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문현초등학교 5학년 이나현입니다.

저는 문현초등학교 탁구선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주말마다 스포츠 시간에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

수업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토요스포츠를 통해 탁구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지

금은 울산을 대표하는 탁구선수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보았습니다. 

탁구가 재미있냐고? 힘들지 않냐고?

전 친구들에게 토요스포츠에 첨여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다고 하니 친구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 동생들까지….

탁구대가 모자를 정도로 많은 친구가 탁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토요스포츠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회가 있다고 해

서 같이 힘을 합해 나가 보자고 하셨습니다.

전 처음이었습니다.

선수들과 함께하는 대회는 많이 나가 보았지만 일반 학생과 함께하는 

스포츠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탁구도 가르쳐 주고 게임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팀

게임이다 보니 팀워크와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즐겁게 준비하고 친구들도 탁구라는 매력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

았습니다.^^

힘든 시기 황금 같은 주말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며 준비한 시

합인데….

결국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7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고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준비한 대회인데….ㅠㅠ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끼리 대회를 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기뻤습니다. 다른 학교 친구들과 대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친구들과 함께 겨룰 수 있어 기뻤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주셨어

요.



탁구선수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이번 대회는 뜻깊었습니다.

선수와 학생이 한팀이 되니 운동으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친구들

이 운동선수인 저를 많은 응원과 함께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멋있다고 합니다.(힘 불끈^^)

경기는 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대회에 꼭 나

가자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우리 학교에서 인기 짱이 된 듯합니다.^^

이런 대회를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늘 경기가 불안하기만 하고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이

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경기가 늘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즐겁게 준비하고 친구들과 많은 소통을 하며 준비하는 내내 재미있다

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무섭지 않은 저희 문현탁구부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연습하여 내년에는 한층 더 실력이 좋아진 탁구를 친구들과 함

께 뽐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자 아자! 

문현탁구부 파이팅!

문현 탁구스포츠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