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8일 대한스포츠스태킹 공인대회가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있을 

예정이었다. 안골포중학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소식에 설레고 

좋았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으로 전면 취소되어 아쉬

움이 많았다. 

 학생들이 스포츠스태킹을 배우고 그다음의 교내외 활동과 대회 참가

가 연계되면 재미를 느껴 흥미도 상승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잘 알기에 

대회가 있기를 바라던 중이었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경남체육회(대한체육체 주관)에서 청소년스포츠한

마당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개인 블로그에 11월 21일 요약 정

리해 보았다. 학생들에게 타이머 리셋과 경기가 끝나면 타이머를 3초 

이상 들고 있는 부분, 스태킹 경기 중 실수가 있으면 수정하고 다음 

경기를 진행하는 부분을 살피며 영상을 찍을 때의 주의사항도 꼼꼼히 

정리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 미리 

GNSF 앱을 다운받아 영상도 찍어 보았다.

 11월 30일 수업을 시작하면서 프리스타일스태킹에 상, 중, 하 수준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들어 보길 권하고 어려우면 

영상 중 가장 쉬운 부분을 따라서 해 보길 권하였다. 363스태킹 후 프

리스타일을 다시 363으로 마감하는 부분이 일반 학생들에게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었다.

 연습할 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들고 오라고 하고 각자 4명씩 조를 

이루어서 333/ 363/ 사이클/ 프리스타일 스태킹 영상 촬영 전에 충분히 

연습해 보길 권하였다. 

 스포츠스태킹 기록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결승까지 가고 싶은 욕심

은 솔직히 있었지만 그 외의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스태킹에 흥미

를 잃을까 고민 끝에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

기로 마음을 먹었다.

 학생들에게 우리는 참가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 지나친 경쟁보다는 서

로 격려하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가상만 받자고 이야기 

하였다.

 1반팀은 열심히 연습하고도 영상을 업로드 못해 동영상으로 스마트폰

에 저장되어 있고, 2반팀 ‘원진이와 친구들’은 333/ 363/ 사이클 영



상이 업로드되었는데 원진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경남체육회 관계자의 

연락이 있었다. 3반 클리어, 신동혁팀 클리어, 4반 친구들은 333/ 363까

지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 영상을 찍던 학생이 “영상을 잘 못 찍으면 

어떡해?”라고 부담이 되었던지 다른 학생이 영상을 찍으면서 업로드

가 2명 빠지게 되었다.

 12월 7일 드디어 영상 올리는 첫날 수업이 코로나 거리두기 2.0단계

로 상승하면서 3분의 1 출석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정해졌다. 그다음 

주간도 온라인…. 빠진 영상을 빨리 올리고 3,000명 순위 안에 들어야 

참가상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 

 학생들과 내가 연습 없이 실전으로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 놓친 부분

을 보충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고 있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2021년에는 심판 또는 지도교사가 줌 화상수업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크게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되고,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보았다.

 1회기 학생 중 사이클스태킹 기록이 8초대를 기록하는 여학생이 있어

서 참가시키고 싶었지만 3분의 1 출석 수업으로 여학생은 단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대면수업을 못하고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다 보

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학생들이 스태킹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자유롭게 팀을 이루어서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완성하며 얻는 성취감

과 또래 친구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며 화합하는 장이 되었을 텐데….

 원진이는 첫째, 둘째, 수업시간 코로나 자율 등원으로 얼굴을 못 보았

다. 왼쪽 손에 깁스를 하고 왔을 때 “스태킹이 힘들면 담당 선생님 

옆에서 학생이 하고 싶은 거 해도 좋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스태킹

을 하겠다고 해서 혼자 속으로 놀랐다. 영상을 촬영할 때도 ‘원진이

와 친구들’이란 팀명을 멋지게 만들고 리더가 되어 한 손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다른 팀원에게 촬영 전 컵과 타이머 확인, 촬영 후 타이머 3

초 동안 들고 있는 연습을 시키고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도 팀원들에

게 잘한다고 격려하면서 한 손으로 영상을 찍어주는 모습, 옆에 팀원

을 성장시켜 주고 다독여 주면서 팀이 무엇인지, 팀장 한 사람의 역할

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멋진 학생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12월 21일 드디어 출석 수업 날 원진이를 포함한 학생 3명이 영상 촬

영을 마치고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스스로 하는 즐거운 분위기, 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에서

도 질서정연하게 스포츠스태킹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상식을 해 주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상을 할까요?” 하고 물었다. 학생들은 “가위

바위보로 정해요.”라고 대답했다. 순위와 상관없이 두 팀을 시상하였

다. 1반팀과 신동혁팀, 신동혁팀에는 도움반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었다. 같은 반이 아닌 도움반 친구를 불러 팀을 

구성하고 연습시켜서 영상 촬영을 마친 신동혁팀에 박수를 보내고 싶

다.  

 21일 공인심판 주관 승급대회를 같이 하였는데 2반팀은 ‘원진이와 

친구들’이란 팀명을 전원이 사용하고 있었다. 똘똘 뭉치는 팀원의 모

습이 보기 좋았다. 마지막 363릴레이 경기를 했는데 1반이 우승을 차

지하고 원진이를 포함한 2반이 2등을 하였는데 1반은 이미 상품을 다 

받았으니 메달만 가져가고 상품은 원진이와 친구들팀이 있는 2반으로 

돌아갔다. 칭찬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

와서 혼자서 씩 웃고 수업은 마무리되었다.

 청소년스포츠한마당과 승급대회, 스포츠스태킹 마지막 출석수업을 함

께 마무리하면서 원진이와 친구들이 두고두고 생각 나서 이렇게 첫 수

기를 쓰게 되었다. 

 청소년스포츠한마당과 같은 대회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에게 

스스로 참여하고 결과를 만들어 성취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많아지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