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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NSL 코로나 관련 운영방침

안녕하세요 한국라크로스협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 대한 방역수칙 및 정부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수분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오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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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항

1) 발열 체크, 출입명부 수기명부 작성 의무
- 경기장에 입장하는 모든 인원은 발열 체크 및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발열 체크 -> 수기명부 작성 -> 손등 or 팔목 도장 -> 경기장 출입 및 경기 출전
가능
- 발열 체크는 팀별 방문시간을 정해서 팀별로 진행합니다.
- 팀 대표자는 팀별 발열 체크 시 당일 팀 로스터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 팀별 입장 시간
- 팀별 입장 시간을 참고해 주시고 팀원 중 일부가 늦을 경우,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
도 개별 입장은 가능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팀별 입장 시간에 체온측
정 및 수기명부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팀별 입장 시간은 경기 시작 시간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따라서 팀별 입장 시간에
는 해당 팀 입장이 우선됩니다.
- 경기 시간에 임박하여 도착할 때도 발열체크 및 수기작성 명부를 작성해야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므로 모든 참가자는 이 부분을 유념하여 경기장에 사전 도착하여 입
장하시기를 바랍니다.
- 팀별 입장 시간은 대회 시작일 전 팀 대표자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2) 마스크 착용 의무
- 경기 시간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체온측정 후 대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7일 이후 코로나 단계가 격상된다면 정부지침에 따라 경기중 마스크 착용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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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이미지 첨부)
당일 경기장 구성에 대한 이미지 파일 및 설명입니다. 대회 모든 관계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동선>
- 경기장 바깥쪽 라인 이동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필드 사이의 구간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팀 준비가 우선시 됩니다.
*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진행 중인 경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을 사용하지
않고 공간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구역에서 가능한 서로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드>
-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장 출입은 해당 팀 선수만 입장 가능합니다.
- 쉬는 시간에도 경기 중인 팀만 필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경기가 끝나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 종료 후에는 다음 팀의 필드 이용 시간입니다.

<심판 구역>
- 일반 선수의 출입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 및 수기명부 작성 구역>
- 일렬로 대기하여 순서대로 발열 체크 및 수기명부를 작성바랍니다.
- 사람이 많고 혼잡할 수 있습니다. 좁은 구역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거리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 해당 팀 입장 시간에 해당하는 팀, 경기 시간에 맞춰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STAFF에게 우선 입장 상황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 구역>
- 경기 운영 지원을 우선으로 하기에 경기 진행 중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이 있
다면 쉬는 시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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