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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Trail Orienteering Championships   
 

제 14 차 전일본 트레이·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  

2019 년 4 월 27 - 28 일  

Azumino JAPAN / 나가노켄 아즈미노시  

Program / 프로그램  

 
 

 

주최 공익 사단 법인 일본 오리엔티어링 협회 (Japan Orienteering Association)  

공동 주최 제 36 차 전국 도시 녹화 신슈 공평하고 實 행 위원회 (Shinshu Flower Festival 2019 )  

주관 나가노켄 오리엔티어링 협회 (Nagano Orienteering Association)  

경기 주관 제 14 차 전일본 트레이·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 실행 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협력 NPO 법인 트레일·오리엔티어링 협회 (Trail Orient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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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익 사단 법인 일본 오리엔티어링 협회 회장  

야마니시 데쯔로  

 
 

산야의 자연스러운 만물이, 미츠이치컵 받는 
봄의 안에서, 14 회째의 전일본 
트레이·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를 참가자의 
여러분과 함께 자연 풍부한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오리엔티어링은 障이 있고 사람이라도 

오리엔티어링은 할 수 없는가 라는 발상으로 
1990 연대에 오리엔티어링의 하나의 종목으로써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단에 障가 있고 
사람 만이 아니라, 정상인도 같은 코스를 함께 
겨뤄 즐기는 유니파이드·스포츠가 앞장 서고 로 
되어서 넓어지고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둘러싸여 만들어진 코스를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그 이상으로 교묘한 스킬을 구사 
해서 겨루는 것은, 모두한 스포츠책질과 의의인 
것만으로, 보다 인간적인 스포츠 문화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가는 것이 본대회의 
조준이기도 합니다.  
이 대회의 개최함에 있어서, 협력, 지원을 받은 

고장 관계자나 주최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헤이세이에서 령화에로의 시대의 련계에, 

새로운 미래의 트레일·오리엔티어링을 자래우는 
대회로 해갑시다.  
마지막으로, 신슈의 노래인 후지무라의 시로 

여러분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봄은 오지 않는다.  안개나 구름 움직임 출에서 

얼음되는 하늘을 따뜻하게 함  
꽃의 향기 보내는 봄 바람 잠자는 산을 불기 깨라  

 

제 14 차 전일본 트레이·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 개최에 대응하고   

나가노켄 오리엔티어링 협회 회장  

미야지마효  

 
 

나가노켄 첫으로 되는 전일본 
트레일·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를 개최 함에 
따라, 관계 각 지위의 여러분에 두텁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트레일·오리엔테링은 네개의 오리엔티어링 (발, 
스키, MTB, 트레일)한 속에서도, 일본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종목이지만× 지도 읽기의 스킬과 
현지의 해석의 정밀도를 겨루는 것부터 정상인도 
障가 있는 분도 즐겨서 받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신슈화 페스티벌 2019 양에 공동 주최 하고, 
휠체어로의 주행에 배려된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도리카와 계곡 녹지에서 개최되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며, 이것을 기회로 
나가노켄내에서의 보급·발전의 도움이 
되는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수의 여러분의 검토를 기원하고,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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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랭킹 이벤트  

제 14 차 전일본 트레이·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  

개최 햇빛 :2019 년 4 월 27 일 （토） - 4 월 28 일 （일）  

회장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호리가네·호따카 지구 관리 센터  

 

 
 

스케쥴  

4 월 27 일 （토） TempO 경기  4 월 28 일 （일） Pre-O 경기  

10:00 - 13:00 접수  

11:30 개회식  

12:00 스타트 운행 개시  

13:00 스타트 개시  

17:00 대회 회장 폐장  

8:00 - 10:30 접수  

9:20 스타트 운행 개시  

10:30 스타트 개시  

14:30 표창식 (TempO、Pre-O)  

16:00 대회 회장 폐장  

 

대회 본부 전화 090 - 3333 - 0893 (기무라 게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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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액세스 (2일간 공통 )   

회장: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호리가네·호따카 지구 관리 센터  

장소: 나가노켄 아즈미 들 이치호리 김 우카와 33-4  

https://www.google.co.jp/maps/@36.313863,137.8428556,16z 

 

차에 의한 액세스 나가노 자동차도로 아즈미 들 I.C.보다 약 20 분  

 
 

열차에 의한 액세스  

JR 대 실선 「도요시나 역」보다, 대회 전용 셔틀 버스로써 20 분.  

열차가 도요시나 역으로 도착 하는 시간에 맞춰서, 대회 전용 셔틀 버스를 운행 합니다. 

엔트리시에 예약 한 분에게 우선 해서 탑승 해 주십니다. 셔틀 버스의 자리에 빈 곳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본대회의 참가자는 예약 없이 탑승 할 수 있습니다.  

도요시나 역에서 택시 이용도 가능합니다.  

 

회장사이 차이에 주의 해 주십시오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은, 크게 두군데로 나누어지고 있고, 15 km 떨어저 있습니다.  

본대회의 개최되는 장소는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호리가네·호따카 지구」입니다.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오오마치·마츠카와 지구」는 아닙닌다.  

 

https://www.google.co.jp/maps/@36.313863,137.8428556,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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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열차 시각표 (도쿄 방면에서)  

신주쿠발  츄오히가시선  마츠모토 

입고   

마츠모토발  대실선  도요시나 

입고   

4/27  4/28  

   8:16  보통  8:38     송영  

   9:20  보통  9:43  송영     

7:00  특급 아즈사 1 호  9:38  9:54  보통  10:14  송영     

7:15  특급 아즈사 51호  10:19       

7:30  특급 아즈사 3 호  10:23  10:27  특급 아즈사 3 호  10:39  송영     

8:00  특급 아즈사 5 호  10:37  11:20  보통  11:39  송영     

8:02  특급 아즈사 53호  11:20           

9:00  특급 아즈사 7 호  11:39  12:20  보통  12:40        

 

도착 열차 시각표 (나고야 방면에서)  

나고야발  츄오니시선  마츠모토 입고   마츠모토발  대실선  도요시나 

입고   

4/27  4/28  

   8:16  보통  8:38     송영  

   9:20  보통  9:43  송영     

7:00  특급 시나노 1 호  9:08  9:54  보통  10:14  송영     

8:00  특급 시나노 3 호  10:06  10:27  특급 아즈사 3 호  10:39  송영     

9:00  특급 시나노 5 호  11:04  11:20  보통  11:39  송영     

10:00  특급 시나노 7 호  12:04  12:20  보통  12:40        

 

출발 열차 시각표 (도요시나 역 낙엽송본·도쿄·나고야·나가노 방면)  

도요시나발  대실선  마츠모토 입고   4/27  4/28  

14:53  보통  15:13     송영  

15:29  특급 아즈사 26 호  15:46  송영  송영  

16:02  보통  16:25  송영  송영  

16:33  보통  16:55  송영  송영  

17:11  보통  17:31  송영  송영  

17:52  보통  18:12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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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정보 (2일간 공통 )   
 

(1) 출입금지 정보  

 

본대회에 참가 하는 사람은, 본대회에로의 참가전에 오천 계곡 녹지 물가 지역에로의 출입을 금지 합니다. (녹색 

지역)  

오천 계곡 녹지 물가 지역에 인접 하는 현도 495 호선은 도보로의 통행은 금지 합니다.  

차량으로의 통행은 금지 하지 않겠습니다. 온천 시설 「홀리데이 유」로는 차량으로써 액세스 해 주십시오.  

 

(2) 전자 기기 이용 금지 정보  

휴대 전화, 스마트 포운, 태블릿, PC등 통신기기의, 코스내에로의 지참은 금지 합니다. 지참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접수로 신고 해 주십시오. 사전의 신고 없이 지참이 판명 한 경우는 실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3) 공식 게시판  

회장내 접수 가까이에 설치 합니다. 경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해 주십시오.  

 

(4) 학술적이다  

경기 방식을 확인 하기 위한 테크니컬 모델을 설치 합니다.  

체험 하는 분은, 각자의 스타트 시간전에 체험 해 주십시오.  

테크니컬 모델의 스테이션은, 대회 회장 전설치 합니다.  

임원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계시가 필요한 경우는 자기 계시로 부탁 합니다.  

지도·플래그 위치의 정밀도, 과제의 경향·난이도는 실제의 코스와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트레이닝용 코스는 특히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5) 구호소  

지대내에 구호소는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구호가 필요한 경우는 스테이션에 있는 임원에게 전해 주십시오. 회장 

(접수)에는 구급 용품을 준비 합니다.  

급수 컨트롤은 마련하지 않겠습니다. 스타트 지구에 있는 자판기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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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대 정보  

본대회에서 진행되는 2종째와도, 경기 지역은 오천 계곡 녹지 물가 지역에서 진행합니다.  

경기 지역은 계곡의 물소리에 둘러싸인 환경입니다. 이것 때문에 타임 컨트롤, TempO에서의 회답 방법은 

포인트 방식을 사용 합니다. 스피크 방식은 사용 하지 않겠습니다.  

오천 계곡 녹지는, 북알프스 조넨다케·나비 GAE악을 근원으로 하는 오천 (이나 등 すがわ)의 계곡 에 따라서 

생육 하는 동식물등의 다양한 자연 환경의 보전과 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정비된, 나가노 현경영의 도시 

공원입니다. 지대내에는 오천이 흐르고 있고, 눈석임 시기는 풍부한 수량이 있습니다. 오천 계곡 녹지는 

배리어프리 공원으로써 정비되고 있고, 신체장애자용 주차장, 다목적 화장실이 있고, 휠체어에도 상냥한 

정원로를 목표로 해서 정비 하고 있습니다. 신슈화 페스티벌 2019의 서브 회장이 되고 있고, 본대회도 신슈화 

페스티벌 2019의 사업으로써 개최됩니다.  

야생의 원숭이, 영양에게 조우 한 경우이라도, 놀라게 하거나, 음식을 주거나 하지 않으니 주십시오.  

4월 하순은 들새의 시즌으로, 이것을 촬영 하는 들새 카메라맨이 많이 내원 합니다.  

 

(7) 경기 중지의 방침  

최종적으로 실행 위원장이 현장에서 판단 합니다.  

경기 중지하는 경우도 참가자 개별에로의 통지는 행 지금 마개. 현지에서의 아나운스할때 만으로 합니다. 

전화로의 개별의 문의가 있었을 때는 대응합니다.  

중지 판단의 기준: 아즈미 들시에 기상상의 경보가 발령되어 있을 때.  

경기가 중지가 된 경우이라도 참가비의 환불은 행 지금 마개.  

 

(8) 면책 사항  

참가자는 좋은 건강 상태로 참가 해 주십시오. 만일 사고등이 발생 한 경우, 주최자가 가입 하고 있는 상해 

보험의 범위내 및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 이외의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  

거친 날씨, 자연 재해의 발생등에 의해서 대회를 중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참가비의 환불은할 수 

없습니다.  

대회온의 영상이나 사진을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등의 미디어 및 주최자 호움페이지등으로 사용 하는 권리는 

주최자에게 속 합니다.  

대회 회장에서의 사고나 도난등에 대하여, 주최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9) 제 14차 전일본 트레이·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 실행 위원회  

대회 명예 회장  야마니시 데쯔로 (공익 사단 법인 일본 오리엔티어링 협회 회장)  

대회 명예 부회장  미야지마효 (나가노켄 오리엔티어링 협회 회장)  

실행 위원장  기무라 게이지 (나가노켄 오리엔티어링 협회 이사장)  

경기 책임자  치노 공사 (일본 오리엔티어링 협회 트레일 O 위원회)  

운영 책임자  마츠시마 요시카즈 (주식회사 미래도)  

코스푸란너   치노 공사(일본 오리엔티어링 협회 트레일 O 위원회)  

이벤트 관리자 코야마 타로(일본 오리엔티어링 협회 트레이 O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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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mpO(4월 27일)경기 정보   

 

(1)경기 형태: 트레이·오리엔티어링, 개인·단일 레이스·포인트 경기 (템포)  

(2)경기 규칙: 일본 트레이·오리엔티어링 경기 규칙 (2012년 6월 17일 판)에 준거  

(3)실시 클래스, 거리, 과제수, 등   

클래스  코스 거리  등 거리  과제수·제한 시간  

Para-A  

Open-A  

600m  10m  각 스테이션 5문 × 5스테이션  

스테이션 마다 회답 제한 시간 150초  

(정답 없는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pen-B  600m  10m  각 스테이션 3문 × 5스테이션  

스테이션 마다 회답 제한 시간 90초  

(정답 없는 컨트롤은 없습니다)  

Para-A (장애인, 경험자)  

Open-A(일반, 경험자)  

Open-B(일반, 중급자)  

 

(4)지도  

준거 규격  JSSOM2007  

축척  1:4,000  

등고선 간격  2m  

투시 가능도  3단계  

위치 설명 규격  JSCD2008  

크기  A5 옆 (과제 매 )  

내수성  내수 가공 필  

지도가 철하고 분  바인뎃드  

표지와 과제 채로의 지도가 갈라져서 내수 가공되고, 차례로 거듭되고 있다  

느린 상태의 상부 두군데에 구멍을 뚫고, 각각에 링을 통하어져 있다.  

 

(5)회답 방식  

회답 방식  포인트  

A, B, C, D, E, F, Z가 표시된 중에서 1개를 가리킨다.  

한개의 회답 마다, 처음으로 손가락된 문자를 회답으로 한다.  

포인트 쉬트  크기 A3 사이즈의 쉬트에 ABCDEFZ가 씌여져서 줄지어 있다  

 

A   B   C   D   E   F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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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empO (4월 27일)대회가 흐르고    

 

9:30 - 17:00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게이트 입장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의 영업 시간은 9:30 - 17:00입니다.  

본대회 참가자·응원자는, 동봉 한 입장권을 계원에 줘서 입장 해 주십시오.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의 입장 게이트를 다니면, 안내를 따라서 회장 (공원 관리 센터의 건물내)까지 오십시오.  

 

10:00 - 12:30 접수 (회장 건물내 )  

ID 카드, 컨트롤 카드를 받아 들여 주십시오.  

ID 카드는 반드시 목을 땐게 걸어 주십시오.  

Open-B :황색 파업 랩의 ID 카드  

Para-A / Open-A :녹색 파업 랩의 ID 카드  

Supporter(응원자) :청색 파업 랩의 ID 카드  

 

스타트 버스의 출발 시간까지 시간의 어떤 분은,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내의 산책을 즐기십시오.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도 신슈화 페스티벌 2019의 서브 회장이 되고 있습니다.  

 

11:30 개회식 (회장 건물내 )  

주최자 보다 개회 선언이라고, 환영의 메씨지를 말하겠습니다.  

 

12:00 - 스타트 수송  

경기 지대로 되는 오천 계곡 녹지에로의 버스 수송을 합니다.  

경기 준비를 해서 스타트 버스 타는 곳으로 향해 주십시오.  

ID 카드를 안 붙이고 있는 분은 버스를 타지 못합니다.  

회장 →(도보 5분)→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버스 타는 곳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버스 타는 곳 →(버스 승차 5분)→ 스타트 내리고 장소  

버스 출발 시간 예정 시간 12:00 / 12:30 / 13:00 / 13:30 / 14:00 / 14:30   

스타트 내리고 장소 →(도보 2분)→ 스타트 지구  

 

스타트 지구에는 비 피하고 텐트를 설영 합니다.  

스타트 지구에는 바리아후리트이레가 있습니다.  

스타트 지구에는 음료의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스타트 지구에는 시계를 설치 합니다.  

 

13:00 - 15:30 스타트 (오천 계곡 녹지내 )  

(1 ) 스타트로 각자 지정된 스타트 시간의 1분전까지 오십시오.  

(2 ) 각자의 스타트 시간이 되면, 계원의 안내를 따라서 제 1스테이션 대기소로 향해 주십시오.  

(3 ) 스타트 시간에 지각 했을 때는, 최종 스타트자뒤에 스타트 해 주십니다.  

(4 ) 스타트 폐쇄 시간은 15:30입니다. 이것 이 후의 스타트는할 수 없습니다.  

(5 ) 스타트 시간에 지각 한 경우에서도 특히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휴의 교통 정체에 의한 지각자에로의 

배려입니다. 고의로 지각하지 않도록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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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 (오천 계곡 녹지내)  

(1 ) 스테이션간의 이동  

빨간백 스트리머 유도를 따라서 이동 해 주십시오. 스테이션 앞의 대기소까지 전진하여 주십시오.  

유도 루트 이외는 출입금지입니다. 출입이 판명 한 경우는 실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원부터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대기소에서 대기 해 주십시오.  

 

(2 ) 대기소에서   

계원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그자리에서 대기 해 주십시오.  

대기소에서는 정숙하게 부탁 합니다.  

단지, 대기가 장 시간이 되는 경우에만, 경기 에 관한 정보 교환 이외의 회화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경기자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 경우이라도, 큰 소리로의 회화는 삼가해 주십시오. 

경기중의 참가자의 경기의 방해가 되는 두려움이나, 주위의 성가시게 되는 두려움이 있기에, 협력을 부탁 

합니다.  

계원부터 지시가 있으면 스테이션으로 향해 주십시오.  

대기소에서 스테이션까지는 원칙으로써 고개를 숙여서 전진하여 주십시오. 유도 안내도나 계원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는 거기를 따라 주십시오.  

 

(3 ) 스테이션에서   

스테이션에 입어 이른다 계원에게 컨트롤 카드를 줘서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회답 방법은 포인트 방식입니다. (포인트 방식: 알파벳 문자가 가리킴으로 회답 하는 방법)  

지도가 받습니다. 오른쪽 끝의 숫자가 차례로 줄지어 있는 것을 확인 해 주십시오. 아직 표지를 넘기면 

안됩니다.  

계원이 플래그의 개수와 위치를 가리킵니다.  

계원의 「타임·스타트·나우」의 구호와 동시에 경기 개시 (계시 개시)입니다. 자기가 표지를 넘겨서 경기를 시작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스테이션 마다 150초입니다.  

1과 제목씩 차례로 회답 해 주십시오. 1과 제목 끝날때마다 자기가 지도를 넘기고 차례로 회답 해 나갑니다.  

지금 풀고 있는 과제 이외의 지도 (전의 과제의 지도나, 전번의 과제의 지도)의 참조는 금지입니다. 다른 

과제 지도를 참조 한 경우, 그 때에 풀고 있는 과제는 오답 취급에라도 있습니다.  

제한 시간의 20초 전이 되면 계원이 「나머지 20초입니다」라고 전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회답 할 수 없는 과제는 오답 취급에라도 있습니다.  

스테이션 마다 경기 개시부터 최종 과제를 회답 해 끝날때까지 계시됩니다. 그 소요 시간(제한 시간 안에 전과 

제목의 회답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150초)와, 오답 1과 제목에 붙은 30초를 가산 한 초수가, 그 

스테이션에서의 경기 성적으로 됩니다.  

(최종 성적은, 온스테이션의 합계 초수의 적은 사람 만큼 상위입니다. )  

스테이션에서의 경기가 끝나면 계원부터 컨트롤 카드를 받아 들이고, 계원의 유도, 빨간백 스트리머 유도를 

따라서 다음 스테이션 (최종 스테이션에서는 피니시)로 향해 주십시오.  

피니시 폐쇄 시간은 특히 규정 하지 않겠습니다만, 스테이션에로의 이동은 신속히 가 주십시오. 스므스인 

경기 운영에 협력을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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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니시 (오천 계곡 녹지내)  

피니시 하면, 피니시 계원에게 컨트롤 카드를 제출 해 주십시오.  

피니시 지점에는 바리아후리트이레가 있습니다.  

피니시 지점과 회장은 떨어저 있습니다. 이하의 방법으로 이동을 부탁 합니다.  

Para-A  피니시 지점에서 회장까지 차량으로써 수송 합니다.  

Open-A/B  피니시 지점에서 회장까지, 도보로써 이동 부탁 합니다.  

거리 1.0 km(도보 15분)  

이동 루트는 피니시 지점에서 배포 하는 안내 지도에 지시받은 루트에서 이동 

해 주십시오.  

피니시후도 회장에 돌아올때까지는 ID 카드는 계속 붙인 채 이동을 부탁 합니다. 이동의 도중에서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에 들어갑니다만, 그 때에 ID 카드가 있는 분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17:00 회장  

경기 종료후, 회장에서 정답표를 배포 합니다. 필요한 쪽은 한명 1부 받아 들여 주십시오.  

경기 결과의 속보를, 회장에 게시 합니다.  

TempO 경기의 표창식은 다음날 (4 월 28 일)에 Pre-O 경기와 더불어 진행합니다.  

회장 폐쇄는 17: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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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empO (4월 27일)스타트   

 

ID  Start  Class  Name  성명  소속  경기자 번호  

101  13:00  Open-B  Ayane Takehara  竹原 綾音 中大附属高WILDLIFE 202-13-003 

102  13:02  Open-B  Misaki Eguchi  江口 岬 中大附属中WILDLIFE  

103  13:04  Open-B  Kyoko Yamada  山田 京子 入間市 OLC 266-11-001 

104  13:06  Open-B  Isamu Tamura  田村 勇眸 中大附属高WILDLIFE 102-13-023 

105  13:08  Open-B  Chiharu Utunomiya  宇都宮 千遼 中大附属中WILDLIFE  

106  13:10  Open-B  Minako Narita  成田 美奈子 入間市 OLC 255-11-001 

107  13:12  Open-B  Rena Ogasawara  小笠原 鈴奈 中大附属中WILDLIFE  

108  13:14  Open-B  Ryoji Igura  居蔵 亮志 中大附属中WILDLIFE 104-13-008 

109  13:16  Open-B  Ami Choi  蔡 麗欣   

110  13:18  Open-B  Ryosuke Teramura  寺村 涼介 中大附属中WILDLIFE 104-13-007 

111  13:20  Open-B  Ritu Takagi  高木 律月 中大附属中WILDLIFE  

112  13:22  Open-B  Masahiro Yamaguchi  山口 雅裕 杏友会  

113  13:24  Para-A  Nobuyuki Takayanagi  髙栁 宣幸 港南 OLC 141-14-300 

114  13:26  Open-A  Noritoshi Matsuhashi  松橋 徳敏 つるまい OLC 159-23-100 

115  13:28  Open-A  Masaaki Kobashi  小橋 昌明 春日部 OLC 188-11-263 

116  13:30  Open-A  Masaharu Umebayashi  梅林 正治 多摩 OL 163-13-049 

117  13:32  Open-A  Yoshio Nakao  中尾 吉男 杏友会  

118  13:34  Open-A  Sumire Takatsu  高津 寿三鈴 Club阿闍梨 271-14-382 

119  13:36  Open-A  Takeo Onishi  大西 健夫 ソニーOLC 191-13-002 

120  13:38  Open-A  Tsuyoshi Ban  伴 毅 京都 OLC 189-26-211 

121  13:40  Open-A  Tatsuyoshi Koizumi  小泉 辰喜 東京 OL クラブ 164-14-014 

122  13:42  Open-A  Yusuke Okubo  大久保 裕介 ES 関東クラブ 174-13-261 

123  13:44  Open-A  Haruhiko Tsuchiya  土屋 晴彦 愛知 OLC 154-23-026 

124  13:46  Open-A  Toru Tanaka  田中 徹 京葉 OL クラブ 158-12-001 

125  13:48  Open-A  Kwon Oh Sam  Kwon Oh-Sam 韓国  

126  13:50  Open-A  Kiyoshi Ito  伊藤 清 ワンダラーズ 144-14-007 

127  13:52  Open-A  LIANG Chi Hang  LIANG Chi Hang Orienteering Seeds  

128  13:54  Open-A  Masatoshi Arai  荒井 正敏 多摩 OL 155-13-051 

129  13:56  Open-A  Yuko Uematsu  植松 裕子 入間市 OLC 250-10-062 

130  13:58  Open-A  Kazuki Goto  後藤 和樹 一橋大学 196-12-810 

131  14:00  Open-A  Shota Tanaka  田中 翔大 練馬 OLC 194-13-833 

132  14:02  Open-A  Siu Tong Lam  林 兆堂   

133  14:04  Open-A  Masaru Nakayama  中山 勝 春日部 OLC 141-11-004 

134  14:06  Open-A  Masamichi Onishi  大西 正倫 杏友会 194-13-814 

135  14:08  Open-A  Kentaro Iwata  岩田 健太郎 つるまい OLC 19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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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4:10  Open-A  Ryota Hirayama  平山 遼太 京葉 OL クラブ 195-12-001 

137  14:12  Open-A  Shyh Bin Lin  林 士斌 台灣定向運動協會  

138  14:14  Open-A  Hiroaki Okamoto  岡本 洸彰 OLC東海 196-23-818 

139  14:16  Open-A  Takashi Fuju  藤生 考志 東京 OL クラブ 169-13-018 

140  14:18  Open-A  Atsushi Takahashi  高橋 厚 多摩 OL 130-13-297 

141  14:20  Open-A  Lanfeng Chang  張 嵐逢 台灣定向運動協會  

142  14:22  Open-A  Kunihiko Tano  田濃 邦彦 静岡 OLC 175-22-401 

143  14:24  Open-A  Chung Pu Chin  金 崇樸 台灣定向運動協會  

144  14:26  Open-A  Haruo Kimura  木村 治雄 入間市 OLC 166-11-191 

145  14:28  Open-A  Yu Ting Chin  金 鈺庭 台灣定向運動協會  

146  14:30  Open-A  Karin Nemoto  根本 夏林 サンスーシ 196-13-873 

147  14:32  Open-A  Yung Chang Hsu  許 永昌 台灣定向運動協會  

148  14:34  Open-A  Shoji Ohta  大田 将司 一橋大学/練馬 OLC 196-13-810 

149  14:36  Open-A  Tomohiro Enoki  榎 智弘 入間市 OLC 194-13-801 

150  14:38  Open-A  Masahide Fukuda  福田 雅秀 川越 OLC 163-11-098 

151  14:40  Open-A  Ryo Hotta  堀田 遼 トータス 190-23-209 

152  14:42  Open-A  Norihiro Suzuki  鈴木 規弘 多摩 OL 157-13-041 

153  14:44  Open-A  Tak Kun Li  李 德根 香港野外定向会  

154  14:46  Open-A  Kiwami Kobashi  小橋 至 浜松 OLC 143-22-505 

155  14:48  Open-A  Masayuki Tashiro  田代 雅之 静岡 OLC 165-22-501 

156  14:50  Open-A  Hideo Okano  岡野 英雄 愛知 OLC 141-23-016 

157  14:52  Open-A  Seiichi Sato  佐藤 清一 入間市 OLC 153-11-276 

158  14:54  Open-A  Hiroshi Utsumi  内海 洋 宮崎県協会 164-45-701 

159  14:56  Open-A  Hiroshi Tanaka  田中 博 入間市 OLC 141-11-040 

160  14:58  Open-A  Toshifumi Yoshimura  吉村 年史 福岡県協会 172-40-022 

161  15:00  Open-A  Tadashi Ebisawa  海老沢 正 入間市 OLC 150-11-031 

162  15:02  Open-A  Mitsumasa Sugimoto  杉本 光正 ES 関東クラブ 163-13-090 

163  15:04  Open-A  Kazuki Koike  小池 一輝 杏友会 196-13-839 

164  15:06  Open-A  Tomohiro Hashimoto  橋本 知明 ES 関東 C 193-23-101 

165   Supporter  Hiroyuki Okazaki  岡崎 弘幸 中大附属高WILDLIFE  

166   Supporter  Takako Takayanagi  髙栁 陽子   

167   Supporter  Kiyomi Suzuki  鈴木 清美 多摩 OL  

168   Supporter  Yoko Tanaka  田中 洋子 入間市 O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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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re-O(4월 28일)경기 정보   

 

(1)경기 형태: 트레이·오리엔티어링, 개인·단일 레이스·포인트 경기 (Pre-O)  

(2)경기 규칙: 일본 트레이·오리엔티어링 경기 규칙 (2012년 6월 17일 판)에 준거  

(3)실시 클래스, 거리, 과제수, 등   

클래스  코스 거리  등 거리  과제수  제한 시간  타임 컨트롤  

Para-E  

Open-E  

600m  10m  컨트롤수 20  

 

80분  한군데 3과 제목  

Open-A  600m  10m  컨트롤수 18  75분  한군데 3과 제목  

Open-B  600m  10m  컨트롤수 12  55분  한군데 3과 제목  

Para-E (장애인 선수권 클래스 )  

Open-E(일반, 선수권 클래스)  

Open-A(일반, 경험자) / Open-B(일반, 중급자)  

 

(4)지도  

준거 규격  JSSOM2007  

축척  1:4,000  

등고선 간격  2m  

투시 가능도  3단계  

위치 설명 규격  JSCD2008  

크기  A4 옆  

내수성  챠크 붙은 포리주머니 들어가기  

 

(5)타임 용지도  

준거 규격  JSSOM2007  

축척  1:4,000  

등고선 간격  2m  

투시 가능도  3단계  

위치 설명 규격  JSCD2008  

크기  A5 옆 (과제 매 )  

내수성  내수 가공 필  

지도가 철하고 분  바인뎃드  

표지와 과제 채로의 지도가 갈라져서 내수 가공되고, 차례로 거듭되고 있다  

느린 상태의 상부 두군데에 구멍을 뚫고, 각각에 링을 통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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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타임 회답 방식  

회답 방식  포인트  

A, B, C, D, E, F가 표시된 중에서 1개를 가리킨다.  

한개의 회답 마다, 처음으로 손가락된 문자를 회답으로 한다.  

포인트 쉬트  크기 A3 사이즈의 쉬트에 ABCDEF가 씌여져서 줄지어 있다  

 

A   B   C   D   E   F    
 

 

 7 Pre-O (4월 28일)대회가 흐르고    

 

8:00 - 17:00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게이트 입장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의 영업 시간은 9:30 - 17:00입니다.  

본대회 참가자·응원자에 한하여, 8:00 보다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동봉 한 입장권을 건네 주십시오.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의 입장 게이트를 다니면, 안내를 따라서 회장까지 오십시오.  

 

8:00 - 10:30 접수 (회장 건물내 )  

ID 카드, 컨트롤 카드를 받아 들여 주십시오.  

ID 카드는 반드시 목을 땐게 걸어 주십시오.  

Open-B :황색 파업 랩의 ID 카드  

Open-A :녹색 파업 랩의 ID 카드  

Para-E / Open-E :적색 파업 랩의 ID 카드  

Supporter(응원자) :청색 파업 랩의 ID 카드  

 

9:00 - 스타트 수송  

경기 지대로 되는 오천 계곡 녹지에로의 버스 수송을 합니다.  

경기 준비를 해서 스타트 버스 타는 곳으로 향해 주십시오.  

ID 카드를 안 붙이고 있는 분은 버스를 타지 못합니다.  

회장 →(도보 5분)→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버스 타는 곳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 버스 타는 곳 →(버스 승차 5분)→ 스타트 내리고 장소  

버스 출발 시간 예정 9:20 / 9:40 / 10:00 / 10:20 / 10:40 / 11:00  

스타트 내리고 장소 →(도보 2분)→ 스타트 지구  

 

스타트 지구에는 비 피하고 텐트를 설영 합니다.  

스타트 지구에는 바리아후리트이레가 있습니다.  

스타트 지구에는 음료의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스타트 지구에는 시계를 설치 합니다.  



16 

 

10:30 - 스타트 (오천 계곡 녹지내 )  

(1 ) 스타트로 각자 지정된 스타트 시간의 1분전까지 오십시오.  

(2 ) 각자의 스타트 시간이 되면, 스타트 해 주십시오.  

스타트 시간은 전파 시계와 스터트챠이마로써 알려줍니다.  

(3 ) 스타트와 동시에 지도를 건네 줍니다.  

(4 ) 스타트 시간에 지각 했을 때는, 최종 스타트자뒤에 스타트 해 주십니다.  

(5 ) 스타트 폐쇄 시간은 12:00입니다. 이것 이 후의 스타트는할 수 없습니다.  

(6 ) 스타트 시간에 지각 한 경우에서도 특히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것은 연휴의 교통 정체에 의한 지각자에로의 

배려입니다. 고의로 지각하지 않도록 부탁 합니다.  

 

피니시 (오천 계곡 녹지내)  

피니시 하면 컨트롤 카드를 계원에게 제출 해 주십시오.  

피니시 지점과 회장은 떨어저 있습니다. 이하의 방법으로 이동을 부탁 합니다.  

Para-E  피니시 지점에서 배포 하는 안내 지도에 지시받은 루트에서 이동 해 주십시오.  

피니시 지점에서 200 m 이동 한 데에 배리어프리가 있습니다.  

바리아후리트이레전부터 회장까지 차량으로써 수송 합니다.  

Open-E/A/B  피니시 지점에서 회장까지, 도보로써 이동 부탁 합니다.  

거리 2.0 km(도보 30분)  

이동 루트는 피니시 지점에서 배포 하는 안내 지도에 지시받은 루트에서 이동 

해 주십시오.  

피니시 지점에서 배포 하는 안내 지도에 지시받은 루트에서 이동 해 주십시오.  

피니시 지점에서 200 m 이동 한 데에 배리어프리가 있습니다.  

전원의 스타트가 종료 하는 시간까지, 바리아후리트이레에서 대기 해 주십시오.  

스타트전의 선수와의 정보 전달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후도 회장에 돌아올때까지는 ID 카드는 계속 붙인 채 이동을 부탁 합니다. 이동의 도중에서 국영 

알프스 아즈미노 공원에 들어갑니다만, 그 때에 ID 카드가 있는 분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16:00 회장  

경기 종료후, 회장에서 정답표를 배포 합니다. 필요한 쪽은 한명 1부 받아 들여 주십시오.  

경기 결과의 속보를, 회장에 게시 합니다.  

회장 폐쇄는 16:00 의 예정입니다.  

 

14:30 표창식  

TempO, Pre-O 의 차례로 표창을 합니다.  

표창 대상: 각 클래스 상위 세명 (국적 막론하고)  

Pre-O Para-E:일본인 선수 속에서 가장 성적의 좋았던 사람을 일본 선수권자로 합니다.  

Pre-O Open-E:일본인 선수 속에서 가장 성적의 좋았던 사람을 일본 선수권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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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re-O (4월 28일)스타트   

 
ID  Start  Class  Name  성명  소속  경기자 번호  

201  10:30  Open-E  Masaru Nakayama  中山 勝 春日部 OLC 141-11-004 

202  10:31  Open-E  Yu Ting Chin  金 鈺庭 台灣定向運動協會  

203  10:32  Open-A  Haruhiko Tsuchiya  土屋 晴彦 愛知 OLC 154-23-026 

204  10:33  Open-E  LIANG Chi Hang  LIANG Chi Hang Orienteering Seeds  

205  10:34  Open-B  Ryosuke Teramura  寺村 涼介 中大附属中WILDLIFE 104-13-007 

206  10:35  Open-E  Masatoshi Arai  荒井 正敏 多摩 OL 155-13-051 

207  10:36  Open-E  Shyh Bin Lin  林 士斌 台灣定向運動協會  

208  10:37  Open-A  Tadashi Ebisawa  海老沢 正 入間市 OLC 150-11-031 

209  10:38  Open-E  Ryota Hirayama  平山 遼太 京葉 OL クラブ 195-12-001 

210  10:39  Open-B  Ami Choi  蔡 麗欣   

211  10:40  Open-E  Atsushi Takahashi  高橋 厚 多摩 OL 130-13-297 

212  10:41  Open-E  Kwon Oh Sam  Kwon Oh-Sam 韓国  

213  10:42  Open-A  Kunihiko Tano  田濃 邦彦 静岡 OLC 175-22-401 

214  10:43  Open-E  Takeo Onishi  大西 健夫 ソニーOLC 191-13-002 

215  10:44  Open-B  Takagi Ritu  高木 律月 中大附属中WILDLIFE  

216  10:45  Open-E  Shota Tanaka  田中 翔大 練馬 OLC 194-13-833 

217  10:46  Open-E  Norihiro Suzuki  鈴木 規弘 多摩 OL 157-13-041 

218  10:47  Open-A  Seiichi Sato  佐藤 清一 入間市 OLC 153-11-276 

219  10:48  Open-E  Takashi Fuju  藤生 考志 東京 OL クラブ 169-13-018 

220  10:49  Open-B  Kyoko Yamada  山田 京子 入間市 OLC 266-11-001 

221  10:50  Open-E  Hiroaki Okamoto  岡本 洸彰 OLC東海 196-23-818 

222  10:51  Open-E  Kentaro Iwata  岩田 健太郎 つるまい OLC 192-23-242 

223  10:52  Open-A  Kazuki Koike  小池 一輝 杏友会 196-13-839 

224  10:53  Open-E  Tak Kun Li  李 德根 香港野外定向会  

225  10:54  Open-B  Ayane Takehara  竹原 綾音 中大附属高WILDLIFE 202-13-003 

226  10:55  Open-E  Lanfeng Chang  張 嵐逢 台灣定向運動協會  

227  10:56  Open-E  Shoji Ohta  大田 将司 一橋大学/練馬 OLC 196-13-810 

228  10:57  Open-A  Sumire Takatsu  高津 寿三鈴 Club阿闍梨 271-14-382 

229  10:58  Open-E  Masahide Fukuda  福田 雅秀 川越 OLC 163-11-098 

230  10:59  Open-B  Masahiro Yamaguchi  山口 雅裕 杏友会  

231  11:00  Open-E  Masaaki Kobashi  小橋 昌明 春日部 OLC 188-11-263 

232  11:01  Open-E  Yung Chang Hsu  許 永昌 台灣定向運動協會  

233  11:02  Open-A  Hiroaki Sano  佐野 弘明 小松 OLC 160-17-037 

234  11:03  Open-E  Masayuki Tashiro  田代 雅之 静岡 OLC 165-22-501 

235  11:04  Open-B  Ryoji Igura  居蔵 亮志 中大附属中WILDLIFE 104-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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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11:05  Para-E  Yoshihito Takahashi  高橋 義人 多摩 OL 133-13-140 

237  11:06  Open-E  Yusuke Okubo  大久保 裕介 ES 関東クラブ 174-13-261 

238  11:07  Open-A  Yuko Uematsu  植松 裕子 入間市 OLC 250-10-062 

239  11:08  Open-E  Mitsumasa Sugimoto  杉本 光正 ES 関東クラブ 163-13-090 

240  11:09  Open-B  Yoko Tanaka  田中 洋子 入間市 OLC 243-11-039 

241  11:10  Open-E  Hiroshi Utsumi  内海 洋 宮崎県協会 164-45-701 

242  11:11  Open-E  Karin Nemoto  根本 夏林 サンスーシ 196-13-873 

243  11:12  Open-A  Noritoshi Matsuhashi  松橋 徳敏 つるまい OLC 159-23-100 

244  11:13  Para-E  Nobuyuki Takayanagi   髙栁 宣幸 港南 OLC 141-14-300 

245  11:14  Open-B  Minako Narita  成田 美奈子 入間市 OLC 255-11-001 

246  11:15  Open-E  Toshifumi Yoshimura  吉村 年史 福岡県協会 172-40-022 

247  11:16  Open-E  Ryo Hotta  堀田 遼 杏友会 190-23-209 

248  11:17  Open-A  Kazuki Goto  後藤 和樹 一橋大学 196-12-810 

249  11:18  Open-E  Chung Pu Chin  金 崇樸 台灣定向運動協會  

250  11:19  Open-B  Misaki Eguchi  江口 岬 中大附属中WILDLIFE  

251  11:20  Open-E  Toru Tanaka  田中 徹 京葉 OL クラブ 158-12-001 

252  11:21  Open-E  Tsuyoshi Ban  伴 毅 京都 OLC 189-26-211 

253  11:22  Open-A  Kiwami Kobashi  小橋 至 浜松 OLC 143-22-505 

254  11:23  Open-E  Kiyoshi Ito  伊藤 清 ワンダラーズ 144-14-007 

255  11:24  Open-B  Tamura Isamu  田村 勇眸 中大附属高WILDLIFE 102-13-023 

256  11:25  Open-E  Hideo Okano  岡野 英雄 愛知 OC 141-23-016 

257  11:26  Open-E  Yoshio Nakao  中尾 吉男 杏友会 185-12-005 

258  11:27  Open-A  Kiyomi Suzuki  鈴木 清美 多摩 OL 259-13-042 

259  11:28  Open-E  Haruo Kimura  木村 治雄 入間市 OLC 166-11-191 

260  11:29  Open-B  Chiemi Sano  佐野 千恵美 小松 OLC  

261  11:30  Open-E  Tomohiro Enoki  榎 智弘 入間市 OLC 194-13-801 

262  11:31  Open-A  Hiroshi Tanaka  田中 博 入間市 OLC 141-11-040 

263  11:32  Open-E  Masamichi Onishi  大西 正倫 杏友会 194-13-814 

264  11:33  Open-B  Rena Ogasawara  小笠原 鈴奈 中大附属中WILDLIFE  

265  11:34  Open-E  Tomohiro Hashimoto  橋本 知明 ES 関東 C 193-23-101 

266  11:35  Open-A  Taku Kodama  児玉 拓 多摩 OL 144-13-130 

267  11:36  Open-E  Tatsuyoshi Koizumi  小泉 辰喜 東京 OL クラブ 164-14-014 

268  11:37  Open-B  Chiharu Utsunomiya  宇都宮 千遼 中大附属中WILDLIFE  

269  11:38  Open-E  Siu Tong Lam  林 兆堂   

270   Supporter  Hiroyuki Okazaki  岡崎 弘幸 中大附属高WILDLIFE  

271   Supporter  Takako Takayanagi  髙栁 陽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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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사단 법인 일본 오리엔티어링 협회  

 

 

 

 

오휘살루스폰서 2019 - 2020  

 

 

 

 

 

 

 

 

 

 

 

 

 

 

 

 

http://www.orienteering.or.jp/
https://www.nichirei.co.jp/
https://www.literamed.co.jp/
https://www.arc-c.jp/
http://www.ksok.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