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있는 질문 (FAQ) 

일반적인 질문 

Q. 레이스는 언제 어디서 개최되나요? 

A. JRA 의 경마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됩니다(연간 경축일 개최도 수회 

있습니다). 경마 개최일은 동쪽(도쿄, 나카야마, 후쿠시마, 니가타)와 서쪽(교토, 한신, 

추쿄, 고쿠라) 경마장 각 1 군데 이상에서 개최되며 총 2 군데, 때로는 3 군데 

경마장에서 개최됩니다. 

 

연간 경마개최 스케줄은 레이싱 캘린더를 확인해 주십시오. 

Q. 경마장의 개장과 폐장 시간을 알려주세요. 

A. 경마장은 9 시에 개장해 17 시에 폐장합니다. 그러나 경마장은 G1 경주 개최일에 

평소보다 빨리 개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특정 경마장에서 언제 경마가 개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연간 어느 경마장에서 경마가 개최되는지는 레이싱 캘린더로 확인해 주세요. 

Q. 레이스는 1일 몇차례 시행되나요? 

A.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10시부터 16시 30분 경까지 12 레이스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G1 경주개최일(아리마 기념 등). 

Q. 경마장 좌석 종류를 알려주세요. 

A. 크게 구분해 2 종류(자유석과 지정석)가 있습니다. 자유석은 선착순이며, 지정석은 

경마장 입구 지정석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Q. 출마표는 어디서 입수할 수 있나요? 

A. 출마표(무료)에는 개최 당일의 출주마 전체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안내창구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Q. 비, 눈 또는 기타 악천후에서도 경마는 개최되나요? 

A. 기상예보가 폭설이나 태풍을 예보한 경우, JRA는 개최일 아침에 회의를 열어 경주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최가 중지된 경우 JRA 는 예정된 경주를 다른 날로 연기합니다. 개최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도 잔디 코스에 손상을 줄 우려가 크다면 JRA 는 잔디코스 경주를 

다트코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본 경마에 대하여 

Q. 코스는 시계방향인가요? 반시계방향인가요? 

A. 반시계 방향의 경마장은 도쿄, 추쿄, 니가타입니다. 기타 경마장은 모두 

시계방향입니다. 

Q. 1년에 G1 경주는 몇 차례 있나요? 

A. 연간 G1 경주는 26 번 있으며(평지경주 24, 장애경주 2),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됩니다. 11 월 중순에는 4 주 연속으로 G1 이 개최되는 ‘재팬 오텀 인터내셔널’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여왕배, 마일 챔피온쉽, 재팬컵, 재팬컵 다트로 

구성됩니다. 

Q. 출주마는 어떤 순서로 게이트에 입장하나요? 

A. 일반적으로 경주마는 다음 순서대로 게이트에 유도됩니다. 

1) 홀수 번호 

2) 짝수 번호 

3) (홀짝 번호에 관계없이) 가장 바깥쪽의 경주마 

 

따라서 레이스 13 마리가 출주하는 경우, 짝수 경주마가 아니더라도 13 번이 가장 

마지막에 입장합니다. 

 

그러나 게이트 입장이 어려운 경주마를 먼저 입장시키는 등, 예외도 있습니다. 

Q. 경주마는 매주 출전합니까? 

A. JRA 의 경주마는 경기 출전 후 5 일간은 레이스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출주마는 연속해서 주말에 출전할 수는 있지만, 경주마는 한 달에 1 번 정도 

출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교사는 말의 상태를 확인해 레이싱 캘린더를 

바탕으로 적절한 경주조건을 찾아 출마등록을 합니다. 

Q. 두 가지 색상의 모자를 쓴 기수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자색을 무엇을 나타내나요? 

A. 레이스에 출전하는 경주마는 말 번호와는 별도로 1마리에서 3마리로 이루어진 ‘그룹 

번호’를 할당받습니다. (예를 들면 번호 1과 2는 1그룹, 14번과 15번, 16번은 8그룹). 

이 ‘그룹번호’ 시스템은 일본 경마의 특유한 점입니다. 

 

각 그룹은 색상으로 지정되는데(예를 들면 1 그룹은 흰색, 2 그룹은 검정색 등) 기수 



모자색상은 그룹번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TV 에서 관전해도 경마장에서 

관전해도 팬들은 레이스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말의 위치를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출주마가 9 마리인 경우, 그룹 8 은 2 마리로 구성되며 나머지 그룹은 각각 1 마리가 

됩니다. 출주마가 15마리인 경우, 그룹1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 2마리씩 배정됩니다. 

 

아울러 기수는 마주가 등록한 옷색상을 입고 출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마주의 

출주마가 두 마리(또는 그 이상) 같은 그룹에 배정된 경우, 관객이 같은 옷색상의 

말을 특정지을 수 있도록 JRA 는 기수에게 두 가지 색상의 모자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권에 대하여 

Q. 마권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A. 마권은 10군데 경마장과 전국의 장외마권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Q. 몇 살부터 구입할 수 있나요? 

A. 마권을 구입하려면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20세 이상이라도 ‘학생’신분은 

마권을 구입할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 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가 동반한 경우 경마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5 세 이하는 무료로 

경마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Q. 마권은 얼마부터 살 수 있나요? 

A. 몇 군데 WINS를 제외하고 최저 구입금액은 어떤 종류의 마권이라도 100엔 입니다. 

Q. 마권은 언제 판매 종료되나요? 

A. 발주 시각 2 분 전까지 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마감 시각에는 판매 종료를 

알리는 벨소리가 납니다. 



Q. 구입 후에 마권 반환은 해주나요? 

A.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마권을 구입한 후의 환불요구는 받지 않습니다. 

Q. 적중마권 환불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적중마권의 환불은 60일간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