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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주협회 매거진

회원여러분의관심과성원속에

한걸음, 한걸음성장의길을걸어온

매거진「 」은언제나싱그러운봄날같은

희망의소식을전하는‘행복배달부’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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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말들과 함께 일하는 부

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 만약

당신이 말 스스로 자신에 해서 표현하도록 허락한다면,

말은 당신에게 정직해질 것이다. 말은 당신에게 자기가 좋

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을 말해 줄 것이다. 언어로는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말은 명백한 뜻을 만들어 낼 것이다.

종종 그것은 당신이 원해왔던 답이 아닐 수도 있다. 말은

외교관이 아니다. 정치인들과는 달리, 말은 자신이 생각하

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당신에게 이야기 할 것이다. 예를 들

어 만약 말이 당신을 싫어하기로 작정했다면, 당신은 말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기 위해 귀머거리가 되어야

하고 벙어리가 되어야 하며, 눈먼 장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신호란, 말이 내뿜는 짜증난다는 투의 콧김, 뒤로 젖혀진 두

귀, 분노로 뒤로 젖혀진 꼬리, 말의 목을 따라 나타나는 곡

선, 말의 눈에 나타나는 두려운 표정이다. 이 모든 것은 당

신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자칫 말이 해야 할 일로 끝나

버리고 마는 과정이다. 

하지만, 부분의 경우 말은 아마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말은 역사를 읽지 않고, 일간신문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도 말은 인간을 온화한 창조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때때

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헷갈리고, 공포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비록 이것이 진실과는 동떨어진다고 하여

도 그것은 단지 실수일 뿐이지 거짓은 아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순수함 가운데

하나이다. 말은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말이 당신의 감정

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

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말은 자신의 감수성을 이해해주는 존재가 곁에

있을 때 가장 최고의 경주를 한다. 경주에서 승리한 기수에

게 물어보라.

그렇다면, 이제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어떻게 우승마를

고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경마장에서 벗어

나서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 보아야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마산업에 비해 아직 말의 품질이나 말의 컨디션에 따라

우승마를 선택하는 것으로 근거가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점

에서 그들 모두는 승자이다. 세계경마의 일반적으로 알려

진 사실에 의하면 우승은 단지 그날의 시간과 그날 그날의

성향에 따른 것이다.

경마는 예술과 같아서 다른 문화들을 연결 시켜주는 다

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서울과 부산 말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

에 해, 어떤 말들은 자신들이 거만하게 되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품종과 어떠한 오만함에서 오

는 특성과 어울린다. 모든 말들이 말하기를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못이기는 것는 오직 나에게 그러한 찬스가 주어지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특징적 거

만함을 낳을 수도 있다.

나는 아직 자신이 3관왕의 우승마가 되거나 두바이 월드

컵 우승마 혹은 이 모든 경기에 자신이 분발해서 할 수 있다

고 믿어 의심치 않는 말들을 아직 만난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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