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산업, 대한민국 미래의 힘입니다”

재결위원 Report (서울경마공원)

□ 개최일자 : 2012. 6.24.(일). 제 48일차

□ 날    씨 : 가끔 흐림

□ 주로상태 : 건조(4%)

□ 재결위원 : 이광호(수석), 배영필, 이정희, 유승호, James A. Smith

제  1경주 국5 1300M 마령 일반 【출발 11:00】 

l 결승선 전방 약300m 지점에서 ②“동진태후”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후속하던 ③“한

가위” 기승기수 김혜선이 제어한 상황과 관련하여, 김혜선 기수는 “동진태후”가 들

어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안효리 기수가 즉시 바깥으로 유도하여 다행히 별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 

   재결위원은 경주화면을 통해 안효리 기수가 충분한 거리 없이 진로를 변경하여 다  

   른 말의 주행에 영향을 준 것은 부주의한 기승에 해당된다고 판단, 그러나 수습기  

   수인 점을 감안하여「견책」처분.

제  2경주 국6 1000M 마령 일반 【출발 11:25】 

l ⑨"재스민“은 출발대 주립이 불량하여「출발심사」처분.

l ③“별밤처럼”은 경주기록이 일정기준 미달(1:07.2)하여「주행심사」처분. 동 말은 

경주 후 마체검사 지정. 수의위원의 마체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l ⑫“상석”이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안으로 기대는 등 주행이 불량한 것에 대해 관

리조교사에게 조교를 통해 개선토록 주의 조치. 동 말은 경주 후 약물 및 마체검

사 지정. 수의위원의 마체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l ④“즐거운날에”는 경주 후 마체검사 지정. 수의위원의 마체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제  3경주 혼4 1000M 마령 일반 【출발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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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2경주 출발지연으로 당해 경주 및 이후 잔여경주 출발시각 일부 조정.

l 출발 후 약150m 지점에서 ④“프로첼라”가 뒤로 쳐진 상황에 대해, 기승기수 김

혜선은 처음 출주하는 말로서 곡선구간에 인접하면서 바깥에서 ⑦“작전완료”가 

공간을 좁혀오자 겁을 내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뒤로 쳐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에 대해“작전완료”기승기수 김옥성은 “프로첼라”가 주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

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던 상황에 바깥에서 ⑪“우람이”가 추월해 나가자 

놀라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 재결위원은 경주화면을 토대로 기수의 

진술이 일정부분 인정 되지만 기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김옥성 기수에게「견책」처분.

제  4경주 국6 1000M 마령 일반 【출발 12:45】 

l ⑦“불멸신화”는 출장 중 기승기수 조경호가 낙마하여「경주제외」 및 출장이 불

량한 것에 대해「주행심사」처분.

l ①“매직보이”가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안으로 기대는 등 주행이 불량한 것에 대해 

관리조교사에게 조교를 통해 개선토록 주의 조치.

제  5경주 국6 1200M 마령 일반 【출발 13:35】 

l ②“풀블라스터”는 출발불량으로, ⑩“스마트브레인”은 주립불량으로 각각「출발심

사」처분.

l 결승선 전방 약150m 지점에서 ④“대하무성” 기승기수 김귀배가 일시적으로 제어

한 상황에 대해 심의경주로 지정.

   “대하무성” 김귀배 기수는 ①“택급만세”가 안으로 들어오긴 하였지만 이미 말이 속  

   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주행 상 큰 영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택급  

   만세” 기승기수 전덕용은 진로가 열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깥에서 ⑨“대장파티”   

   가 들어와 “대하무성”의 진로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 “대장파티”기승기수 장추  

   열은 말을 추진하느라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

   재결위원은 경주화면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장파티”가 경미하나마 안으로 들어 간  

   것은 사실이나 “택급만세”가 전방 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좁은 공  

   간을 밀고 들어 간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 다만 도착차이, 말들간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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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속도 등 경주흐름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순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  

   단하고 도착순위대로 확정. 다만 전덕용 기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좁은 공간으로 들어 가면서 상황을 유발한 것에 대해「과태금 10만  

   원」처분하되, “대장파티”기승기수 장추열 또한 말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있어「견책」처분.

l ⑤“흑기사” 기승기수 문정균이 결승선 전방 약 30m 지점에서 바깥으로 진로를 변

경하는 과정에서 ③“광야의빛”의 주행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 말이 나가고 있는 

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해 “광야의빛” 기승기수 이기웅은 말

이 안으로 기대는 상황이었다고 진술.

   재결위원은 충분한 거리 없이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말의 주행에 영향을 준 것은   

   부주의하다고 판단, 문정균 기수에게「과태금 30만원」처분.

l ⑧“막강배틀” 기승기수 이동국이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채찍을 놓친 것에 대해「과

태금 3만원」처분. ④“대하무성”기승기수가 채찍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①“택급만

세”로부터의 받은 주행방해의 여파로 제어하면서 고삐를 갈아 쥐는 과정에서 놓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불가항력적 사안에 해당되어 제재처분을 하지 않음.

제  6경주 국5 1200M 마령 일반 【출발 14:30】 

l 특이사항 없음

제  7경주 국3 1900M 별정Ⅴ-B 일반 【출발 15:20】 

l ⑧“노던스마트”는 출발직후 일시적으로 미끄러지듯 출발이 불안하였음.

l 1코너 지점에서 ⑪“동해어르신”이 안으로 들어 가면서 공간을 좁혀 후속하던 ⑫

“추월추풍”, ⑦“샤이닝스톰”과 ⑤“고운짓”의 주행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 기승기

수 이상혁은 출발하면서 안장이 살짝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 이에 신경쓰

던 중 말은 예상했던 것보다 탄력이 좋아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별 문제없을 것이

라고 생각하고 진로를 견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해 방춘식기수는 제어

하였으나 말이 끌어 상황이 크게 보인 것 같다고 진술. 이혁기수와 이아나 기수

는 미리 대비하고 있어서 주행 상 큰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

   재결위원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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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에 영향을 준 것은 부주의한 기승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상혁 기수에게   

 「과태금」처분. 그러나 동 제재 3회 가중으로 2012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기승정지 2일」처분.

l ①“메가쓰나미”는 경주 후 약물 및 마체검사, ⑦“샤이닝스톰”과 ⑪“동해어르신”

은 마체검사 지정. 마체검사 결과 “메가쓰나미”와 “동해어르신”은 특이사항 없

음.“샤이닝스톰”은 오른 앞다리 골절(우전 중수부 천지굴건 단열)로「경주부적

격」처분.

제  8경주 국2 1800M 별정Ⅱ 일반 【출발 16:15】 

l 1코너 지점에서 ④“리슨트하이”기승기수 조경호가 말을 제어한 것에 대해, 공간

이 좁혀지는 것도 있었지만 곡선구간이라 미리 대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바깥에

서 주행하던 ⑤“도도공주” 기승기수 김정준은 ⑧“파워풀미스지”가 진로로 들어 

온 측면도 있었지만 안으로 진로를 잡으려고 들어가던 상황이었다고 진술. “파워

풀미스지” 기승기수 신형철은 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 가던 도중 갑자

기 말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

   재결위원은 경주화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신형철 기수가 충분한 거리가 없음에  

   도 판단착오로 진로를 변경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하고「과태금 10만원」처   

   분. 동 기수가 4코너 지점에서 전방에서 주행하던 ⑥“아이러브유”의 속도가 떨어  

   지자 밖으로 말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말의 진로에 들어 간 것에 대해서는   

   사고방지를 위해 엄중 주의 조치

l ③“올인원”과 ④“리슨트하이”는 1위마와의 도착차이가 각각 100m 이상(111.5마

신, 112.7마신)으로 부진하여 경주 후 마체검사 지정. 수의위원의 마체검사 결과 

각각 특이사항 없어 두 말에 대해 각각「실격」 및 동 사유로 2012년 6월 25일

부터 8월 24일까지「출주정지 2개월」처분하고 또한 두 말이 주행을 거부하는 등 

주행이 불량한 것에 대해 각각「주행심사」처분.

제  9경주 혼2 1800M 핸디캡 일반 【출발 17:15】 

l ⑨“맥스밸류”가 3.4코너 지점에서 바깥으로 기대는 등 주행이 불량한 것에 대해 

관리조교사에게 조교를 통해 개선토록 주의 조치

l ②“위닝맨”, ⑦“행운파티”는 경주 후 마체검사 지정. 수의위원의 마체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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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없음.

제  10경주 국4 10M 핸디캡 일반 【출발 17:40】 

l ①“로켓삭스”가 출발 직후부터 뒤로 쳐져 경주를 전개한 것에 대해, 기승기수 김옥

성은 경주작전은 선행으로 전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앞선 위치에서 주

행하는 것이었는데 출발하면서 순간 말이 고꾸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불안감을 

느끼던 차에 살짝 제어를 하였는데 이때 앞말들과 거리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를 만

회하려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였으나 말이 잘 달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 4코너 

지점을 돌면서 여전히 앞말과 상당 거리가 벌어져 있음에도 바깥으로 크게 돌아 나

가면서 외곽으로 주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방에 말들이 뭉쳐 주행하고 있어서 자칫 

모래를 맞을 것이 우려되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

   재결위원은 경주 후 동 말에 대해 마체검사를 지정하였고 검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경주화면을 토대로 동 사안에 대한 심의결과, 말의 상태  

   나 주행상태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고, 앞말과 거리가 벌어짐에도 이를 만  

   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4코너를 돌면서는 불필요하게 바깥  

   으로 경주를 전개한 점 등과 또한 동 기수가 이전에 기승한 경주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는 등 이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김옥성 기수에 대해 능력  

   발휘불량으로 2012년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면허정지 3개월」처분.

< 기수변경 >

경주 마명 변경 전(중량) 변경 후(중량) 사유

1 ⑥“퍼펙트러브” 윤태혁(54.0) 박태종(-) 어제 3R 부상

2 ⑩“성신신화” 오경환(55.0) 문정균(-) 어제 12R 출장 부상

3 ①“람포” 오경환(55.0) 박상우(-)

7 ⑪“동해어르신” 오경환(53.0) 이상혁(-)

10
④“초원의아침” 윤태혁(57.0) 이혁(54.0)

⑦“포티파이” 오경환(55.0) 방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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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번호 대상명 처분종류 처분사유 처분내용

1 ② 안효리 견책 내사 결승선 전방 약300m 내사, ③ 주행영향

2
③ "별밤처럼“ 주행심사 능력미달 경주기록 1:07.2

⑨ "재스민“ 출발심사 주립불량 주립불량

3 ⑦ 김옥성 견책 내사 출발 후 약150m 내사, ④ 주행영향

4 ⑦ “불멸신화”
경주제외 기수낙마 출장 중 기수낙마

주행심사 출장불량 출장불량

5

1 전덕용 과태금 10만원 내사 결승선 전방 약150m 내사, ⑨주행영향

2 “풀블라스터” 출발심사 출발불량 출발불량

5 문정균 과태금 30만원 외사 결승선 전방 약30m 외사, ③주행영향

8 이동국 과태금 3만원 채찍놓침 결승선 직선주로 채찍 놓침

9 장추열 견책 내사 결승선 전방 약150m 내사, ①주행영향

10 “스마트브레인” 출발심사 주립불량 주립불량

7

⑦ “샤이닝스톰” 경주부적격 마체이상 오른 앞다리 골절

⑧ 김귀배 과태금 10만원 내사 결승선 전방 약200m 내사, ③ 주행영향

⑪ 이상혁
기승정지 2일

(6.30～7.1)
내사

1코너 지점 내사, ⑫⑦⑤주행영향, 과태금 

가중

8

③ “올인원”

실격 능력부진

1위마와 도착차이 100m 이상(111.5마신)
출주정지 2월

(6.25～8.24)
실격

주행심사 주행불량 주행거부

④ “리슨트하이”

실격 능력부진

1위마와 도착차이 100m 이상(112.7마신)
출주정지 2월

(6.25～8.24)
실격

주행심사 주행불량 주행거부

⑧ 신형철 과태금 10만원 내사 1코너 지점 내사, ⑤④ 주행영향

10 ① 김옥성 면허정지 3개월
능력발휘

불량
경주초중반 추진동작 및 경주전개 불량

≪ 제재 및 마필처분 요약≫

≪ 약물검사 ≫

  ● 전 경주 1∼3위마는 당연 검사 대상으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