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5학년, 12세 때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플로어볼을 배웠습

니다. 처음에는 모두 볼 컨트롤도 쉽지 않았고 플로어볼 스틱을 잡는 

법마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열정적인 지도로부터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터득해 갔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자발적으로 아

침 일찍 학교에 가 선생님이 출근하시기도 전에 패스 연습부터 게임까

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열정과 노력을 통해 2015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대회에서 본

선에 진출하여 2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모두 2위라는 성적에 축

하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주전으로 언니들에게 우승을 선물

하고 싶었던 우리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선전에서 전승이라는 성적

을 낸 우리 팀은 경기를 패배로 마무리하며 친구들과 눈물을 흘렸습니

다. 아쉬운 마음에 서로를 탓하며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저는 체육 시간을 기피하고 스포츠와 먼 

거리를 유지하는 학생으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

았습니다. 6학년 언니들이 졸업한 후, 큰언니가 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처음 플로어볼을 접하는 동생들에게 플로어볼과 친해질 수 있도록 재

밌고 친근한 언니가 되어 다가갔습니다. 지난해 주전으로 뛴 5학년이 

6학년이 되어 2016년에도 주전으로 출전하였습니다. 예선전 전승이라

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자만하지 않고 결승전까

지 긴장을 놓지 않고 새벽에 등교하여 연습하고 방과 후에 연습하고 

땀 흘리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보냈던 순간들이 결승전 시작의 순간

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우리 팀은 2015, 2016 서울특별시교육감배 준우승, 우승이라는 

자랑스러운 성적을 냈고 그와 동시에 전국 대회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

할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추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스포츠 활동을 이야기 한 이유는 바로 유

소년, 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부터 내면

의 아름다움까지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배려와 협력, 열정과 

노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플로어볼을 



하며 친구들과 우승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어려움이 분명 존재했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한 노력을 통해 친구들과 저는 팀워크(teamwork)라는 값진 선물을 받

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여 성취감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경기가 진행 중인 그 순간에는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협력이 이

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금메달과 은메달을 자랑스러워하던 순간

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 스포츠를 즐긴다는 것, 친구들과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그 순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

합니다. 학생들이 과거를 회상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라는 결과

가 아닌 성취를 위한 과정과 그 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 2020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경기에 선수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1

명의 관중으로 참여하며 스포츠의 중요성,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없는 학교, 스포츠가 없는 주말, 스포츠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 안전 수칙과 철저한 

운영 방식을 유지하며 스포츠를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숨이 트이는 순

간을 선물한 2020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한체육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선물과 추억을 혼자만 기념하지 않겠습니다. 미래에는 청소

년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얻은 내면의 아름다움

을 지니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스포츠 지도자가 되어 다양한 스포

츠를 청소년들에게 지도하며 스포츠의 즐거움을 알릴 것이고 저의 꿈

을 꼭 실현하여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의 청소년 스포츠, 스포츠 활성화

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