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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도둑의 웅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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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날이 다가옵니다. 이맘때면 복숭아가 

익어갑니다. 복숭아 추억을 반추합니다.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서서 저 남쪽 청도에 있는 

골프장으로 달렸습니다. 9시가 넘어서 도착한 골프

장 입구 양쪽에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고

장은 감이 유명하고 반건시(半乾枾)도 유명합니다. 

상주 곶감과는 또 다른 명물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것은 감나무이고, 꽃이 핀 것은 복숭

아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는 과일 나무는 대부분 

보면 압니다. 새벽같이 설쳐서 몽롱한 가운데 복숭

아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시골 조그마한 학교였습

니다. 소나무반, 향나무반 2개반이 있다가 4학년인

가 5학년이 되면 집안일(주로 농사, 소 먹이기, 동생 

애기 보는 일 등)하느라 학생수가 확 줄어들었습니

다. 6학년 졸업 때는 1개반으로 줄어들고, 학생수는 

1개반도 안되는 어린 학생들이 졸업식에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우리학교 웅변 대표선수로 

뽑혀서 6.25 동란 기념식 지역웅변대회에 나가기로 

되었습니다.

지도교사는 술을 좋아하시던 김창덕 선생님이었

습니다. 선수는 김영태, 노수철, 오장수였습니다. 4

학년때였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학교 교실로 가서 

웅변 연습을 했습니다. 먼 동이 트는 새벽녘의 시골 

교정은 싱그러웠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교실 열쇠를 선생님께서 가지

고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옆 복숭아 

과수원에서 교정으로 뻗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날은 망설였습니다. 세 학생이 모두 범생들이었으니

까요. 그러나 오래 못 가서 우리는 합의하에 그냥 복

숭아를 매일 아침 훔쳐 따먹었습니다. 훔친 복숭아

로 허기를 채우고 복숭아 도둑의 웅변 연습은 계속 

되었습니다. 

‘상기하자!  6.25!’ 

이것은 저의 웅변 제목이었습니다.

그 과수원 주인은 끝내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모르셨는지, 안하셨는지, 아시고도 그냥 넘어간 것

인지 이것은 주인만 아시는 일입니다.

김영태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의 하느님

께서 아마도 그에게 한번 쯤은 따지실 터입니다.

무슨 연유에선지 웅변대회는 취소가 되었고 그날 

그냥 우리학교 교내 행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생

각에 굉장히 웅변을 잘 마쳤는데 특별한 시상이 없

어서 매우 섭섭했던 기억입니다. 

옛날 시골 국민학교는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미술, 음악 등 예능 부문에는 전혀 재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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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으니까요. 그림만 그리면 

교실 뒤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붓글씨만 쓰면 게시

를 했습니다. 한때 서예에 재능 있는 것으로 착각하

여 은퇴 후 서예공부를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표어

와 포스터도 늘 입선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학예회

가 있었습니다. 학년 대표로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

니다.

‘나뭇잎 배’(박홍근 작사, 윤용하 작곡)인가 ‘반달’ 

(윤극영 작사, 작곡)인가 였습니다. 어렵게 연습을 

하면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연습은 주로 소 먹

이러 산에 올라서 했습니다. 고음처리가 늘 걱정이

었고 이를 위해 너무 저음으로 시작하면 뭔가 이상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보다 잘하는 조현국이라는 친

구를 발견하여 저는 빠졌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하는 비인기 학생이었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공부 좀 하면 모두 잘해 보이는 말

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이상 없이 보이는 때가 있

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복숭아를 훔쳐 따먹고 연습한 비도덕적 

웅변선수가 지역 웅변 대회장, 대중앞에는 못 서도

록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김영태 목사님의 하느님께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신 

것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웅변에 저는 재능이 없었습니

다. 먹는 걸 좋아하는걸 보니 오히려 웅변은 커녕 훔

쳐먹는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복숭

아는 좋아합니다. 달고 물컹한 황도, 백도보다 그때 

훔쳐먹었던 단단한 복숭아가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