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희망 Y-STAR 사업단입니다.
제 2회 <청춘 사색 페스티벌> ‘노을...바라보다’ 버스킹공연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페스티벌 기간 중 ‘노을...바라보다’ 버스킹공연 현장 입장방법 및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안내드립니다.
금번 노을 캠핑존 사전신청 선정자를 포함한 신청자 전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캠핑존 배정방법
- 사전에 공고 드린 바와 같이 선착순으로 선정하였으며, 4명 팀은 원터치, 2~3명 팀은 인디언→피크닉
순, 1명은 캠핑의자에 배정했습니다.
- 입장 시 사전에 문자로 안내 받으신 원터치/인디언/피크닉/의자 TYPE에 맞추어 무작위로 배정
되며, 행사 당일 STAFF에 동행에 따라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 현장 입장방법
[사전신청 선정자 대상]
- 사전신청 선정자 분들은 행사 1일 전까지 아래 사전 문진표를 반드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사전 문진표 바로가기 https://forms.gle/theevTHUWmuMxMWh9
– 신청시간 10분 전까지 운영존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간 이후에 방문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서전신청 미 선정자 포함 그 외 방문객]
– 관객존(무대 인근 돌계단) 에서 관람 가능하시며, 관람 희망시간 10분 전까지 운영존에서 명부 작
성 후 순차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 각 블록별 선착순 50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14:00 ~ 15:30(1블록), 15:30~17:00(2블록) 입니다.
- 운영존에서 접이식 미니 돗자리를 대여하실 수 있으며 1인 1개 한정 대여 가능합니다. 이용하신 돗
자리는 반드시 운영존에 반납 부탁드립니다.
- 관객존 외 근거리 스탠딩 관람에 대해서는 STAFF의 제지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검역절차 및 기본 방역지침
- 사전신청 선정자를 포함한 모든 관람객들은 발열 체크와 QR코드 등록 절차를 거쳐 인증 완료 스
티커를 배부 받아 부착합니다.
- 모든 검역 절차, 신분증 본인 확인이 완료되신 경우에만 스티커가 배부됩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
하시기 전에는 스티커를 수령하실 수 없으며 손등 또는 겉옷 위에 부착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으로 인해 5인 이상 인원의 현장 동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청 인원과 다르게 초과된 인원을 동행하여 현장에서 STAFF에 발각될 경우 별도의 경고 없이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유의사항
- 별도의 물품보관소가 없으므로 개인 짐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페스티벌 관람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각 통제 및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페스티벌 기간 동안 공식 사진 및 영상 촬영이 진행됩니다. 추후 유튜브 등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객 분들의 관람 모습이 일부 노출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캠핑존 내 외부 음식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참고] 운영부스 및 관객존 위치

◇ [참고] 버스킹공연 LINE-UP
11. 25.(목)
13:30-14:00

11. 26.(금)
영남대 MAX&ZENITH

14:00-14:30

영남대 MAX&ZENITH

대구가톨릭대 메버릭
대구대 여섯줄

14:30-15:00

영남대 THE We

대구대 CML

15:00-15:30

영남대 Echoes

대경대 실용음악과

15:30-16:00

영남대 COSMOS

영남대 BLUE WAVE

16:00-17:00

소란(SORAN)

406호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