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국제테니스대회 재개 협약
주의: 본 협약은 변경될 수 있음. 최근 개정일 - 2020년 8월 21일
ITF 대회에서 Covid-19의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참가자들에게 Covid-19 주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대회에 참석하는
날마다 대회장 입장 전에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여 체온을 측정해야 하며
Covid-19 증상 및 노출 여부와 관련된 설문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측정된 체온이 38°C 이상이거나 Covid-19에 노출되거나 증상이 나타난
참가자는 현장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접근 금지가 되는 경우,
그 결정은 번복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없습니다.

위의 자가 신고서 및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참가자의 대회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되고 대회장 입장이 거부된 경우, 역학조사를 위해
해당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지방 보건 당국 및 ITF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Covid-19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ITF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식 및 이유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ITF 웹사이트(www.itftennis.com)에 공지되어 있는
ITF Covid-19 개인 정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
주의: 본 규약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최근 업데이트-2020년 8월 11일
본인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

ITF국제테니스대회 재개 협약(ITF’s Returnto International Tennis
Protocols)을 읽었습니다.

•

본인은 ITF 웹사이트에서 항상 최신 양식으로 제공되는 Covid-19에
대한 ITF의 개인 정보 공지 사항 부록을 읽었습니다.

•

본인은 ITF국제테니스대회 재개 협약 전체와 관련된 필요조건을
준수할 것입니다.

•

본인은 ITF의 국제테니스대회 재개 협약을 통해 Covid-19의 확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예방책이 제공된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

본인이 참가하는 모든 ITF대회에 참가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스스로 감수합니다.

•

본인이 대회 중 Covid-19이 확진되거나 Covid-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Covid-19 관련 대회 담당자에게 알리거나 대회장을 떠난 이후
14일 내에 ITF(covid19@itftennis.com)으로 알릴 것입니다.

•

본인은 대회 기간 내내 본인이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리스트를 만들고, 요청 받을 시 해당 내용을 Covid-19 관련
담당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 접촉 시간과 관계없이 1미터 내 대면한 경우 / 1~2미터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한 경우 / 2시간 이상 폐쇄된 공간을 공유한 경우 /
같은 집 및 숙소(호텔, 아파트, 호스텔 등)를 공유한 경우 등으로
정의

•

본인은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ITF의 관할권에 속하기로 동의하며,
국제테니스대회 재개 협약 및 위에 언급된 서약에 따르지 않은 모든
상황은 ITF대회행동강령 위반으로 간주되며 그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