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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마산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경마방송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마방송과 해외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Hughes(1987)의 기술시스템(Large Technological Systems)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마산업의 한 전문분야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우선 한국의 경마방송을 기술시스템 구조
를 적용하여 연구 대상들을 개념화하고 두 번째로는 개념화를 기준으로 해외 비교대상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비교
를 통해 한국 사례에서 방해가 되는 역돌출 요소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체 직접 운영에 의한 빠른 정책결

정,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해외 개방정책 및 방송통신 융합흐름에 따른 미래 정책 개발 등 경마방송을 활용한 경마산업의 균형적
인 발전을 위한 비전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ambling media system, one of important factors in horse racing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 vision in special field of horse racing industry, which is examined as comparative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gambling media system in terms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s by Hughes(1987). This study approaches in two different 
viewpoints. First,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the subjects of study in Large Technological System. Second, this study is to show 
common factors and differences on domestic and foreign gambling media system through conceptualization. This paper shows 
vision and implications like faster decision-making by authority's direct operating, competitive content development, future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open-door policy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horse industry 
through the gambling media system, analyzing reverse salient which is the barrier of domestic gambling media system from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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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말산업은 마필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 서비스까지 다
수 영역을 아우르는 복합 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

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 단일축종으로는 최초로
말산업육성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정부는 말두수 및말사
육농가수증대등의내용을포함한말산업육성 5개년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제주지역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는 등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지자
체 등은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말산업의 주력사업은 경마산업과 승마산업이다. 경마는
해외에선 1,420여개의 경마장과 5억 명의 팬을 가지고 있
으며오늘날에는단순한게임을넘어레저․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사례를 살펴보면 해외 선진
국처럼 진화하지 못하고 경마가 가지고 있는 사행적인 요

소 때문에 국내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국내에서경마를포함한말산업관련연구가본격적으로

수행되기시작한시기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과거의연
구가 동물학적 측면에서 학문적 조망을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승마와 관련하여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심
리학, 여가·레크리에이션, 스포츠과학적성격의연구가본
격적으로진행되었다

[1]. 그리고 경마산업과 관련된 연구는
김문영(2006), 정재현 외(2001), 박찬황 외(2008), 윤호중
외(2012) 등이 있다[2-5]. 
레저스포츠적인요소를 포함한 경마산업을 올바르게 이

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의 경마산업, 더나아가말산업의균형 있는
산업성장을 도모하는선순환 구조를마련할수있는기회

가 될 것이다. 말산업 내에 4차 산업인 경마방송은 경마라

는상품을다양한방송장비를활용하여고객들에게제공하

고 최근 방송통신의 발달로 미디어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

고 있다. 경마방송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종덕(2002), 송
병곤(2001), 김경준(2007) 등의 학위연구가 있으며[6-8], 이
들은국내의경마방송환경변화에대비한수익창출방안등

의 경마방송 발전방향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해외
의경마방송과의비교를체계적인구조를통하여비교하지

않고단순제시하는방법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한편, 국
외 연구를 살펴보아도 경마방송의 정보는 관련 시행체의

단행본, 잡지(World Racing), 신문등에서일부다루어졌지
만 심도 있는 연구 및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작은 이러한 다양한 연구 분야 중 방송통

신의 융합으로 역할의 확대와 성장속도가 빠른 경마방송

이 다른 해외 선진사례와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과 관련정보에 대한 필요성에서부터 출발

한다.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토마스 휴즈의 기
술시스템(LTS: Large Technological Systems) 이론에 기
반한 비교분석틀에 의해 기준이 되는 한국 경마방송의

주요 하위요소들을 조사하고 배열하였으며 한국과 해외

6개 나라의 사례를 시스템 구조에 대입해 공통점과 차이
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첨부한 표나 다양
한 자료들은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관련 자료

들은 경마산업 시행체 관련자료(해외 출장보고서, 사업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감 등)를 통해 재구성하거나 틀에
맞게 인용하였다. 

LTS 이론을사용한국내연구는 DM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미래과제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9], 국외 연구로는 모
바일산업의 산업시스템을비교분석 하였으며

[10-11], LTS 이
론 관점에서 19세기의 사회, 경제, 기술, 환경 등의연관성
을 살펴보았다

[12].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LTS 이론
을 살펴보고 국내 경마방송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LTS 구조에서의 경마방송을 알아보고 한국과 해외사례를
기술, 비즈니스, 제도 3가지 범주로분류 및 분석하였으며, 
시스템발전을 위한 미래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3장에
서 결론 및 제언으로 연구를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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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이론적 틀과 연구방법

기술시스템 이론은 시스템 내부의 다양한 구성요소들끼

리 서로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발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3]. 그리고구성요소들중한요소라도역행하면이시스템
은퇴보및붕괴를일으킬수있으며이러한역행하는요소

를 역돌출(reverse salient) 요소라고 정의하였으며[14], 시스
템을운영하는시스템설계자는구성요소들중에역돌출을

발굴하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유는 뒤쳐진 역돌출 요소들은 LTS 발전 속도나 방향성에
영향을미치는결정적요소가될수있기때문이다. 이같은
LTS 구조의적용은연구자의연구자료들을개념화하거나
일정한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유리하며 전체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하위요소들 간의 관계를 동일선 상에 두고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LTS 구조내의이질적요소들이시스템안에서효과적으
로구조화되어있거나조합되었을 때발전가능하다는조

건과 시스템의 진보는 추출된 역돌출 요소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하위 요소의추가나관련있는요소들의변화에달

려있다는 전제로 접근하였다
[15]. 이러한 접근을 위해 우선

경마방송 시스템구조를 기술, 비즈니스, 제도 3가지 큰 요
소로 범주화 하고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LTS 구조를 통해 경마방송을 이론적으로 개
념화하여해외사례들과의변수들간의비교를통해일치하

거나한가지변수만다를경우, 그차이점을설명할수있
는결정적요인을 알아내는차이법을기반으로 한다

[16]. 또
한해외사례와는어떤차이가있는지에대한전제조건으로

모든변수들이같은수준에서관찰되어야하며비교연구분

석을다양한수준에서진행하였다. 즉, 각시스템내관계들
의패턴과구성요소들의역할을검토하였으며기본적으로

기술, 제도, 경영에서 접근하고자하였다[17]. 또한광범위한
사회 기술시스템 관점에서도 기술요소와 함께 지역, 문화, 
법규, 나라, 인구, 경제등 시스템 구조의 개념화나 표준화
작업에 들어갈수 있는 나라들간 다양한요소들을 시스템

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18]. 

2. 경마방송

경마방송은 4차산업으로단지시청정보를제공하는단계
에서최근엔방송․통신융합으로영역이확대되고있으며, 미
디어를활용한다양한마케팅을통해레저·관광상품으로발
전시키는중추적역할을하는등의경마산업발전에많은기

여를하고있다. 특히, 시청각정보기능은고객접점역할뿐아
니라다양한콘텐츠생성으로미디어마케팅의중심역할을하

며 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이 가장 빠른 분야 중 하나이다. 

2.1 경마방송의 역사 및 현황
경마방송을기술적으로구분하면경마장등의한정된공

간에방문하는시청자를대상으로폐쇄회로를통해제공하

는방송이다. 이는케이블방송(CATV:Community Antenna 
Television)의의미가강하며경마라는특수콘텐츠를전문적
으로제공하기때문에특수전문방송이라할수있다. 또한본
장외에지점은 TV를통해제공하고있는데이때별도의특수
방송법인을설립하지아니하고한국마사회법시행령 5조(경
마장의신설, 설비)에의거일정방송장비에의한자가유무선
TV방송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즉, 경마방송은영리목적여
부와무관한사업수행에필요한사내방송으로해석되며, 시스
템을운영․관리하는기술진과방송프로그램을제작․편성하

는 제작진으로 구성된 자주방송이라 정의할 수 있다.
경마방송은 1957년 뚝섬경마장과 명동 장외발매소에유
선전화를 연결하여 확성기로 장내방송을 오디오로 중계한

것이 시작이며
[19],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시청자의 시청환

경은 더욱 개선되었다. 특히, 1968년결승카메라를 도입하
면서실황을 TV모니터로제공할수있게되었으며 1974년
에는 TV중계방송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경마방송 또한
체계를갖추고장외지점까지 TV중계를할수있게되었으
며, 이는 콘텐츠의 유통망 확대를 의미하는데 뉴미디어라
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다. 1984년 1월
에는 PTP(point to point)방식의최초컬러방송이시작되어
경마의현장감을장외발매소(강남, 천호, 청량리)에서도접
할 수 있게 되었고 1997년 6월부터 무궁화 위성의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경마방송의 다중화채널(MCPC : multiple 
channel per carrier)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경주 실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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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ountry The number of 
horse racing park

The number of 
breeding Races Level

(based on ICSC)
Sales

(unit:100 miilion)
Sales 

ranking

Asia
Korea 2 1,286 1,904 PartⅢ  65,579 top 7
Japan 25 6,825 15,991 PartⅠ 277,019 top 1

Hong Kong 2 - 771 PartⅡ 138,407 top 5

Europe
Great Britain  60 4,420 6,396 PartⅠ 181,002 top 2

 Ireland 26 7,757 1,104 PartⅠ  38,824
France 244 4,809 4,887 PartⅠ 141,721 top 4

North America USA 156 21,275 42,975 PartⅠ 114,460 top 6
Canada 33 1,400 3,675 PartⅠ  14,978

South America Brazil 8 2,669 3,967 PartⅠ   1,294
Argentine 20 8,032 5,525 PartⅠ   2,183

Oceania Australia 448 13,365 19,534 PartⅠ 165,456 top 3
New Zealand 64 3,842 2,894 PartⅠ   5,763

표 1. 주요 국가의 시행체 규모(’13년 기준)
Table 1. The scale of main country(based on '13)

 출처: ’13년 국제경마연맹(IFHA) 발표 통계, 서러브레드·평지경주·유로화 기준
 ※ 한국은 서러브레드 경주가 아닌 제주경마공원의 경주 수 및 매출액은 제외하였으며, 1유로당 1,448.20원의 환율을 적용하였음

비롯한영상채널뿐아니라배당률(단승식, 복승식, 쌍승식)
과 문자방송 등 다양한 채널운영이 가능한 것을의미한다. 
1999년엔 무궁화 위성 3호기의 위성중계시스템을 임차하
여현재까지위성과광을이용한안정감있고질높은방송

을제공하고있고이외인터넷과스마트폰을통해 VOD 동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경마방송의주요내용은고객의경마관전과마권구매지

원을 위한 경주실황과 배당률 영상제공이다. 이를위해경
마실황에 대한 영상/음향을 경마 진행위주로 중계하고 배
당률, 환급금, 마체중, 취소등변경사항, 착순등심의결과
를 추가적으로 방송한다. 또한경마관련소식을전하는보
도적기능과여러가지경마관련교양프로그램을제작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Whannel(1983)은 텔레비전에서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 
느린화면과재생을통해현장의관객이느끼지못하는새로

운시각으로스포츠를접할수있으며이처럼신기술을활용

한순간재생, 느린화면, 정지화면은스포츠를드라마의차원
으로바꿔놓는다고하였다

[20]. 말들및기수들의경주에대
한승부를다루기때문에정해진각본이없는경마중계또한

살아있는현장을대본과편집등의사전준비없이생생하게

전달하여야하며, 다양한카메라로새로운시각을제공하기
위해서는철저한준비와강한애드리브가필요하다. 약 30대
의카메라를투입하여기수들의몸짓과표정부터출전마필

들의 상태 등을 하나하나 비추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다양한컴퓨터그래픽은해설을위한보충용자료로활용되

며 카메라가 잡지 못하는 화면이나 다양한 마필, 기수정보
등을 재연하여 분석적인 시청이 가능하게 한다. 
지난 50여 년간 경마 콘텐츠의 생산과정은 생산주체인
방송제작자의입장과판단에의해제작되어왔지만인터넷

의 발전으로 지금의 방송환경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인터넷기반의방송환경에서는시청자가방송에적극

적인참여를할수 있는 기회가증가하고 있으며앞으로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나뉴미디어의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카메라의 시점이나 보다 많은 정보를 보

다 신속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 

2.2 연구 대상
<표 1>은 각 나라별 시행규모를 나타낸 표이며 매출뿐
아니라경주분류표준위원회(ICSC: International Catalogu- 
ing Standards Committee)1)의분류또한동시에 표시된표

1) 국제 경주분류 표준위원회(ICSC: International Cataloguing Standards Committee)의 구분으로 매년 전 세계 경마산업 시행국의 국가별 수준을 평가. 지
수는 역사, 전통, 말 생산두수, 말의 수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행국을 PartⅠ ~ Part Ⅲ까지 3개의 등급별로 나누어 매년 발표. PartⅠ
이 제일 우수 등급임. 이 분류에 의하면 PartⅠ은 영국, 아일랜드,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남아공, 이탈리아,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
본 등, Part Ⅱ는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 파나마, 아랍에미리트, 푸에르토리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스페인 등, PART Ⅲ는 한국,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헝가리, 자메이카, 도미니카, 에콰도르, 폴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트리니다드토바고, 슬로바키아 등 나라가 포함[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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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he horse racing broadcasting system of Korea

Broadcast
 Technology

○ Seoul, Busan, Jeju Horse racing broadcasting system (operated by the Korea Racing Authority) 
○ 3 racecourses, 30 OTBs network system
○ Equiped with 32 standard Cameras system(EFP) for broadcasting
○ Full HD Broadcasting System
○ Comfortable ICT infra system 
○ Live horse racing HD contents and information for betting 
○ VOD(Video on demand) in PC, Mobile 
○ Customized Company Broadcasting System 
○ Telebet, ARS, PC betting(a variety of online platform had been operated, but abolished by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from 20 July 2009)

Business

○ Improvement of watching infrastructure for visiting customers at LetsRun parks
○ Producing horse racing news programs and horse racing cultural programs
○ Broadcasting horse racing live, racing tips and racing result programs.
○ Providing information through intranet. 
○ Providing visual information in the form of online(PC, Mobile), and VOD.

Institution

○ Korea's horse racing is classified Part Ⅲ by the ICSC
○ The image of horse racing is not really good because it was introduced from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the authority of providing operation license. 
○ The Korea Racing Authority has little operational autonomy.
○ Being regulated according to the Broadcast Law article 27 and the Korea Racing Association Act. 

표 2. LTS 구조에 의한 경마방송 분석
Table 2. Korea's Horse racing broadcasting system analysis following the LTS structure

이다. ICSC 지수에 의해서 한국보다 매출규모가 큰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홍콩 6개나라의경마방송을 LTS 
구조에서의 경마방송에 대한 비교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고, 경마산업분야에서신규나소규모국가는본연구의비
교대상에서 제외를 하였다.

3. LTS 구조와 한국 경마방송

3.1 LTS 구조에서 한국 경마방송
<표 2>는 LTS 이론을 경마방송에 대입하여 개념화 한
표이다. LTS 구조에서경마방송은고객에게시청각정보제
공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구조

화 되어있다. 
한국경마방송의기술측면에서는방송중계나홍보, 이미
지개선을목적으로다양한고품질의기술인프라를갖추고

있다. 또한시행체직접운영으로시스템효율성을극대화하
고있으며고품질기술인프라를바탕으로다양한방송콘텐

츠를전문적으로제공하는것을알수있다. 물론규모에차

이는있지만해외시행국대부분이러한전문채널을중심으

로방송통신융합흐름에적응하고특화된기업광고나간접

광고(PPL), 중계료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경마방송의 비즈니스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은
경마역사가 오래되었을지라도 경마방송 부문에서는 세계

적으로 유명하거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해외 선

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이로인해콘텐츠유
통은국내유통만가능하고외국에비해경쟁력 있는 상품

이없다는한계가있다. 이러한역돌출요소는미래해외시
장진출시오히려역침투요인이될수있다. 이를해결하
기 위해서는 폐쇄적 풍토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 풍토에

서 경마의순기능을 보다 관심 있게 보며 해외시장을 목표

로 경쟁력있는상품을만들어 가는 노력이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싱가포르의 경마 콘텐츠 수출사례나 프랑
스 수출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이라 생각된다.  
제도측면에서보면한국경마방송은사감위(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라는 상위 규제단체의 정책에 따라 케이블
TV 재전송 폐지 등 규제사례, 문화적 폐쇄성 등은 역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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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Korea USA Great Britain Australia France Japan Hong Kong

Broadcast 

Technology

Broadcasting 
station

company 
broadcasting 

network

specialized 
broadcasting 

station

specialized 
broadcasting 

station

specialized 
broadcasting 

station

specialized 
broadcasting 

station

specialized 
broadcasting 

station

company 
broadcasting 

network

3 
racecourses

156 
racecourses

60 
racecourses

448 
racecourses

244 
racecourses

25 
racecourses

2 
racecourses

Mobile platform Excellent Good Good Good Good Excellent Excellent

Online channel Closed Various Various Various Various Various Various

표 3. 각국 경마방송의 기술사례 자료 분석요약
Table 3. The technology case analysis of 7 countries

Division Korea USA Great Britain Australia France Japan Hong Kong 

Business

Product Broadcasting 
Horse Racing 

Broadcasting 
Horse Racing 

Broadcasting 
Horse Racing 

Broadcasting 
Horse Racing 

Broadcasting 
Horse Racing 

Broadcasting  
horse racing,  
cycle racing, 

boat racing and 
farmers and 
fishermen 

Broadcasting 
Horse Racing 

Price Free of 
Charge Charged Charged Charged Charged Charged Charged

Place Closed
(Intranet) limited open limited open limited open limited open limited open limited open

Promotion Passive Active Passive
→Active Active Active Active Active

표 4. 각국 경마방송의 비즈니스사례 자료 분석요약
Table 4.  A summary analysis of Horse Racing Broadcasting Business Cases of 7 Countries

요소로판단된다. 또한 국내의 경마방송은 ‘사행행위등의
내용을다룰때 신중을기해야한다’는방송심의규정제28
조(건전한 생활기풍)에 적용되며, 한정된 공간(본장과 지
점)에서만 시청가능한특징을갖는다. 또한, 방송법제5조
(방송의공적책임) 4항에 따라 스포츠 뉴스의경마단신을
제외한경마장면을방영하는것이금기시되어온것또한

경마방송의 규제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마방송을 LTS 이론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술, 
비즈니스, 제도 같은 구성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발전하고
있으며시스템발전의원동력이자서로분리되거나고립된

장치가아니라시스템의일부라고볼수있다. 하지만비즈
니스나 제도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요소들

간 갈등으로 시스템 위기가 있기 마련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같이 하위요소들의 변화에 달려 있거나 새로운 요

소를 첨가하는데 해결점이 있다고 판단된다[13].

3.2 LTS 구조에서 해외 경마방송과의 비교
3.2.1 기술적인 측면
<표 3>에서와 같이 한국 경마방송의 기술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는 규모나 운영수준에 있어서 해외선진국의 경마

방송과비교했을때 대부분 상위에 있다. 한국의경마방송
은 ICT인프라나고화질 TV 등시청환경이매우우수하며
홍콩의 경마방송처럼 시행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조라는

특징을가지고있다. 즉, 홍보와방송을전문적으로전담하
는전문방송국시스템은아니며사내방송에가깝다는의미

이다. 또한 다양한 ICT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웹이나 스마
트폰을통해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한국과일본, 홍
콩의기술적인프라가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국, 
일본, 홍콩 세 나라가지역적으로 가깝고시행체간의 교류
등으로 방송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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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Korea USA Great Britain Australia France Japan Hong Kong 

Institution

Level PartⅢ PartⅠ PartⅠ PartⅠ PartⅠ PartⅠ PartⅡ

Culture Negative,
Closed Open Aristocratic,

Open Open Open Open Open

Permission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tates

Racing 
Authority 

(bookmakers 
allowed to the 
private sector)

States and 
ARB(the 

representative 
body of the 
Australian 8 

states' racing 
clubs)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The
Government

Regulation Closed Policy,
Self Regulation

Low 
Regulation, 

The 
Broadcasting 

Law

Gambling
 Act, 1968

Supported by 
the Gov.

Supported by 
the Gov.

Supported by 
the Gov.

Supported by 
the Gov.

표 5. 각국 경마방송의 제도 사례 자료 분석요약
Table 5. A summary analysis of Horse Racing Broadcasting Cases of 7 countries 

IPTV 등다양한매체를 활용하여경마방송을제공하는등
콘텐츠 접목에 유리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비즈니스적인 측면
<표 4>에서는 경마방송의비즈니스 사례에 대한자료를
분석 요약하였다. 해외의 경마방송 비즈니스 사례의 특징
은문화적, 지형적특성에따라주력매체를선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디어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예로영
국의 경마방송은 위성방송이 주 미디어이며, 넓은 지리적
요건과안정성을우선적으로고려한미국의경마방송은케

이블 TV가 주력 미디어이다. 또한, 프랑스의 경마방송은
실험정신이 강하여 관련 콘텐츠를 IPTV에 최초로 접목하
는등유럽에서가장실험적인전략을사용하고있으며, 아
시아에선홍콩의경마방송이다양한미디어를가장적극적

으로 활용한다. 프랑스와 홍콩 경마방송의 비즈니스 정책
이면에는 정책적 지원, 국민들의 높은관심도등 개방적인
문화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3.2.3 제도적인 측면
제도 사례분석에서는 경마방송의 상위 요소인 경마산업

범주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각나라별법이나제도적인사
례를동일선상에놓고비교분석하기에는적용범위가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홍콩은 경마시행체인한국마
사회와 홍콩자키클럽에서 경마방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

기 때문에 일반 방송국에 적용하는 방송법보다는 자체 운

영과 관련된 한국마사회법에의해 규제를 받는다. 즉 폐쇄
적 공간의 사내방송형태에 가까워 광의의 방송(放送)보단
특정 고객을 위한 협송(狹送)에 가깝다.

<표 5>의 경마방송의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전 세
계적으로 경마산업은 국가산업으로 정부의 관리감독(미국
은 주별관리)을받으며합법적인제도권 안에서 운영되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대
중의 지지로 인해 경마산업이 오랜 역사와 함께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마는 일제강점기
에 유래되어그당시지식인의 환영을받지못했다는 점과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발전에역돌출요소가되었으며마케팅이나홍보에수동적

이다. 결국, 한국의 부정적 인식은 사행산업의 무조건적인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접근에 있어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3 시스템 발전을 위한 미래과제
토마스 휴즈가 역돌출 개념을 가장 중요한 분석적 개념

으로 제안했듯이 시스템 운영자는 시스템 발전을 위해 한

국의 비즈니스, 제도의 역돌출 요인처럼 시스템 성장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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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he horse racing broadcasting system of Korea

Broadcast Technology The enhancement of making swift and effective decision operating by  the korea racing authority

Business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contents

Institution The development of future strategy under the condition of the open-door policy and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표 6. LTS 구조에서 경마방송 분석에 따른 시사점
Table 6. The implications through Horse racing broadcasting analysis following the LTS structure

체되는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성공한 시스템
운영자는역사적으로역돌출요소를개선하고정확한방향

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공통점이 있

다
[14]. 하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적 문제와
다르게비즈니스나제도적인문제는많은이해관계가따르

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변화로인해요소들 간 이해대립은
점차 심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치적 역

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8].

결국, 구성 요소들 간의 다양한 이해대립, 분쟁 등은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불간섭주의가 항상 최상

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제도는 비즈니스와
맞물려있는분야이고시스템주체가결정하거나조정하기

엔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즉, 시스템운영자및 관계자
입장이아니라정책입안자입장에서접근하여야하고제도

측면은단기적으로접근하기보단장기적으로정치적협조

나 창조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는 경마방송의 시스템 운영자 및

관계자에게 <표 6>과 같은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결과 경마산업 규모에 따라 방송국 운영 형태의 특징

을알수있으며방송국운영규모가큰시행국은전문방송

국의 설립으로효율성을높인반면홍콩이나 한국처럼 2∼
3개경마장운영체계에서는직접운영으로보다빠른정책
결정과 다양한비즈니스 개발 및추진에 유리한형태를취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국, 홍콩, 일본이 다른 나라보
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은 세 나라를 중심으로 유사

한 방송기술 인프라가 발전하였으며 이는 나라 간 다양한

교류및벤치마킹, 미디어활용능력이뛰어난민족적특성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에 비해 경쟁력 있는 경마 콘텐츠 부족이라는 특징

은해외시장개방시역침투가능성이있다. 한예로영국은
엡섬더비(Epsom Derby), 미국의 켄터키 더비(Kentucky 
Derby), 일본의 재팬컵(Japan Cup), 아랍에미리트의 두바
이 월드컵(Dubai World Cup), 프랑스의 개선문상(Prix de 
l'arc de Triomphe) 등국제적으로브랜드가치가높고전통
있는상품을가지고 있으며국가간 상호 방송중계를 통해

유통망 확대 및 중계료를 기본으로 다양한 부가 수익요소

가발생하고있다. 이에비해한국의경마방송은아직걸음
마단계로싱가포르및프랑스에콘텐츠수출및계획하에

있지만점차적으로경쟁력있는콘텐츠개발로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선진국의 공통 패러다임은 개방정책이며 이러한 개

방성은다양한마케팅전략이가능하고동시에미디어플랫

폼사업자에게많은기회를제공한것으로판단된다. 한예
로 유럽에서경마가 IPTV 플랫폼사업자들에게킬러콘텐
츠(killer contents)가 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사이멀캐스
팅(simulcasting:나라별 교차경주)은 해외시장의확대를 가
능케하였다

[23]. 하지만이같은비즈니스나제도측면은시
스템 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보다 큰 범주인 사회, 
문화적환경과 국민적 공감대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스
템 운영자는건전한 발전을이룰수 있는 대책을제시하고

추후 중국시장처럼 해외시장 개방 시 차세대 미래 산업으

로자리잡을수있도록경쟁력있는콘텐츠개발등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제언

연구의방법론적출발은토마스휴즈의 LTS 이론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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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시작되었다. LTS 구조관점에서볼때경마방송시스템
개념화는 역으로 경마산업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LTS의특성을본질적으로증명하리라판단된다. 이를위해
해외 사례들을 구체화하였으며, 하위 요소들을 통해 시스
템을 이론화하였고, 경마방송의 시스템 개념화와 역돌출
요소를 통해 해외 사례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LTS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해외 선진국들의 경마방
송은기술, 비즈니스, 제도요소가어느정도균형적으로발
전하고 있지만 국내 경마방송은 기술을 제외한 비즈니스, 
제도가 역돌출요소로인해비대칭 구조를갖고있는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기술적 요소는 해외사례와의 비교 시우
수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호주처럼 경
마를 그 나라의 축제나 페스티발에 활용할 정도로 긍정적

인식을 가진 나라는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특징을 갖지만, 
한국은 소극적 마케팅이 특징이며, 일본에서 유래된 이유
로지식인의환영을받지못하였다는점, 이로인해음성적
인식이 만연한데서 역돌출 요소를 찾을 수있다. 마지막으
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해외와 달리 규제정책 등 폐쇄성

을 갖는 점이 특징이다.
시스템의균형적발전을위해서는비즈니스나제도의개

선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결에 앞서 관련단체나 정부의 이

해관계의조정이나사회적인공감대형성이전제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 운영자나 관계자들은 제도나 비즈니
스적인 문제 해결을위해통제가능한수준의 과제를해결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마산업 전체의 그림이 아니라

경마방송이라는하위요소이며, 다른경마산업선진국들의
LTS 구조에 있어서 유사성을 공유할 지라도 각 요소들의
특징이나그들사이의관계는다를수있다. 이는각요소들
의발전과정이나문화, 인프라등다양한변수들에서차이
가발생하며특히법규, 산업정책, 정부같은사회적기반과
산업들의 관계는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요소들끼리 상호작

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경마산업에 관련된
방송공학, 미디어마케팅, 방송통신융합분야에대한학문
적 접근은 관련 산업의 학문적 조망 및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할수있는초석이될것이다. 또한해외연구결과경마
가 IPTV 플랫폼사업자들에게킬러콘텐츠가되는기회를
제공했으며 사이멀캐스팅은 해외시장의 확대를 가능케 하

였듯이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융합분야에좋은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전체
산업측면에서접근한다면, 국민적 공감대하에건전한발전
을 이룰 수있는대책을 제시하고추후중국시장처럼 해외

시장 개방 시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콘텐츠 개발 등다양한 노력이선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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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 현재 :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책임연구원
- ORCID : 0000-0002-6648-2677
- 주관심분야 : 농업정책, 말산업정책, 사회복지, 말유통

조 규 동

- 2008년 :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이학사
- 2010년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이학석사
- 2013년 8월 :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통계학박사
- 2013년 8월 ~ 현재 :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 책임연구원
- ORCID : 0000-0002-7843-6619 
- 주관심분야 : 말산업, 통계, 방송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