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표 표기방법 

검정색 싸인펜이나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여  

해당       에 으로 정확하고 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❶ 경주장 

부산 : 경륜경주 시행되는 지역이 부산 

광명 : 경륜경주 시행되는 지역이 광명 

창원 : 경륜경주 시행되는 지역이 창원 

경정 : 경정경주 시행되는 경주 

 

❷ 경주번호 

원하는 경주번호에 표기하되 경주권 구매표 1매는 

경주권 1매로 대응되어 인쇄됩니다. 

(경주권 구매표 1매에 1갸지 경주번호만 표시 가능) 

 ※ 경주번호가 다를 경우 별개의 경주권 구매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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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승식명 

구매표에는 6가지 서로 다른 승식표기가 가능합니다. 

단승, 복승, 쌍승, 연승, 삼복, 쌍복 

                : 잘못 표기된 내용을 취소란에 표기하면 

                   해당 구매 단위는 판독이 되지 않습니다. 

 

❹ 선수번호 

투표하고자 하는 선수번호에 표기합니다. 

 1위 : 1위 도착 선수번호를 표기합니다. 

 2위 : 2위 도착 선수번호를 표기합니다. 

 3위 : 3위 도착 선수번호를 표기합니다.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에 특정선수번호와 함께 구매 가능

한 모든 선수번호로 조합하여 구매할 경우 표기합니다. 

 예) 복승식 첫 번째 중 선수번호 1과 2번째 줄 ALL을 선택 후 

금액 1천에 표기하면 1/2, 1/3, 1/4, 1/5, 1/6, 1/7 6종

류가 모두 선택되며, 구매금액은 6,000원이 됩니다. 

 

❺ 금액 

선수번호별 단위금액을 표기해야하며, 구매하고자 하는 금액

이 없으면 여러가지 금액을 표기하면 합산되어 선수번호별 

단위금액으로 처리됩니다. 

(100원부터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취소

ALL

경주권 구매
HOW TO BUY THE TICKET

구매표 작성
FILL OUT BET SLIP

구매표 작성
FILL OUT THE BET SLIP

발매창구에서 현금으로  

구매권을 구매합니다.

발매창구에서 받은  

구매권을 무인발매기에 

투입합니다.

구매표를 작성하여  

구매표를 무인발매기에 

투입합니다.

경주권과 구매권  

잔액을 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❶ 구매권 구매

❷ 구매권 투입

발매창구에서  

적중경주권이나 구매권을 

현금 또는 구매권을  

제시합니다.

적중경주권 또는  

구매권을 현금이나  

구매권으로  

환급 받습니다.

❶ 발매창구 환급

❷ 무인발매기 환급❸ 구매표 투입

❹ 경주권 수령

적중된 경주권을 

무인발매기에  

투입합니다.

자동으로 발매된 

구매권 잔액을 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  급
PAYOFF

경륜ㆍ경정  
이 용 안 내
짜릿한 선수들의 본능! 
부산 광복점에서 즐기세요



| 경륜이란? | 

벨로드롬 사이클 트랙에

서 여러 명의 선수가 일

정거리를 경주하여 순위

를 다투는 경주입니다. 

 

| 선수유니폼 |  

경륜선수 유니폼은 출전선수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 고유 색

상 흰색(1번), 흑색(2번), 적색(3번), 청색(4번), 황색(5번), 

녹색(6번), 분홍색(7번)에 출전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 선수등급 |  

경주는 기량이 비슷한 동일 등급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S(특선)급, A(우수)급, B(선발)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경정이란? |  

6명의 선수가 600m의 

경주수면을 3바퀴 돌아 

순위를 가리는 모터보트 

경주입니다. 

 

| 경주방식 |  

•플라잉스타트 : 6척의 모터보트가 정해진 시간(0~1초)에 

출발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온라인스타트 : 출발기의 기계장치가 동시에 풀려 선수가 

계류장을 출발하여 주회하는 경주를 말합니다. 

 

| 경정 선수복 |  

선수별로 6가지 바탕색을 근간으로 점퍼모양의 유니폼으로 

제작하여 후면에는 고객들이 선수를 쉽게 알아보도록 흰색(1

번), 흑색(2번), 적색(3번), 청색(4번), 황색(5번), 녹색(6번) 

“배번’을 부착하였습니다. 

 

| 모터의 구조 |  

방향을 조절하는 운전대와 속도장치인 스트롤레버, 선수 보

호를 위한 카울링과 소프트바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위 선수 1명을 적중시키는 방식 

•적중확률 : 1/7 

•1, 2위 선수 중 1명을 적중시키는 방식 

•적중확률 : 2/7 

•1, 2위 선수 2명을 순위에 관계없이 적중시키

는 방식 

•적중확률 : 1/21 

•1, 2위 선수 2명을 순위에 맞게 적중시키는 

방식 

•적중확률 : 1/42 

•1, 2, 3위 선수 3명을 순위에 관계없이 적중

시키는 방식 

•적중확률 : 1/35 

•1위 선수 1명을 순위에 맞게, 2, 3위 선수 2명

은 순위에 관계없이 적중시키는 방식 

•적중확률 : 1/105 

•1, 2, 3위 선수 3명을 순위에 맞게 적중시키

는 방식 

•적중확률 : 1/210

•예상지 판매소, 매점, 흡연실, 개인PC 

•좌석수 : 267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쌍복승식

삼쌍승식

3층

•매점, 흡연실(여성용 별도 운영), 은행ATM, 개인PC 

•좌석수 : 270

4층

•VIP용 1인용 좌석, 흡연실, 은행ATM, 휴게실, 개인PC 

•좌석수 : 134

5층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88(하모니빌딩) 3~5층  

남포동 지하철역 3번출구에서 1분 거리

   ▼  광복점

광복점 : 051-242-2811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대표전화 : 1577-0880 

상담시간 : 수-목 10~17시 / 금-일 10~18시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대표전화 : 1577-0880

   ▼  경륜장

   ▼  고객문의

경륜 승식
CYCLE RACING BET TYPE

광복점 안내
GUIDANCE ON GWANGBOK BRANCH

경  륜
CYCLE RACING

경  정
MOTOR RAC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