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lloween 5K Race-Day Information  
 
Arrival:도착 

• Please arrive by 9:30 AM to check in. 
• The race will begin at 10:00 AM after introductions and stretching. 
• Check in will be at the front of QISS by the gate. 
• 请在上午 9：30 分之前到达，并且签到 
• 比赛于开幕式与热身后 10:00 开始 
• 签到处在 QISS 的前门 
• 오전 9시 30분 까지 도착 및 등록시작 

• 마라톤 소개 및 준비운동 후 오전 10시에 경주 시작 

• 도착후 QISS정문앞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Costume Contest Information: 할로윈커스튬 대회 
• Sign ups for the costume contest will be held from 9:30-10:00 near check in. 
• The categories this year are Cutest, Scariest, Most Original, and Best Duo/Group. 
• Winners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5K awards ceremony! 
• 参加服装比赛的请于 9 点半至 10 点在签到处报名。 
• 今年的奖项设置是最佳可爱奖、最佳恐怖奖、最佳原创奖以及最佳组合奖。 
• 优胜者将在 5 公里跑步竞赛的颁奖仪式上宣布！ 

 
• 오전 9 시 30 분 부터 10 시까지 마련된 장소에서 할로윈커스튬 대회참가 등록 

• 베스트 깜찍상,베스트 무서운상,베스트 리얼상, 베스트커플/그룹 상 

• 우승자는 5K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Racing Information: The 5K racecourse is a bit different this year! Use the map below to understand.  
跑步比赛：今年 5 公里跑路线略有不同！使用下面的地图来说明一下。 
코스정보: 올해 마라톤코스가 작년과 조금 다릅니다. 아래의 지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Follow the yellow arrows around the course 5 times. 
• During the 5th lap, after passing between the Upper and Lower School buildings, follow the orange arrows 

to the FINISH LINE!  
• 沿着黄色箭头走 5 次。 
• 在跑第五圈的时候，经过中学楼、小学楼，之后沿着橙色箭头到达终点！ 
• 노란 화살표를 따라 코스를 총 5바퀴를 돌게됩니다. 

• 5바퀴를 도는 동안 중고등부 건물을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주황색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Transportation: Parking is very limited!停车位有限！교통편: 주차공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 Please carpool or take taxi to allow for smooth arrival. 
• If you are forced to drive, there are a few parent spots by the north gate. 
• 请拼车或乘出租车，以减少进门拥堵。 

• 如必须开车，北门有一些位置可以停。 
• 카풀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자가용 주차시 교내 북문 주차장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Race Cou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