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마장(JRA) 

삿포로경마장 

 

 

삿포로 경마장은 홋카이도 최대의 도시 삿포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2 회 경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각 경마개최는 통상 6-12 일 입니다). 주요 경주로는 삿포로 기념(G2), 퀸 스테이크스(G3), 

킨랜드컵(G3), 삿포로 니사이 스테이크스(G3) 및 엘름 스테이크스(G3) 가 있습니다. 2014 년 7 월 그랜드 

스탠드의 보수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코스 

 

본마장 (잔디) 

거리 A 코스 1,641m 폭 A 코스 25~27m 

  B 코스 1,660m   B 코스 22~24m 

 

교통 

• JR·소엔역하차 도보 약 10 분 

• 삿포로시영 지하철 동서선 니쥬용켄(二十四軒)역 하차도보 

약 15 분. 

• 개최기간중의 매 토·일요일, JR 소엔역 및 지하철니쥬용켄(二十

四軒)역과 삿포로 경마장간에 무료왕복버스를 

운행하고있습니다.（운해시간 9:00-17:00） 

门票: 100 日元（举行赛马活动时）  

URL: http://jra.jp/facilities/race/sapporo/index.html (日语) 

더트코스 

거리 1,487m 폭 20m 



삿포로( 札幌 )경마장 스탠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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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메이션 데스크

매점

남성용 화장실

여성용 화장실

다목적화장실

흡연실

공중전화

수화물보관소

의무실

오즈프린터

유인투표소

의문점은 가까운 인포메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레스토랑

음료자동판매기
A지정석B지정석 B지정석

일반석

일반석 일반석

일반석 일반석

일반석
시니어석 휠체어 시트

휠체어 시트

휠체어 시트 휠체어 시트

모이와 테라스

스탠드 기둥 번호 결승판 위치

위너즈 서클 마장내 입구

마장내 입구

마장내 입구

출입통로

선물가게

예시장

덕아웃 패독

옥외표시장치
경주마 수호신 모신 곳(마두관음)

예시장 팬 입장구역
팡파레 홀

이벤트 운영본부

키즈랜드(수유실 완비)

푸드코트

물품보관함

매점(경마신문)

입장권 발매소

평일 환급소

터프 사이드 시트

엔트런스

마주/내빈 접수대 지정석 발매소

마키바 가든

전시 마사
방목장

개설 100주년 기념비

종합 인포메이션 데스크

유아 화장실

기저귀 교환실

우승마권 복사 서비스

4층과 5층 스탠드는 업무구역입니다.

・・・・・・・・・・・・・・・・발매・환불 겸용기
（적중권으로 투표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준마약진’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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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