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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품격있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365일 함께 즐길 수 있는

Let's Run Park Seoul의
복합문화시설을 누리세요 

 

KRA Let's Run Park Seoul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리하고도 품격 있는 맞춤 복합문화시설.  

지상 최고의 서비스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펼쳐집니다. 

함께 달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컬처파크시설' 

지금, 그 특별한 세계로 귀하를 안내해 드립니다.

Enjoy the cultural complex of 
Let’s Run Park Seoul 
365 days a year 

 

KRA Let’s Run Park Seoul is a convenient, high-class, 

specialized cultural complex. We provide the very best in 

service in the midst of a wonderful natural environment. 

We invite you to our special world, a ‘unique culture park’ 

where we all ride together.

Let’s Run Park is a high-class cultural complex made by the 
Korea Racing Authority for ou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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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다양한 맞춤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문화공감센터
Let’s Run Park Seoul is the ultimate cultural center, 

providing choices tailored to the nature or size of your group
Let's Run Park Seoul에서 문화공감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Come and enjoy a cultural experience at Let’s Run Park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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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 영상, 조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후 테이블이나 의자, 비품의 위치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시설물의  비품 손상 및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Please make a separate enquiry if you require sound, video or lighting. * We request that all tables, chairs and equipment be returned to their original loca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your event * Patr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or destruction of any equipment or facilities

국내 최대급 규모와 최첨단 편의시설로

성공적인 행사를 약속해드립니다

컨벤션 홀
•대형 행사도 가능한 764평 면적, 
   2,000명 수용 규모  

•많은 인원이 동시에 출입 가능한 
   대형 엘리베이터들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영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 2대

•아름다운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다양한 각종 편의시설

Convention Hall

•Floor area of 764 pyeong (2,524m²) allows for
   the holding of large-scale events and
    accommodates up to 2,000 people

•Large elevators allow many guests to
    enter/exit simultaneously

•2 large screens show event proceedings
    taking place in real time

•Architectural design provides patrons
    with a view of a beautiful panorama

•A range of amenities for the smooth
    holding of your event

Facilities Overview
Dimensions : floor area 2,524m² 
Capacity : fixed seating 672people (168tables, 672seats in default mode)

                   fluid capacity 2,000people(reception event) 

Stage : width 12m, depth 7m
Equipment : 2 large screens (200 inch), podium, ATM, etc.
Facility Location 
Luckyville (new annex) 6th floor
Additional facilities
Information desk ┃ Horse racing spectator stand
Rental fee(KRW) 
All day  09:00-17:00  ₩ 3,000,000 Morning  09:00-12:00 ₩1,500,000 

Afternoon 13:00-17:00 ₩1,800,000 Evening 18:00~22:00 ₩1,900,000

Available for rent: 
Monday-Thursday (Fridays negotiable)

Lucky Bill (New Building) 6th Floor Convention Hall  Detail

We provide a range of settings and services tailored to all large-scale events,
which means total satisfaction for patrons.

각종 대규모 행사에 맞춘 다양한 세팅과 서비스 

귀하의 현명한 선택이 최고의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럭키빌(신관) 6층 컨벤션 홀 상세

With one of the largest halls in the country 
and cutting-edge amenities, we guarantee 
the success of your event.

시설개요

시설위치

부대시설

대관료

이용 가능일

규모 : 연면적 2,524㎡(764평)

수용 : 고정 수용 672명 

(테이블 168개, 의자 672개 기본 세팅)

유동 수용 2,000명(리셉션 행사 기준)

무대 : 폭 12m, 깊이 7m 

장비 : 대형 모니터 2대(200인치), 단상, ATM, etc.

럭키빌(신관) 6층

안내 데스크 ┃ 경마 관람대

전일 09:00~17:00  ￦ 3,000,000

오전 09:00~12:00  ￦ 1,500,000

오후 13:00~17:00  ￦ 1,800,000

야간 18:00~22:00  ￦ 1,900,000

월요일 ~ 목요일 (금요일은 별도협의)

200명을 수용하는
넓은 공간

대형 스크린

편의시설

엘레베이터

Large events대규모 행사 

06   07KRA Let’s Run Park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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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스크린
빔프로젝터

퀄리티를 높이는
방송시설

휴식을 위한
산책코스

시야를 고려한
기하학 건축디자인

본관 1층 문화공감홀 상세

Culture Hall

청중의 집중도가 극대화되는 건축디자인
공간에서 효과적인 세미나, 문화교류가 진행됩니다

An architectural design space able to 
maximize the attention of audience members, 
in which effective seminars and cultural 
communication take place

문화공감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과학적 디자인의 문화공감홀 

최첨단 스마트한 환경이 성공적 행사진행을 약속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관객의 시야를 고려한 
   부채꼴 형태의 기하학적인 건축디자인

•1회 수용 인원 418명으로 
   준비된 편안한 객석

•대형 스크린 및 빔프로젝터로 
   스마트한 환경 조성

•교육 및 세미나 퀄리티를 높여주는 방송실

•고객의 상큼한 휴식을 위한 산책 코스

* 식음료 및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후 테이블이나 의자, 비품의 위치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시설물의 비품 손상 및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If food and catering service is required, please inquire separately. * We request that all tables, chairs and equipment be returned to their original loca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your event  * Patr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or destruction of any equipment or facilities

•Fan-shaped, geometric architectural desig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view of the
    audience and efficient event holding

•Comfortable seating that can accommodate
    up to 418 guests at a time

•Smart environment configuration with
     large screen and beam projector

•Smart environment configuration with
    large screen and beam projector

•Smart environment configuration with
    large screen and beam projector

Facilities Overview
Dimensions : Floor area: 380m² 

Capacity : 418 seats in total

                  (1st flood 277 seats, 2nd floor 141 seats)

Stage : Width 8m, depth 3m

Equipment : Large screen, beam projector

Facility Location 
Main building 1st floor

Rental fee(KRW) 
All day 09:00~17:00  ￦1,300,000 Morning 09:00~12:00  ￦650,000

Afternoon 13:00~17:00  ￦780,000 Evening 18:00~22:00  ￦850,000

Availability 
Monday - Friday

The scientific design of the Culture Hall is pleasing to both eyes and ears
The hall’s cutting-edge, smart environment guarantees the success of your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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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시설위치

대관료

이용 가능일

규모 : 연면적 380㎡(115평)

수용 : 총 418석(1층 277석, 2층 141석) 

무대 : 폭 8m, 깊이 3m

장비 : 대형 스크린, 빔프로젝터

본관 1층

전일 09:00~17:00  ￦ 1,300,000

오전 09:00~12:00  ￦ 650,000

오후 13:00~17:00  ￦ 780,000

야간 18:00~22:00  ￦ 850,000

월요일 ~ 금요일 

Large events대규모 행사 

Lucky Bill (New Building) 6th Floor Convention Hall  Detail

08   09KRA Let’s Run Park Seoul



 

페가수스 
라운지 Pegasus Lounge 

천마(天馬) 페가수스의 힘찬 비상처럼 

더욱 힘차고 알찬 교육과 세미나를 선도합니다

럭키빌(신관) 6층 페가수스 라운지 상세

•소그룹 토의가 가능한 라운드 테이블 세팅

•실시간 영상 시청이 가능한 디지털 TV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스낵바

•전면 경주로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특별 로비

•각종 말 관련 공예품 전시

•소모임이나 세미나를 위한 별실 제공

Like the power of the soaring Pegasus,
we make your trainings and seminars
stronger and more meaningful

•Round table setting for small group discussions 

•Digital TV for viewing video in real time

•Snack bar offering basic refreshments
   and beverages 

•Special lobby facing the entire racetrack

•A range of horse-related handicrafts on display

•Separate room provided for  small meetings
   or seminars

Facilities Overview
Dimensions : Floor area 113m² 
Capacity : 52 persons
                   (7 four-seat tables, 4 six-seat tables, total of 52 seats) 
Equipment : TV Screen, beam projector, 
                 real-time broadcasting digital TV 
Facility Location 
Luckyville (new annex) 6th floor
Additional facilities:
racetrack side (facing) terrace | 4 separate rooms
Snack bar | Information booth
Rental fee(KRW) 
All day 09:00-17:00 ₩400,000 Morning 09:00-12:00 ₩200,000 

Afternoon 13:00-17:00 ₩240,000 Evening 18:00-22:00 ₩260,000

Availability 
Monday - Friday

A stylish trackside meeting room with full view of the action
Let the spirit of the Pegasus take charge of your trainings and semi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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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가 확 트이는 전면 경주로가 매력적인 미팅룸 

천마의 기상이 모임, 교육, 세미나를 자신있게 이끌어 드립니다

시설개요

시설위치

부대시설

대관료

이용 가능일

규모 : 연면적 113㎡(35평)

수용 : 52명 (4인용 테이블 7개, 

6인용 테이블 4개, 총 52개 의자 세팅)

장비 : 스크린,  빔프로젝터, 실시간 방영 디지털 TV

럭키빌(신관) 6층

경주로 측(전면) 테라스  |  별실 4개소 

스낵바  |  안내부스 

전일 09:00~17:00  ￦ 400,000

오전 09:00~12:00  ￦ 200,000

오후 13:00~17:00  ￦ 240,000

야간 18:00~22:00  ￦ 260,000

월요일 ~ 금요일 

Medium meeting중간 모임  

Lucky Bill (New Building) 6th Floor Convention Hall  Detail

  

소그룹 토의가
가능한 라운드테이블

간식과 음료가
있는 스낵바

실시간 영상시청

전면 경주로를
즐길 수 있는 로비

10   11KRA Let’s Run Park Seoul* 식음료 및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후 테이블이나 의자, 비품의 위치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시설물의 비품 손상 및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If food and catering service is required, please inquire separately. * We request that all tables, chairs and equipment be returned to their original loca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your event  * Patr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or destruction of any equipment or facilities



 

The private room allows guests to view the natural spectacle unfurling before them
Allowing you to enjoy your event in a comfortable and relaxed atmosphere

해피빌 (구관) 6층 마주전용실 상세

•62개의 라운드 테이블과 안락한 의자
   (테이블 별 각 4개)

•실시간 영상 시청이 가능한 디지털 TV

•Let's Run Park Seoul 곳곳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전후면 테라스

•간단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모던 스낵바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PC

•사용 면적에 따라 대관료 세분화 적용 가능 마주전용실 Horse-owner 
Private Room

경마공원의 전경을 마주한 284석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A comfortable, homely space within the 
284 seats stands facing the panorama of 
the racecourse park.

Facilities Overview
Dimensions : Floor area 735m²  
Capacity : Fixed seating 284 people
                   (62 four-seat tables, 284 seats in total)

                   fluid capacity 300 people (snack bar and other tables) 

Equipment : Digital TV playing real-time video
Facility Location 
Happyville (old annex) 6th floor
Additional facilities
2 horse-owner private rooms
(front side) terrace paddock side (rear side) terrace, snack bar
Rental fee(KRW) 
All day 09:00-17:00 ₩2,000,000, Morning 09:00-12:00 ₩1,000,000 
Afternoon 13:00-17:00 ₩1,200,000, Evening 18:00-22:00 ₩1,300,000
Availability 
Monday - Friday

시원하게 펼쳐진 자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프라이빗 룸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속에 귀하의 모임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시설개요

시설위치

부대시설

대관료

이용 가능일

규모 : 연면적 735㎡ (223평)

수용 : 고정 수용 284명

(4인용 테이블 62개, 총 284개 의자 세팅)

유동 수용 300명

(스낵바 테이블 및 기타 테이블)  

장비 : 실시간 방영 디지털 TV

해피빌(구관)  6층  

마주전용실 2개소

경주로 측(전면) 테라스

예시장 측 (후면) 테라스

스낵바

전일(09:00~17:00)  ￦ 2,000,000

오전(09:00~12:00)  ￦ 1,000,000

오후(13:00~17:00)  ￦ 1,200,000

야간(18:00~22:00)  ￦ 1,300,000

월요일 ~ 금요일 

Medium meeting중간 모임  

Lucky Bill (New Building) 6th Floor Convention Hall  Detail

on air

전후면 테라스

모던 스낵바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PC

실시간 영상시청

12   13KRA Let’s Run Park Seoul

•62 round tables and comfortable seats (4 seats per table)

•Digital TV for viewing video in real time
•Front/rear terrace with a panoramic view of all
   of Let's Run Park Seoul
•Snack bar offering basic refreshments and
   beverages
•PCs with free access to internet
•Venue rental fee can be charge according to
   floor space used

* 식음료 및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후 테이블이나 의자, 비품의 위치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시설물의 비품 손상 및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If food and catering service is required, please inquire separately. * We request that all tables, chairs and equipment be returned to their original loca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your event  * Patr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or destruction of any equipment or facilities



 

•개별 식사가 가능한 8개의 라운드 테이블

•실시간 영상 시청이 가능한 디지털 TV

•경주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전면 테라스

•편안하고 안락한 엔틱 벤치

프리미엄 
라운지 Premium Lounge 

중요한 회의와 기품 있는 친목모임이 

프리미엄 공간속에서 더욱 여유로워집니다 

해피빌 (구관) 6층 프리미엄 라운지 상세

A leisurely atmosphere in a premium 
space for your important meetings and 
friend gatherings

Facilities Overview
Dimensions : Floor area 126m² 
Capacity : 32 people
(8 four-seat tables, 32 seats in total) 

Equipment: Digital TV broadcasting in real time
Facility Location 
Happyville (old annex) 6th floor
Additional facilities
Racecourse side (front side) terrace paddock side
(rear side) terrace
Rental fee(KRW) 
All day 09:00-17:00 ₩400,000, Morning 09:00-12:00 ₩200,000 

Afternoon 13:00-17:00 ₩240,000, Evening 18:00-22:00 ₩260,000

Availability 
Monday-Thursday

A premium lounge presenting both an antique and modern atmosphere
An ideal meeting place, where the panorama of the track gives a sense of leisure

엔틱함과 모던한 분위기를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라운지

경주로 전경이 여유로움을 선사하는 최적의 미팅장소입니다

시설개요

시설위치

부대시설

대관료

이용 가능일

규모 : 연면적 126㎡(39평)

수용 : 32명(4인용 테이블 8개, 총 32개 의자 세팅) 

장비 : 실시간 방영 디지털 TV

해피빌(구관)  6층  

경주로 측(전면) 테라스

예시장 측 (후면) 테라스

전일(09:00~17:00)  ￦ 400,000

오전(09:00~12:00)  ￦ 200,000

오후(13:00~17:00)  ￦ 240,000

야간(18:00~22:00)  ￦ 260,000

월요일 ~ 목요일 

•8 round tables allow for individual meals

•Digital TV for viewing video in real time

•Front facing terrace overlooking the
   panorama of the track 

•Comfortable and relaxing antique benches

Lucky Bill (New Building) 6th Floor Convention Hall  Detail

Medium meeting중간 모임  

개별식사가
가능한 테이블

실시간 영상시청

라운드 테이블

경주로 전경이
보이는 테라스

14   15KRA Let’s Run Park Seoul* 식음료 및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후 테이블이나 의자, 비품의 위치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시설물의 비품 손상 및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If food and catering service is required, please inquire separately. * We request that all tables, chairs and equipment be returned to their original loca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your event  * Patr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or destruction of any equipment or facilities



 

럭키빌 
VIP룸 Lucky Ville VIP Room  

특별한 분들을 위한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VIP들의 

쾌적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중역 회의를 위한 회의 테이블 및 쇼파 세팅

•실시간 영상 시청이 가능한 디지털 TV

•개인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및 벽실

•간식이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스낵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야외 발코니

럭키빌(신관) 6층 VIP룸 상세

A pleasant, comfortable and relaxing 
meeting room for VIPs

•Meeting tables and sofas for board
    of director meetings

•Digital TV for viewing video in real time

•Toilet and wall room for patron convenience

•Snack bar offering basic refreshments
    and beverages

•Outdoor balcony for relaxing

Facilities Overview
Dimensions : Floor area 165m² 
Capacity : 30 people 
Equipment : Digital TV broadcasting in real time,
meeting table and sofa

Facility Location 
Luckyville (new annex) 6th floor

Additional facilities
Racetrack side (front side ) terrace | in-room toilet
| snack bar

Rental fee(KRW) 
All day 09:00-17:00 ₩500,000, Morning 09:00-12:00 ₩250,000 
Afternoon 13:00-17:00 ₩300,000, Evening 18:00-22:00 ₩330,000 

Availability 
Monday - Friday

A high-class space made especially for board of director meetings
The highest level of attention provides a pleasant meeting space

중역 회의에 어울리는 고급스러움이 뭍어나는 공간

최상의 배려가 유쾌한 만남의 장을 마련해 드립니다

시설개요

시설위치

부대시설

대관료

이용 가능일

규모 : 연면적 165㎡ (50평)

수용 : 30여명

장비 : 실시간 방영 디지털 TV,  

회의용 테이블 및 소파

럭키빌(신관) 6층

경주로 측(전면) 테라스 | 룸 내부 화장실 | 스낵바

전일(09:00~17:00)  ￦ 500,000

오전(09:00~12:00)  ￦ 250,000

오후(13:00~17:00)  ￦ 300,000

야간(18:00~22:00)  ￦ 330,000

월요일 ~ 금요일 

 

경비 및 보완
시스템 완비

개인편의를
위한 화장실

실시간 영상시청

중역 회의를 위한
테이블 쇼파 세팅

Lucky Bill (New Building) 6th Floor Convention Hall  Detail

Small meeting소 모임  

16    17KRA Let’s Run Park Seoul* 식음료 및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후 테이블이나 의자, 비품의 위치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시설물의 비품 손상 및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If food and catering service is required, please inquire separately. * We request that all tables, chairs and equipment be returned to their original loca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your event * Patr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or destruction of any equipment o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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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역 회의를 위한 회의 테이블 및 쇼파 세팅

•실시간 영상 시청이 가능한 디지털 TV

•개인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및 벽실

•간식이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스낵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야외 발코니

해피빌 
VIP룸Happy Ville VIP Room 

VIP들에게 어울리는 최상의 회의 공간이 

모임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드립니다

해피빌 (구관) 6층 VIP룸 상세

This meeting space optimized for VIPs
gives your meetings a classy touch

•Meeting tables and sofas for board

    of director meetings

•Digital TV for viewing video in real time

•Toilet and wall room for patron convenience

•Snack bar offering basic refreshments

    and beverages

•Outdoor balcony for relaxing

Facilities Overview
Dimensions  : Floor area 144m² (44 pyeong) 
Capacity : 25 people
Equipment : Digital TV broadcasting in real time,
meeting table and sofa
Facility Location 
Happyville (old annex) 6th floor
Additional facilities
Racetrack side (front side ) terrace
| in-room toilet | snack bar
Rental fee(KRW) 
All day 09:00-17:00 ₩500,000, Morning 09:00-12:00 ₩250,000 

Afternoon 13:00-17:00 ₩300,000, Evening 18:00-22:00 ₩330,000 
Availability 
Monday - Friday

A high-class meeting room that raises the convenience of each VIP guest
A special VIP room made for the success of your business

특별하신 분들의 개인의 편의까지 개선한 품격 있는 회의실

귀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준비한 최상급 VIP룸입니다  

시설개요

시설위치

부대시설

대관료

이용 가능일

규모 : 연면적 144㎡(44평)

수용 : 25여 명

장비 : 실시간 방영 디지털 TV,  

회의용 테이블 및 소파

해피빌 (구관) 6층  

경주로 측(전면) 테라스 | 룸 내부 화장실 | 스낵바

전일(09:00~17:00)  ￦ 500,000

오전(09:00~12:00)  ￦ 250,000

오후(13:00~17:00)  ￦ 300,000

야간(18:00~22:00)  ￦ 330,000

월요일 ~ 금요일 

 

경비 및 보완
시스템 완비

개인편의를
위한 화장실

실시간 영상시청

중역 회의를 위한
테이블 쇼파 세팅

Lucky Bill (New Building) 6th Floor Convention Hall  Detail

Small meeting소 모임  

18    19KRA Let’s Run Park Seoul* 식음료 및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후 테이블이나 의자, 비품의 위치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시설물의 비품 손상 및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If food and catering service is required, please inquire separately. * We request that all tables, chairs and equipment be returned to their original locations after the completion of your event  * Patr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or destruction of any equipment or facilities



 

가족공원 내 잔디광장 위치 

잔디광장
대규모 축제와 체육행사가 펼쳐지는 녹색광장, 

자연 속에서 꿈속의 야외 웨딩이 펼쳐집니다.
•공연과 페스티벌, 체육행사가 모두 가능한 
   2,576평의 넓은 잔디

•광장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 : 포니랜드, 
   어린이 승마장, 경마 승마 체험관, 전통 혼례장

•편의점 등 각종 편의시설 광장 주변에 위치

•언제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워터 부스

Green Square 

Green square is where large festivals and 
athletic events take place
And hosts memorable outdoor weddings
in the heart of nature

•2,576 pyeong (8515 m²) expansive grass field
    deal for performances, festivals and athletics
   events

•Variety of nearby sights: Ponyland,
    children’s horse riding track, horse-racing
    experience zone, traditional wedding place

•Amenities including convenience store
    located close by

•Water booth with drinkable water

Facilities Overview
Dimensions  : Floor area 8,513m² (2,476 pyeong) 
Capacity : 3,000 people 
Facility Location 
Inside the family park
Additional facilities
Ticket booth | Park café | Medical office | Children’s
rest room Outdoor stage | Ponyland | Waterbike area
| Ice sledding slope children’s play area | Children’s horse
riding track | Traditional wedding rose garden |
Wildflower garden pavilion | Performance area
| Octagonal pavilion
Rental fee(KRW) 
All day 09:00-17:00 ₩800,000, Morning 09:00-12:00 ₩400,000 

Afternoon 13:00-17:00 ₩480,000, Evening 18:00-22:00 ₩520,000 
Availability 
Monday - Sunday

A free, grassy square in the midst of natural surroundings
A place of beauty for outdoor weddings, performances and athletics events

자연환경 속 드넓게 펼쳐진 자유로운 잔디광장

야외 웨딩, 공연 및 체육행사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장소입니다

시설개요

시설위치

부대시설

대관료

이용 가능일

규모 : 연면적 8,513㎡(2,476평)

수용 : 3,000여명

가족공원 내

입장권 부스┃공원 카페┃의무실┃어린이 휴게실   

야외무대┃포니랜드┃워터바이크장┃얼음썰매장

어린이 놀이터┃어린이 승마장┃전통혼례장

장미원┃야생화 정원 원두막┃공연장┃팔각정

전일(09:00~17:00)  ￦ 800,000원

오전(09:00~12:00)  ￦ 400,000

오후(13:00~17:00)  ￦ 480,000

야간(18:00~22:00)  ￦ 520,000

월요일 ~ 일요일 

outdoor facilities야외 시설  

Lucky Bill (New Building) 6th Floor Convention Hall  Detail

 

체육행사가 가능한
넓은 잔디

공연, 페스티벌, 행사가 
가능한 넓은 잔디

편의시설
:어린이 승마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워터 부스

20   21KRA Let’s Run Park Seoul* 음향, 영상, 조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비품 손상 및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Please make a separate enquiry if you require sound, video or lighting.   * Patr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or destruction of any equipment or facilities

Fountain
Square

분수광장
 해피빌 Happky Ville 럭키빌

Lucky Ville 
본관

예시장 Paddock Main
building 

Riding 
Arena



 

A place that breathes art and feels like an art museum
A meeting place where you can feel the beauty of green nature

•2,249평의 넓고 한적한 광장

•조형미가 뛰어난 다양한 분수와 조각물

•가든 파티 및 피크닉이 가능한 자연 수풀림

•공연을 편하게 관람 할 수 있는 파라솔 비치

분수광장 Fountain Square 
화려한 분수 쇼와 갤러리 같은 조형물을 

배경으로 수풀림에선 가든파티가 한창입니다

럭키빌 측면 분수광장 위치

Garden parties are in full spring in the forest
With a marvelous fountain show and
gallery of sculptures as the background

•Wide and tranquil space of 2,249 pyeong (7434 m²)

•Various fountains and sculptures of

   amazing aesthetic beauty

•A natural forest perfect for garden parties

   and picnics

•Parasols are provided allowing guests

    to comfortably view performances

Facilities Overview
Dimensions  : Floor area 7,433m² (2,249 pyeong) 
Capacity : 300 people  

Facility Location 
Luckyville side 

Additional facilities
Small performance area

Rental fee(KRW) 
All day 09:00-17:00 ₩600,000
Morning 09:00-12:00 ₩300,000 
Afternoon 13:00-17:00 ₩360,000
Evening 18:00-22:00 ₩390,000 

Availability 
Monday - Sunday

미술관에 온 듯한 예술적 감성이 살아 숨쉬는 곳

초록빛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시설개요

시설위치

부대시설

대관료

이용 가능일

규모 : 연면적 7,433㎡(2,249평)

수용 : 300여명

럭키빌 측면

소규모 공연장

전일(09:00~17:00)  ￦ 600,000원

오전(09:00~12:00)  ￦ 300,000

오후(13:00~17:00)  ￦ 360,000

야간(18:00~22:00)  ￦ 390,000

월요일 ~ 일요일 

Lucky Bill (New Building) 6th Floor Convention Hall  Detail

22   23KRA Let’s Run Park Seoul

승마
경기장

다채로운 분수

공연을 편안히 관람 
할 수 있는 파라솔

조형미가 뛰어난
조각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넓고 한적한 광장

outdoor facilities야외 시설  

 해피빌 Happky Ville 럭키빌
Lucky Ville 

잔디광장
Green
Square 

본관

예시장 Paddock Main
building 

* 음향, 영상, 조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비품 손상 및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Please make a separate enquiry if you require sound, video or lighting.   * Patrons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 or destruction of any equipment or facilities

Riding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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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 파크 서울만의 특별함 The uniqueness of Let’s Run Park Seoul

•상상을 뛰어넘는 천혜의 장소·렛츠런 파크 서울 

•곳곳에 펼쳐져 있는 넓고 편리한 주차공간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체험  

•360̊  둘러싸인 최적의 자연환경과 합리적인 가격 

•Ample and convenient parking located throughout the complex

•A unique experience that you can enjoy only at Let’s Run Park Seoul  

•Surrounded by 360 degrees of nature with reasonable pricing

•Let’s Run Park Seoul, a place of beauty that exceeds the imagination
We support the success of your business events and meetings
with our unrivalled uniqueness, range of rental facilities and benefits

그 어디에도 없는 특별하고, 다양한 대관시설과 혜택으로 

귀하의 성공적인 비지니스 행사와 모임을 지원합니다

렌츠런 파크 서울에는 약 3,000대 이상의 차량을 한 번에 

수용 가능한 무료 주차공간이마련되어 있어 귀하의 이동에 

그 편리함을 더해드립니다.

렌츠런 파크 서울에서는 다른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말박물관, 어린이 승마체험, 포니랜드 체험,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대관행사 모임 이외에 오직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만의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꿈의 행사 장소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대관시설을 부담 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et’s Run Park Seoul has free parking for up to 3000 vehicles at once
Plenty of parking provides guests with greater transportation 
convenience

Let’s Run Park Seoul provides guests with experience found 
nowhere else, including a horse museum, children’s horse riding 
and Ponyland. In addition to your event or meeting, Let’s Run Park 
Seoul allows you to create memories and experiences not possible 
anywhere else.

You can find a range of rental facilities at reasonable prices for your
event located in the midst of nature

*The image found in the page has been configured according to the intended plan. *본 페이지에 삽입된 이미지는 기획의도에 맞게 구성된 이미지입니다.  



 

승인여부 결정

승인통보 : e-mail 또는 유선    

대관 운영 담당자와 세부 업무 협의 및

행사진행 전반에 관한 스텝회의   

온라인 또는 공문접수 

Online : kra.co.kr 

FAX : 02-509-2649
제출서류 : 대관신청서 행사 개요서 등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정산 공문 발송

시설 대관료 납부   

       01. 상담        02. 대관신청        03. 심사 및 통보

       05. 스텝회의 개최         08. 만족도 조사 

상담전화 : 02-6006-3201     

                02-509-2643

대관 유휴일정 등 

시설 대관 세부사항 문의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Unit: Won, VAT not included)

구 분 

(Category)

면적(㎡)

(Floor area)

인원(명)

(People)

전일 09:00~17:00

(All day)

오전 09:00~12:00

(Morning)

오후 13:00~17:00

(Afternoon)

야간 18:00~22:00

(Evening)

컨벤션홀 

(Convention Hall)
2,524 672 3,000,000 1,500,000 1,800,000 1,900,000 

문화공감홀 

(Culture Hall)
380 418 1,300,000 650,000 780,000 850,000 

페가수스라운지

(Pegasus Lounge)
113 52 400,000 200,000 240,000 260,000 

마주전용실

(Horse-owner Private Room)  
735 248 2,000,000 1,000,000 1,200,000 1,300,000 

프리미엄라운지

(Premium Lounge)
126 32 400,000 200,000 240,000 260,000 

럭키빌 VIP실

(Lucky Ville VIP Room)
165 32 500,000 250,000 300,000 330,000 

해피빌 VIP실

(Happy Ville VIP Room)
144 24 500,000 250,000 300,000 330,000 

잔디광장

(Green Square)
8,513 - 800,000 400,000 480,000 520,000 

분수광장 

(Fountain Spuare)
7,433 - 600,000 300,000 360,000 390,000 

관리비(냉·난방비)는 실비정산입니다. Admin cost (air conditioning/heating usage) is calculated on amount used

시설 대관 절차

• 개최되는 행사의 전반적 운영 및 안전 관리 책임자 설정 필수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배상 책임 부과 

• 이용권에 대한 타인 양도 또는 전대 금지 의무 등 세부적인 내용 숙지 필수

대관 시 주의사항 

Rental precautions

행사 진행 적극 지원

    06. 행사실시        07. 대금정산

대관시설 대관료 현황

 ※ 기준시간(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 가산

 ※ 대규모 행사·기업체 프로모션 행사의 경우는 가격 별도 협의

 ※ 마주전용실은 사용 면적에 따라 대관료 세분화 적용 가능 

※ 10% of the basic usage charge is added per hour exceeding the standard allocated time (1 day = 8 hours)

※  Price must be negotiated separately for large-scale events and corporate promotional events
※  Rental charge for horse-owner private rooms may vary according to floor area used

 ※ 컨벤션홀 기준 시간당 150,000원(혹서기·혹한기 기준) ※150,000 Won per hour for the Convention Hall
    (based on mid-summer/winter temperatures)

* 마주전용실은 사용 인원에 따라 대여료 세분화 적용 * The rental price for the Horse-owner Private Room shall be applied based on the number of people.

       04. 각서제출

시설 이행 각서 작성 후 제출

대관일 7일전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온라인 또는 우편 

Consultation

Satisfaction questionnaire

Rental application

Rental balance

Screening and notification

Event holding

Agreement submission

Holding staff meeting

Additional rental queries including 
rental scheduley

Phone 
consultation

   

Facilities usage satisfaction 
questionnaire

Active support for event holding

• An individual must be appointed to oversee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event being held and manage its safety
• The user will be held liable for any damages incurred as the result of their negligence or error
• The user shall familiarize themselves with detailed matter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acilities including
    transfer to a third party or obligation to prohibit

Facilities rental procedure Current facilities rental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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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내용 및 세부 일정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승인 통보, 이행각서 

작성 및 전달이 필요합니다.

신청시 협의 사항

Prior consultation on event particulars 
and detailed schedule are required. 
Applicants must complete and send the 
usage agreement upon notification of 
rental approval.

Matters for negotiation at time of 
application

① 컨벤션홀 I Convention Hall
② 문화공감홀 I Culture Hall
③ 페가수스라운지 I Pegasus Lounge
④ 마주전용실 I Horse-owner Private Room
⑤ 프리미엄라운지 I Premium Lounge
⑥ 럭키빌 VIP실 I Lucky Ville VIP Room
⑦ 해피빌 VIP실 I Happy Ville VIP Room
⑧ 잔디광장 I Green Square
⑨ 분수광장 I Fountain Spuare

➋

➍

➏

➑

➊

➌

➎

➐

9

Documents for submission, 
Rental application, Event outline etc.

Approval decision
Email or phone number fornotification
of approval

Tax invoice issuance and transmission
of balance document 
Payment of facilities rental fee

Complete and submit facilities usage 
agreement
7 days prior to rental date

Staff meetings related to the holding of 
events and consultation on details with 
rental operation representative 



 

자가용 이용시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우 427-711) 한국마사회

대표전화번호 : 1566 - 3333

강남권에서도 20분 거리에 위치

지하철 이용시

4호선 경마공원역 하차. 1, 2번 출구

4

4

4

4

한국마사회

선바위역
Seonbawi경마공원역

Seoul Racecoures Park

과천역
Gwacheon

대공원역
Seoul Grand Park

서울랜드
seoulland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국립과천 
과학관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관문 
체육공원

 

KRA Let’s Run Park Seoul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리하고도 차별화된 복합문화시설.  

그 최상의 서비스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펼쳐집니다.

함께 달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컬처파크시설.

지금, 그 특별한 세계로 귀하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사항  Please note  
- 도로교통법 및 동 시행령(운행상의 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승차정원 초과시 승차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셔틀버스 운행(운행시간, 도로상황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566-3333)로 문의바랍니다.

오시는 길 Directions

By car

By subway

- In accordance with the Road Traffic Act and similar enforcement ordinances (operational safety standards),
   boarding may be restricted if occupants exceed the maximum number permitted
- Please contact the call center (☎1566-3333) for enquiries related to shuttle operation (running times, traffic 
   situation etc.).

Seoul Racecourse Park Station (line 4), exits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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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업체 Partner enterprises

•최상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하는 합리적인 만남   •Create the ultimate business synergy at a reasonable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GRAND AMBASSADOR SEOUL

인터콘티네탈 호텔 
INTERCONTINENTAL HOTEL

롯데호텔 서울
LOTTE HOTEL SEOUL

리츠칼튼 호텔
RITZCARLTON HOTEL

롯데호텔 월드
LOTTE HOTEL WORLD

세종호텔
SEJONG HOTEL

신세계 조선호텔
SHINSEGAE CHOSUN HOTEL

현대그린푸드
HYUNDAI GREEN FOOD

삼성 웰스토리
 Welstory

밀레니엄 힐튼 호텔
MILLENNIUM HILTON HOTEL

렛츠런 파크 서울은 최고의 파트너사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품격이 다른 최상의 케이터링과 숙박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Let’s Run Park Seoul collaborates with some of the best companies,
allowing us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the very best in
catering and accommodation discount service.

Korea Racing Authority, 107 Gyeongma Kongwondaero,
Gwacheon-si, Gyeonggi-do (zip 427-711)
Phone number  : 1566-3333
Located 20 minutes from the Gangnam area

KRA Let’s Run Park Seoul is a convenient,
high-class, specialized cultural complex. 
We provide the very best in service in the midst 
of a wonderful natural environment. 
We invite you to our special world, a 
‘unique culture park’ where we all ride together.

Kwanmoon
Sports 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