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의 수많은 땀과 고통을 보여주는 시간,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를 

보았다. 선수들의 열정은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웠다. 손으로 발로 

한 발짝씩 내딛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담겨 있을지 생각하고 보니, 경기가 좀 더 벅차오

르게 다가왔다. 단지 ‘스포츠’가 아닌 그 안에 내재한 선수들의 불

꽃같은 의지를 볼 수 있는 경기였다. 스포츠 정신으로 서로 배려하며 

경기하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다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모두가 집에 있어야 하는 시기에 영상으로 경기를 간

접 체험하며 열정을 전파할 수 있었다. 그들의 한 걸음이 집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을 웃게 만들었다. 아마 그 누구의 한 걸음보다 가장 

값진 걸음이리라 생각했다.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은 그저 스포츠 경기를 주최하는 것이 아니

라,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누군가에게는 열정을 주는 그런 것이었

다. 이제는 경기라는 개념을 초월해 모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파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얼마나 많

이 다치고 또 손에 얼마나 많은 물집이 생겼을까. 승패를 떠나서 참가

해서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픈 경기였다. 그 

오랜 훈련을 쏟아 부은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 스포츠라

는 것이 한 종목만 질리도록 훈련해야 하며, 슬럼프도 찾아오기에 힘

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기간의 훈련, 고통, 상처, 슬럼프 

등등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당당히 경기장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

온 선수들은 어쩌면 그 순간, 그 공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도 모

른다.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신나하고, 슬퍼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스크린 뒤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이번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 영상을 보고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알아?”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많은 친구가 그 경기를 관

람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선수들을 위해 항상 응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

다. 승패를 떠나 항상 멋진 경기를 만들어 내는 선수들에게 박수치는 

것으로 모자라 환호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앞으로도 훌륭한 선수



로 자라나, 더 멋진 경기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다시 한걸음 더 성장

할 선수들을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때로는 힘들고, 좌절이 찾

아오기도 하겠지만, 언제나 선수들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아주길 바라며, 경기에 모든 노력을 다한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대단

하다는 말을 남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