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고베마라톤
‘감사와 우정’을 테마로 모든 런너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고베마라톤은 20,000 명의 런너가 참가하는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명�증가

2,000

2016년11월20일(일) 개최
모집기간：4 월 22 일(금)⇒ 5 월 20 일(금)

고베마라톤대회 홈페이지: http://www.kobe-marathon.net/2016/english/

‘감사’
의 42.195km

런너 20,000명 모집!

■ 주 최：효고현/ 고베시/ 효고현 교육위원회/ 고베시 교육위원회/ (재)효고육상경기협회 ■ 공동개최：고베신문사, 아사히신문사 ■ 기획·운영：고베마라톤 실행위원회 ■ 주 관：(재)효고육상경기협회
■ 후 원(예정)：(재)일본육상경기연맹/ (재)효고현 체육협회/ (재)고베시 스포츠교육협회/ 효고현 스포츠추진위원회/ 고베시 스포츠추진위원협의회/ (재)효고현 장애자스포츠협회/ (사)고베시 사회복지협의회/
스포츠클럽21 효고 전현연락협의회/ 효고현 상공회의소연합회/ 고베시 상점가연합회/ (사)효고현 의사회/ (사)고베시 의사회/ (사)효고현 간호협회/ (재)효고현 소방협회/ 고베시 소방협회/
효고현 자원봉사협회/ (사)효고투어리즘협회/ (재)고베국제관광컨벤션협회/ 서일본여객철도(주)/ 간사이철도협회/ (사)효고현 버스협회/(사)효고현 트럭협회/(사)효고현 택시협회/(재)효고경제연구소/ NHK
고베방송국/ (주)SUN텔레비전/ 아사히방송(주)/ (주)라디오 간사이
■특별협찬：시스멕스(주) ■협 찬(예정)：(주)미나토은행/ (주)시로야마/ 다이이치생명보험(주)/ 아식스 재팬(주)/
야마자키제빵（주）/ 롯코버터(주)/ 고베신교통(주)/ TOA(주)/ (주)로크 필드/ (주)고베제강소/ 긴키닛폰투어리스트(주)/
스미토모고무공업(주)/ 던롭스포츠(주)/ 도미나가무역(주)/ 카네테쓰데리카후즈(주)/ 후짓코(주)/ 고베토요펫토(주)/
(주)제이콤 웨스트/ 다이와하우스그룹

모 집 요 강
■대회명칭

■참가자격
1998년 4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제6회�고베마라톤(영문명: Kobe Marathon 2016)

■주�최

효고현/ 고베시/ 효고현�교육위원회/ 고베시�교육위원회/ (재)효고육상경기협회

■공동개최

고베신문사, 아사히신문사

●

고베마라톤�실행위원회

(재)일본육상경기연맹/ (재)효고현�체육협회/ (재)고베시�스포츠교육협회/ 효고현
스포츠추진위원회/ 고베시�스포츠추진위원협의회/ (재)효고현�장애자스포츠협회/ (사)
고베시�사회복지협의회/ 스포츠클럽21 효고�전현연락협의회/ 효고현

상공회의소연합회/ 고베시�상점가연합회/ (사)효고현�의사회/ (사)고베시�의사회/ (사)
효고현�간호협회/ (재)효고현�소방협회/ 고베시�소방협회/ 효고현�자원봉사협회/ (사)

효고투어리즘협회/ (재)고베국제관광컨벤션협회/서일본여객철도(주)/
간사이철도협회/ (사)효고현�버스협회/(사)효고현�트럭협회/(사)효고현�택시협회/(재)
효고경제연구소/ NHK고베방송국/ (주)SUN텔레비전/ 아사히방송(주)/ (주)라디오
간사이
■특별협찬
시스멕스(주)

■협�찬(예정)
(주)미나토은행/ (주)시로야마/ 다이이치생명보험(주)/ 아식스�재팬(주)/ 야마자키제빵
（주）/ 롯코버터(주)/ 고베신교통(주)/ TOA(주)/ (주)로크�필드/ (주)고베제강소/
긴키닛폰투어리스트(주)/ 스미토모고무공업(주)/ 던롭스포츠(주)/ 도미나가무역(주)/
카네테쓰데리카후즈(주)/ 후짓코(주)/ 고베토요펫토(주)/ (주)제이콤�웨스트/
다이와하우스그룹
■종목
마라톤 (42.195 km）
■개최일시
2016년 11월 20일(일)
시작 9:00 ～종료 16:00

■코�스
고베시청�앞을�출발해�아카시해협대교(현립 마이코공원 부근) 반환점을�돌아
포트아일랜드(시민광장 부근)를�골지점으로�하는�코스.
(일본육상경기연맹�및 AIMS 공인코스)
■경기규칙
2016 일본육상경기연맹�경기규칙과�본�대회의�대회�규정에�따릅니다.
■종목･신청구분･카테고리･정원･제한시간･참가비

단체
(2~3명) ※1

（2）기간

2016년 4월22일(금) 10시부터 5월20일(금) 17시까지

（3）참가자 결정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추첨 결과는 6월30일(목)【예정】에 통지합니다.

（4）참가비 입금

당첨자는 지정일까지 지정계좌에 참가비를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5) 주의사항
장애자(신체장애자수첩 등을 소지한 분)은 신청하실 때 필요한 사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접수
(1) 일시:2016년 11월18일(금) 13：00～20：00(최종 입장)(예정)
19일(토) 10：00～19：00(최종 입장)(예정)
(2) 장소:고베국제전시장(EXPO회장)

※대회 당일(11월20일) 및 상기 시간대 이외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반주자도 상기 일정에 맞춰 접수해야 합니다.
※상기 시간대 이외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접수 시에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리 접수 불가)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장애인 수첩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표�창

*웨이브�스타트를�실시합니다. 각�웨이브�스타트�시각은�결정된�후에�안내합니다.

개인
※1 ※2

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맹도견 반주는 허용되지 않음).

인터넷: http://www.kobe-marathon.net/2016/english/

■후�원(예정)

마라톤
（42.195km）

휠체어 참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신체장애인 수첩 등을 소지하신 분)으로 단독 주행이 어려운 분은 반주자 1

■참가신청
（１）방법

■주�관
(재)효고육상경기협회

신청구분

※①, ② 모두, 본 대회가 추천하는 국내외 경기자를 포함해 6시간 40분 이내에 완주할 수 있는 사람.
●

■기획・운영

종목

❶ 등록：일본육상경기연맹 등록경기자
❷ 일반：일본육상경기연맹 미등록자 등

카테고리
①등록
②일반
일반

정원

제한시간

20,000
※3

7시간
※4 ※5

※1. 참가신청�구분의�중복�신청은�인정되지�않습니다.

참가비（1명당）

¥10,300
자선모금
100엔 포함
※6

※2. 고베마라톤�첫�출전자�배정, 연령대별�챌린지�배정, 시드�배정, 키라키라조시(눈부신�여성)
런너�배정은�개인�참가자에게만�적용됩니다.

※3. 고베마라톤�첫�출전자�배정, 연령대별�챌린지�배정, 시드�배정, 키라키라조시(눈부신�여성)

런너�배정, 단체�자원봉사�배정, 장애자(신체장애자수첩�등을�소지한�분) 배정, 해외�참가자
배정, 재해지역�배정을�포함합니다.

※4. 제한시간은�제1호�출발신호를�기준으로�합니다.

※5. 교통�및�경비, 경기운영상�관문폐쇄시각을�설정하고�있습니다. 시각�등은�웨이브�스타트에
대한�자세한�내용이�결정된�후�발표합니다. 관문폐쇄�이외에도, 현저하게�늦어질�경우에는
경기를�중지합니다.

※6. 자선�모금은�고베마라톤�프렌드십�뱅크에서�활용합니다.
※7. 주의!!

고베마라톤�첫�출전자�배정, 연령대별�챌린지�배정, 시드�배정, 키라키라조시(눈부신�여성)런너

배정은�일본어�사이트를�통해서만�신청하실�수�있습니다.

다언어�사이트를�통해서는�참가신청(외국어�사이트�참가신청)을�하실�수�없습니다.

※8. 주의!!

그룹�참가신청은�일본어�사이트를�통해서만�신청하실�수�있습니다.

다언어�사이트를�통해서는�참가신청(외국어�사이트�참가신청)을�하실�수�없습니다.

●
●

종합 남녀 각 1위～8위를 표창한다.

나이를 5세 단위로 분류해 남녀 각 1위～8위를 표창한다.

※종합 남녀 표창 대상자는 제외. 상장은 후일 송부합니다.

■개인정보에�대하여
주최 측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며, 주최측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대회 참가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추첨, 참가안내, 기록통지, 관련정보통지,
대회협찬・협력・공동개최・관계단체로부터의 서비스 제공, 기록발표(랭킹 등)에
이용합니다.
※주최 측 또는 고베마라톤 런너 콜센터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베마라톤�신청규약고베마라톤�신청규약

참가 신청 시, 참가자는 다음 신청규약에 동의한 후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1) 동일인의�중복신청은�낙선�처리�대상이�되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이러한 행위가�밝혀질
경우에는�실격�처리되며�과잉�또는�중복�입금된�참가비는�반환하지�않습니다.

(2) 이름, 나이, 성별, 국적, 거주지, 기록�등의�허위�신고는�인정되지�않습니다. 또, 대리주자, 출전권
권리양도는�인정되지�않습니다. 이러한�행위가�확인될�경우에는�실격처리하며, 주최측은�어떤
보상이나�반환을�하지�않습니다.
(3) 신청�절차를�마친�후에�개인�사정으로�인한�등록내용의�변경이나�수정(일부�제외) 및�취소는
인정하지�않습니다. 등록�내용에�확인이�필요할�경우에�한해�사무국에서�메일이나�전화로
문의합니다.

(4) 인터넷기기나�회선�사정으로�인해�신청이�지연될�수�있으나�이에�대해�주최자는�일절�책임을
지지�않습니다.
(5) 주최측의�책임이�아닌�사유로�대회가�중지되었을�경우에는 (지진・풍수해・강설・사건・사고・
질병) 참가비를�일절�반환하지�않습니다.

(6) 대회�당일�공공교통기관이나�도로사정으로�인해�참가자가�지각할�경우, 주최측은�일절�책임을
지지�않습니다.
(7) 주최자는�질병이나�분실, 기타�사고가�발생했을�때�응급처치�이외에는�일절�책임을
지지�않습니다.

(8) 경기장(코스도�포함)에�기업명・상품명�등을�의미하는�도안이나�상표�등을�착용하거나�표시하는
것을�금지합니다.
(9) 대회에�대한�영상・사진・기사나�신청자의�성명, 나이, 주소(국명, 지자체명�또는�기초지자체명)
등의 TV・신문・잡지・인터넷�등에�대한�게재권과�초상권은�주최자에게�귀속합니다.
(10) 주최자는�개인정보�보호법령을�준수해�참가자의�개인정보를�취급합니다.
(11) 본�대회는�모든�일본�국내�관련�법률을�준수해�실시합니다.
(12) 주최자는�신청규약과�대회규약에�따라�개최합니다.

자선상품
안
내

희망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을 하실 때 다음 오리지널 자선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선상품 판매 수익은 고베마라톤 프랜드 뱅크를 통해 활용합니다.

3,000엔 코스

1,000엔 코스

1 자선번호카드

2 자선번호카드와 오리지널 물품

‘자선번호카드’를 부착하고 달리자!!

임으로
네
닉
이름이나
응원하면

힘도
!
배
0
10

■ 참가비·사무�수수료�등

자선번호카드는 자신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앞면과 뒷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다음 ①～③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일본육상경기연맹 등록경기자는 자선번호카드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①자신의 이름(풀네임) 표시
②닉네임 표시

회사명, 기업명, 옥호, 상품명
숫자, 이모티콘, 기호 또는 이를 조합한 것
●
종교・신앙과 관련된 것
●
차별・금지용어로 판단되는 것
●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
그 밖에 주최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
●
●

③ 자선 만(이름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참가비�지불방법

당첨시�입금

마라톤

인터넷
다언어(외국어)
사이트를
통한�참가신청

당첨시
사무수수료

카드
인터넷결제

¥ 10,300

¥ 3,400

※일본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사무 수수료는 510 엔입니다.

2016년 4월22일(금)
신청접수 개시
5월20일(금)
신청마감

②자선번호카드와�오리지널�상품�신청자

17시까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소정의 방법으로 참가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약 1개월 전에 안내합니다.

※참가 안내 통지는 일본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에는 RUNNET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언어(외국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에는
JTB Sports Station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11월19일(토)
10：00～19：00
(최종 입장)(예정)

11월20일(일)
대회 당일

스타트: 9:00

¥0

¥ 1,000

①자선번호카드�신청자

http://www.kobe-marathon.net/2016/english/

7월 중하순
참가비 입금 마감

(최종 입장)(예정)

자선물품

자선�상품�미신청

인 터 넷 (10 시 ~ )

신청자 전원에게 통지합니다.

11월18일(금)
13：00～20：00

※자선번호카드는 이미지입니다.

※일본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카드 결제 또는 편의점 결제를 통해 참가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월30일(목)（예정）
추첨결과 통지

10월 중순
참가안내

[뒷면]

【주의사항】다음의 경우에는 닉네임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종목

■신청부터�대회�참가까지의�흐름

[앞면]

런너 접수
대회 당일에는 런너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왼쪽에 기술된 이틀동안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수첩 등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너 접수장소:
고베 국제전시장(EXPO회장）(예정)
★출발: 고베시청 앞

★골인지점: 포트아일랜드
(시민광장 부근)

¥ 3,000

합계금액

¥ 13,700
¥ 14,700
¥ 16,700

■참가상

참가자에게는 기념 T셔츠를 증정합니다. 아래 사이즈표 (JASPO규격)를 참조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성용

여성용

신장(대략)

S

M

L

O

XO

165㎝

170㎝

175㎝

180㎝

185㎝

88㎝

92㎝

96㎝

100㎝

104㎝

가슴둘레(대략)
● 여성용

여성용

신장(대략)

가슴둘레(대략)

S

M

L

O

155㎝

160㎝

165㎝

170㎝

80㎝

83㎝

86㎝

89㎝

※여성용 T셔츠는 약간 타이트하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하실 때 T셔츠 사이즈를 입력하지 않으면 남녀 모두 M사이즈로 간주합니다.
※남성이 여성용 T셔츠를 선택하거나, 여성이 남성용 T셔츠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운영 사정상 참가자가 원하는 T셔츠 사이즈를 모두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기타 주의사항

(1) 런너 콜센터 및 사무국에서는 가입신청 상황이나 추첨결과에 대해 문의나 조회 등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이용 단말기, OS, 블라우저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6월30일(목)（예정）에 신청자 전원에게 메일로 추첨 결과를 통지합니다. 등록하신 메일
주소의 문제 등으로 인한 통지 미착 등에 대해서는 재확인하지 않습니다. 사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또한, 메일 수신설정과 보안 소프트웨어 설정 등으로 인해 추첨 결과 등을
알리는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도 주최측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참가비 등의 영수증에 대하여：
●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이용명세서】또는【청구서】를 영수증 대신 사용해 주십시오.

● 편의점에서 납부한 경우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입금서를 영수증 대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사이트로 신청하신 경우에 한함)

(5) 긴급차량 통행 시에는 런너 정지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지한 시간만큼 기록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6) 주최측이 인정한 사진 등을 위탁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8) 상기 내용 이외의 대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측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9) 본 모집 요강은 제 6회 고베마라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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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

（고베국제전시장）

보에비아스타디움고베

응원 방수

■ 고베마라톤 Friendship Bank

고베마라톤에서는 고베대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인적・물적・재정적 3가지 지원을 중심으로 일본 국내외의 재해지 등을 지원하는‘프랜드십 뱅크’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와 관련된 다양한 기획을 통해 뱅크 스톡을 충실하게 확보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민
마라톤대회를 추구합니다.

물�적�지�원

대회에서�제작했으나�사용하지�않은 T셔츠・타올,
그리고�대회�당일에�런너가�제공한�옷�등을
세탁해서�국내외의�자연재해�피해지나
개발도상국에�보냅니다.

지금까지�주요�지원처

일본�구마모토현�아소시�사회복지협의회
일본�효고현�스모토시�사회복지협의회

일본�시가현�다카시마시�사회복지협의회

일본�효고현�단바시�재해구호물자센터�등
NPO법인�일본구호의료센터를�통해
개발도상국에�기부

■ 고베마라톤의�염원

인�적�지�원

광역�이벤트와�지역�자원봉사�활동에�지속적으로
참 여 할 � 수 � 있 도 록「 효 고 � 자 원 봉 자 프 라 자 」와
협력해「노지기쿠�볼런터리넷」에�등록할�분을
모집하고�있습니다. 등록하신�분에게는�다양한
자원봉사�관련�정보를�실은�메일�메거진
「노지기쿠 V-NEWS」를�정기적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지원

참가비의�일부를�기부하는「참가모금」을�비롯해�자선
상품�판매나�모금함�설치�등을�통해�재해�피해자를
지원하는데�활용하고�있습니다.
참가비의�일부를�기부하는「참가모금」을�비롯해�자선
상품�판매나�모금함�설치�등을�통해�재해�피해지를
지원하는데�활용하고�있습니다.

NEW

*노지기쿠(들국화)는�효고현의�꽃입니다.

https://www.hyogo-vplaza.jp/mag/index2.html
※주의
웹�사이트와�메일�매거진은
일본어로�운영되고�있습니다.

제6회�대회에서는�새로�자선모금�기부처의
일부를�공모해�지원�범위를�확대합니다.
지금까지�주요�지원처

동일본�대지진�재해�미야기�어린이�육영모금
● 필리핀�태풍�효고현�의연금�모집위원회
● 이와테의�마나비�희망기금
● 후쿠시마현�기부금
●

●

네팔�지진�효고�현�의연금�모집위원회�등

기부금은�상시�접수합니다. 자세한�내용은�대회�홈페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고베마라톤은「런너의 매너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달리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런너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매너를 지키고 서로 협력해「세계 제1」의 매너를 자랑하는 대회를 만들어 갑시다!

(1) 참가신청 시의 허위신고나 대리 접수, 출전권 양도, 대회 당일의 대리 주자는 금지합니다.
(2) 대회 참가 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고 건강진단을 받는 등, 컨디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미풍양속에 반하는 스포츠 이벤트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등은 착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베마라톤 엔트리센터

문의처

주소: Kobe Marathon Entry Center, JTB West MICE Division,
JTB Sports Station, Osaka, Japan

고베마라톤 숙박센터

참가�문의

주소: Kobe Marathon Accommodation Center, Kinki Nippon Tourist Co., Ltd.
(Kobe Branch), 8th Floor, Kobe lto-Machi Building, Ito-Machi 121, Chuo-ku,
Kobe 650-0032 Japan

전화: +81-6-6252-4009

운영시간: 9:30 am - 5:30 pm (JST)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E-mail：jtbss@west.jtb.jp
※고베마라톤 엔트리센터는 4월21일(목) 오픈합니다.
※대회 인증서를 포함한 문서 등은 메일 주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전화: +81-78-321-0644

운영시간: 10 am - 5 pm (JST)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고베마라톤 숙박센터는 추첨 결과를 발표한 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