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작년부터 아티스틱스위밍(전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엘리트 선

수 생활을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전국대회가 취소되

는 아픔도 겪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다이빙풀

이 모두 문을 닫으며, 요즘은 연습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오랜만에 생

긴 여유 기간에 운동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종종 방문하였고, 그러던 

중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영상과 수기공모전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영상을 보며 느낀 점

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은 순위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과정을 

즐기고,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스포츠가 화합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어린 초등학생 여러 명이 실력은 

제각각 다르지만, 함께 연습하여 출전한 힙합댄스팀을 보면서, 친구들

이 함께 대회를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는 협동심, 배려심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 아이들이 결과에만 연연했다면 실력이 부

족한 친구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겠지만, 함께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참가했기 때문에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은 참가

한 친구 모두에게 즐거운 초등학생 시절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둘째, 엘리트 선수, 생활체육 선수 가리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는 모

습이 보기에 참 좋았고, 아티스틱스위밍 종목도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으로 운동을 접하기 시작해서, 재능이 있고 흥미가 있

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엘리트 선수로 커나갈 수 있다면 훌륭한 선수

들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 속에서

는 생활체육 선수들이 가까운 지역 시설을 활용해 충분히 운동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도 초등 1학년 때 동네 운동클럽을 통해 

아티스틱스위밍이라는 종목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3년간 마스터스(비등록)대회에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며 오랜 시간 

운동하였다. 그러나 생활체육 선수들은 등록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



까운 다이빙풀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사는 곳에서 40분 이

상 떨어진 개인 다이빙 풀장을 찾아다니면서 운동을 해야만 했다. 부

모님은 운동을 위해 클럽의 교습비 외에도 수영장 이용요금, 오고 가

는 시간, 교통비 등 많은 부분을 희생하셨다. 나는 그때 생활체육과 엘

리트 체육의 차이를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다양한 종목의 많은 생

활체육 선수가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의 제한을 

조금만 낮추고,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같은 행사를 통해 엘리트와 생활

체육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면 훌륭한 선수가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러진 독창

적인 대회였고, 이러한 행사가 학생 선수들에게도 운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아티스틱스위밍 종목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거의 1년 이상 전국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나 또한 운

동 목표를 찾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코로나 상황에 맞

추어 유튜브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낸 것

을 보고, 아티스틱스위밍도 가상 대회나 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인 대

회 방식이 곧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며, 운동의 열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코로나 상황에도 힘들게 운

동을 이어가며 대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선수들을 위해 청소년스포

츠한마당 같은 다양한 방식의 대회가 열리기를 바라며,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좋아져서 운동을 사랑하는 모든 선수가 마음껏 운동하고 화

합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