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JRA)

나카야마경마장

1920 년에 개설된 나카야마 경마장은 도쿄 경마장과 함께 수도권의 주요 경마장 중의 하나입니다. 나카야마 경마장의 경마
프로그램은 도쿄 경마장에 필적할 만큼 충실하며, 두 경마장이 같은 날에 경마를 개최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경주로는 아리마
기념(G1), 사쓰키쇼(G1), 스프린터스 스테이크스(G1), 나카야마 그랜드 점프(J-G1) 및 나카야마 대장애물(J-G1)이 있습니다.

코스

본마장 (잔디)
거리 A 코스 1,667m (타원형 내주로)
더트코스

B 코스 1,686m (타원형 내주로)
C 코스 1,705m (타원형 내주로)

거리 1,493m(타원)

A 코스 1,840m (타원형 외주로)
B 코스 1,859m (타원형 외주로)
C 코스 1,877m (타원형 외주로)
폭

폭 25m

장애 코스 (잔디)
거리 1,456m (O-자형) 447 & 424m (X-자형)
폭

20 ~ 30m

A 코스 20 ~ 32m
B 코스 17 ~ 29m
C 코스 14 ~ 26m

교통


JR·니시후나바시역에서 버스로 약 15 분, 도보로 약 30 분.



JR·후나바시호덴(法典)역에서 지하도
（낫키몰(낙키 몰) · 움직이는 보도설치）로 약 10 분.



게이세이(京成)·히카시나카야마역에서 버스로 약 10 분, 도보로 약 20 분.

입장료: 200 엔（경마개최일）

URL: http://jra.jp/facilities/race/nakayama/index.html (일본어)

나카야마(中山)경마장 스탠드정보

곤돌라2층 지정석

결승판 위치

곤돌라1층 지정석

곤돌라

스카이 라운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결승판 위치

시니어 살롱 멤버 지정석

낫키 박스(4인 박스형 지정석)

Ａ지정석

스카이 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결승판 위치

시니어 살롱 멤버 지정석

엘리베이터
Ａ지정석

킹 시트(와이드형 지정석)

Ｂ지정석

미디어홀
(이벤트 회장)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결승판 위치

테라스

시니어석

인포메이션 데스크

미디어홀
(이벤트 회장)

테라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결승판 위치

터피 신사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잔디 스탠드

남문 방향
미디어홀
(이벤트 회장)

유아 코너
마주 접수대

어린이 코너

내빈 접수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패스트푸드플라자

엘리베이터

시니어 살롱

벤자민 플라자
중앙문 방향
선물가게

그랜드스탠드 내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탁드립니다.
의문점은 가까운 인포메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인포메이션 데스크

･･････････････････････････ 무료 차 서비스

････････････････････････････････ 흡연구역

･････････････････････････････ 유인투표소

･･････････････････････････ 남성용 화장실

･･････････････････････････ 담배자동판매기

････････････････････････････････업무구역

･･･････････････････････발매・환불 겸용기

･･････････････････････････ 여성용 화장실

･･････････････････････････ 음료자동판매기

･･････････････････････････････ 오즈프린터

･････････････････ 여성용 화장실(아기침대)

････････････････････････････ 수화물보관소

･･･････････････････････････････ 레스토랑

･･････････････････････ 휠체어 대응 화장실

････････････････････････････････코인로커

･･･････････････････････････････････ 매점

･･･････････････････････････････ 공중전화

･･････････････････････････････････의무실

（적중권으로 투표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투표기

(배당률을 프린트 아웃하는 기계)

Wi-Fi Internet Access User Guide
Electronic Devices Requirement
Notebook PCs, Tablet PCs, Smartphones etc. with built-in Wi-Fi capabilities (All Wi-Fi enabled electronic
devices）

Charge
Free of Charge

Area
Racecourses: Reserved seat area
Seating area such as the non-reserved seat area and the media hall area
Near the information desk
Off-course betting facilities (WINS): Excel floor
Seating area such as the media hall area
Near the information desk

How to use
STEP 1 Get your Guest Code (Password) （It is possible to get your Guest Code (Password) on non-racedays）
(1) Please send a blank mail to jracode@forguest.wi2.ne.jp
(2) Then the Guest Code (Password) will be sent to your email address.

STEP 2 Configure the network setting of your wireless device
Please select [Wi2premium] from the available wireless networks.

STEP 3 Enter the Guest Code (Password)
Enter the Guest Code (Password) which has been provided at [STEP 1] in order to enjoy the Wi-Fi Service.
(1) Open the internet browser.
(2) The login page will display.
(3) Please enter the Guest Code (Password) which has been provided at [STEP 1], and press [STEP 2].

Notes for enjoying the Wi-Fi Service by Guest Code (Password)
・It is possible to get your Guest Code (Password) on non-racedays.
・The Guest Code (Password) is valid for 9 hours starting from first used to connect to the Internet.
・When enjoying the Wi-Fi Service by Guest Code (Password), the connection of Wi-Fi network is unencryp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