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어릴 적부터 승부욕이 강한 아이였다. 그 당시 친구들과 선생님

들이 붙여준 피구왕이라는 별명과 에이스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는데 

그 부담감에 승부욕이 커져만 간 건 사실이다. 그래서 못하던 운동도 

뭐든지 열심히 하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피구대회가 나를 불타오르게 하였다. 3~4학년 때

부터 피구대회 영상을 찾아보면서 ‘저기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 “내가 하면 저 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해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내가 관중이 되어 응원하던 팀이 우승을 

거머쥘 때 그 기쁨을 같이 나누기도 하였다. 6학년 때 내가 바라던 대

회가 다가왔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떨리기도 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는 어느새 미소만 가득하였다. 공을 잡을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져 마치 내가 그 공간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공을 잡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날아오는 공을 보면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연습하였고 팀원들과 함께 동고동

락하며 서로에게 힘이 돼 주었고 서로의 감독이 되어 서로를 코치해 

주기도 했다. 체육 담당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몰랐던 규칙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며 우리를 응원해 주셨다. 그로부터 드디어 우리가 손꼽아 기

다리던 피구대회의 날이 밝았다. 그날은 어떤 날보다 화창했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따뜻한 햇볕과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다. 학교 셔틀버스에 

올라탔을 때 모두가 자신만만해하며 웃고 있었지만 긴장한 티를 감추

기엔 부족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믿고 있기에 “할 수 있

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긴장을 풀어갔다. 그렇게 20~30분을 달려 상

대팀의 학교에 도착했고 몸을 풀기 위해 운동장을 세 바퀴 돌고 준비

운동도 하였다. 준비운동할 때는 구호를 크게 크게 외치며 귀여운 기

선제압도 하였다. 오늘은 여자팀이 먼저 겨루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남자팀이 겨루기로 하였다. 시작 전 서로에게 인사하며 악수하는데 그 

속에는 은근 견제의 눈빛이 오갔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가 

준비했고 선생님들과 남자 친구들의 응원의 박수와 함께 시작을 알리

는 휘슬 소리가 들렸다. 각 팀에서 한 명씩 외야수로 나갔고 팀에서 

점프 잘하고 키 큰 친구들이 나가 공을 쟁취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첫 

공은 상대팀에 넘어갔다. 그렇게 시작되어 나는 오는 공을 바로 잡아 



던져 한 명을 아웃시켰고 그 뒤로 승승장구 활약을 펼치며 첫 경기에

서 이겼다. 분위기는 우승한 것처럼 모두들 좋아했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팀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응원의 말씀도 해 주셨다. 우리 팀

은 그떄부터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고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손쉽게 이긴 뒤 잠시 휴식시간을 맞았다. 결과는 2 

대 0으로 이미 우리가 우승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팀원끼리 모여 잠시 대화를 하는데 다들 행복해하는 게 눈에 보

여서 너무 기뻤고 한순간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마지막까지 파

이팅을 외치며 경기를 시작했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1승은 상대편으로 

넘어갔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잘했다며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서로에게 칭찬해 주었고 우승이라는 성공을 맛보았다. 생각보다 더 가

슴이 벅찼고 그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값진 결

과였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돼서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 함께 경기

했던 상대팀 친구들이 너무나도 해맑게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 

놀러와!”라고 해서 우리도 큰 목소리로 “고마워 다음에 또 올게!”라

는 말을 남기고 버스에 올랐다. 차 안은 이미 웃음꽃이 활짝 열려 

“수고했어!”라는 말로 가득했고 모두가 기분 좋은 하루였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그 기쁨을 잊을 수 없다. 영상으로 찾아본 것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 환호를 내가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더 크게 와 닿았다. 그다음 날 친한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나에게는 공을 한 번도 패스해 주지 않더

라.”, “공을 잡아 본 적이 없다.” 서운했다는 말이었는데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안함과 동시에 

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만족하는 

경기가 되는 것이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남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걸 

왜 몰랐던 걸까? 그만큼 나는 친구들을 믿지 않았던 걸까? 아님 내가 

돋보이고 싶었던 걸까? 결국은 모두 다 잡으려다 제일 중요한 것을 보

지 못해 놓쳐버린 것이다. 그 뒤로는 피구를 할 때마다 팀원들을 하나

하나 빠짐없이 챙기려고 노력했고 다시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지 않으

리라 다짐했다. 이번 일로 피구를 할 때는 ‘모두의 노력이 모여야 하

나의 성공을 이룬다.’라는 좌우명이 생겼다. ‘백지장도 맛들면 가볍



다’라는 말이 있듯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자팀의 피구

대회 날이 밝았다. 드디어 타 학교의 남자팀이 도착했고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바로 시작되었다. 시작과 동시에 여자 친구들의 열띤 응

원이 시작되었고 마치 그곳은 콘서트장인 것처럼 무대 위의 가수들이 

퍼포먼스를 할 때마다 팬들은 콘서트장을 꽉 채울 듯한 박수와 함성으

로 가수들에게 에너지를 채웠다.  드디어 끝을 알리는 ‘삐’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선수들, 선생님들 모두 일시정지 상태가 되었다. 

첫 경기는 끝까지 살아남은 선수 수가 많은 우리 학교 팀이 승리하였

다. 남자 친구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2라운드로 들어갔고 1라운

드 여세를 몰아 두 번째 라운드도 승리하였다. 우승이 결정된 상태에

서 선수들은 자신감 100%로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하며 3 대 0으로 

우승하였다. 너무나 압승이었고 남자 선수들은 무릎을 꿇어 소리까지 

지르며 좋아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우승하였다. 나는 피

구가 나를 다른 것들과 연결시켜 주고 그 연결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

라고 생각한다. 스포츠는 다방면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꿈에 한 발

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스포츠는 땀 흘린 시간을 실망시키지 않

는다. 그래서 나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