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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의 문화예술 활동사 2부 - 스포츠 1편 : 골프

운정 아카이브는 지난 2016년 여름호 부터 JP아카이브를 시

리즈로 기획하여Ⅰ호 ‘군, 안보 관련 사진’ 편을 게재하였고, 

2016년 가을호부터 JP아카이브 Ⅱ호는 ‘JP외교활동사’로 기

획하여 미국 편, 일본 편, 아시아 편, 유럽 편, 미주, 대양주, 아

프리카 편까지 5회에 걸쳐 사진과 자료 150여 종과 관련 외교 

일정, 증언록과 특별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어서 JP아카이브 Ⅲ 편부터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 두루 재능과 지식을 겸비한 ‘예술인’으로 평

가받아 온 JP의 개인 예술활동과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발전

에 영향을 끼친 정책, 사업에 관한 자료와 기록들을 ‘미술’, ‘스

포츠’, ‘음악’, ‘문학과 글씨’ 등 4분야로 분류, 발굴하여 게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겨울 8호의 JP아카이브 Ⅶ호

는 문화예술편 편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JP의 

역할에 대해 총론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최근에 발간한 

‘한국문화정책 형성과 김종필의 역할 연구’를 요약하여 총체

적으로 정리하고, 이어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여러 진흥정

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활동과 흔적을 남

긴 미술 분야를 다루어 실었습니다.  

“JP는 역사다” 

역사를 논할 수 있음은 구체적으로 연구와 서술을 통해서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은 직접 우리들이 지각知覺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역사는 사료史料를 매개로 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면 

JP를 왜 역사로 표현하는가? 2015년 발간된 화보집에 이어 2016년 ‘김종필증언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운정의 지

나온 50년 정치 발자취는 모든 것이 사료에 근거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운정재단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에 의해 설립된 것도 JP와 관련된 사료들을 총합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존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운정재단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포함하여 각종 사료들을 지면을 통해 체계화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

습니다. 우선 사진 사료들을 중심으로 수집,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매번 주제를 달리하여 

각종 아카이브들을 공개하여 관련된 역사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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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18년 봄 9호 JP아카이브 Ⅷ호는 만능 스포츠맨으로도 

불리우는 JP의 스포츠 활동으로서 1, 2부로 나누어 먼저 ‘골

프’를 기획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골프산업을 보전하고 일구어내며, 나아가 오늘날 세

계적인 골프 강국으로 까지 육성하는 데에 그 선구자적 역할을 

맡고, 타구打球를 직접 날려온 매니아로서 한국 골프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은 바로 JP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JP는 골프를 통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의 마당이자 세계와의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1961년부터 50여년간 클

럽을 잡아오며 자신의 건강 유지는 물론 선수 지원과 사교의 

스윙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가 골프를 ‘백구백상白球百想’이라 함축하고 상징했듯이, 

골프공으로 때로는 국정國政의 난제難題를 풀고, 이견異見의 

장벽을 깨고, 반대자를 설득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는 정치의 장이었습니다. 

‘한국 골프의 역사는 김종필이다’라고 단정 짓는 연유를 이번 

골프편(일부 다음호 계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사진은 1920년대 우리나라 최초 골프장 효창원 코스에서 골퍼와 캐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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