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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6천만 년 전 ‘에오히푸스’에서 진화하여 약 200만 년 전의 ‘에쿠스’ 종이 세계로
전파되며 인류의 친구가 되었다. 인간과 말의 관계는 카자흐스탄에서 5,500년 전 식용으로
이용한 것이 최초이며, 이후 식용보다는 탈 것으로서 인류와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말 관련 기술을 촉진한 것은 전쟁으로 말을 이용한 기동전술은 농경민족에겐
최대의 위협이었고, 이후 유럽의 기사문화 등도 탄생한다. 그리고 20세기, 말은 승마라는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우리나라는 청동기 유적에서 말뼈가 출토되고 말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과 설화, 이야기 등이 존재하는 등 오래 전부터 말을 이용해 왔다. 말은
유럽과 동양의 신화 등에서 신성, 힘, 용기를 상징하며 다양한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었고,
특히 말의 귀족적 이미지는 많은 명품 브랜드의 로고로 활용되고 있다. 말은 1차 생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어우러진 복합 산업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견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마산업에 치우져 있어, 승마산업 전반으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상황이다.
말 산업은 이제 새로운 문화의 트렌드이자 농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① 왕들의 스포츠인 경마 :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말의 달리기 경주인 경마는 유럽과
북미, 호주 등에서는 이미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② 레저의 트렌드인 승마 :
동물과 함께 하는 유일한 스포츠인 승마는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하는 레포츠로
특히 선진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③ 교육․재활승마 : 승마는 자세 교정과
근육 발달 등의 효과뿐 아니라 말과 교감을 통한 정서 순화 및 긍정적인 사고를 배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교육으로, 신체․정신 장애인을 위한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④ 말과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 세계 여러 나라는 말을 테마로 하는 국가적
축제를 열고 있으며, 말 산업은 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승마체험을 제공
하는 등 관광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산업 소재로서의 말 : 말 산업의 발전은
말을 활용한 다양한 천연물 신약이나 의료용 물질 소재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⑥ 말
관련 전문직 : 경마기수부터 조교사, 장제사, 승마지도사 등 말 관련 전문직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1) 말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경마 위주에 치우진 시각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 문화
산업으로 확장시키고, 말을 소재로 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으로 새로운 시장
영역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 (2) 지속가능한 말 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우수 경주마, 승용마 등 다양한 용도별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말 산업
외연확대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R&D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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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말 이야기
.

말의 탄생 그리고 인류와의 만남
,

□ 인류의 오랜 친구 말은 6천만 년 전 여우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에서
점차 큰 쪽으로 진화하여 현재 이른 것으로 추정
○ 에오히푸스는 크기가 20～50cm이고 앞발가락은 4개였으나, 진화
과정에서 다리가 길어지고 발가락은 1개로 퇴화
- 초식동물인 말은 약육강식의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게 진화한 것으로, 순간 속력이 약 60km/h 정도에 이름
○ 사육마들의 직접적인 조상은 약 200만 년 전 북미대륙에서 진화한
에쿠스(Equus)로 베링해협을 건너와 중앙아시아에 정착
* 북아메리카와 유럽에 있던 에쿠스 종은 빙하기에 모두 멸종되어 버리고,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었던 것들이 생존하여 현대 말로 명맥을 유지

□ 말을 최초로 사육한 것은 5,500년 전 카자흐스탄의 보타이 문화로
주로 식용으로 이용하였으며 말의 품종 개량도 시도(‘09 사이언스)
○ 출토된 도기에서 말젖 특유의 지방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유사한
형태의 발효음료 쿠미스는 현재도 카자흐스탄에서 즐겨마심
- 카자흐스탄 북부 우랄산맥의 동부초원은 야생마의 기원지로
추정되며 말 재갈 등 다양한 말 사육 유물이 출토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고고학자들은 알마카르 지역에서 9천년 전에
말의 사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유적지를 발굴했다고 보고

에오히프스

(6천만년 전)

(1,500만년 전)

메리키프스

(현재)

에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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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古代 의 말 식량에서 탈것으로
(

)

,

□ 처음에는 식량으로 사육되었던 말이 점차 탈 것으로의 유용성을
인정받아 마차 등 짐을 운반하거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
○ 가축화된 초기의 말들은 크기가 작아 주로 농사일을 돕거나
마차를 끄는 등의 용도로서 이용
- 품종 개량에 따라 점차 크기가 커지면서 사람이 타는 용도로
이용되고, 경주 등의 스포츠도 발달
* 기원전 680년 25회 고대 올림픽에서는 4두 마차 경주가, 기원전 648년
33회 올림픽에서는 기마경주가 처음 시행된 기록이 존재

○ 말의 원산지와 가까운 지역이 주무대인 성경에서도 말과 양을
키웠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

짐끄는 말

벤허의 마차경주 장면 몽고기병을 재현한 영화

□ 말 관련 기술의 발전을 가장 촉진한 것은 국가 간 전쟁으로 당시
농경민족에게 말을 이용한 기동전술은 공포의 대상
○ 기원전 20세기 전후 시작된 아리안 족의 대이동은 우수한 기마
전술을 앞세워 페르시아제국을 건설하는 등 세계질서를 재편
- 기원전 1,800년 경 아리안족의 갈래인 힉소스족은 신무기인 말과
전차를 활용하여 최강대국이던 이집트를 공포에 떨게 함
○ 4~5세기경에는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은 동로마제국을 위협하고
프랑스까지 진출하는 등 유럽인들에게 기병의 무서움을 각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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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中世 이후 말 문화의 번성
(

)

,

□ 10～12세기에 걸친 십자군전쟁, 몽골의 침략 등으로 인해 유럽은
기사(Knight)문화의 창성 등 말 관련 문화가 발달
○ 우수한 말 품종인 아랍계 말, 뛰어난 몽골의 기마술 도입 등은
마상창술대회 등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
* 영어 Champion은 원래 마상창술대회 우승자를 뜻하는 말

○ 근대 마술(馬術)은 14～15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비롯되어 16세기
중엽 피니아텔리에 의해 나폴리에 마술학교가 창설되면서 시작
○ 영국의 뉴캐슬공(公)에 의하여 말을 교육시키는 교육서가 발간된
이후 승마는 새로운 귀족 스포츠로 안착
- 17세기 독일에서는 말 등에 얹는 말안장을 개량하여 오늘날과 같은
표준안장을 만들고 말고삐와 발을 이용한 승마법을 확립
□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승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반인을 위한 스포츠로 정착되기 시작
○ 특히 미국에서는 서부개척시대 이후 계속적으로 말을 이용한
스포츠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경마대회를 개최
- 또한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로데오 경기, 조랑말 경주,
1인승 마차(Trotter) 경주 등 다양한 스포츠를 개발․보급

마상창술대회 장면

로데오 야생마타기 경기

1인승 마차 경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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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말 이야기
□ 김해패총 등 청동기 유적에서 말뼈가 출토되었으며, 문헌상으로도
고조선 시대에 공물이나 특산물로서 말을 활용한 기록이 존재
○ 사기(史記)에 고조선에서 한무제(漢武帝)에게 말 5,000두를 헌상한
기록과 부여, 동예의 과하마(果下馬)에 대한 기록이 존재
-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나 안악고분의 벽화, 신라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 등도 이미 말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증거
○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 동옥저로부터 말을 헌상받고 탈해왕때
2,000두의 기마로 백제의 침공을 막는 등의 내용이 수록
- 신라 문무왕 때 전국 174개소 국립목장을 운영하고 백제에서는
일본에 말 사육 및 조련기술을 전하는 등 발달된 기술을 보유
가장 오래된 재일동포의 이름, 아직기
▷ 일본서기에 4세기 근초고왕의 명으로 말 2필을 가져와

일왕에게 선물하고 말 사육기술을 전수했다고 기록

- 최근 일본에서 이를 입증하는 5～6세기 백제 이주민의
말 사육 유적이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발굴
- 말 뼈, 말먹이용 소금 담는 토기, 백제와 가야의 재갈 등
우리나라 전남, 충청일대의 유물과 흡사한 유물이 출토

□ 우리 민족의 설화, 전설 속에서 말은 하늘과 인간을 잇는 고리의
역할이며 가장 남성적인 동물
○ 박혁거세 탄생설화에는 우물가에서 상서로운 알을 지키고 있는
백마가 나오며, 고구려의 주몽이 승천할 때도 말이 등장
* 하루 중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을 정오(正午)라고 하여 남성=태양=말을
동일시, 병오(丙午)년에 태어난 여자(백말띠)가 드세다는 미신은 일본에서 유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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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는 몽고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우량종의 말들이 수입․
생산이 시작된 시기
○ 고려 태조는 8개의 국립목장을 설치하였으며 헌종 16년에는
‘목감양마법’을 제정하고 말의 종류별 사육법을 확립
- 말을 관리하는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나누어져 있으며 중앙
조직은 병부(兵部)에서 총괄하고, 지방조직은 목장단위로 구성
* 지방 목장에서 일하는 마부는 천민으로 한 해에 4마리의 말을 생산해서
바쳐야 하는 의무를 졌으며 그 의무를 고역(苦役)이라 하였음

○ 원나라와의 교류에 의해 제주도에 몽고식 목장이 설치되면서 대완마
(大宛馬) 등 우수혈통의 말들이 들어와 사육
- 이때에 비로소 국내에 한혈마라고 부르는 크고, 우수한 아랍계,
중앙아시아계 품종이 도입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원나라에 헌상

옛날 말 목장 풍경

마의서 마경초집언해 말 치료용 마침과 침통

□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독자적인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임진왜란 전까지 말산업의 전성기를 구가
○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나 경국대전의 완성 이후
조선 특유의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200여개의 목장을 운영
- 마의서, 마경(馬經) 등의 체계적인 말 관리방법이 정착되었으며,
마의(馬醫)를 양성하여 치료법과 약제조법을 목자(牧子)에게 전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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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말의 종류
□ 말은 원산지의 기후, 토양에 따라 당나귀, 얼룩말 등 외모와 습성이
다양하며, 개량된 종류도 많아 현재 약 200여 종 이상이 존재
○ 조랑말이 67종, 수레나 짐을 싣는 노역마가 36종, 스포츠용 말이
104종으로 스포츠용 말이 대다수를 차지
○ 조랑말은 체구에 비해 다리가 짧고 튼튼해 보통의 큰 말보다도
훨씬 무거운 짐을 부담할 수 있는 체력을 보유
- 키가 1m 이내로 작고 귀여우며 사람을 잘 따르는 종이 많아 현재
어린이를 위한 체험, 교육용으로 활용
- 과거에는 탄광 등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말로서 활용되었으며
아르헨티나의 팔라벨라, 스코틀랜드의 세틀랜드 포니 등이 유명
○ 노역마(勞役馬)는 체구가 거대하여 체중이 거의 1톤이나 나가며
주로 마차를 끄는 말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전시용으로 활용
- 키가 170cm 정도되는 말로서 영국의 샤이어 종이나 벨기에의
브라반트 종, 페르쉐롱 종과 같은 커다란 말들이 대표적
○ 스포츠용 말은 승마, 경마, 마장마술, 폴로, 사냥 등에 활용되는
말로 도시화로 인해 일반 승마용 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테네시 워킹이나 아팔루사 등이 승마용 말로 사랑받는 품종

세틀랜드 포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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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역사 속의 특별한 말

□ 그리스,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말과 관련된 신화는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신성, 힘, 용기를 상징
○ 그리스 신화에는 테세우스를 도와 괴물을 퇴치하는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유럽신화에는 순결의 상징인 ‘유니콘’이 존재
- 그리스 장편서사시 ‘일리아드’에서는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하기
위해 만든 함정으로 ‘트로이의 목마’가 등장
*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했던 켄타우로스도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반인반마의
모습을 한 상상의 종족으로 인간의 저속한 면을 상징한다고 함

페가수스

유니콘

트로이의 목마(영화의 장면)

□ 세계 전쟁사를 바꾼 최강의 기병으로 첫 손 꼽는 몽고군 이전의 아시아
지역 최강의 기병대는 고구려의 개마무사
○ 청(靑)의 팔기병, 폴란드의 ‘윙드후사르’와 함께 최고의 기마부대로
평가되며, 실크로드를 개척한 고선지 장군도 개마무사 출신
* 우수한 말 산업을 기반으로 말과 사람에게 모두 철갑을 입힌 중장기병

고구려의 개마무사

청나라의 팔기군

유럽최강의 기병대 윙드후사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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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소재로 한 작품들

□ 말은 멋있는 외모와 인간과의 친근한 관계 등으로 다양한 예술의
소재로 오랫동안 활용
○ 말은 시경(詩經)에도 다룰만큼 문학, 미술소재로 많이 쓰였으며
현재는 영화와 소설, 만화영화 등으로도 인기
- 시선(詩仙) 두보의 ‘고도호총마행(高都護驄馬行) 등 많은 문학작품과
조선시대 안견의 ’8준마도‘와 같은 회화작품이 존재
- 외화 ‘녹원의 천사’, ‘블랙뷰티’, 디즈니의 ‘스피릿’, 우리 영화
‘각설탕’ 등은 인간과 말의 교감, 시련에 대한 도전과 극복 등을 표현
말의 일생과 교감을 다룬 영화, 블랙 뷰티

▷ 19세기 말 영국을 배경으로 한 말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기구한 일생을 담담하게 그려낸 영화

- 인간에게 운명을 결정 당하던 말의 인생,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주인과의 재회 등이 잔잔한 감동을 제공

□ 말의 힘찬 도약, 귀족적인 이미지, 말발굽과 승마복 등의 상징성
등은 다양한 분야의 로고와 디자인에 활발하게 활용
○ 말은 사람을 밟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말발굽의 모양은 ‘행운’을
상징하기 시작하여 액세서리와 디자인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
○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버버리, 페레가모, 구찌는 모두 말 모양
혹은 마차, 말발굽 등을 로고로 삼아 귀족적인 이미지를 추구

에르메스의 마차 로고
8

버버리 로고의 말

말 재갈 모양의 구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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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말 산업
□ 말 산업은 말을 매개로 하여 파생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복합
산업으로 선진국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견인 중
○ 생산, 육성, 조련, 수의, 사료 등 1,2차 산업과 유통, 경마, 승마,
향장품, 레저, 스포츠, 재활, 문화 등 3차 산업이 모두 포함
○ 선진국의 말 산업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 유럽의 경우 말 1마리 당 기수, 조련사, 마필관리사, 장제사, 생활
승마지도사, 수의사 등 약 4인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존재
□ 세계 최대 말 산업국가는 미국으로 경마, 레크리에이션, 마술쇼
등의 용도로 총 920여 만 마리의 말을 사육
○ 승마 강국 독일에서는 각종 승마대회가 연 6만회 이상 열리고
100만 명 가량이 이에 참가하는 등 국민 생활 체육의 역할을 수행
○ 프랑스도 승마클럽의 회원이 52만 명이 넘으며 각종 승마대회가
매년 24,000여 회가 개최되어 68만 명이 출전
○ 일본도 승마클럽회원이 66,260명에 달하고 승마장도 전국에 964개가
있으며 승마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세계 각국의 말 사육두수 및 경제적 효과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말 사육두수(만 두) 920
96
일자리 수(만 개)
140
20
경제효과(US$)
1,015억 55억
* 자료 : 한국마사회(’09)

90
11
141억

100
30
70억

일본

9.3
10
205억

한국
2.7
2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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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말 산업
□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말의 활용도가 떨어지며 생산이 위축됐으나,
최근 경마 산업 성장으로 말의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추세
○ 전통적 용도인 군용, 농용, 운송용의 가치가 떨어지며 사육이
급감했으나, 국산 경주마 자급정책, 제주경마장 설립으로 반등
○ ‘0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1,742농가에서 28,718 마리의 말이
사육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축산농가의 2%에 불과한 실정
* 말 사육두수 : 83,610두(’44) → 28,000두(’60) → 3,894두(’80) → 10,597두
(’00) → 28,718두(’09)

○ 전체 생산된 말 중에 경주용으로 약 6,000 마리, 승마용으로
약 5,000 마리 그리고 식용으로 900 마리가 이용
□ 우리나라의 말 산업은 경마산업에 치우쳐 있어, 승마산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
○ 국내 경마산업은 3개 경마장에서 연간 1,000회 정도 경주가 개최되고,
관람객은 2천만 명, 매출액은 7조 2천억 원 정도의 규모
○ 국내의 승마장은 ‘10년 기준으로 293개소로 최근 3년간 95개의
승마장이 신설되어 증가속도는 빠른 편
* 수도권이 23%로 가장 많고 경북 17%, 충남 12%, 제주 11%의 순

농업용 말(제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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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체험학교(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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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문화콘텐츠 말 산업
.

,

□ 말 산업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가진 산업을 성장할 전망
○ 경마산업 : 가족과 함께 말을 보며 즐기는 건전한 가족문화
○ 생활승마 : 무릎 등에 무리를 주지 않는 새로운 레포츠
○ 재활승마 :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제공
○ 문화․관광 : 초지와 동물이 어우러진 경관과 관련 축제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산업소재 : 가죽, 마유(馬乳), 말 기름 등을 이용한 틈새상품의 추시
○ 일자리 창출 : 기수, 조교사 뿐 아니라 말 육종 연구인력, 마구(馬具)를
공급하는 장제사 등의 신 전문직종이 출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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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들의 스포츠

(S ports

of

K ings),

경마

□ 경마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사랑받아온 말의 달리기 경주로, 박진감
넘치는 말들의 승부를 즐기는 레저 스포츠
○ 경마에 대한 최초 기록은 호메로스의 ‘오딧세이’에 등장한 마차
경주로, BC 7세기 그리스 올림픽에서 마차경기가 시작
○ 이후 12세기 유럽 왕과 귀족들은 소유한 말의 우수성을 겨루기
위해 말 경주 시합을 열고, 이를 ‘경마’라 부르기 시작
- 따라서 경마는 ‘왕의 스포츠(Sport of King)'이란 이름을 얻게 되고,
최근에는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으로 불림
□ 현재 경마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이자 오락으로, 특히
영국, 독일 등의 유럽과 미국, 호주 등에서 인기가 높음
○ 호주에는 446개 경마장이 운영되고, 프랑스는 250개, 미국 180개,
영국 59개 등으로 경마가 대중적 레저 스포츠로 자리매김
○ 경마의 본거지 영국에서는 1800년대부터 ‘에스코트 레이스’라는
왕실 경마장에서 매년 경마축제가 진행
○ 호주에서는 매년 11월 ‘멜버른 컵’이라는 경마 축제가 열리며,
약 15만 명의 관람객이 경마를 즐기고자 멜버른을 방문
20세기 미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 세크리테리엇

▷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와 나란히 기념우표까지
발행된 스포츠 스타는 바로 말(馬)!
- 미국 3대 경마 레이스인 켄터키더비, 프리크니스
스테익스, 벨몬트 스테익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
삼관마(Triple Crown)가 된 세크리테리엇(Secretariat)
- ESPN 선정 20세기 운동선수 35위에 링크되었으며,
벨몬트에서 세운 성적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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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의 새로운 트렌드 승마
,

□ 승마는 동물과 함께 하는 유일한 스포츠이자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
○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현재는 마장
마술, 장애물비월, 종합마술 등 3개 세부종목으로 진행
○ 이후 1912년 파리에서 국제승마연맹이 창립되며 승마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스포츠로 발전되기 시작

그리스의 전차경기 조각

스페인 승마학교의 시범 올림픽 종목 장애물넘기

□ 승마의 고장인 유럽에서는 이미 승마가 국민 레포츠로 정착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승마의 인기가 상승 중
○ 프랑스, 독일, 영국의 승마인구는 150만～240만 명일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으며 특히 독일은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
○ 우리나라에서 승마는 보급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특정층의 레포츠라는
인식이 강하나 골프, 스키 등과 같이 곧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
독일의 승마사랑

▷ 각종 세계 승마대회를 휩쓸고 있는 승마강국, 독일
- 국민적으로 승마가 사랑을 받고 있는 독일에는 7천개가
넘는 승마 클럽이 있으며, 회원 수만 75만 명
- 독일의 승마인구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되며, 약
100만 두의 승용마가 있는 것으로 집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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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을 통한 성장과 치유 교육․재활 승마
,

□ 승마는 신체적인 건강함뿐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제공
○ 승마는 전신운동으로, 말을 타는 내내 몸을 움직여야 하기에 운동량이
많고 효과가 커서 다양한 신체적 효과를 제공
- 자세교정과 군살제거를 통한 몸매관리, 심폐기능 강화 및 신체
리듬감과 허리 유연성 강화, 소화기능 향상 등
○ 무엇보다 말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어, 맑은
정신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어 정신적 건강을 제공
□ 어린이의 교육과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승마가 활용되기 시작
○ 승마는 청소년 성장발달과 바른 체형 형성에 효과1)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호연지기를 키워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각광
○ 최근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활승마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치료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
- ‘11년 통과된「말 산업 육성법」으로, 재활승마지도사도 운영될 예정
* 뇌성마비, 지체장애 환자 등의 신제기능 회복에 승마가 도움2)

▷

맹인의 눈이 되어주는 말, 맹인마(盲人馬)
개를 무서워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경우, 맹인견을
대신할 동물로 떠오른 말!

- 이슬람 여성인 모나 라모우니(미국)는 개를 불결히
생각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조랑말을 교육시켜 동행
- 맹인마는 개보다 수명이 길고 인간과 교감을 나눌 수
있어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도 존재
1) ’08년 용인대에서 12주간 80명의
2) Miller & Ingram,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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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함께 즐기는 축제와 자연
□ 세계 여러 나라들은 말을 테마로 하는 국가적 축제를 열고 있으며
이를 즐기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
○ 칭기스칸의 업적을 기념하는 몽골 ‘나담축제’는 13세기부터 이어
오는 유서 깊은 말 경주 축제이며, 티벳의 마상축제도 유명
○ 스페인에서 7월에 열리는 ‘야생마 길들이기’와 매년 1월 호주에서
열리는 ‘매직 밀리언스 카니발’ 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
- 이탈리아 시에나의 ‘팔리오’ 축제는 중세시대 복장을 한 기수들이
안장 없는 말을 타고 마을과 광장을 도는 식전행사가 유명

나담축제의 말 경주

야생마 길들이기 축제 전통을 재현한 팔리오 축제

□ 말 산업은 지역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승마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
각광받는 문화관광의 테마
○ 최근 관광의 트렌드가 생태와 체험으로 이동하면서, 말 산업이
가져오는 문화관광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말 레저문화특구 ‘장수’, 세계 대학생승마 선수권대회가 열린
‘상주’, 말이 많은 곳 ‘제주’ 등은 이미 높은 부가가치 창출
○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도 승마 체험 테마 농장을 운영하는 등
관광산업 자원으로서 말이 새롭게 발견되는 추세
* 전남의 '산너머강촌' 승마장은 당나귀를 테마로 한 체험 관광을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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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재로서의 말
□ 말을 활용한 다양한 천연물 신약 및 의료용 물질 소재 생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
○ 임신한 말의 소변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estrogen)을 추출하여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요법에 사용되는 천연물 신약이 개발
○ 말에서 생산한 항체를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조류독감 백신 개발이 활발
* 말에서 생산한 항체를 주입한 쥐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 예방효과가 확인

□ 최근에는 말기름의 미용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화장품, 비누,
샴푸 등의 천연 소재로도 인기가 상승
○ 말기름에는 불포화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오메가3)이 63%나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크림의 원료로 각광
○ 또한,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는 팔미톨레산도 함유되어 있어 화장으로
손상된 피부 재생용 화장품의 소재로도 활용
- ‘본초강목’ 등에는 화장·분장을 많이 해서 피부가 거칠어진 기생이나
광대들이 피부재생을 위해 말기름을 얼굴에 발랐다는 기록이 존재
- 일본 후쿠오카현의 말기름 제품 생산회사인 손바유는 크림, 비누,
샴푸 등 20여 종의 상품을 개발하여 연간 25억 엔의 매출을 기록

에스트로겐 제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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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고 있는 말 관련 전문직
□ 경마와 승마 등 말 관련 산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 직업들이 새롭게 주목
○ 말 관련 직업은 경마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장제사, 말 전문
수의사, 승마 지도사, 재활승마 지도사 등 매우 다양
○ 말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교사’는 말의 상태를 점검하고 훈련을
시키는 등 경마 전반의 책임을 지는 사람
- 경주마를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마필관리사’로 2년 간 근무를
한 뒤, 조교승인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격이 주어짐
○ 경마기수는 경마 시 말을 모는 사람으로, 키 168cm, 몸무게
49kg 미만의 신체적 조건과 말을 사랑하는 마음 등이 필수
* 우리나라에는 한국 마사고등학교 가 운영되어 전문 승마인을 양성 중

○ ‘장제사’는 편자를 만들어 발굽에 부착하는 사람으로, 편자부착은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래에도 전망이 밝다는 평가
○ ‘말전문 수의사’와 ‘말 간호사’는 주로 경마장 등에서 말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에는 ‘말 치과의사’도 존재
○ ‘승마 지도사’는 승마를 지도하고 말을 관리하는 등 교관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승마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이 필요
- ‘재활승마 지도사’는 재활승마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국내에서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국제 자격증도 존재

경마 중인 기수

장제사의 작업

재활승마 지도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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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말 산업의 인식전환

□ 경마 위주에서 우리나라 말 산업을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복합
문화산업으로 확장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 승마는 말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는
생활승마, 재활승마 등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이 존재
- 현재의 국내 말 산업은 경마산업이 98%를 차지하고 기타는 2%에
불과한 불균형한 구조
- 국내 승마 인구는 약 20,000명이고 승마장은 200여 개소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하면 기반이 취약한 실정
○ 경마 산업만으로는 말 문화의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말 문화 보급이 중요
- 농촌의 어매니티 자원과 연계한 승마 프로그램의 개발로 농촌
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 노력이 필요
- 농촌테마마을과 연계한 승마 체험 테마파크 조성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수요를 충족
* 아동 및 유소년을 위한 승마 체험 등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도
고려

□ 말을 소재로 식품, 향장품, 가공품, 천연물 신약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
○ 말을 생체공장으로 한 호르몬 생산, 천연물 신약개발 등의
의약소재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의 강화가 필요
○ 말기름, 뼈, 털 등의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향장품 및 기능성
산업소재 개발로 산업화를 촉진
18

R DA

interr●bang

36호

지속 가능한 말 산업의 인프라 구축
□ 우수 경주마, 승용마 등 다양한 용도별 말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말산업의 외연확대를 지원
○ 말 종축의 국산화와 자급화를 위해 우수 경주마, 승용마 등의
자원 확보 및 육성이 필요
- 세계적인 경주마, 한국형 승용마 육성 노력도 강화하여 우리나라
승마문화를 발전시킬 기반을 구축
○ 용도별 말 생산에 적합한 사육․조련시설, 장비 등 기반시설과
수입에 의존하는 양질의 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
* 한지형과 난지형 초지의 조합으로 연중 말 방목 시스템을 구축
한국형 승용마 생산의 시대가 열렸다

▷ 우리 국민 체형과 어울리는 크기에 온순한 성격으로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는 ‘흑가면’ (‘11 농촌진흥청)

- 기존의 승용마는 퇴역한 경주마를 이용하여 달리고 싶어하는
성질이 강하고 너무 커서 생활체육에는 부적합
- 이외에도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온순한 재활․교육에
적합한 말 ‘진이’도 개발되어 삼성승마단에서 활용 중

□ 말 생산 및 육성 분야의 R&D 강화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관리사, 조련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
지도사, 장제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
- 세계적으로도 인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제 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승마문화 확산도 지원
○ 말 생산 및 육성뿐 아니라 천연물 신약, 산업소재, 문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도 검토할 시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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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농업

□ 우리나라 말 사육두수 및 호수 변화

*

구분
전국 두수
호수
종류 개량종
재래종

자료 : 농식품부(‘11)

1960
28,000
-

1970
17,600
-

1980
3,894
2,153
-

□ 말 산업 인력양성 현황
구 분

*

*

1990
10,597
520
3,088
1,824

인력양성기관
한국경마축산고 마필축산과(전북 남원)
한국마사고 기수, 마사과(전북 장수)
발안바이오과학고 동물자원과(경기 화성)
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 자연생명산업과(제주 서귀포)
상주용운고 마필관리과(경북 상주)
여주자영농고 자영축산과(경기 여주)
김해생명과학고 국제농축산개발과(경남 김해)
전북 기전대 마사과(전북 전주)
동아인재대 승마조련전공(전남 영암)
마사과(경북 경주)
대 학 서라벌대학
성덕대학 재활승마과(경북 영천)
포항대 마사과(경북 포항)
경남과하긱술대 마사전공(경남 진주)

자료 : 말산업 육성토론회 자료(‘11, 마사회)

□ 승마 산업 중장기 전망
구 분
산업 규모
승마 인구
고용 인구
승마장 개소
승용마 두수
승마 교관수

자료 : 한국마사회(‘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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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300억
20,000명
3,500명
200개소
5,000두
120명

2000
16,302
805
4,778
10,525

2009
28,718
1,742
9,901
18,817

양성현황
24명
40명
30명
64명
30명
(30명)
(30명)
10명
10명
40명
15명
20명
15명
2013년
1조 5,000억
50,000명
9,000명
500개소
11,000두
5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