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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시간
    5월~10월/9:00~18:00
    11월~4월/9:30~17:00

◆입장료(1인당)
    어른 600엔/단체（15명 이상）540엔/중학생 이하 무료/65세 이상 450엔
    신체장애인수첩, 요육수첩, 정신장애자 건강보험복지수첩을 소지하신 분 무료

◆주차장/무료
    대형차 15대, 승용차 113대 수용.

◆교통/대중교통수단 안내
　지하철 도자이선 ‘마루야마코엔’역 하차→2번 출구에서 마루야마 버스터미널로
   노선버스（마루14 아라이야마선） 승차 약10분→‘오쿠라야마 경기장 입구’ 
    하차 도보 약10분
 ※택시의 경우에는 지하철 마루야마코엔역에서 약10분, 
    삿포로 시내 중심부에서 약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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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스키 점프 오쿠라야마
스키  점프의  체험  시뮬레이터 .  점프대를  미끄러져  내려와  하늘로  
날아오르는 감각은 그야말로 실제 경기! 비거리와 득점도 표시됩니다.
（※초등학생 이상 대상）

10스피드스케이팅 훈련
스피드스케이팅에  도전 !  훈련용  슬라이드  
보드를 사용한 스케이팅 체험입니다.

11봅슬레이 활주
스피드감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체중 
이동으로 좌우로 차체를 기울여 코너를 통과!

❽아이스하키 골키퍼 체험
아이스하키 골키퍼가 되어 영상 속의 선수가 
치는 슛을 막아 골대를 지켜 보자.

❺테이크오프 타이밍
점프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약 타이밍을 
체험. 자, 당신도 도전해 보세요!

❸오쿠라야마 점프경기장
일본의  점프계를  뒷받침해  온  오쿠라야마  
점프경기장. 세번을 다시 태어난 역사와 매력을 
소개.

❹스키의 역사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메이지시대 무렵에 일본 
그리고  삿포로에  전파된  스키 .  스키용구의  
변천도 실물 자료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❾스케이트의 역사
일본에서 가장 먼저 스케이트가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삿포로. 일본 그리고 세계 스케이트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2경기 정보 구역
겨울 스포츠의 경기 규칙 소개와 각 경기의 
용구를 실물 전시하고 있습니다.

❻크로스컨트리 스키 경주
‘눈 위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모의 체험. 참가자끼리 경주도 할 수 
있습니다.

13기획전시 코너

❼일본의 올림피언 코너
올림픽 출장 선수가 실제로 사용한 경기용구를 
전시. 평상 시에는 가까이서 볼 기회가 적은 
용구만을 전시.

❷겨울 스포츠 극장
올림픽의 역사를 비롯하여, 눈과 얼음을 무대로 
선수들이  펼치는  아름다움과  드라마를  
역동적인 영상으로 즐겨 주십시오.

동계  올림픽의  유산과  감동이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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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시 주오구 미야노모리 1274번지（오쿠라야마 점프경기장 내）
전화:011-641-8585（종합안내）   팩스:011-641-8586

혼고 신 기념
삿포로 조각미술관

마루야마 경기장
홋카이도신궁

마루야마 동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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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도자이선
마루야마코엔역

마루야마 야구장

마루야마 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장
오쿠라야마 경기장 입구

미야노모리 점프경기장

삿포로
올림픽 뮤지엄

오쿠라야마
점프경기장

삿포로 세이신여자학원

문 의

한  국  어한  국  어

http://okura.sapporo-dc.co.jp/guide/museum.html

삿포로  올림픽  뮤지엄

삿포로  올림픽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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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안내

삿포로 올림픽 뮤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미야사마(황족)와 
　오노 세이시치 박사 코너

F패럴림픽 월드

C올림픽 게임스

B파노라마 극장

D삿포로 올림픽 유산

A올림픽 정신
고대 올림픽의 탄생에서 근대 올림픽으로의 
변천을 소개. ‘오륜마크’의 의미와 올림픽 정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의  약동감과  감동을  대형  
화면으로 즐기자. 거대한 원형 극장에서 
박력 넘치는 올림픽 영상을 즐겨 주십시오.동계  올림픽의  역사를 ,  역대  

메달  디자인  및  토픽과  함께  
소개. 기술 혁신이 앞선 일본인 
메달리스트의  경기용구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1972년의 삿포로 동계 올림픽 
경기대회의 궤적을 좇습니다. 
개최 결정까지의 여정과 11
일간의 하이라이트를 사진과 
함께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패럴림픽이 탄생한 계기와 
경기로서  발전해  온  역사 ,  
동계  패럴림픽의  종목과  
규칙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지치부노미야사마의  홋카이도  방문으로  시작된  
삿포로 겨울 스포츠의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미야사마 
스키대회의 역사를 비롯하여 다카마쓰노미야사마, 
오노  세이시치  박사의  귀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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