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나무나 미끄럼틀 꼭대기, 높은 곳 올라가기를 진짜 좋아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위험한 행동이라 어른들한테는 무조건 혼이 나는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냥 매달리고 높이 올라가는 건 무조건 재미있다. 

1학년 겨울에 아빠와 처음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체험을 해 보았다.

너무 재미있어서 2학년 여름부터 강습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클라이밍은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었다.

자일로 매듭도 하고 장비 사용법도 알아야 하고 등반에 필요한 기술도 

아주 많아서 배워야 한다.

3학년 때는 운 좋게 전국대회에 나가 1등을 했다. 

전국체전 구경을 갔을 때 영상으로만 보던 김자인, 천종원 선수를 만

났다. 

사인도 받고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그때부터 내 꿈은 클라이밍 국가대

표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4학년이 되어서도 대회가 많기를 바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기회가 없

었다. 

그러다 참가하게 된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인 선수로만 대회에 출전하다가 선수 아닌 친구들과 팀으로 나가는 

대회라 신기했다.

같이 운동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친구 효선이, 이제 막 클라이밍을 배

우기 시작한 친구 빈이, 그리고 몸짱 현이 형과 토성 형이 나와 한팀

으로 정해졌다. 

팀명은 나의 꿈인 <미래 국대 아이들>이다.

대회 날 팀에 리드 다섯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내 루트를 완등했다.

완등은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일이다.

또 처음으로 해 본 스피드 경기는 너무 긴장되고 떨렸으며 출발 자세

를 잡고 신호가 울리자 진짜 대표선수가 된 것 같았다.

마지막 스위치를 눌렀을 때 기록이 엉망이라 좀 속상했다. 

쉬는 시간에는 체험존에서 특이한 등반도 하고 선물도 많이 받았다.

단체 줄넘기랑 림보 게임에도 참여했는데 친구들, 형, 누나들의 모습 



때문에 엄청나게 웃었다.

잠시 후 경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팀이 1위를 했다! 와!!

선생님께서 여자 친구들 가산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다. 

친구들에게 고마웠다.

다 같이 하는 경기라 더 신이 났고 내년에도 같은 팀으로 나오자고 약

속했다. 

대회 진행을 하는 분이 마이크로 overcome이라는 단어를 ‘극복하다, 

이겨내다’라는 뜻이라고 했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코로나19를 모두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셨는데 진짜 그랬으

면 좋겠다. 

빨리 마스크 끼지 않고 시원하게 등반하는 날이 왔으면! 

의사 선생님이 클라이밍을 꾸준히 해서 천식이 많이 나았다고 했는데

도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다.

알레르기도 심해져서 매주 주사를 맞는다. 

힘들지만 센터장님 말씀처럼 꾸준히 즐겁게 클라이밍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배워 꼭 훌륭한 국가대표선수가 되어 세계 대회에 나가

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