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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의 변(辯)

중학교 동창생 A가 전화했다. 오후에 만나자고 했다. 부

지런히 달려갔다. 서로 사는 얘기를 나누고 일어서는데 A

가 혹시 내일 골프를 칠 수 있냐고 물었다. 네 명이 치기로 

했으나 두 사람이 일이 생겨 치지 못하게 되었고, 중학교 

동창생 M과 둘이 치게 되었다면서 함께 치자고 했다. 친구 

M은 십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친구로 중학교 시절부

터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다.

그렇다면 내가 한 친구를 초청해서 같이 쳐도 되겠냐고 

물었다. 좋다고 했다. 골프장이 어디냐고 물으니 다이아몬

드바 골프 코스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친구 C에게 전화했

다. C는 골프 친 지 10년도 넘어 민폐가 될 텐데 괜찮겠냐

고 하면서 함께 치겠다고 했다. C는 중학교 동창생은 아니

고 미국에서 만나 가깝게 지내는 친구다.

왜 A의 골프 치자는 제안에 선뜻 응했을까? 또 골프채를 

잡은 지 10년도 넘었다면서 C는 무슨 마음으로 치겠다고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30년 전, 미국에 잠시 놀러온 내게 골프채 한 세트를 사

준 사람이 바로 A였다. 십여 년 전부터 새로 장만한 것으로 

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A가 사준 골프채를 갖고 있다. 

A가 며칠 연습시키고 처음 데리고 간 골프장이 다이아몬

드바 골프 코스였다. 내게 골프채를 사주고 치는 법을 가르

쳐 준 A와 함께 처음 라운딩한 곳에서 30년 만에 함께 친

다는 것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A로 인해 골프에 입문한 후 지금은 고인이 된 유명한 티

칭 프로에게 레슨을 받았고, 지금도 활동 중인 티칭 프로

에게도 지도를 받았었다. 골프에 한참 빠졌을 때는 웨스트

리지 골프 코스의 멤버십에 가입해서 1년간 매일 아침 18

홀을 돌고 출근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골프 치는데 걸리는 시간과 골프 친 후에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츰 거리를 두

게 되었고, 동창회 골프대회에만 가끔 나가곤 했었다. 지금

은 이것도 삼가고 있다.

아무튼 그 A가 머리를 얹어준 골프장에서 30년 만에 골

프를 친다.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친구들과 하는 

라운딩을 나의 골프 은퇴식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었

다. 그 은퇴식을 멋지게 장식하려면 연습 볼을 좀 쳐야하지 

않겠는가? C에게 전화했다. 내일을 위해 오늘 연습 볼을 

치자고 하니 지금 치과에 있다면서 끝나고 오겠다고 했다.

연습 볼을 여남은 개 쳤는데 숨이 차고 온몸이 아프기 시

작했다. 잠시 쉬고 있는데 어금니를 뽑고 점심식사도 못했

다면서 C가 달려왔다. 각자 한 바스켓씩 쳤다. C가 골프채

를 휘두르는 나를 보고 덩실덩실 춤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습을 마칠 때쯤에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이런 상태로 

과연 내일 은퇴식을 잘 마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골프장으로 향했다. A가 점심으로 김밥을 

준비해왔고, M이 바나나, 고구마, 오렌지가 들어 있는 봉투

를 간식이라면서 나눠 주었다. 점심과 간식이 준비가 되었

다. 골프 비용도 M이 네 명 분을 다 지불했다고 했다. 나는 

저녁식사를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상대로 골프는 엉망진창이었다. 한 번도 뜻하는 대로 

공을 맞추지 못했고, 마음먹은 방향으로 공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매 홀, 공 찾느라고 헤매 다녔다. 특히 9번 파3 홀에

서는 친구들 모두 물을 넘기고 비탈 위의 그린에 제대로 올

렸으나 나는 공을 세 개나 물에 빠뜨렸다. 처음 필드에 나

갔던 30년 전 그 날도 바로 여기서 공을 꽤 여러 개 물에 빠

뜨렸었다. 그때도 오늘처럼 A가 공이 많다면서 마음 놓고 

치라고 했었다. 결국 7개인가 빠트리고 건너편으로 간신히 

넘겼고, 남들은 다 그린에 올렸는데 나 혼자 몇 번인가 더 

쳐서 간신히 그린에 올렸던 기억이 났다.

공 3개를 빠트렸을 때, 바로 그때 결심했다. 여기까지다. 

나는 그만 치겠다. 더 치라며 공을 건네주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물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9번 홀 

그린 위에서 친구들에게 선포했다.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은

퇴하기로 했는데 바로 여기 9번 홀 그린에서 하겠다. 남은 

9홀은 더 이상 치지 않겠다. 친구들은 그래도 나왔으니까 

그냥 치자고 했다. 그러나 은퇴식은 이렇게 중간에 해야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면서 그만 치겠다고 했다. 친구들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30년 전에 A가 골프채를 사 주었고 

처음 나를 데리고 온 골프장이 바로 오늘 라운딩한 다이

아몬드바 골프 코스였다고 말했다. A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골프가 내게 잘 안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친구

들이 모두 골프를 치니까 나도 열심히 해봤고, 지인들과의 

교류를 위해 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운동에 시간

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보다 내게 어울리는 것을 즐기며 사

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A가 나를 골프장으로 

초대했듯이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산

책 코스로 초대하면 되지 않겠는가? 은퇴를 결심했을 때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은퇴의 변을 써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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