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경마장 주변가이드
오쿠니타마(大國魂）
신사
도쿄경마장 근처에 있는
오쿠니타마신사에서는 매
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
까지 예대제(例大祭, 구라
야미마쓰리)가 있으며, 다
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5
월 3일에 행하여지는 경마
식(고마쿠라베)에는 도쿄
경마장의 말을 봉납합니다.

스케일도 감동도 빅(big)! 일본을 대표하는 경마장
더비나 재팬컵 등의 G1 레이스가 치뤄지는 도쿄경마장은
일본의“현관”
에 해당하는 경마장입니다.
잔디코스의 전체 길이는 최대 2156.1미터,
4코너에서 골까지의 직선거리는 525.9미터로 스케일도 빅(big),
박력 있는 레이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07 년에 완성된 후지뷰 스탠드를 비롯하여 예시장과 레이스 트랙을 연결하는
지하 마도(馬道)를 유리창 너머로 볼 수 있는
「호스프리뷰(horse preview)」
와
세계 최대급의 멀티터프비전, 어린이용 시설 등도 있으며, 일대 어뮤즈먼트
파크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카오산（高尾山）
후추(府中)에서 게이오(京王)선으
로 약30분 거리에 있는「메이지의
삼림 다카오 국정 (国定) 공원」.
자연이 매우 풍부하며 산 정상에
서의 경관이 아름다워 등산객으
로 붐비고 있습니다. 케이블카와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어 쾌적한
저산(低山) 등산을 즐길 수 있습
니다.
http://www.tokotoko-takao.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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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６층에 설치된 오픈 에어(open
air) 지정석. 직선의 공방을 눈 앞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맑게 갠 날
에는 1코너 방향으로 후지산(富士
山)이 보입니다.

●

●
고레마사(是政)

도쿄경마장

경마장까지는 보도교로

제일 가까운 역인「후추게이바 세이몬마에(府
中競馬正門前)」
「후추혼마치(府中本町)」에서
경마장까지는 우천시에도 쾌적한 보도교로
직결.

엔트런스

호텔 로비로 착각할 정도로 호화로운 입구에
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http://japanracing. jp/
【교
교

통】게이오(京王)선 후추게이바 세이몬마에(府中競馬正門前)역에서 도보 2분/
게이오(京王)선 히가시후추(東府中)역에서 도보 10분/
(게이오선 신주쿠(新宿)역에서 히가시후추역까지는 전철로 약 30분)
JR후추혼마치(府中本町)역에서 도보 약 5분/
세이부 다마가와(西武多摩川)선 고레마사(是政)역에서 도보 10분
【입
입 장 료】200엔（15세미만 무료）
【개문시간
개문시간】오전 9시(단, 혼잡상황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ome and experience
the excitement of a lifetime!

레이스뿐만이 아니다！ 재미있는 시설이 가득한 원더랜드「도쿄경마장」

멀티화면 터프비전
3 화면이 일체가 된 멀
티화면 터프비전. 폭
66.4m, 높이11.2m라
는 세계 최대급의 영상
스크린입니다. 착순표
시장치가 도입되어 여
러가지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남문
●●●●●●●●●●●●●●

●●●●●●●●●●●●●●●●●●●●●
●●●●●●●●●

스탠드
세계 최대급의 스탠드에는 쾌적한 시설이 가득합니다.

마장내 연락통로

●●●●●●●●●●●●●●●●●●●●●●●●●●●●●●●●●●●●●●●●●●●●●●●●●●●●●●●●●●●●●●●●●●●●

후지뷰 스탠드의 1층에는 예시장에서
본마장 입장으로 향하는 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
●●●●●●●●●●●●●●●●●●

▼

●●●●●●●●●●●●●●●●●●●●●●●●●●●●

동문

JRA 경마박물관

▲ 웨스트홀
●

200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영상홀. 천장이 트여 있어서 2・3층에서
도 박력 있는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레스토랑에서 패스트푸드까지
점포수는 약 80. 무엇을 먹을까, 망설
여지네!

▼

●센터코트

스탠드
플로어
가이드

릴랙세이션(relaxation)시설,
전시 스페이스, IT코너「호스
레이스(horse race) i스폿」
등이 있으며, 특설 스테이지
에서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메모리얼 60 스탠드

후지뷰 스탠드

6 층 지정석, 레스토랑・매점

지정석, 레스토랑・매점

5 층 지정석, 레스토랑・매점

지정석, 레스토랑・매점

4 층 일반석, 레스토랑・매점

일반석, 레스토랑・매점

3 층 시니어석, 레스토랑・매점

일반석, 레스토랑・매점, 센터코트, 웨스트홀, 인포메이션.

시니어석, 터피(turfy)숍,
2층
인포메이션

일반석, 패스트푸드플라자, 터피(turfy)숍,
ATM, 웨스트홀, 베이비&차일드 룸, 종합 인포메이션

1층 매점, 인포메이션

호스프리뷰, 이스트홀, 패스트푸드플라자

Ｂ 베이비&차일드 룸, 영상홀,
１층 패스트푸드플라자
※시니어석의 이용은 65세 이상의 손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문 근처에 있는 JRA경마박물관은 경
마의 매력을, 그리고 문화를 전달하기 위
한 어뮤즈먼트 박물관. 서러브레드의 모
든 것을
「보고, 알고, 체험할 수 있는」정
말로 경마만의 박물관입니다.

경마장 내

●●●●●●●●●●●●●

정문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쪽으로 GO！
※스탠드 안내도와 외국어판(한국어, 영어, 번체
자, 간체자) 마권 구매 방법 가이드가 있습니다.
장소 후지뷰 스탠드 2층 서문 부근 외

예시장

●●●●●●●●●●●

후추게이바 세이몬마에역

어른도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느긋한 공간
가족과 커플도 피크닉 기분으로 즐길 수 있
는 휴식의 공간.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비롯하여 조랑말(포니) 접
하기 등, 흥미거리가 가득합니다.
일부 시설은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에 출주하는 말의 상태와 의욕 등을 가
까이에서 체크!

재팬컵을 비롯한 GⅠ레이스를 개최

승마센터
조랑말(포니)을 타거나 말
을 만져 보면서 말들과의 접
촉을 즐기자!

▼ 미니 신칸센(新幹線)・
ＪＲA돔(dome)
●

▲ 호스 링크
●

일본 더비(Derby)

페브러리 스테이크스（GⅠ）

1,600 m/더트/4세이상

ＮＨＫ마일컵（GⅠ）

1,600 m/잔디/3세 수말・암말

빅토리아 마일（GⅠ）

1,600m/잔디/4세이상 암말

오크스(Oaks)（GⅠ）

2,400 m/잔디/3세 암말

일본 더비(Derby)（GⅠ）

2,400 m/잔디/3세 수말・암말

야스타(安田)기념（GⅠ）

1,600 m/잔디/3세이상

덴노쇼(天皇賞)(가을)（GⅠ） 2,000 m/잔디/3세이상

●터피 풍선
▼

▲ 레스토랑・패스트푸드
●

●●●●●●●●●●●●●●●●●●●●●●●●●●●●●●●●●●●●●●●●●●●●●●●●●●

●●●●●●●●●●●●●●●●●●●●●●●

자동발매기와 자동환급기가 다수 설치
되어 있어 마권의 구입, 환급을 순조롭
게 할 수 있습니다.

후지뷰 스탠드

●●●●●●●●●●●●●●●●●●●

▲ 호스프리뷰(horse preview)
●

▲ 투표소
●

? ● ● ● ● ● ● ● ● ● ● ● ● ● ●종
●●●
합 인포메이션

결승판

메모리얼 60 스탠드

후추혼마치(府中本町)역

서문

재팬컵（GⅠ）

2,400 m/잔디/3세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