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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력약하고다혈질, 툭하면튈준비만

말에올라넓고푸른잔디밭을자유롭게달려보는것

은 많은 이들의 꿈으로 남아 있다. 특히 바람을 가르며

전력질주하는광경을한번본사람이라면승마초보자

라도말에채찍질을가해뛰어보고싶은욕망이솟구칠

것이다. 사극에서도적진을향해말을타고멋지게달려

나가는주인공의모습은박진감넘치는장면중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잔디밭에서 말을 달

리면꼬꾸라지기십상이다. 그것도말과함께시원하게

말이다. 그이유는현재대중매체에등장하는대부분의

말이전투와는거의관계없이경마를위해만들어진 ‘경

주 전용’ 말이기 때문이다.

경주마는 사극에서이제그만

　▶고속 기동전의 시작, 전투마

　말은인간에게 ‘고속기동전’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전투방법을만들어준

신기원 같은 존재였다. 말을 교체할

경우 인간이 두 발로 걷거나 달릴 수

있는한계를뛰어넘어 가벼운 무장을

한채하루 100㎞가넘는거리를이동

할 수 있었기에 그 속도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전투에서적진에달려

들어충격력으로 적의 두터운 선봉을

격파하거나 빠르게전진하며쉼 없이

화살을 쏘는전술은 고대부터 이어진

기병전술의대표적인 사례이기도하

다.

　이런전투에서사용하는말은철저

하게전투용으로 교육된 말로 품종부

터 전투에 적합한 말을 사용했다. 말

은 초식동물이라 유독 겁이 많고, 사

람을비롯한다른동물에직접적인공

격을 가하지 않는 것이 기본 습성이

다. 따라서 전투용 말은 번쩍이는 창

검이나전투중발생하는함성에놀라

지 않게 미리 관련 훈련을 거쳐야만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투는 다양

한환경에서진행되기에말의품종또

한튼튼한발목과엉덩이를비롯해거

친전투환경에적합한전투전용말들

이 활용됐다.

　▶경마용 말 ‘서러브레드’(thor�

oughbred) 품종의 탄생

　현재 대한민국 사극을 비롯한 대중

매체에등장하는말중제주조랑말이

나몽고야생말을제외하면 99%가경

주전용 말인 서러브레드 종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극촬영 시

전투장면에 등장하는 말은 거의 서러

브레드다. 문제는이말은전투에부적

합한말로 17세기이후영국에서경마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품종

개량을통해만들어진경마전용말이

라는것이다. 이후지속적인품종개량

을한결과서러브레드는오직앞을향

해 돌진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DNA에 간직한 품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부드러운 경마장 모래사장을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 마치 단거리

스프린터선수들처럼쭉뻗은긴다리

에 얇은 발목을 가진 것은 이 말의 생

명이기도하다. 특히말의기질구분에

서 ‘핫블러드’(Hot Blood)의대표주

자라고 할 정도로 서러브레드는 다혈

질이다. 그래서조금만자극을가해도

핏줄이 근육 전체에 선명하게 나타나

면서앞으로내달릴준비를하는것이

다. 또한, 서러브레드는 전투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구력이 약해 전투는

한계가 있다.

　▶전투 시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심

각한 문제

　전투에서는 전면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전부가아니다. 적이좌우로피하

면따라서움직여야하고적이흥분하

더라도 침착하게 적을 주시하면서 대

응해야제대로된전투마인것이다. 그

래서 전통시대에는 전투용으로 적합

한 중간 크기의 중마(中馬)나 발목이

튼튼한말을전투에사용했다. 특히경

주마는 쇠나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편

자를 신게 되는데, 이 상태로 푸른 초

원에서말을달리면곡선구간에서거

의 예외 없이 미끄러지게 된다.

　현재사극에서는이런말을타고고

구려의주몽이나발해의대조영, 그리

고조선의태조이성계가멋진전투장

면을뽐내고있다. 거기에경마장에서

폐마로 방출된 큰 말(서러브레드)에

신경안정제를 투입해 촬영하는 일도

자주 있다니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마’라는 이름으

로품종이개량된우리말이전투용중

마크기로손색이없으니앞으로는이

말이사극에등장하는모습을보고싶

다. 최형국

역사학 박사·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

현재사극에등장하는말은99%가경주전용서러브레드인데몸체가크고다리가길

어 보기에 좋아도 지구력이 약하고 다혈질이라 전투마로는 적합지 않다. 필자제공

 편집=손병식기자

대부분이돌진DNA 가진

질주본능 ‘서러브레드’ 품종

긴다리큰키보기엔멋져

초원달리면넘어지기십상

필자가 제주에서 마상 무예 전지훈련 중 한라마를 타고

마상월도를 펼치는 장면. 전통시대에는 체고가 높은 말

보다 이처럼 중간 크기의 전투마가 활용됐다. 이들은 지

구력이 좋고 다리 관절이 튼튼해 전투에 주로 활용됐다.

필자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