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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회와 선생님 흉내
나 운 영
나는 1939년에 중앙고보를 졸업했으니까 35년 전의 이야기가 된다. 그 당시 나는 걸어 다니면서 5년간 개
근한 성실한 학생이었다. 전차 회수권 사라고 주는 돈으로 음악책을 다달이 사 모으면서 서대문 밖 천연동에서
측우소 고개를 넘어 중앙청 앞을 지나서 계동 막바지를 다녔던 것이다.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사 모으기 시작한
책이 쌓이고 쌓여 결국 금년 4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도서관을 열게끔 되기도 했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줄곧
계속되는 나의 책난봉이 여러분과 같은 나이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해둔다.
중학 3년 때에 「아! 가을인가!」를 작곡했고, 이때부터 브라스 밴드에 들어가 트롬본, 큰 북을 만지다가 졸업
반 때에 지휘를 했다. 그리하여 졸업생 환송음악회 때 나는 행진곡 「중앙」을 작곡, 지휘했다. 이 곡은 우리나라
최고 원로이신 김영환 선생님이 작곡하신 교가를 중간 부분에 넣어 행진곡으로 작곡한 것인데 꽤 인기를 모았
다. 나는 그날 남성 4중창의 제1 베이스를 노래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음악회를 마친 다음 즉시 사은회로 들
어갔는데 이 때 예기치 않았던 큰 문제가 생겼다.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 앞에서 회고담이 오가는 순서인데 모두
나에게 「선생님 흉내」를 내라는 것이 아닌가?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 없고 얌전하고 수줍은 성격이지만 곧
잘 남의 흉내를 낼 줄 알았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교감 선생님, 역사 선생님 등을 차례대로
흉내를 낼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너무나도 꼭 같게 흉내를 냈기 때문이다. 이럭저럭 사은회가 무사히 끝났
나 보다 했더니 교감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찾아뵈었더
니 웬걸 곤란한 사태가 벌어졌다. 「사은회 때 왜 하필이면 선생님 흉내를 내느냐?」는 꾸중이다. 내가 한 흉내가
너무나도 같아서 온통 웃음바다가 됐을 때 선생님이 은근히 노하신 것이 분명했다. 「네가 사과하지 않으면 졸업
장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이고 보니 어이가 없지 않은가? 인촌 선생이 교장으로 계실 때 우리 아버지가 학감을 지
냈기 때문에 나는 중앙고보와 인연이 깊은 데다가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분은 물론 아버지와
함께 봉직해오던 분들도 많이 계신 데다 음악 잘하고 비교적 모범생(?)에 속했던 터에 엄격하던 변영태 교감 선
생님의 비위를 거슬려 놓았으니 나도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결국 형식적으로 「죄 없는 사과」를 하고 물러
나왔다.
나는 졸업하는 해에 동아일보 주최 「신춘문예 현상모집 작곡 부문」에 응모했다.
작곡 모집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 버렸지만 내가 작곡해서 낸 가곡 「가려나」가 — 뭔가 좀 잘못되
어서 인지 1등으로 당선이 되었다. 단 한 편만 뽑는데 내가 되었으니 그때의 기분은 말로다 형용키 어려웠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화여자 전문학교에 음악과가 있었을 뿐 남자가 다닐 수 있는 음악학교가 없어 일본
에 건너가야만 했는데 음악을 전공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던 집안 어른들도 「가려나」가 당선된 뒤에는 어찌할 수
없이 허락해 주어 오늘날 작곡가가 된 것이니 천만다행한 노릇이다.
이렇게 회고담을 쓰면서도 생각되는 것은 그 당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모두가 애국자요 일류 학자
였다는 사실이다.
현상윤(고대 총장), 변영태(외무장관), 김상기, 이상훈, 안재준(서울대학장), 이종우(홍익대학장), 최복현(서
울시 교육감) 등등을 비롯하여 김형준(양악 수입기의 3대 공로자의 한 분, 가곡 봉선화의 작사자), 이윤재(한글
학자) 등등이 모두 우리의 은사였기 때문이다.
<1975. 2월호 월간 학생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