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지쳐 가는 2020년 가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친구 엄마

로부터 온 전화를 끊고 B한테 가서 의견을 물었다. “B야, 클라이밍 

수업은 올해 없고, 대회가 있다는데 나가 볼래?” B는 14세 사춘기라

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 말수도 없고, 의견 내는 것도 적고, 학교에서

는 자꾸 꿈이 뭐냐고 묻는 데 지독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중1 남학

생이다. 가뜩이나 평범하다 못해 지루하게 느끼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내 질문조차 지루했는가 보다. “싫어, 선수만 나가는 거잖아, 

나는 2년 동한 한 번도 안 해서 팀에 피해 주면 어떡해….”B의 대답

에 나는 답답했다. 도전적이지 못하니, 적극적이지 못하니, 라떼는 말

이야… 하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입으로 나오고 싶어 했지만 삼켰다. 

중1 아들에게 하는 공격으로는 매우 적당하지 못하다. 얼버무리는 와

중에 큰아들 A가 왔다. 중 2인 A는 코로나로  활동이 줄어버렸다는 핑

계로 올해 10kg이나 더 쪘다.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대사활동에 이렇

게 영향이 큰지 나는 이번에 알게 되었다. 영화 ‘월-E’에서 사람들

은 걷기가 퇴화되고, 몸은 살쪄서 도구가 싣고 다니던데 ‘그런 세상

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머리를 흔들었다. A에게는 B의 

방법 대신 강력하게 말했다. “가을, 클라이밍 대회에 참가하자! 10월 

31일과 11월 15일이래. 나가자, 할 일도 없는데….” A는 B와는 다르게 

일정표를 보더니 바로 OK했다. 나는 B에게 선수 아니어도 나갈 수 있

는 기회가 이번밖에는 없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피해만 주는 줄 알았

는데, 코로나 덕에 우리는 출전의 기회를 얻은 거다…. 등등 대회에 나

가기 위한 약을 쳤다. 드디어 우리 집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대회에 

나가는 영광(?)을 얻었다. 막내는 초등학생이었다.

  대회에 관련된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서정섭 이사님의 “대회 전 홀

드라도 잡아 봐야죠.”에 선수도, 학부모들도 광명 실내체육관 야외 암

벽장에 모였다. 암벽화도, 하네스도 아이들 사이즈로 빌려와 주셨다. 2

년 전에 비해 키도 커지고, 몸도 커진 아이들과 하는 연습은 쉽지 않

았다. 광명시 산악연맹에서 같은 장소에서 2017년, 2018년 청소년에게 

클라이밍을 가르쳐 주신 게 서 이사님과 인연의 시작이었다. 여린 손

바닥에서 물집이 터져 나왔다. 겨울바람 같은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띄엄띄엄 앉아서 서먹했던 선수들도 조금씩 훈기가 



돌기 시작했다. 

  학교생활로 오후 5시부터 실내 매드짐에서 운동하게 되고, B와 대화

가 늘기 시작했다. “나 오늘 ○○까지 했다.” 혹은 “운동하는 데 뭐

가 필요하다.” 식의 대화였지만 기뻤다. 요구가 있다는 것이. 사춘기 

아들에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3문장 이상의 대화였다. 클라이밍 운동 

약속 전 오전에는 시간이 남는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다녀오는 

B를 보며 한여름의 초록색 잎을 화창하게 자랑하는 나무의 느낌을 받

았다. 청량감에 나도 기분이 좋아져 청소기를 돌린다. 코로나라고 투덜

대고 짜증냈던 무거운 분위기는 집 청소와 설거지로 같이 정화되었다.

  10월 31일, 용마산 가족공원 클라이밍장에서 첫 번째 대회가 시작되

었다. 기대감보다는 ‘아, 이런 곳에 왔구나!’라는 사실에 대회에 B가 

나갔음을 확인해 주었다. 연습으로 터져버린 손바닥에 붕대를 감고, 

u-15에 출전했다. 다행히 기록(시간)을 재지 않아서, 그나마 생기초 B

는 선전했다. 그리고 이어서 스피드 경기가 시작되었다. 스피드라기엔 

전혀 스피드하지 않은 B의 도전은 보는 나도 묵직하니 뭉클했다. 완등

을 하고 터치에 손이 닿았다. 아래에서 지켜보는 데도 몸의 떨림이 보

였다. 어거지의 승리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11월 15일, 광명실내체육관 클라이밍장에서의 두 번째 대회가 시작

되었다. 벽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다. 규칙을 설명 듣는데, ‘A와 B는 

잘 듣고 이해했을까?’란 엄마 궁금증이 생겼다. 역시나 실격의 연속이 

되었다. 그나마 A는 종전 자기가 올라간 것보다 높이 올라간 것이 기

쁨이라면 기쁨이 되겠다. B는 얼굴이 빨개졌다. 연습한 곳과 같은 공간

인데, 룰도 이해 안 가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그렇단다. 애썼다고 

격려하며 달랬지만, B의 빨간 얼굴은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세 팀 다 

결선에 오르지 못하고 대회가 마감되었다. 

  B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았던 클라이밍 경기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근처 클라이밍장을 등록해서 일주일에 두어 번 다니고 있다. 

즐겁게 클라이밍 운동 시간을 확인하는 B의 모습에서 다시 한 번 푸르

른 여름 나무를 본다. 내 얼굴에도 엄마 미소가 장착된다.

  고백하는데 나는 결혼하고 매년 앨범을 만들어 왔다. 인터넷 사이트

에 사진을 올리면 잡지 형식으로 인쇄해 보내 주는 걸로 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로 인물사진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쓴 답답한 얼굴의 모습

들뿐이다. 사진 속 배경과 옷차림만이 계절의 흐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에 벌써 앨범을 만들어 택배로 받고, 2020년 나만

의 숙제를 완성했다. 그러나 모범생이 제출한 답안일 줄 알았던 그 숙

제는 잘못되었다. 클라이밍 대회의 사진이 빠진 2020년 가족 앨범은 

앙꼬 빠진 붕어빵이다. 나는 다시 앨범을 만들기로 했다.

  열심히 대회에 참여해 준 A와 B, 선수, 선생님, 학부모님들은 코로나

로 지쳐 있던 많은 사람 중 적어도 내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힘이 되

었고, 희망이 되었다. 고맙다. 너희들이 내겐 2020년 키워드다~!

-----

PS. 1)

부족한 A와 B를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신, 관계자 분들 고맙습니

다. 

청소년기 특유의 무기력함을 클라이밍으로 날려 보내주셔서 운동의 힘

을 믿게 되었습니다. 

PS. 2) 대회 후 저는 아침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 다녀오려고 옷

을 갈아입으니, 재택근무 중인 신랑이 물어봅니다. “등산 다녀오려

고?” 그 질문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등산, 다녀와도 돼…?” 

신랑이 다시 묻습니다. “등산이랑 산책이 다른 거야?” 나는 대답합니

다. “등산은 하루 종일 걷고 오는 거고, 산책은 아침에만 휘리릭 갔다 

와서 점심밥 차려 주는 거지….” 신랑은 멋쩍게 웃으며, 산책 잘 다녀

오라고 인사해 줍니다. 온라인 클래스 접속한 아들 셋과 신랑을 집에 

남겨두고 저는 출발합니다. 일만 보 걸으며 산책하러…. 운동의 힘을 

믿게 되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