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모바일 오리엔티어링 이벤트 알림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오리엔티어링 이벤트”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
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모바일 오리엔티어링
-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한 오리엔티어링 방식으로, 전용 어플 “MapRunF”를
사용하여 자동펀칭 및 기록측정 방법으로 진행함.
- 컨트롤 지점에 컨트롤 플랙은 설치하지 않으며(가상의 컨트롤), 지도에 표시된 컨
트롤 지점 5m 이내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펀칭됨.
- 경기 종료 후 자신의 기록을 업로드하여 코스별 순위 및 기록을 확인함.

□ 진행일정
차수

일 자

시 간

장 소

주 관

1

10. 31(토)

11:00~14:00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강원연맹

2

11. 8(일) 또는 15(일)

10:00~13:00

남현동 일원(관악구)

서울연맹

3

11. 15(일)

13:00~16:00

신산공원(제주시)

제주연맹

4

11. 21(토)

11:00~14:00

은구비공원(유성구)

대전연맹

5

11. 22(일)

10:00~13:00

수원행리단길(수원시)

경기연맹

※ 추가되는 지역은 2차 공지예정임. 강원지역은 대관령, 강릉원주대학교, 양양 등
3개 코스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음.(어플 참조)

□ 경기운영 안내
○ 경기지도: ISSprOM 2019 (1/4,000, 등고선간격 2.5m)
○ 코스안내: MapRunF “모바일O 이벤트” 폴더에 업로드 예정
코스

거리

컨트롤수

대상

비고

S

2km 이내

12개 내외

초급, 중급

경기자 위치표기

L

3km 내외

20개 내외

상급,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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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연습코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S/L 2개 코스에 모두 참가할 수도 있음.
○ 참가신청
-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현장 참가(참가비 없음)
- 종이지도가 필요한 경우 경기 3일전까지 문자메시지로 신청(경기위원장
010-5459-0939, 지역+참가자명+코스, 현장 운영자에게 1,000원 지급)
○ 기록관리 및 시상
- 경기가 종료되며 자동으로 업로드 됨.(어플 설명서 참고)
- 경기기록 및 순위는 어플에서 확인. 시상은 하지 않음.

□ 경기참가 안내
○ 경기참가시 준비사항
- 첨부 모바일 앱 “MapRunF” 사용설명서 숙지, 다운로드 및 설치, 사용자 등록, 코
스지도 다운로드 등
- 연습코스 지도는 1주일전, 본 코스 지도는 경기당일 오픈(모바일O 이벤트 폴더)
○ 경기 출발장소: 아래 위치 참조
○ 경기 출발시간
- 출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제시된 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출발)
- 출발 전 연습코스(5개 컨트롤)를 경험한 후 본 코스를 주행할 수 있음.
- 종이지도 신청자는 출발장소에서 지도수령 후 출발
○ 경기종료 및 기록측정
- 도착지점(F1)에 도착하면 경기가 종료되며, 경기기록은 자동으로 업로드 됨.
- 기록확인 후 자유롭게 귀가(시상은 하지 않음)
○ 현장안내 계획
- 경기 당일 제시된 출발장소에서 안내자 1~2명 대기 예정(앱 사용법 설명, 종이지
도 배부 등)

□ 유의사항 안내
○ 참가자 안전 및 보험
- 이번 이벤트는 참가자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경기자의
안전은 스스로 확보해야 함. (필요시 개별적으로 보험가입 권장)
- 경기중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돌에 유의(서울/경기 지역은 시가지 경기로 진행됨)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비대면 방식이므로 참가자간 대면접촉 자제, 5명 이상 모임 금지
- 출발장소 및 경기중 마스크 착용 필수(경기 중에는 얇은 마스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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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출발장소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정문 주차장

남현동 일원: 사당역 6번 출구 남현예술정원

신산공원: 제주문예회관 북쪽 주차장

은구비공원: 선사박물관 앞 광장

수원행리단길: 구)신풍초등학교 앞

시도별 연락처

강원연맹: 010-3025-1466
서울연맹: 010-8743-2744
제주연맹: 010-3691-6298
대전연맹: 010-4155-1328
경기연맹: 010-4787-4260

※ 문의: 해당 시도연맹 또는 경기위원장(010-5459-0939)

(사)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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