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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 : [제가] 사범학교 삼(3)년을 졸업하고 진영 대창학교, 노무현 대통령이 다니
는 그 초등학교로 첫 내가 선생 발령을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을 담임했어
요. 그래서 내 첫 선생으로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반 애들을 내 거의
다 안다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면담자 : 당시에는 그 대창초등학교가 아주 큰 학교였나요?
구술자 : 어, 그때는 김해군인데, 김해군에서 두 번째 가는 학교, 김해읍에 큰 학교
있고 그 다음에 대창학교가 두 번째로 가는 학교였어요. 그러고 학생 수는
그때로서는 한 천팔백(1,800) 명, 천팔백(1,800) 명 되는데, 학교가 참 커가
지고 교실도 모자라고 이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교실 남아돌겠지만도, 학
교는 참 컸습니다.
면담자 : 천팔백(1800) 명 되면 그럼 한 학년에 한 삼백(300)명 정도 학생이 되었던
건가요?
구술자 : 음, 그렇지. 저기 그때는 보통 네(4) 반.
면담자 : 아, 네 반.
구술자 : 네 반이었는데 그때 학생 수는 마, 칠십(70) 명 이상. [웃음]
면담자 : 한 반에 칠십(70)명 이상이요?
구술자 : 어떤 반은 구십(90)명. [웃음] 저저, 노무현 대통령이 사(4)학년 이(2)반, 내
가 사(4)학년 이(2)반 담임이고. 근데 사(4)학년 이(2)반이 제일, 내 반이 학
생들이 아주 똑똑했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면담자 : 그 당시에도 대통령님 좀 키가 작은 편이었나요?
구술자 : 음, 그렇지. 제일 앞쪽에 [앉아있던] 둘이 또 비슷비슷했다고. 키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그때 보면 얼굴이 아주 창백했어요.
면담자 : 창백했다고요?
구술자 : 참 몸이 안 좋았다는 거지. 몸이 안 좋고, 또 그러면서도 활동적이고 참 잘
했는데 어떤데 운동이 좀 약했지.
면담자 : 아, 체육은 잘 못하셨어요?
구술자 : [웃음] 체력은, 저 키도 작고 몸도 그때 창백했어요. 그런데 그, 인자 삼(3)
학년 성적은, 성적이, 공부를 제일 잘했고. 또 그 다음에 발표력이, 아주 조
리 있게 발표를 잘했어요. 공부하는 자세도 좋았고 또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어, 그 반에서. 키가 작기 때문에 급장은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은 인
자 그 당시 사(4)학년이 되면 어린이회가 있었어요. 사(4)학년에서 어린이
회가 있었어. 자기들 자체적으로 매주 토요일 날마다, 매주 토요일 날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어린이회장이 됐다,
어린이회장. 그 반에서. 어린이회하면서 인자 연구부장도 [맡고]. 연구부장
이란 애들 학습시키고 하는 연구부장이 있고, 뭐 또는 생활부장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 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연구부장이고 어린이회장이니
까 아침 일찍 와요. 그, 인자 십(10)리 길을 걸어와서 아침에 와가지고 숙
제, 자습문제를 내줍니다. 칠판에. 그라면 인제 뭐, 그때 사(4)학년 구구셈
(구구단),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문제를 쭉 올려놓으면 인자 학생이 와가지
고 교실에서 선생이 오기 전에 자기들 자습을 시키고 이랬어요. 또 그러고
어떤 애들 보면 그때 사(4)학년들은 구구셈도 잘 못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인자 자기가 연구부장이니까 애들 다 가르쳐주고
이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공부하게끔 만들거든요. 스스로 그리
많이 했어요. 잘 가르쳐 줬어, 보면. [웃음]
그러고 내가 하나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기 자연 시간 끝나고 난 다
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봐라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일어나가(일어나
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뭐냐?’ 이래하니까 어떻게 해서 자석이
발명되었느냐, 자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래 물어요. 아, 그거 내 모르
겠데. 내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보고 ’
그럼 너는 알겠지?‘ 카니까는 안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나 대신에 발표를
해라‘ 그래 발표를 해요. 그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에서 어느 사람이
쇠지팡이를 가져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그 쇠지팡이가 돌에, 바위에 붙더
라. 그래서 인자 발견했는데 ’너 어디서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그때, 그때
중학생이 읽는 <학원>[이라는] 잡지 있어, <학원> 잡지. <학원> 잡지를

보고서 했다는 거야. 초등학교 사(4)학년이 벌써 <학원> 잡지를 읽는다 하
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면담자 : 아, 그 <학원>이라는 잡지가 중학생용인가요?
구술자 : 그렇지 중학생, 고등학생용인데 그거를 갖다 읽었으니까. 그래 그거는 누가
사준지 모르겠는데 자기 형이 사줬지 싶어요.
면담자 : 아, 그 형님이나 가족 분들을 직접 보신 적도 있으세요?
구술자 : 거는 내 안 봤는데 내가 인자 가정방문, 노무현 대통령 그 마을이 참 빈촌
이었어요.1)
면담자 : 아, 거기 진영 동네에서도 좀 거기가.
구술자 : 네, 그렇지. 그 왜냐하면은 비만 오면은 물이 들어요. 요새는 지금 인자 뭐
요번에 쌀농사 뭐뭐 하고 오리 키우고 농사2)한다 하지요. 그 전에는 뭐 일
(1), 한 이(2)삼(3)년마다 거는 마 물 다 쓸으면 저게 완전히 벼농사를 망친
다니까. 왜냐면 물이 들면, 낙동강 물이 범람하면 그 물이 들면 전부 다
물바다가 돼, 물바다. 그런데 요새는 저 낙동강 근처에 인자 큰 그거를 해
놨어요. 물을 퍼내게끔 시설을 해가지고 인자는 물이 안 들게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마는. [예전에는] 물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
자 그 동네가 가난했는데 노무현이는 조금 나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
어머니가 부지런해가지고 항상 옷을 깨끗이 입고 와요. 그 당시 애들 거
보면 손이 새카매요. 때가 묻어가지고. 그라면 내가 억지로 학교 뒤에 냇
가 가서 손 씻으라 하거든. 씻고 보고 검사하고 이라는데 노무현이는 깨끗
해요, 손이. 그래 보면 어머니가 참 부지런한 사람 같아요. 옷도 깨끗하고.
또 노무현이는 체벌 같은, 단체로 벌을 설 때는 노무현이도 할 수 없지.
인제 벌을 서야 되지. 그러니 그때 그런 걸 기억했는 모양이지. 그래, 나를
호랑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참 똑똑했어요. 하나 가르
쳐주면 뭐, 열 개를 아는 그런. 그래 똑똑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자 그때 가정방문을 갔는데, 미리 내 학생들한테 내가 언제
쯤 가정방문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은 인자 학생들이 자기
부모들한테 이야기하겠지요. 근데 그날 내가 가정방문을, 봉하마을을 가정
방문을 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혼자 있
는데 내하고 둘이서 혼자 마루에 앉아 가지고 ‘니 공부하는 거 어떻노?’ 카
고 여러 가지 둘이서 꽤 앉아 이야기했다고 난 생각하는데. 그래 ‘어머니,

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시행한 친환경 오리농법을 말함.

아버지 어디 갔나?’ 하니까 과수원에 어디, 인자 봉하 뒷산에 뭐 차도로(찾
으러) 막 다닌 모양이지.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내한테 아주 미안한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인자 앉아, 둘이서 앉아가 이야기하다가
내가 또 그 옆에 노무현이 집하고 좀 떨어진 데 또 동네 있어 거기도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 한 십(10) 분쯤 앉아 이야기했을까? 뭐, 공부
하는 거 어떻나, 형이 어떻나, 어머니, 가정, 집안 묻고, 이래서 내 [갔다]온
적이 있어. 그래 거 가정방문 [했을 때는] 컴컴했어요. 내 혼[자가 아니라],
그래 인자 다른 여선생 한 분하고 같이 오는데 밤이 돼가지고 아, 겁이 나
더마는. 근데 거 노무현이는 그래 다녔으니까. 상당히 좀 쓸쓸하더마는. 그
래, 마침 [나는]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다행이지. 밤에는, 거 컴컴한 밤에
오니까 그 좀 기분이 안 좋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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