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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일에 대청댐을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 ‘다들 쉬는날에 왜 굳이 힘들게 자전거를 탈까’ 하지만 점점 그
날이 다가올수록 불만이 설레임으로 바꼇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각자
가져올 준비물도 정하면서 기대가 됬다. 하루전날 자전거를 못 빌린다
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쉬웠다. 하지만 결국 대여를 했고 4월 15일
한밭수목원에서 조끼리 출발을 했는데, 조장인 종호 오빠가 늦게 와서
출발이 늦어졌다. 하지만 빨리 앞 조를 따라가면서 일찍 도착은 못했
지만 낙오 없이 모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다. 자전거는 2인용 자
전거와 1인용 자전거가 있었는데, 2인용 자전거도 타보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가고 싶어서 1인용을 타고 싶었고, 결국 1인용을 타
게 되었다 높이도 조절해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조는 엑스포 다리를 건
너서 자전거 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다시 돌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야 했다. 돌다리를 자전거를 끌면서 건너는데 생각보다 물살이 센
부분이 있어서 당황하기도 했다. 그리고 돌다리를 다 건넜을 때 우리
조인 현정이가 마지막 돌을 밟고 올라올 때 발이 빠졌다.. 그래서 한쪽
발이 물에 완전 젖어버렸고 대청댐에 도착할 때 까지도 마르지 않아서
찝찝하게 현정이는 계속 달렷다.. 그래도 발만 젖고 큰 사고로 이어지

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날씨도 좋았고 자전거도 고장 없이
잘 달려서 mp3를 들으면서 달리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안왔으면
후회를 했을 꺼 같고 또 선배님들과 서로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됬
다. 가면서 앞서 달리던 2인용 자전거를 탄 종민이와 상민이, 그리고
유나 언니가 뒤쪽에 가던 나머지 조원과 너무 멀어져 버려서 거의 도
착을 했을 쯤에는 사진을 찍지 못해서 아쉬웠다. 떨어진 조원과 같이
가면서 목이 너무 말랐고 중간에 물을 사먹을 수 있는 휴게소가 있어
서 조장인 종호 오빠가 시원한 물을 사줘서 다시 힘을 내서 달렸고 도
착해서는 맛있는 삼겹살을 먹었다. 내가 프라이팬과 집게를 담당 했는
데 가져온 집게에 비해 집어야 할 고기가 너무 얇아서 집어지지가 않
았고 결국엔 나무젓가락으로 구워야 했다.. 쌈장과 김치도 너무 맛있고
맥주도 마시고 기분도 좋아졌다. 특히 김치가 너무 맛있었다. 다 먹고
다시 한밭수목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다같이 가다가 또
거리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다시 돌아가는 길은 너무 힘들었다.. 다리
도 너무 아팠고 내리막길도 많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힘들었
다. 중간에 포기도 하고 싶었지만 쉴수록 더 힘들었고 차라리 빨리 도
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에 유나언니와 종호오빠가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계속 졸졸 따라갔고 도착을 했을때는 돌아오는 길에 물을
못 마셔서 너무 갈증이 났다 조원을 기다리는 동안 친구 한슬이가 시
원한 아이스크림을 사줬고 먹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조원을 기다렸다.
대청댐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먼거리를 달린
적이 처음이라 내일 1교시 수업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다..다시 한밭
수목원 까지 도착하는데 모든 조원이 동시에 오지는 못했지만

부상자 없이 무사히 오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다시 가는
데 올때는 택시를 타고 와서 버스노선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고 핸드폰
으로 찾아서 집에 가는데 너무 힘들었다.. 다리도 저려서 서있지도 못
하겠고 열도 나고 머리도 쑤셨다. 평소에 운동을 안하다가 갑자기 해
서 몸에 무리가 온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아파서 누워있었고, 라면을 먹
고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다음날 수업은 결국 가지 못했다.. 늦잠을
자버렸다. 자전거를 탈 때 동생이랑 타거나 혼자 탔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5명씩 6명씩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시
험 끝나고 날씨가 좋은날 동생이랑도 가기로 약속을 했다. 조원이 다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사진을 찍고 집에 갔다. 정말 올해 좋
은 추억을 많이 남기는 거 같아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지 않은 걸로. 가면서 한밭수목원에서 어린
애들이 광장에서 타는게 있었는데 그것도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에도 이런 학교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야겠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서로 사진도 찍으면서 좋
은 추억을 남겼고, 재미있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가서 더욱 즐거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