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e and experience 
the excitement of a lifetime! 

지정석
전면 유리창, 공기조절 설비  완
비의 스탠드는 쾌적한 공간.  지
정석의 테이블에는 6인치 I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느긋하게 레
이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시장
큰 지붕이 특징적인 극장형 예시장

센트울가든
스탠드의 동쪽에 펼쳐지는 공원에는 

분수와  화단, 온실(그린 테라리엄)이 

있습니다.

【교　　　　통】　한큐 이마즈선(阪急今津線)·니가와 (仁川)역에서 지하도로 도보 5분
【입 장 료】 200엔(15세 미만 무료)
【개문시간】　오전9시(단, 혼잡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신경마장

다카라즈카대극장
1993년에 전면 리뉴얼하

여 최신기술를 구사한 무대
장치로 화려한 공간을 연출
하고 있습니다. 꽃.달.눈.별.

우주의 5조가 교대로 공연
을 하고 있으며, 그 박력과 
아름다움은 세대.성별을 초
월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http://japanracing.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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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코베(新神戶)

니시노미야 

기타구치(西宮北口)

이마즈
(今津)

산노미야(三宮)

다카라즈카(宝塚)

니가와(仁川)

JR도카이도(東海道)선

난카이(南海)전철

산요신칸센(山陽新幹線)

이타미
(伊丹)
공항

호타루가이케
(螢池)

오사카(大阪)

●

한신(阪神)경마장

지
하
철

한신경마장 주변 가이드

아리마(有馬)온천 
고베(神戶)의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아리마온천은 도고(道後).시라하마
(白濱)와 견주는 일본 3대고천(古泉)의 하나.  교기보살(行基菩薩)과 닌사이 

쇼닌(仁西上人), 다이코 히데요시
(太閣秀吉) 등 역사상의 인물도 많
이 방문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
다. 철분과 염분을 함유한 금천(金
泉)과 무색투명한 은천(銀泉), 수
질이 다른 2개의 온천(湯)을 즐길 
수 있는 온천가에서는 정서가 풍부
한 마을 산책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큐 니시노미야(阪急西宮) 가든
2008년 11월에 탄생한 한큐 니시노
미야가든은　약 7만평방미터나 되는 
광대한 부지에 268개의 점포가 모인 
서일본 최대의 쇼핑센터. 한신경마장
에서 전철로 3번째역인 한큐 니시노
미야 기타구치(北口)역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마장의 귀로에 쇼핑이나 
식사를 즐기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베(神戶)공항

주조(十三)

난바
(難波)

교토(京都)→

간사이(關西)국제공항

한신(阪神)전철

한큐 이마즈선
(阪急今津線)

한큐 고베선(阪急神戶線)

한큐 다카라즈카선(阪急宝塚線)

후쿠시마
(福島)

비가 내리는 날도 쾌적! 시계방향 돌기의
 최대 스케일을 자랑하는 경마장

클래식 개막전에 해당하는 오카쇼(櫻花賞),팬 투표에 의한 드림 

레이스 다카라즈카기념, 국제레이스의 재팬컵 더트 등이 개최되는 

한신경마장은 바깥쪽돌기 코스가 신설된 2006년의 

개축공사에 의해 일본 굴지의 스케일을 자랑하는 광대한 경마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잔디코스의 전체 길이는 2113.2미터, 

바깥쪽돌기  코스의 직선거리는 476.3미터, 골의 바로 앞에는 

경사 약 1.5퍼센트의 급한 언덕이 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시장과  스탠드를 덮는 특징적인 큰 지붕도 한신경마장의 명물의 

하나로 악천후의 날에도 쾌적하게 경마 관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오사카(新大阪)

  나라
(奈良)
     →

신오사카(新大阪)

오사카(大阪)

지
하
철

지
하
철

교토(京都)→

  나라
(奈良)
     →



레이스뿐만이 아니다! 재미있는 시설이 가득한 원더랜드 「한신경마장」 

레이스 도중에 피크닉 기분
을 맛볼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스페이스도 충실.  
놀이기구와 포니 . 대형 말 
체험 승마 등 어린이들을 
위한 어뮤즈먼트가 가득 있
습니다. 
정문 우측의 계단을 내려간 
곳에는 명마들의 족형(足型)
이 있는 럭키 슈 스폿도 있
습니다. 만지면 행운이 있
을지도…. 승부운을 올리고 
싶으신 분은 꼭 들러 보십
시오! 

개성이 넘치는 스탠드에는 쾌적한 시설이 가득 

●▲터피(turfy) 숍
한신경마장의 오리지널 상품과 인형 등, 선
물을 구입하시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푸드 플라자　
가벼운 패스트푸드의 점포가 다양하게 있
습니다.  각층에는 본격적인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호스 레이스i스폿
비치된 퍼스널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
거나 JRA-VA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
객의 노트북이나  PDF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500엔
※2009년 현재)

스탠드 동쪽에는 녹음 푸른 공원 「스카이파크」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테이지가 있으며, 
개최일에는 캐릭터 쇼 등의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투표소
자동발매기와 자동환급기. 마권의 구입, 환
급을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도입된 
2면 멀티 터프비전. 
하이비전 대응의 고
해상도 화질에 의한 
영상 제공에 의해 
박력있는 레이스 영
상과 예시장 영상, 
배당금화면 등의 정
보를 복수 화면으로 
표시합니다. 

스탠드 주변의 시설

레이스에 출주하는 말의 상태와 의욕 등을 가까이
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예시장스탠드

●▲ 숲의 열차 ●▲ 럭키 슈 스폿

●▲

인포메이션에서는 스탠드 안내지도와 외
국어판(한국어, 영어, 번체자, 간체자)의 
마권 구입방법 가이드를 구비하고 있습
니다.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장소:스탠드 서쪽 윙 2층 외

오카쇼(櫻花賞)를 비롯한 GI레이스를 개최

▲

어른도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느긋한 공간

인포메이션

오카쇼

멀티화면 터프비전

스카이파크

포니 링크

스탠드 
플로어 
가이드

6F  지정석, 레스토랑

5F  지정석, 레스토랑.매점

4F  지정석, 인포메이션, 레스토랑.매점

3F  일반석, 시니어석, 테라스, 푸드 플라자, 레스토랑.매점, 인포메이션 

2F  일반석, 시니어석, 예시장 , 푸드 플라자, 레스토랑.매점, 종합 인포메이션

1F  일반석, 푸드 플라자, 매점, 터피(turfy) 숍

※스탠드 내는 전관 금연입니다.  흡연 시는 흡연실 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스탠드 밖에서의 흡연은 재떨이가 있는 장소에서 부탁드립니다.

오카쇼(櫻花賞)(GI)  

다카라즈카기념(GI) 

재팬컵 더트(GI) 

한신 주베나일 필리즈(GI) 

1,600m/잔디/3세 암말

2,200m/잔디/3세 이상

1,800m/더트/3세 이상

1,600m/잔디/2세 암말

정문

니가와역니가와역

결승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