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는 원래는 골프를 못했다. 군 장성이었지만 골프를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국군 장군들이 미군이나 미국대

사관 사람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고 파티에도 가고 했지만 

박정희는 그런 걸 싫어했다. 골프를 시작한 것은 5·16 쿠데

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고 난 1962년이었다. ‘외

교를 위해서는 골프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시

작했다. 그해 5월부터 한장상 프로한테서 배웠다. 박정희는 

한장상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했다. “쉽지 않네. 서 있는 

공을 맞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된 직후에도 골프를 한동안 못하다가 1964

년 들어 클럽을 다시 잡았다. 청와대에서 조금씩 연습을 했

다. 그해 가을 서울CC에서 머리를 올렸다. 경호실장 박종

규와 함께 라운드를 했다. 첫 번째 홀 티박스에서 티샷을 했

는데, 슬라이스가 나버렸다. 생애 첫 샷이 제대로 안 된 것

이다. 두 번째 샷은 180야드(164미터) 정도 날아갔다. 샷을 

하고는 골프채를 메고 갔다. 이런 습관은 이후 계속되었다. 

군 시절 총을 메고 다니던 기억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골프를 늦게 배웠지만 아주 좋아했다. 기회가 되

면 서울CC로 빠져나가 골프를 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라운딩을 했다. 골프장을 걸으면서 “푸른 잔디를 

걸으니까 좋구먼”을 연발했다고 한다. 

핸디캡은 18정도 되었다. 꼿꼿하게 서서 치는 스타일이었

다. 거리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또박또박 쳤다. 자주 연습

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연습을 할 때는 연습장보

다는 라운딩을 하면서 레슨 받는 걸 좋아했다.

박정희는 9홀을 하는 때가 많았고, 끝나면 막걸리를 즐겼

다. 때로는 라운딩 도중에도 막걸리를 마셨다. 막걸리에 사

이다를 타서 마시기도 했다. 실제로 클럽하우스 식당의 직

원이 막걸리통을 들고 따라다니기도 했다. 그야말로 ‘막걸

리 골프’였다. 

골프장에 박정희가 자주 나오니까 캐디들도 편안하게 박정

희를 두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루는 캐디 둘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우리나라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야 한장상 프로겠지.”

 “아니. 바로 저 앞에 계신 분.”

박정희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다.

“왜? 골프는 한장상 프로가 더 잘하지.”

 “아냐. 아무리 잘하는 프로선수도 아너(honor, 이전 홀에서 

이긴 사람이 티샷을 먼저 하는 것)를 못할 때도 있는데, 저

분은 항상 아너를 하잖아.”

박정희는 1968년에 ‘골프를 하면서 시야를 넓히라’는 의미

에서 대법관 전원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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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태릉 컨츄리클럽 개장식에 참석해 골프를 치는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한장상 프로가 코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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