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 나에게 2020년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조

금의 고민도 없이 청소년스포츠한마당에 참가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

다. 그만큼 이번 대회는 나에게 정말 뜻깊었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해 

준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나에게 배구

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써야 할 것 같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배구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후로 나에겐 많은 변

화가 찾아왔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나는 적극적이고 활발

한 성격으로 변화되었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던 나에게 배구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날은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다. 중학교에 진학했을 

땐 학교에 여자 배구부가 없어서 매일 벽에 대고 혼자 연습하다가 3학

년이 되었을 때 배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후배들을 모아 여자 배구부

를 만들게 되었다. 체육관은 남자 배구부가 썼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햇빛과 씨름하며 연습을 해야만 했지만, 배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도 행복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여

자 배구부가 있었고, 방과 후에 배구부가 연습할 수 있는 체육관도 있

었다. 일주일에 세 번, 배구부 활동을 하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배구 외의 다른 것들은 소홀히 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공부와 그 밖의 모든 활동에도 더 열심히 참여했다. 나에게 배구는 나 

그 자체였고, 때론 친구였으며, 배려와 존중, 책임감을 알려주는 스승

이기도 했다. 

사실 배구를 하는 그 자체로도 정말 좋았지만, 1년에 한 번 다른 학

교와 경기를 해 볼 수 있는 배구대회는 가장 기다려지는 행사였다. 특

히 나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번이 마지막 배구대회일 거란 생

각에 후회가 없도록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배구대회가 취소되었을 때 얼마나 우울했

는지 모른다. 우리끼리 하는 연습도 전처럼 마음껏 할 수 없었다. 그래

도 가끔 코로나가 주춤할 때 잠시라도 모여 배구를 할 수 있었을 때는 

그 자체로도 좋았고,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하는 배구도 그저 즐거웠

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고 페이스북을 보던 중, 전부터 팔로어로 



돼 있었던 대한민국 배구협회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2020 청소년스

포츠한마당 배구대회 개최 알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는데, 학생 

선수와 일반 학생이 한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4인제 배구대회를 개최한

다는 설명과 함께 참가 신청서 양식이 올라 있었다. 나는 떨리는 가슴

을 진정시키고 대회요강을 하나하나 읽어보았고, 4인제 배구라는 경기 

방법이 생소하기는 했지만 그건 그때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

다. 중요한 건 앞으로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배구대회를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때의 그 설렘과 기분 좋은 떨림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우리 학교에는 배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선수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다. 3학년 친구 한 명, 2학년 후배 한 명과 1학년 후배 한 

명. 이렇게 선수 명단을 먼저 짰고, 지도는 올해 경기 꿈의 학교에서 

배구를 가르쳐 주시는 꿈지기 선생님께서 맡아 주시기로 했다. 직접 

경기도 배구협회에서 직인을 받았고, 팀명은 지도자 선생님께서 추천

하신 ‘경기꿈읏읏읏여당당배구클럽’으로 정해졌다. 이제 남은 건 대

회 전까지 열심히 연습하는 일이었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으로 학교 체육관은 개방하는 날보다 개

방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연습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는 날에는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연습했다. 매주 은퇴선수와 함께하는 배구교실로 우리 학교에 오셔서 

배구 수업을 해 주시는 선수님께 4인제 배구의 경기 방식과 포지션을 

배웠고,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에는 다 함께 지하철을 타고 지도자 선

생님께서 근무하시는 다른 지역 학교로 가서 대회 시뮬레이션도 해 보

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같이 대회에 참가하는 친구

들과 항상 했던 말이 있다. 대회가 끝나고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연습할걸.” 하는 후회가 들지 않도

록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연습하자고. 우리는 모두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언제나 행복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대회 날이 되

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고, 친구들과 지도자 선생님과 함께 셔틀버



스를 타고 대회가 개최되는 충청북도 제천체육관에 도착했다. 우리 팀 

이름과 배번이 적힌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우리 팀으로 배정된 학생 

선수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정말 실감이 났던 것 같다. 사실 학생 선수

와는 처음 만나는 거였고, 그래서 경기 때 호흡이 잘 맞을 수 있을까 

약간의 걱정도 했다. 그리고 내 포지션은 원래 세터인데, 이번 대회에

선 학생 선수의 포지션이 세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으로 

센터 포지션을 맡게 되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우리 팀 스파이커들

과 처음 만난 세터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도 걱정했던 것 같다.

다 같이 밖에서 몸을 풀다 보니, 어느새 우리 팀 경기 차례가 되었

다. 우리는 연달아 두 팀과 경기를 했는데, 결과는 사실 좀 아쉬웠다. 

긴장을 많이 해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고, 우리 체육관에서 연습하던 

코트와 4인제 코트의 크기가 많이 달라서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

던 것 같다. 하지만 경기가 끝났을 때 우리의 얼굴엔 실망감보다는 미

소가 가득했다. 물론 우리는 누구보다 이기고 싶었고, 경기에서 진 것

이 아쉽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었다. 많이 아쉽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더 많다는 걸 모두 느꼈기 때

문이다. 처음 만난 선수와 호흡을 맞춰 가는 과정, 실수를 해도 괜찮다

고 서로 다독여 주고, 연습한 대로 잘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용기

를 북돋워 주고, 멋진 플레이로 점수를 냈을 땐 다 같이 기뻐하고 칭

찬해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하나의 팀으

로서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수고했

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격려와 위로를 나누었다. 

특히 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배운 점이 하나 더 있다. 나는 이번 대

회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배구, 마지막 대회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지

금까지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배구를 해 왔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성인이 되면 배구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번 대회를 통해 나는 배구가 전보다도 훨씬 더 좋아져 

버려서, 앞으로는 배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

이 느껴졌다.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배구 동호회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배구와 나 사이를 너무 과소

평가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번 대회는 나의 배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번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이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배

우지 못했을 많은 것은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기

억될 것이다. 몸도 마음도 한 계단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된 

청소년스포츠한마당에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그래서 이

번 2020년에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 친구들, 많은 것

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지도자 선생님 그리고 이번 청소년스포

츠한마당을 개최해 주신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배구협회 관계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