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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가축 

말은 모든 동물 중에서 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축이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6천년 경이 되어서 말을 탈것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유물로는

기원전 3,500~3,000 경이 가장 오래되었다. 말은 전쟁에서 강력한 도구였지만 말을

소유한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균형잡힌 심신발달을 돕는 존재로도 부각

되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체력단련의 일환으로서 활용해왔던 승마의 

운동효과는 현대과학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말 

산업이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아 스포츠와 레저 사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의 전통축제에는 관광자원으로 대접받고 있으며, 아시아에도 말을 특화한 

축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2. 우리가 주목해야 할 승마의 경제학

우리나라에는 9,146마리의 승용마가 살고 있으며, 이 말들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은 약 934억 원 규모이다. 연간 취업인구 유발효과는 총 2,530명에 달한다. 한편 

우리나라 승마인구는 총 81만명에 달하나 일상 취미로서의 승마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은 경마위주에서 점차 승마로 말 산업이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알리기 등 다양한 목적에 응용되고 있다. 독일은 

승마클럽에 등록하여 규칙적으로 승마를 즐기는 인구만 약 124만명이다. 한 해에 

약 7만회에 이르는 승마대회가 열리는 세계 최고 및 최대 규모의 승마 산업을 구축

하고 있다. 영국의 말 수는 약 100만 마리, 승마 산업 종사인구는 27만명으로

스포츠 산업 중 승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최근 승마의 인기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마우마(野間馬), 타이슈우마(對州馬), 요나구니우마(予那國馬),

그리고 미야코우마(宮古馬) 등의 재래마가 지역축제에 이용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분야는 교육과 재활 승마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말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의 균형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승마가 자리잡기 

시작했고, 재활승마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여개국에 도입되어 상당부분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시사점

우리나라는 그간 말 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경마라는 좁은 범주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식의 대부분은 부정적이었다. 승마산업은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다양화되는 문화체험의 소재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하다. 아울러 승마산업의 

지원을 위해, 우리의 체형에 맞는 우리말 육종과 유관부처의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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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가축

고기와 마유(馬乳)가 목적이었던 가축

□ 인간과 교감의 역사가 장구(長久)한 말은 모든 동물 중에서 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축

○ 처음 인간에게 발견되었을 무렵에는 다른 동물들과 같이 고기를

제공하는 사냥감에 불과

- 3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쇼베동굴(Shauvet cave)에는

말, 곰, 들소, 사자, 맘모스 등이 그려진 벽화가 발견

* 1만 5천년 전의 것으로 알려진 알타미라(스페인), 라스코(프랑스 도르도뉴)

동굴에서도 말 그림이 발견되었으며 고대인의 주술의식에 사용되었다 추정

○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6천년 경이 되어서 말을 탈 것으로

이용한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한다고 함

-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기원전 4,000년 경으로 보고

있으며 유물로서는 기원전 3,500～3,000년 경이 최고

* 카자흐스탄의 보타이(Botai)문화 유적지인 크라스니야(KrasnyiYar)에서

재갈흔적이 있는 말이빨, 발가락과 정강이뼈, 말젖이 담겼던 단지가 발견

- 대략 신석기～청동기시대에는 이미 말이 가축화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기, 젖을 짜면서 타거나 수레를 끄는데 이용

세계의 명품 브랜드, 말에서 탄생했다는데?

▷ 여성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았을만한, 남자들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브랜드들은 모두 마구(馬具) 생산 업체에서 출발

- 구찌(Gicci)는 원래 승마용 가죽제품을 만들던 피혁업체에서 출발하였으며 로고도

말의 재갈모양일 뿐 아니라 회사의 상징색도 말 안장끈에서 유래했다고 함

- 에르메스는 마차로고로도 유명한데 사실 귀족을 상대로 안장 등 고급 마구를

만들던 업체였으며, 루이뷔통은 마차의 트렁크를 만들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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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지배했던 말을 지배한 나라들

□ 말을 탄 역사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3,000년 경 벽화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기록은 근동지역에서 발견

○ 기원전 3,000년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자리잡은 후루리인들인 말을

잘 다루어 히타이트왕국에 정복된 이후 큰 영향을 끼침

- 히타이트인들은 6개의 바퀴살이 달린 전차를 다루는 법을 배워

고대의 강력한 왕국을 건설

* 기원전 1759년 18왕조 시대의 이집트를 습격하는 등 근동지역의 패자로

자리잡았으며 문화적 수준도 높아 2～3만매의 점토판 책을 남김

- 기원전 1750년 히타이트 황제의 명으로 좋은 말을 기르는 법이

연구되면서 현재 아라비아말의 기원을 만든 것으로 추정

* 기원전 1350년 미타니(히타이트의 속국)의 키쿠리(Kikulli)는 전차를 끄는

말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한 저술을 기록(점토판)

라슈코동굴벽화 근동지역의 말 유적 앗시리아의 조각 힛타이트의 전차

□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강력한 기마부대를 가진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면서 세계역사를 지배해갔음

○ 폴란드의 윙드후사르는 놀랍게도 1500년대부터 1차대전 당시인 

1939년까지 최강의 기병대로서 활약

○ 그 외에도 오스만투르크, 청나라의 팔기군, 고구려의 개마무사,

프로이센의 흑색창기병, 미국 개척시대의 기병대 등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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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츰 알려지게 된 말의 진가

□ 말은 강력한 도구였지만 말을 소유한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균형잡힌 심신발달을 돕는 존재로도 부각

○ 튼튼한 몸을 가지는데 관심이 높았던 그리스인은 기원전 680년에는

전차경주를, 648년에는 기마경주를 정식종목으로 채택

- 기원전 800년 호메로스가 쓴 ‘일리어드’에 전차경주가 묘사되는데

이때는 2마리 말이 끄는 전차가 주류

* 기원전 776년 4필경주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로마시대에 이르러 영화 벤허

에서 보듯이 길이 670m, 폭 170m의 경기장을 6～7회 도는 경주로 발전

□ 중세에는 왕이나 영주들이 주로 말을 소유했고 무사계급에서 

말을 하사받거나 전리품으로 얻은 말을 관리

○ 각국의 왕실에서는 왕족들의 건강을 위해 승마를 권장하고

승마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교양이었음

-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왕실 말의 혈통을 관리하고

승마술을 가르치던 학교가 지금도 왕립승마학교로 활동 중

* 이러한 전통은 현재까지 내려와 2014년 영국 최우수 마주(馬主)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선정되고 폴로경기의 선수로 황태자나 왕자가 뛰는 전통이 있을 정도

○ 기사(騎士)계급은 평시에도 체력단련을 위해 기마술을 연마하여 

현대 기마술의 기본을 만들었으며 승마를 대중화하는데 기여  

이집트의 2륜전차 영국의 해리왕자 오스트리아승마학교 기사들의 마상창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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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산업으로 발전 중인 승마산업

□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에서도 체력단련의 일환으로서 활용해

왔던 승마운동효과는 현대과학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짐

○ 승마는 말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인체에

다양한 운동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 보기와는 다른 전신운동으로 큰 근육을 쓰는 움직임이 많아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운동

* 시간당 조깅은 693kcal, 수영은 573kcal를 소비하는데 비해 승마는 속보로

1시간을 운동할 경우 3,000kcal까지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한국마사회)

- 당뇨병환자에게 주 4～5회, 30분씩 3개월간 승마운동기구로 

운동을 시킨 결과 당 수치가 절반으로 감소(‘13, 사토 유조)

* 당뇨병환자의 경우, 관절이나 심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직접 지면과

관절이 닿지 않는 승마에 주목하였다고 보고

□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결과에서도 승마가 스포츠․레져활동으로 

매우 우수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

○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주 2회씩 승마운동을 실시한 결과

신체 뿐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임이 밝혀짐

* 체질량지수(BMI) 25이상인 비만여성 등 10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능력과 대근육, 생활만족도 등 모든 수치가 향상(‘09, 제주대 & 농진청)

또 다른 승마의 운동효과

▷ 그리스와 중세시대를 거쳐 보고된 효과로는 전신운동, 유산소 운동 이외에

장운동 촉진, 스트레스 해소, 균형능력 및 사지 조정능력 향상 등이 있음

- 특히 승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말과의 교감을 통한 인지능력 향상, 자연스런 근육

및 균형감각 발달 등은 높게 평가되어 현대 재활승마의 기초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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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레저 산업에서는 중요한 축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말 산업이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아

스포츠와 레저 산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말 경주는 쿠베르탕 남작에 의해 다시 

부활된 이후에도 중요한 경기 종목으로 채택

- 1900년 파리올림픽부터 시작된 승마종목은 현재는 말의 숙련도를

겨루는 마장마술과 장애물 비월, 종합마술 등 3종목이 개최

- 올림픽 경기 뿐 아니라 각 나라마다 권위있는 세계대회를 개최

하면서 수십만명의 관광객 유치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상식! 승마 올림픽 경기 종목의 개요

▷ 올림픽 종목인 마장마술(Dressage), 장애물 비월(Show jumping), 종합마술

(Eventing)은 순수하게 말과 기수의 역량만을 겨루는 경기

- 마장마술은 길이 60m, 폭 20m의 경기장에서 정지, 후진, 평보, 속보, 구보, 옆

걸음, 선회 동작 등의 정확성과 복종도, 기수의 자세를 보는 종목

- 장애물 비월은 보통 700～800m의 코스를 만들고 13～16개의 장애물을 넘어 시간과

넘어진 장애물 수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겨루는 경기

- 종합마술경기는 한 선수와 말이 마장마술, 30km 지구력경기, 장애물 비월 등 3종목을

하루 한 종목씩 3일간 겨루어 종합점수로 승자를 가리는 경기

○ 말을 타고 하는 하키경기와 비슷한 폴로(polo)는 고대 페르시아의

쇼간이란 경기에서 연원한 오랜 역사를 가진 경기

- 기원전 600년 경 시작된 페르시아에서 비롯되어 티벳→중국→

인도를 거쳐 1862년 인도에 주둔한 영국군에 의해 세계에 전파

- 이 경기의 전파경로에 있는 나라에는 비슷한 전통경기가 있으며

영국의 영향을 받은 아르헨티나는 국기(國技)로 운영될 정도

* 타즈키스탄의 죽은 염소 옮기기, 우리나라의 격구(擊毬) 등 중앙아시아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통경기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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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세계에서는 유명한 관광산업 소재

□ 세계의 전통축제는 이미 국가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대접받고 

있는데 아시아만 해도 말로 특화된 축제들도 상당수가 있음

○ 말 관련 축제규모로서는 세계 최대인 몽골의 나담축제는 국가적인 

축제로 모든 몽골인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

- 씨름, 말타기, 활쏘기 등의 경기가 열리는데 이 중 말타기는 모든 

연령이 참여하여 기마술과 자기 말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축제

* 몽골의 주요한 도시의 사원에는 지역별 나담축제에서 우승한 말을 기리는

동상과 석판기록물, 심지어는 말의 뼈와 무덤이 있을 정도

○ 티벳의 쇼뙨이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나브루즈(Navruz)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즐기는 축제

- 닭싸움, 공예경연, 춤경연 등과 함께 열리는 말 경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1년간 정성스레 키운 말과 자신의 기량을 뽐냄

-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의 축제 바이람

(Bayram), 카자흐스탄의 마이람(Mayram) 등도 국민적인 축제

* 우즈베키스탄의 바이순에서 열리는 바호리(Boysum bahori)의 말타기(Kuk kari)와

티벳의 간체말축제는 말을 탈줄 아는 모든 남자가 출전

몽골의 나담 티벳 쇼뙨 축제 나브루즈 우즈벡의 쿡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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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북미에서 열리는 주요한 축제에도 말이 빠지지 않는데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음

○ 스페인의 3대 축제 중 4월 봄축제(세비야)와 에레스 테라 프론테라

(안달루시아) 등 2개 축제에는 말이 주인공

- 4월 축제기간에는 낮 동안 수 백명의 말을 탄 남녀가 거리를

활보하며, 에레스 축제에는 집시문화와 연관된 승마문화를 선보임

* 4월 축제가 봄을 맞이한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특징이 있다면 에레스 축제는

유럽에서 가장 앞선 승마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축제

에레스 프론테라 헝가리 네셔날갈룹 멕시코의 차로 아르헨티나 가우초

○ 말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동유럽의 헝가리

등도 국가적인 축제가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

- 모로코의 살롱드 슈발과 헝가리의 내셔날갈룹(National Gallop)은

말 품평회, 경주, 마술(馬術)경연이 어우러진 말 문화축제

○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에는 역사 초기의 개척자

이며, 목동이기도 하였던 카우보이의 축제가 유명한 볼거리

*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에는 목동을 차로(멕시코), 가우초(아르헨티나)

가우슈(브라질)라 부르며 카우보이 축제일이 따로 있음

○ 스위스의 봄을 알리는 섹세로이텐(Sechselaeuten)축제나 일본의 

자구자구 우마코 같은 말의 노고를 위로하는 축제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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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가 주목해야할 승마의 경제학

걸음마를 막 뗀 우리 승마산업

□ 우리나라에는 9,146마리의 승용마가 395개소에서 살고 있으며, 이 

말들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은 약 934억 원 규모(‘14, 농식품부)

○ (사육두수) 승용마는 우리나라에 사는 말(2만 6천마리)의 35.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이외에 경주용은 7,846 마리(30.4%), 번식용 4,273 마리(16.5%),

육용(肉用)은 903 마리(3.5%)의 순

* 품종별 마리수로 보면, 더러브렛 12,066(46.7%), 제주마 2,274(8.8%), 웜블러드

594(2.3%), 포니 184(0.7%), 미니어처 143(0.6%) 등

더러브렛

제주마

웜블러드

포니

○ (승마 시설) 경기도와 제주도에 가장 많으며, ‘14년 현재 395개소로 

전년 대비 64개소가 증가

- 이후 경북, 경남, 충남 등의 순으로 시설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강원, 충북 지역은 승마시설이 적음

여전히...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질까?!

▷ 우리나라 말 100 마리 중 57 마리가 제주도에서 길러지고 있으며, 번식용과

육용마의 90% 이상을 제주에서 사육(’14, 농식품부)

- 경주용으로 뛰는 말 100마리 중 63마리가 제주도에서 길러지며,

- 상대적으로 제주에서 길러내는 승용마의 비중은 23% 수준이며, 교육용(8%) 및

관상용마(25%)의 비중도 낮은 편



RDA 148호

9

interr●bang

○ (승마 인구) 우리나라 승마 인구는 총 81만 명 이상이나, 일상

취미로서의 승마는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

- 체험 승마인구는 77만 명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제주(30만 명),

경기(14만 7천명), 충북(7만 6천명)의 순

- 정기 승마인구는 4만명으로, 대부분(71%)은 쿠폰(10매 이상)을

구매하여 원하는 시기에 이용하는 경우로 극히 미미

* 이외에 월회원 7,820명(19.3%), 자신의 말을 위탁관리해서 언제든 탈 수

있는 자마회원 1,487명(3.7%), 승마관련 학생 1,141명(2.8%) 등으로 구성

다른 레저활동 인구와 비교할 때, 승마의 인기는?!

▷ 외국의 말 산업은 경마 중심에서 승마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승마는

경마에 비해 발전 초기 단계

- 주5일제의 시행과 스키, 보드 등의 저변 확대로 한 해 스키장 이용 인구 규모는

700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14, 스키장경영협회 )

- 고급 스포츠의 대명사인 골프를 즐기는 인구도 460만 명(골프 경험인구 포함)

이며, 골프장 산업 시장규모(캐디피 6,746억 원 미포함)는 3.4조 원, 골프용품

시장만도 9,600억원을 형성(’13, 레저백서 2013 및 골프존 IR)

○ (가치 창출) 승마산업의 총 산출 규모는 ‘13년말 기준 933억 원 

규모이며, 비용(중간재)을 제외하면 384억 원 수준 

- 연간 취업인구 유발 효과를 보면, 직접 2,289명, 간접적으로는 

241명 등 총 2,530명

말 한 마리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은?!

▷ 우리나라 말(25,819 마리)이 만들어 내는 총 산출 규모는 ’13년말 기준 3조

2,0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5억 원이 증가(’14, 농식품부)

-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 4천억 원(직접 1.9조 원 + 간접 535억 원) 등이며,

직·간접 취업인원 유발 효과는 한 해 2만 2,537명 수준

* 말 한 마리당으로 환산해 보면, 1억 2천 만 원의 매출과 9,450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약 0.9명의 취업을 보장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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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앞선 선진국의 승마 산업 인프라

□ 선진국의 말 산업은 경마 위주에서 점차 승마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알리기 등 다양한 목적에 응용 

○ (독일) 세계 최고 및 최대 규모의 승마 산업을 구축하고 있는 

승마 선진국(’12, 차재만)

- 승마클럽에 등록하여 규칙적으로 승마를 즐기는 인구는 약 124만명

이며 전체 승마인구는 약 170만 명 수준 

* 6.1조 원(50억 유로)의 말 산업 규모, 110만 마리의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25만∼30만 명의 고용인구를 자랑

- 7,660개의 승마장이 있으며, 1년에 약 7만회에 이르는 승마대회가

열리고 140만 명이 출전

* 승마관련 도서는 5,000종이며, 관련 잡지는 60여 가지에 이름

독일의 승마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 생활승마가 매우 발달해 있어 그 비중이 전체 승마활동의 95%를 차지하며,

엘리트 승마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수준

- 유치원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자신감, 신체와 정신의 조화, 건강 증진을 위하여

승마 수업, 스터디 그룹 활동, 오후 특별 활동 등을 시행

- 학생과 일반인이 승마장을 이용 비용에도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포함

○ (영국) 말의 수 약 100만 마리, 승마산업 종사인구 27만명으로,

스포츠 산업 중 승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09, BHIC)1)

- 최소 전년도에 한 번의 승마 경험이 있는 인구만 350만 명이며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승마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2.5%

* 승마인구의 95%는 계절에 관계없이 일년 내내 즐기며, 활동 중에 가장

주를 이루는 것은 레저승마(’11, BETA)

1) 참고문헌: 차재만, “국내·외 승마산업 현황에 따른 한국레저승마 활성화 방안”, 순천향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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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승마협회(BHS)에서 부여하는 승마관련 자격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널리 인정

* 자격증의 등급은 영국승마협회 교관(BHSI), 중급 교관(BHSIIC), 부교관

(BHSAIC), 예비교사(BHSPTC) 등의 순

영국 최고의 승마 센터, ‘넬슨 파크 라이딩 센터’

▷ 1987년 문을 열어, ’11년 영국 승마스쿨협회(ABRS)와

영국 승마협회(BHS)에서 최우수 승마센터로 인증

- 각종 Day(가족, 어린이, 게임, 퀴즈, 오픈데이 등)와 파티,

캠프(부활절, 여름, 할로윈, 산타캠프) 등 프로그램이 즐비

- 마장마술, 크로스컨트리, 점핑쇼를 연중 즐길 수 있으며, 정기적

으로 대회도 개최

○ (일본) 최근 승마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래마는 

지역축제 등의 소재로도 인기(’14, 日本農林水産省)

- ‘10년 현재, 16,147 마리의 승용마가 있으며, 국내산은 홋카이도

(70%)와 이와테현(28%)에서 사육(’14, 日本農林水産省)

- 승마인구는 학교의 승마부를 제외하는 경우 약 7만 명이며, 정기적

으로 승마를 즐기는 인구 비율은 0.05% 수준(‘09)

* 승마시설은 일반 승마클럽과 학교(대학 및 고교)로 나누어 분류하며, 약

1,000개소(학교 10%) 수준(‘08)

- 노마우마(野間馬), 타이슈우마(對州馬), 요나구니우마(予那國馬),

그리고 미야코우마(宮古馬) 등의 재래마가 지역축제에 이용  

* 노마우마는 에히메현(愛媛), 타이슈우마는 나가사키현(長崎), 미야코우마와

요나구니우마는 오키나와(沖繩)의 재래마임

노마우마

타이슈우마

요나구니우마

미야코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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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할 중요 분야, 교육과 재활 승마

□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승마는 어린이들의 감성교육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장애우들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재활승마가 강점

○ 우리나라에도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심신의 균형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승마가 자리잡기 시작

* 방과후 활동으로서 승마를 도입한 초등학교에서는 게임중독, 인간관계

개선의 효과가 있었다고 함(’14, 가양초, 반도초)

○ 말이 함께 하는 모든 활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지·신체·

감성·사회적 안녕을 주는 효과가 인정 (’13, KRA말산업연구소)

- 기승(騎乘)활동 뿐만 아니라 말을 쓰다듬고, 씻겨주며 장구를

얹고, 말을 이끄는 과정이 포함(’12, 김연희 외)

* 영어권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승마’, ‘치료용 승마’, ‘말을 이용한 치료’ 등으로,

기본 목적은 승마를 통한 치료 또는 치유에 중점

재활승마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참가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① 레크레이션 승마, ② 치료 승마,

③ 스포츠 승마, ④ 기타 등으로 구분(삼성전자 승마단 홈페이지)

- 레크레이션 승마는 승마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신체적 상태나 일상활동을 호전

시키는게 목적으로, 기분전환, 사교적 기술,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향상을 도모

- 치료 승마는 근육이완 및 근력강화, 운동 기능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며, 뇌성

마비가 있거나 뇌손상을 입은 소아들을 중심으로 실시

- 스포츠 승마는 단순 교육과 레저의 목적을 넘어 승마 경기(마장마술 분야 등)의

참가를 목적으로 고난도의 기승을 연마함으로써 참여자의 도전정신을 유도

□ 1960년대 초 영국에서 시작하여, 현재 유럽에서는 연간 500만 명이

재활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국내 도입 역사는 10년 이상

○ 국내에서는 2001년 삼성전자 승마단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한국 마사회, 대학, 지자체 복지시설 등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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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매년 10월 삼성전자 승마단, 한국마사회, 한국농어민

신문사가 공동으로 ‘재활승마 한마당’을 개최하는 중 

* 우리나라 재활승마의 확대 보급과 질적인 성장을 도모

- 2012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교육을 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재활승마지도사’ 자격 시험을 시행  

재활승마의 역사를 말한다!

▷ 재활승마의 기원은 BC 400년 경으로, 부상당한 병사를 말에 태웠더니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고대 그리스 문헌이 발견(삼성전자 승마단)

- 1670년 경 의사 토마스 시드넘이 몸과 영혼의 치료에 승마가 유용함을 주장하

였으며, 1901년 아그네스 헌트 자작부인이 ‘장애인을 위한 승마’의 개념을 도입

- 1952년 덴마크의 리즈 하텔이라는 승마선수가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은메달

(헬싱키 올림픽)을 회복하면서 재활승마가 유럽에 퍼지는 계기를 마련

- 1958년 영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실내마장이 만들어지고, 1964년부터

장애인 관련 승마협회가 유럽과 미국에서 발족하여 활동

- 2011년부터 관련 단체명에 ‘장애인’의 표현을 제외하면서, 재활승마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기 시작

○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국에 도입되어 상당 부분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영국에서 재활승마를 경험한 75%가 의사능력, 80%가 신체능력,

82%가 사교 능력의 향상을 보고(‘14, 영국장애인승마협회(RDA))

* 영국장애인승마협회(RDA)는 3,277마리의 말(2,778명의 코치)을 이용해 연간

28,000명의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

- 미국에서는 4,500명의 전문가와 850개의 센터에서 58,000명에 

달하는 장애인과 3,310명의 부상군인을 치료 중(PATHintl.org)

* 52,600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재활에 이용되는 말의

수는 7,733 마리에 달함

- 이외에도 국제적인 조직인 세계장애인승마협회(HETI)와 독일의 

DKThR, 호주의 RDAA 등이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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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산업이 만들어낼 특수직업군

□ 승마에 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직업도 보다 세분

및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 

○ (대동물 수의사) 가축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인 말의 치과, 내과,

외과 그리고 산부인과를 책임지며, 생(生)과 사(死)를 모두 관장

- 말의 이빨을 관리하는 정치(整齒)에서부터 질병과 상처를 치료

하며, 씨수말의 교배 적기까지 판단해야 하는 전문 직업

- 우리나라 수의사 중 20%만이 축산 관련 수의사이며, 그 중에도 

말 전문 수의사는 더 희소(‘13.10.12, 직업의 세계, EBS)

○ (장제사) 말의 생명과도 같은 발굽에 신겨지는 맞춤형 편자를 

만드는 전문가

- 편자가 수평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말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심하면 관절 질환을 겪게됨

* 승용마는 보통 쇠편자를 신으며, 경주마의 경우는 가볍고 탄성이 있는

알루미늄 편자를 착용하는 것이 차이

- ‘12년 현재 우리나라에 60여명만 존재하는 희귀직업이며, 한국

마사회가 공인하는 장제사는 30여명 뿐(’12.11.10, 아시아경제)

* 1급 장제사(약 17년 소요)는 말이 걷는 모습과 소리만으로도 말의 아픈

다리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이며 연봉은 1억∼2억원 수준

편자는 행운의 상징?!

▷ 서양에서 부적으로도 쓰이는데 사진(오른쪽)처럼 걸어야

행운을 가져다 주며, 만약 거꾸로 걸면 불운을 부르거나

복(福)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고 함(Indepthinfo.com)

- 뱃사람들은 돛대에 편자를 걸어 놓으면 바다의 거센 풍랑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함(’11, Eyers, Jona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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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조련사) 아무것도 모르는 망아지를 그 쓰임새에 따라 훈련

시켜 원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가

- 말이 함부로 굴지 않으면서 사람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

* 승마장의 생활체육지도자(승마자격증 소지자), 경마장의 마필관리사 그리고

경주마 육성목장의 육성조련사 등은 이들의 또 다른 이름

- 말을 타는 자세를 보는 기본마술(정지, 속보, 회전 등)과 경주

마술(평보, 경속보, 구보), 기승순치(원형운동) 등의 능력을 요구

*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12년 12월 제1회 시험을 실시

○ (재활승마지도사) 승마를 통하여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를 돕는 재활전문가

- 말 위에서 재활치료를 진행하므로, 환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운동

강도와 방향을 관리

* 말이 놀라거나 환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치료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 재활승마에 관한 이론, 마술학(馬術學) 및 말과 관련한 상식 및 

법규와 재활승마에 관한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전문인

○ (승마 교관) 승마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기술을 

지도하거나 레저로 승마를 배우는 강습생을 교육

- 마장마술, 장애물 비월, 크로스 컨트리, 종합 마술 등의 경기에 

참가하는 승마선수를 전문적으로 지도

대동물 수의사 장제사 말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승마 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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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승마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 우리나라는 그간 승마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경마라는 좁은 범주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식의 대부분은 부정적

○ 승마산업은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다양화되는 문화체험

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

-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어린이, 장애우, 고령자 및 환자에게 좋은

외부활동의 일부로 건강증진효과가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

○ 마필의 관리 등 다양한 이유로 다소 비싼 감이 없지 않으나

과거 골프, 스키 등의 사례로 볼 때 몇 년 내에 일반화가 예상

- 단순한 기승(騎乘)의 경우, 15,000~30,000원 등 저렴한 수준에서 

즐길 수 있음

승마 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

□ 현재의 승마에 가장 걸림돌은 마필의 구입비용, 관리비용 등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인프라구축이 시급

○ 서양인과 경주에 최적화된 말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의 체형과 

교육, 재활 등에 활용할 저렴하고 온순한 우리 말 개발이 필요

- 농촌진흥청, 마사회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승용마 생산과 인프라 구축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관건

○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와 

장애우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도 방법

* 승마인프라 구축에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나눠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의 구성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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