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원래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18년 가족과 함께 

평창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

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2018년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기 위해 강릉으로 향했다. 스포츠에 관

심이 없던 나는 이날 모든 사람이 스포츠로 한마음이 된다는 것을 몸

소 체험하면서 스포츠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기를 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입방권이 매진되어 보지 못했다. 그래도 노르웨이

와 스웨덴 선수들의 아이스하키 경기는 나를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 두 팀 선수들이 하키채를 앞과 뒤의 바닥을 치며 

인사하는 퍼포먼스뿐 아니라 역동적인 경기에 매료되었다. 외국인의 

열띤 응원도 한몫하며 내 생애 첫 스포츠 관람은 완벽 그 자체였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도 정말 멋져 보였다. 어느 나라가 이겼는지 정

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경기를 보던 내내 즐거웠다. 자국의 국민

을 응원하기 위해 먼 타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깃발로 시작하여 페이스

페인팅이며, 부끄러움도 없이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며 응원하는 모

습에 나도 절로 신이 났다. 특히 스포츠가 국민 모두를 한마음 한뜻으

로 모이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축구

팀이 경기를 할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뜻으로 한마음이 되듯….

  또한 경기 도중 벽에 부딪히고 넘어져도 일어나 꿋꿋하게 다시 경기

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존경스러웠고 경기 종료 후 선수끼리 인사하는 

모습도 너무나 멋졌다.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승패에 

상관없이 즐겁게 북치는 외국인들과 흥이 넘쳐 고함치는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외국인들은 정말 흥이 많고 재미있었다. 

  강릉에서 아이스하키 경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스키

점프 경기를 보기 위해 평창으로 향했다. 그날은 칼바람이 불어 무척 

추웠으며, 눈보라가 치고, 경기장을 찾아가기 위한 길이 너무나 복잡해

서 경기장을 찾기 위해 모험을 하는 것 같았다. 우리 엄마가 늘 말씀

하신 대로 ‘입이 서울’이라고 물어물어 결국 스키점프 경기장을 찾

았고 아이스하키만큼 스키점프 경기도 흥미로웠다. 높은 곳에서 내려

오면서 넘어지지 않는 선수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지 상

상조차 할 수 없었다. 정말 존경스러웠다.



  평창올림픽 때의 아이스하키 관람 경험이 바탕이 되어 나는 2020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경기 종목을 자연스럽게 하키로 클릭하였다. 이름

이 좀 생소했는데 5인제 필드하키 경기였다. 기존 필드하키와 좀 달랐

다. 선수만 5명이 경기하고 경기장이 좀 좁은 것 같았다. 

  내가 첫 번째로 본 경기는 ‘부평원킬’과 ‘하키의 민족’ 팀의 경

기였는데 선수들이 나보다 어린 것 같았다. 저 어린 선수들이 ‘승

리’를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얼마나 열심히 달렸을까 하는 생

각에 그저 편함에 익숙해 그 무엇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떤 팀도 응원하지 않았지만 내심 무승부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

했다. 물론 스포츠정신에 꼭 승리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혹시나 어

린 마음에 ‘패배’라는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

이었다. 

  두 번째 경기는 ‘하키의 민족’과 ‘관심좀주세요’ 팀의 경기였는

데 전문 선수와 일반 선수로 구성되어 경기를 하였다. 서로 주거니 받

거니 하면서 재미있게 게임을 진행했으나 관심좀주세요 팀의 승리로 

끝났다. 이 경기는 해설자의 멘트가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하키의 민

족인데 관심좀주세요”라는 멘트였는데 이 기회에 정말 많은 사람이 5

인제 필드하키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 남학생들의 경기도 지켜보았는데 여학생들보다는 더 역동적인 

경기를 펼치는 것 같았다. 팀 이름도 장난스럽고 재미있게 지어서 즐

겁고 편안하게 경기를 보았다. 

  우리는 스포츠가 최고가 아니면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한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는 기억하지만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들 선수도 나중에 커서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

에 나가 경기를 펼칠 것이다. 그때 승패보다는 그 승패 속에 숨어있는 

갚진 올림픽 정신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는 얼마 전에 본 유튜브 영상 때문이다.

  여자 5,000m 달리기 경기에서 일본 선수의 발에 부딪혀 넘어진 선수

와 넘어진 선수의 발에 걸려 뒤에 오던 한 선수가 넘어졌는데 놀랍게

도 먼저 일어난 선수가 자신을 넘어뜨린 선수를 일으켜 세우며 결승선

까지 달려가자고 부축한 영상이었다.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빠르게 달



려가야 했지만 그보다 다른 선수를 챙기는 게 먼저였던 선수들이 보여

준 아름다운 올림픽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영상은 나와 같

은 어린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 나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

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다.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면서 나와 같은,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아무 목

표도 없이 로버트처럼 공부만 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지금부터라

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의 좌표를 찾아간다면 내 인생의 그래프가 더 아

름답게 변하지 않을까?

잠자고 있던 나의 꿈을 각성시켜 준 스포츠, 스포츠는 바로 내 인생의 

첫 스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