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19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최근 상하

이에서 코로

나19가 안정

세를 보이자 

식당은 예전

처럼 사람들

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한국 식당에서 식사

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공깃밥을 주문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식당과 달

리 대부분의 한국 식당은 모두 둥글 납작한 

그릇에 얇은 뚜껑의 스테인리스 용기에 밥

을 담아 손님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한국

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깃밥’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단지 가볍고 튼튼

한 스테인리스가 가진 뛰어난 성능과 장점 

때문일까? 한국 공깃밥의 탄생과 보급까지

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공깃밥은 한국인에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공깃밥 탄생의 배경

과거 한국은 스테인리스 그릇이 아닌 놋쇠

로 만든 주발 또는 사발에 밥을 담아 먹었다. 

공깃밥 탄생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907년

부터 1970대까지, 약 55년간 한반도에서 전

개된 ‘절미운동(節米運動)’을 빼놓을 수 없다. 

조선 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은 심

각한 쌀 부족 현상에 시달렸다. 이에, 조선

총독부는 한국인의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절미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1950년, 비극적인 6.25 전쟁마저 발발하자 

한반도는 토지의 황폐화로 기아와 빈곤 문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이어 1960

년대, 대한민국 농림부는 쌀 절약을 위해 정

부 주도 절미운동을 전개했고 무미일(無米

日)을 지정했다. 무미일로 지정된 날일 경우 

음식점, 여관, 상점 등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

을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경제 발전으로 인해 절미운동은 쌀 소비

량의 상승으로 내리막길에 이른다.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외식 수요가 증가

하면서 식당들은 밥의 양을 두고 경쟁을 하

기 시작했다. 가게마다 균일하지 않은 밥의 

양으로 다툼이 심화되자 1970년대 정부는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밥그릇의 크기와 

쌀의 양 규제에 나섰다.

공깃밥의 탄생과 보급

1974년 12월 4일 서울시는 비교적 많은 

양의 쌀을 필요로 하는 돌솥 밥 판매를 전

면 금지하고 스테인리스 용기의 공깃밥을 

사용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구자춘 서울시

장은 공깃밥의 지름을 10.5cm, 높이를 6cm

로 정하는 등 규격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했

다. 또한 정부는 쌀의 양을 규제하기 위해 

밥을 5분의 4 정도 담도록 했다. 이 규정을 

1회 위반할 경우 1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

할 경우 영업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이 

따랐다. 이후 밥그릇 규격화 정책이 전국적

으로 퍼지면서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는 통

일된 규격의 공깃밥을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밥그릇 규격화 단속은 

1970년대 중순부터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

다. 한국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 중이었던 정부와 서울대 연

구진이 ‘통일벼’를 개발해내면서 쌀 생산량

은 30% 증가했기 때문이다. 1976년 꿈에 그

리던 3621만 석의 수확량을 달성하자 쌀 소

비 억제 정책과 무미일을 폐지하게 된다. 

이제는 세계 최고 다수확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지만 전국 식당들은 여전히 스테인리

스 용기의 공깃밥을 사용하고 있다. 공깃밥의 

탄생과 보급에는 한국의 열악했던 식량 사정

에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통

일된 양을 위해 공깃밥을 하나의 도량형으로 

쓰게 한 당시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대부

분의 식당이 하나같이 비슷한 밥그릇을 사용

하는 공깃밥 문화 뒤에는 어려웠던 지난 시절

과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의 애정이 독

특한 문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학생기자 박준용(상해한국학교 11)

N번방 사

태는 그야말

로 처참했다. 

수십 개의 

그룹챗으로 

이루어진 디

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갓갓(문형욱)’, ‘박사

(조주빈)’ 등 몇만 명의 가해자들이 익명 뒤

에 숨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

을 협박 및 성착취했다. 이는 국민들의 분노

에 차오르게 했고, 그 누구도 사이버 성범죄

에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에서 국민들이 사이버 성범죄자들의 신

상공개를 요구하자, N번방 주요인물들의 신

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상공

개가 아닌 더 강력한 처벌만이 사이버 성범

죄를 비롯한 모든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전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N번방 사건

은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

통신망법)> 개정안인 ‘N번방 방지법’은 인

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

할 의무를 지게 한다. 불법성착취물 소지, 구

입, 저장, 시청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지고, 미

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도 만 13살에서 

만 16살로 높였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으로는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

피해자’로 명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단순 성범죄

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13세미만 아동 추행은 공소시효도 없

어지며, 직접 촬영한 음란물도 의사에 반한 

유포시 처벌된다. 

이 N번방 방지법은 5월 20일에 국회 법사

위에서 통과됐다. 몇몇 네티즌 사이에서 음

란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혼선을 빚었지만, 불법 성 착취 음

란물에만 해당된다. 범죄자들의 신상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더 강력한 처벌과 범죄 

예방을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뿌

리를 뽑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은 온라인에

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

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위장신분을 통

해 수사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포함돼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그루밍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어린 아이들도 인터

넷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요즘, 청소년과 아

동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

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전해진다.

곳곳의 다른 노력들

대구시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성폭력피

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

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찾아

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아동 청

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N번

방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아

웃 100만 서명 아이두(IDOO) 캠페인을 벌

였다. 안산시도 아이두 캠페인과 비슷한 Do 

Not 캠페인을 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각심

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성범죄 솜방망이 처

벌에 대응하는 정책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N번방과 같은 악랄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

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

이 나온다. N번방 사건이 엄청난 화제가 된 

지 꽤 지난 지금, 한때 뜨거웠던 디지털 성범

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사그라졌다. 그

러나 국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목소

리를 내야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성

범죄를 사회에서 근절할 수 있다.

학생기자 한민교(SMIC 11)

공깃밥, 출생의 비밀N번방 그 후, 음란물 시청만으로도 처벌?
학생기자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