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기본정보＞
■대회명

제4회 교토탄바트라이애슬론대회 in 난탄

■대회일시

2018년 8월 25일 (토) ,

■대회장소

대회： 교토부 난탄시 가쯔라가와 (오이강료쿠치공원) 일원
개회식, 경기설명회：교토부립 쿠치탄바근로자복지회관

■주최

교토탄바트라이애슬론대회 실행위원회

■공동주최

공익사단법인 일본트라이애슬론련합(JTU)

■주관

교토부트라이애슬론협회

■대회일정
【8월 25일 (토)
14：00～15：50
15：25～
15：50～16：45

2018년 8월 26일 (일)

대회 전일】
선수 등록(교토부립 쿠치탄바근로자복지회관)
오모테나시(환영) 세레모니(교토부립 쿠치탄바근로자복지회관)
개회식, 경기설명회 (교토부립 쿠치탄바근로자복지회관)
※경기설명회는 모든 건수가 참석해야 합니다. 불참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8월 26일 (일) 대회 당일】
🔶표준거리
5：30～6：30
선수 최종등록(오이다리 밑 좌안 /난탄시 오이강료쿠치공원내)
※모든 선수는 셀프건강신고서 제출이 의무 사항입니다.
5：30～7：10
바꿈터 오픈
6：40～6：55
수영 공식훈련
7：05～7：15
기록칩 수령 (수영경기 출발 영역)
7：15
경기시작 세레모니(수영경기 출발 영역)
7：30
표준거리 1그룹 경기 시작
7：32
표준거리 2그룹 경기 시작
7：34
표준거리 3그룹 경기 시작
13：00
바꿈터 오픈
13：30
시상식 및 대회종료 세레모니(난탄시 오이강료쿠치공원내 오모테나시 구역)
🔶슈퍼스프린트・슈퍼스프린트 릴레이
6：50～7：50
선수 최종등록(오이다리 밑 좌안 /난탄시 오이강료쿠치공원내)
※모든 선수는 셀프건강신고서 제출이 의무 사항입니다.
5：30～7：50
바꿈터 오픈
8：25～8：30
수영 공식훈련
8：30～8：40
기록칩 수령 (수영경기 출발 영역)
8：50
경기 시작
13：00
바꿈터 오픈
13：30
시상식 및 대회종료 세레모니(난탄시 오이강료쿠치공원내 오모테나시 구역)
🔶스프린트 （뒤따르기 허용 경기）
8：30～9：30
선수 최종등록(오이다리 밑 좌안 /난탄시 오이강료쿠치공원내)
※모든 선수는 셀프건강신고서 제출이 의무 사항입니다.
9：45～10：55
바꿈터 오픈
10：45～10：55 수영 공식훈련 남자・여자
10：55～11：05 스프린트 남자 기록칩 수령 (수영경기 출발 영역)
11：15
스프린트남자 경기 시작
11：30
스프린트 여자 기록칩 수령 (수영경기 출발 영역)
11：45
스프린트 여자 경기 시작
＊여자선수가 소수일 경우 남자선수와 동시 출발할 수 있음
13：00
바꿈터 오픈
13：30
시상식 및 대회종료 세레모니(난탄시 오이강료쿠치공원내 오모테나시 구역)

■경기구분
●표준거리
수영 1500m (500m×3바퀴)
사이클 40km (10km×4바퀴)
달리기 10km (2.5km×4바퀴)
●스프린트(뒤따르기 허용 경기)
수영 750m (375m×2바퀴)
사이클 18.4km (4.6km×4바퀴)
달리기 5km (2.5km×2바퀴)
●슈퍼스프린트
수영 375m (500m×0.75바퀴)
사이클 10km (10km×1바퀴)
달리기 2.5km (2.5km×1바퀴)
●슈퍼스프린트 릴레이
수영 375m (500m×0.75바퀴)
사이클 10km (10km×1바퀴)
달리기 2.5km (2.5km×1바퀴)
■모집정보
경기구분
【표준거리】
●거리
수영 1500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제한시간(수영 시작에서)
수영 50분 ※강물에서 나온 후 수영 결승선 까지 100m 거리가 있음
사이클 160분
달리기 240분
●모집 정원
400명
●참가비
동호인 24,000엔(JPY)
●참가자격
・18세이상(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남녀로, JTU 선수 등록을 필한 자 ※고등학생 가능
・스프린트 거리 이상의 경기 경험자
【스프린트】（뒤따르기 허용 경기）
●거리
수영 750m
사이클 18.4km
달리기 5km
●제한시간(수영 시작에서)
수영 15분 ※강물에서 나온 후 수영 결승선 까지 100m 거리가 있음
사이클 ※사이클 랩 DNF
달리기 80분
●모집 정원
150명 ※남녀 합계
●참가비
동호인
15,000엔(JPY)
●참가자격
・15세이상(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남녀로, JTU 선수 등록을 필한 자 ※중학생 불허
＜전체 조건＞ 아래 1)・2) 필수조건
1)2017년도에 뒤따르기 허용 경기에 출전 경험이 있거나 과거 2년 이내에 뒤따르기 강습 수강
경험이 있을 것
※대학생에 한하여 대학련맹 주최 뒤따르기 강습회 수강 경험도 허가 됨

2)2018년도 JTU가 인정한 기록회에 참가할 것
JTU가 인정한 기록회에 참가 못할 경우는 수영과 달리기 기록을 계측하여 계측자 성명을 명기할 것
※예정 된 기록회나 강습회가 모집 기간후일 경우는 모집 기간중에 대회 홈페지「문의하기」에
사전 연락할 것
【슈퍼스프린트】
●거리
수영 375m
사이클 10km
달리기 2.5km
●제한시간(수영 출발에서)
수영 15분 ※강물에서 나온 후 수영 결승선 까지 100m 거리가 있음
사이클 45분
달리기 60분
●모집 정원
50명
●참가비
동호인 10,000엔(JPY)
고등학생 9,000엔(JPY)
중학생 8,000엔(JPY)
●참가자격
・11세이상(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남녀로, JTU 선수 등록을 필한 자 ※중학생이상
【슈퍼스프린트 릴레이】
●거리
수영 375m
사이클 10km
달리기 2.5km
●제한시간(수영 출발에서)
수영 15분 ※강물에서 나온 후 수영 결승선 까지 100m 거리가 있음
사이클 45분
달리기 60분
●모집 팀수
10팀
●참가비
팀당 12,000엔(JPY)
●참가자격
・11세이상(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남녀 ※중학생이상
・2명이상으로 팀 구성하며 부모자 남녀등 연령 성별은 자유
【주의사항】
●참가비에는 상해 보험료가 포함됩니다.또한 참가비 결제시 따로 온라인 수수료가
●사이클콘퓨터(속도계)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슈퍼스프린트,슈퍼스프린트 릴레이 경기구분은 사이클 콘퓨터 착용 권장
●모든 경기구분에 웻슈트 착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수온
표준거리
슈퍼스프린트
스프린트

필요합니다.

슈퍼스프린트 릴레이

18도이상
권장
권장
불허
18도미만
의무
의무
의무
※웻슈트 착용 규칙은 모든 선수에 적용합니다.
●스프린트 및 표준거리 경기구분에 출전하는 선수는 로드사이클을 사용해야 합니다.
※MTB・크로스사이클・Ｔ바크로스사이클・일반자전거 불허
「로드사이클」이란・・・드럽바형 사이클로 고속주행 성능을 갖춘 사이클을 말함
●슈퍼스프린트 및 릴레이 경기구분은 MTB・크로스사이클・Ｔ바크로스사이클 등
스포츠용 사이클은 허가 됩니다. 단 흙받이 스탠드는 떼어야 합니다.
※일반자전거 불허
※일반도로 사용상 사이클 및 달리기 종목은 제한시간 외에 바퀴마다 컷오프 시간을 설정합니다.
컷오프 설정 시간을 넘은 선수는 경기를 계속할 수 없으며 ＤＮＦ됨을 양해 하여야 합니다.

●스프린트 출전에 대하여
뒤따르기허용 경기임으로 JTU 경기 규칙내「제8장 사이클 제3절 뒤따르기 허용대회」 준수 할 것
특히
(1)경기용 사이클에 대하여 【JTU 경기규칙 제100조, 제79조, 제43조, 일부 ITU 경기규칙 준용】
가, 에어로바 끝은 앞바퀴 중심축에서 15cm 이상 앞으로 나와서는 안되며 좌우의 브레이크레바 맨
앞부분을 연결 한 직선보다 앞으로 나와서는 안되고 경질한 물질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닐테이프등에 의한 연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훨 스포크살은 20개 이상 있어야 하며 디스크훨 배턴훨 등은 금지입니다.
(2)경기용 헬멧에 대하여 【JTU 경기규칙 제85조 경기규칙 준용】
가, 사이클 경기에서는 경기내내 공인된 경기용 헬멧을 취급설명서대로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시상
【표준거리】
・종합 / 남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연대별 / U24 / U29 / U34 / U39 / U44 /U49 / U54 /U59 / U64 /U69 / U74 / U79 / U84
※시상 각 남녀 1위（종합 시상자는 연대별 시상에서 제외）
【스프린트】
・종합 (고등학생 제외) / 남녀 1위, 2위, 3위,4위,5위,6위
・교토부 고등학교 선수권 / 남녀 1위, 2위, 3위
・긴키지방 스프린트 선수권 / 남녀 1위, 2위, 3위
【슈퍼스프린트】
・종합 (중학생 제외) / 남녀 1위, 2위, 3위
・중학생 종합 / 남녀 1위, 2위, 3위
・교토부 중학교 선수권 / 남녀 1위, 2위, 3위
【슈퍼스프린트 릴레이】
・ 1위, 2위, 3위

참가신청 정보
■신청기간 / 2018년 1월 27일 (토) 0:00

～

3월 26일 (월) 23:59

■취소기간 / 2018년 3월 12일 (월) 0:00～4월 13일 (금) 23:59
※취소기간 종료 후의 취소는 일체 접수지 않습니다.
※입금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 ・취소시 환불 수수료는 신청자 부담
※환불 시기는 대회 종료후 9월 이후로 됩니다.
■레이트 신청기간 / 2018년 4월 20일 (금) 0:00 ～ 5월 1일 (화) 23:59
※레이트 신청하신 선수의 취소는 일체 접수지 않습니다.
■참가결정 / 선착순(참가비 입금후) 으로 결정 됩니다.
WEB시스템 사정으로 모집 정원이 넘어도 입금이(카드결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에게 연락하고 참가비는 신청자 본인에게 환불합니다.
※주최자가 대회 운영에 지장을 조래한다고 판단한 신청자는 출전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하신 참가비는 환불합니다.
※출전 자격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입금(결제) 된 참가비는 신청자의 사정으로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단 취소 기간은 그렇지 아니 함.
■결정통지 / 참가 결정한 선수에게는 8월 상순까지에 등록된 주소로 결정통지서를
우송합니다. 결정 통지서는 본인이 서명 후 대회 전일 선수 등록시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선수리스트는 8월 상순까지에 대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선수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경우 대회 사무국에 문의 바람니다.
■대회정보나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대회 홈페이지 「알림」코너에 수시로 게재합니다.
■대회 전일 선수 등록시 필수품 / 결정통지서
＊결정통지서를 지참 못하신 경우 본인 확인이 되는 신분증명서 필요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인정보 및 초상권 / 재공된 개인 정보는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로 이용하고 그 외
의 이용은 본인의 승낙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회 기간 중의 선수 초상권은 대회 주
최자에 귀속됩니다.
■JTU 등록 / 슈퍼스프린트릴레이 외의 경기에 출전하시는 선수는 JTU등록 필수입니다.
→JTU 회원 등록 안내 바로가기
■지급품(예정) / 1.수모
2.배번 2장(옷핌 포함)
3.번호스티커 2장(사이클＆헬멧 용)
4.참가상
■웻슈트 임대 / 임대 안내
Tri-x shopping
https://wwwtri-x.jp/rental
※시즌에 들면 재고가 없어질 수 있으니 희망자는 조기에 임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JTU 경기규칙,교토탄바트라이애슬론 로칼 규칙 적용합니다.
●계측
자동계측 (기록칩) 채용
●경기 규칙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모든 참가선수는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경기
설명회 참석은 의무입니다. 불참일 경우 실격처리 됩니다.
●수영 코스는 수영훈련 금지
●경기 외에 사이클 코스 탑사할 때는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도로교통법 준수와 주변
민가에 페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이클콘퓨터(속도계)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슈퍼스프린트,슈퍼스프린트 리레이 경기구분은 제외
●모든 경기구분에 웻슈트 착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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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웻슈트 착용 규칙은 모든 선수에 적용합니다.
●사이클은 로드 사이클을 기본으로 하지만 슈퍼스프린트 및 슈퍼스프린트 릴레이 경기
는 MTB・크로스사이클 등 스포츠용 사이클도 허가합니다. 단 스탠드, 바구니, 반사판
등의 돌기물은 떼어 낼 것
「로드사이클」이란・・・드럽바형 사이클로 고속주행 성능을 갖춘 사이클을 말함
●모든 참가선수는 사이클 경기용 공인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JTU 경기규칙내「제8장 사이클 제3절 뒤따르기 허용대회」 준수 할 것
※스프린트경기 출전 선수 대상 규칙
●사이클・헬멧용 셀프문의서에 따라 대회전에 각자가 점검하거나 사이클 셥에서 점검
받기를 바랍니다. 대회 당일 오피셜 메커닉 서비스는 없습니다. 대회 당일 간단한 조정
은 가능지만 혼잡한 사이에 대응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한 점검을 바랍니다.
※대회 전일 검차는 없습니다. 사이클・헬멧용 셀프문의서는 제출 필요 없슴.
●바끔터 영역 입출시에는 배번 확인을 합니다.
●앞에 지퍼가 달린 경기복은 원칙 금지입니다. 부득히 착용 하실 때는 지퍼를 감고
착용 하여야 합니다.
※스프린트경기 출전 선수는 일체 금지
●귀중품 보관 서비스는 없습니다. 각자의 단단한 관리 바랍니다.
●날씨 상황에 따라 경기 거리를 단축, 변경, 중지 할 수가 있으나 이 경우 참가비의 환불
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단 입금된(결제된) 참가비는 취소 기간이 넘은 후에는 어떤
사정에도 환불 못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레이트 신청하신 선수는 일체 취소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