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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하키협회
수 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 동해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 개최 알림
1. 우리 협회에서는“2021 동해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2. 아울러, 대회장에 방문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대회장(관중석) 코로나19 관련
입장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대회개요
1) 대회명: 2021 동해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
2) 기 간: 2021. 12. 5.(일) ~ 12.(일) 8일간
3) 장 소: 강원도 동해 썬라이즈 국제하키경기장
4) 참가규모: 대한민국, 인도,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총 6개팀
ㅁ 대회장(관중석) 코로나19 관련 입장 안내코로나19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난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단계적
일상회복’조치 시행 적용.
1) 입장 가능인원: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2) 관중석 입장 인원은 동 시간대 200명으로 제한하며, 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관중석은 별도 공간으로 운영되며, 선수단이 출입하는 본부석 방향
관중석은 운영하지 않음.)
3) 사전접수 운영
- 붙임 2 양식을 활용하여 관람 5일전에 신청.
- 사전 접수가 안된 인원은 관중석 출입불가.
4) 대회장 입장 문의: 대한하키협회 이준웅 대리(02-420-4267 / 010-9930-0449)

붙임: 경기일정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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