청에서 나왔다는 말에 물건을 값도 받지 않고 그냥 주고 있었고, 

주먹밥을 든 이들이 광장에서 시민군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곳은 1980년 5월의 광주였다.

한강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중에서

주머니 속 밥 덩어리로 
허기를 달래던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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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그린 장편소설로 그해 5월 민주화운동의 처절했던 순간

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계엄군에 맞서 싸우던 중학생 동호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 그 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그린다. 책 속에 등장하는 주먹밥 역시 민주화운동 속에서 광주를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밥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먹밥 속에는 먹는 이를 생각하며 만든 따스한 마음이 담

겨있다. 

영화 [택시운전사(A Taxi Driver, 2017)]에서 광주 시민이 독일기자 피터에게 주먹밥을 건네는 장면

거리로 나온 사람들, 
그 손에 쥐어진 ‘정’

『소년이 온다』가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면, ‘택시운전사’는 동일 배경을 다룬 영화이다. 

주인공 만섭은 광주에 갔다가 통금 전에 서울로 돌아오면 거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를 손님으로 맞

는다. 검문을 뚫고 들어선 광주는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혼자 있을 딸 걱정에 서둘러 돌아가고 싶지만 

광주 시민들의 도움 속에 촬영을 시작하는 피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언론에서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면할 때, 그들을 취재하러 온 피터와 서울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몰고 온 만섭은 시민들에게 환영받는다. 

광주 시민들은 만섭과 피터에게 주먹밥을 건넨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디 쪼까 드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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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도착했을 때도 만섭은 주먹밥을 받는다. 허겁지겁 국수를 먹는 모습을 안쓰럽게 본 가게 주인이 건넨 

주먹밥이다. 그 주먹밥을 먹으며 광주 시민이 건넨 주먹밥을 떠올린 만섭은 결국, 다시 광주로 향해 민주화

운동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건넨 주먹밥에는 외면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있다. 밥알이 서로 뭉쳐 만들어진 힘과 그 

안을 감싸는 온기. 주먹밥 안에 숨겨진 정을 맛본 만섭은 광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겉모습으로 모든 것

을 판단할 수는 없다. 소박한 주먹밥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는 직접 먹어봐야 안다. 한 입 베어 먹고 나

서야 그 안에 지닌 따스함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영화 [택시운전사(A Taxi Driver, 2017)]에서 광주 시민이 주인공 만섭에게 주먹밥을 건네는 장면(왼쪽)과 그 주먹밥을 먹는 주인공 만섭(오른쪽).

워메 아저씨 겁나게 시장하셨는 갑소. 

이것도 하나 같이 드쇼.

맛있네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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