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리는 ‘코리아컵·스프린트’ 한국대표 출전마 보니

경마

위너스맨 vs 라온더파이터…창대창 자존심 대결

2022년 9월 2일

금요일

11

코리아컵 1800m 라이벌전 주목
위너스맨, 올해 4경기 전승 ‘괴력’
라온더파이터, 레이팅 가장 높아
‘제5회 코리아컵(1800m) 코리아스프
린트(1200m)’ IG3 국제경주가 4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2년
연속 대회가 연기되어 3년 만의 개최다.
현재 각국 대표 출전마들은 막판 훈련과
컨디션 조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
회 우승까지도 기대되는 한국대표 출전
마들을 소개한다.
뀫코리아컵(1800m) 한국 출전마
▲위너스맨(수, 한국, 4세, 레이팅132(국
제109), 승률 70.6%, 복승률 82.4%)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경주마다. 올해
출전한 4경기 모두 우승하며 4연승을 거
두었다. 서승운 기수와 호흡을 맞춰 장
거리인 스테이어 시리즈를 석권하며
4세에 화려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위너
스맨을 맡고 있는 최기홍 조교사는 코리
아컵 첫 도전이다. 이번 대회가 서울 라
이벌 라온더파이터와의 첫 대결이기도
하다.

‘마사회TV’ 말마 프렌즈 대국민 투표 이벤트

4일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리는 ‘제5회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국제경주에 출전하는 국내 대표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위너
사진제공 l 한국마사회
스맨(왼쪽)과 라온더파이터.

투아르 기수와 호흡을 맞추며 라온더파
이터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1800m는
일곱 번 출전해 3세 시절 ‘일간스포츠배
(L)’ 우승 경험이 있다. 지난해 ‘대통령
배(G1)’ 우승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심승태 조교사는 코리아컵 첫 도
전이다.

▲라온더파이터(수, 한국, 4세, 레이팅
135(국제110), 승률 84.6%, 복승률 100%)
코리아컵 출전 국내 경주마 중에서 가
장 레이팅이 높다. 지금까지 13번 경주
에 출전해 우승 11회와 준우승 2회를 기
록했다. 1800m는 한 경주뿐이지만 당
시 8마신 차로 낙승했다. 국가 대항전과
는 별도로 부경 대표마 위너스맨과의 라
이벌전도 관심이 높다.

▲행복왕자(수, 미국, 5세, 레이팅129(국
제109), 승률 42.1%, 복승률 68.4%)
지난해 ‘그랑프리(G1)’ 챔피언이다.
데뷔 초부터 꾸준히 중장거리에 출전했
다. 1800m에서 6연승을 기록하며 이 거
리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초반 스피드
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선행, 선
입, 추입 상관없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다.

▲심장의고동(수, 한국, 6세, 레이팅128(국
제106), 승률 35.7%, 복승률 46.4%)
아버지 지금이순간에 이은 국산마의
자존심이다. 최근 출전한 부산경남 원정
‘오너스컵(G3)’에서 심승태 조교사, 빅

뀫코리아스프린트(1200m) 한국 대표마
▲라온퍼스트(암, 한국, 5세, 레이팅118(국
제102), 승률 57.9%, 복승률 63.2%)
국내 암말 레이팅 1위다. 라온더파이
터, 청담도끼와 같은 스타마를 배출해낸

“방문 인증하고 경품 받아가세요”
마사회 ‘코리아컵’ 이벤트 풍성
태권도 공연 등 볼거리도 가득
4일 일요일, 글로벌 경마 이벤트인
‘코리아컵’이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코리아
컵’을 앞두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
츠와 이벤트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우선 한국마사회 유튜브 채널 ‘마사회
TV’에서는 숏츠 영상 ‘전 세계 킹쎈 말
들이 온다’를 공개했다. 코리아컵에 출
전하는 영국, 일본, 홍콩 경주마를 익살
스러운 말 가면으로 표현한 영상이다.
경마 방송 유튜브 채널인 KRBC에서는
‘코리아컵 랜선 토크쇼’ 콘텐츠를 선보
였다. 영국, 홍콩, 일본, 한국의 중계 아

박종곤 조교사 마방 출신이다. 부마는
씨수말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머스킷맨.
최근 1년간 출전한 대상경주에서 4연승
을 했다. 특히 올해 최고 암말을 뽑는 퀸
즈투어 시리즈에서 두 경기를 석권했다.
해외출전마 중 유일한 암말인 싱가포르
의 셀라비(국제레이팅 106)와의 맞대결
도 관전포인트다.
▲어마어마(수, 미국, 5세, 레이팅133(국
제110), 승률 64.7%, 복승률 76.5%)
코리아스프린트의 국내 출전마 중에
서 국제레이팅(110)이 가장 높다. 전체
출전마 중에서도 홍콩의 컴퓨터패치
(112) 다음으로 높아 유력한 우승후보
다. 첫 데뷔전 우승 후 3세, 4세 시즌에
꾸준히 1위로 들어오며 레이팅을 쌓았
다. 지난해 ‘SBS스포츠스프린트(G3)’
우승, 올해 4월 ‘부산일보배(G3)’ 부산
경남 원정경기에서도 우승하며 단거리
최강자로 올라섰다.

제106), 승률 53.3%, 복승률 73.3%)
올해 4세로 출전마 중 가장 어리다.
지난 데뷔경주(1200m) 우승으로 김동
균 조교사 마방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2021년에도 꾸준히 1200m, 1400m 경
주에서 우승했다. 5월 ‘서울마주협회장
배(G3)’에서 막판 역전승을 따내며 스타
마로 떠올랐다. 선입·추입 가리지 않는
멀티 플레이어다.
▲모르피스(거, 미국, 7세, 레이팅133(국
제107), 승률 29.7%, 복승률 48.6%)
올해 7세로 국내외 출전마를 통틀어
가장 노장이다. 2020년 ‘SBS스포츠스
프린트(G3)’에서 우승하는 등 단거리에
강하다. 2021년 4월 경주(1등급) 우승을
마지막으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SBS스포츠스프린
트(G3)’에서 빅투아르 기수와 함께 막판
추입으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국내
출전마 중 레이팅 및 상금순위가 모두
최상위권이다.

▲블랙머스크(수, 미국, 4세, 레이팅12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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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서들이 랜선으로 만나 코리아컵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각국의 출
전마에 대한 분석을 했다.
한국마사회는 코리아컵을 맞아 방문
인증 이벤트를 시행한다. 렛츠런파크 블
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컵 무료
입장권을 신청하고 실제로 방문 후 인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 된다. 추
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치킨 교환권,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
4일 코리아컵이 열리는 서울경마공원
에서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진

행한다. 용인대 태권도 시범단 20명이
태권도 품세 및 격파 퍼포먼스를 관람대
앞 무대에서 선보인다. 마칭밴드의 퍼레
이드도 있다. 피크닉 명소인 잔디광장에
서는 어쿠스틱 밴드의 라이브 버스킹 공
연이 열린다. 2040존 ‘놀라운지’ 스탠드
석에서는 전문MC와 치어리더들이 진행
하는 단체응원전이 벌어진다. 럭키빌
1층에서는 ‘우승마를 맞혀라’ 경품 행사
를 통해 대형TV, 전자레인지 등 풍성한
상품을 증정한다. 이밖에 전통놀이체
험, 포토존, 즉석사진 이벤트 등도 진행
김재범 기자
한다.

한국마사회 유튜브 채널 ‘마사회TV’는 말마 프렌즈의
테마송을 공개하고 ‘우리 동네 캐릭터 대국민 투표 이벤
트’를 14일까지 실시한다.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 SE, 치
킨·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응모 방법은 우리 동네
캐릭터 홈페이지에서 경기-말마 프렌즈를 투표한 인증
사진과 마사회TV 구독 인증사진 총 2개를 네이버 폼에
업로드하면 된다. 말마 프렌즈(Malma Friends)는 경주
퇴역마 ’말마’, 스타일리스트 ‘마그니’, 매니저 ‘각설이’
로 이루어진 마사회의 캐릭터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가 후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제5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본선에 진출했다.

서울경마공원 바로마켓, 제수용품 30% 할인
매주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리는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이 추석을 맞이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
한다. 바로마켓은 100여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다. 14일까지 매주 화
요일과 수요일 바로마켓에서 양곡, 과일, 채소, 특용작
물, 버섯임산물, 축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바로마
켓에서 쓸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한다. 6일과 7일에는
한가위 제사상 준비를 위한 제수용품을 최대 30% 할인
한다.

영천경마공원 완공 예상 조감도.

마사회, 30일 ‘영천경마공원’ 기공식
한국마사회는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에 추진 중인 영
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을 30일 진행한다.
정기환 마사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철우 경
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등이 참석한다. 총 사업비
1857억 원을 투입하는 영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
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는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
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낱말문제

■ 스도쿠정답

■ 가로 열쇠
02.아랫다리의 앞뼈 부분. 04.그물같
이 설피고 성기게 짠 깁. 05.아직 알
려지지 않음. 07.부주의로 잘못함.
또는 그러한 행위. 09.권리·의무·자
격 등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
같음. 11.고래를 잡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갖춘 배. 14.뇌물을 받음.
15.날마다 일어나는 일. 늘 있는 일.
17.의지력이 약하여 자제·인내·결행
등을 못함. 19.남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힌 사람. 21.한없이 많은 물결.
23.기운과 힘이 없음. 24.폭이 좁은
작은 개울.
■ 세로 열쇠
01.이미 정해진 사실. 03.다 끝나거
나 지난 일을 말할 때, ‘벌써’의 뜻으
로 쓰는 말. 06.전망이 트인 곳에서
보이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 08.헛된 결과. 10.물려받은 재
산이 없는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한
살림을 이룩하고 재산을 모음. 12.논
밭과 같이 농사를 짓는 땅. 13.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또는 그 생각.
15.지위·등급·가격 등이 단번에 높

이 뛰어오르는 모양. 16.사기그릇의
깨진 조각. 17.사람이 걸터앉을 수 있
게 만든 기구. 18.머리, 특히 이마로
무엇을 세게 들이받는 일. 20.모인
사람이 흩어짐. 22.큰 물결.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산 이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