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J 안전 권고 사항 : 코로나19 사태 취재 

Updated March 25, 2020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전세계적 유행으로 

선언했으며, 그 수는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WHO는 밝혔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교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는 발병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전 세계 기자들은 이 바이러스뿐 아니라 이를 퇴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의 구성원들이 출장이나 인터뷰, 

그리고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새로운 정보도 꾸준히 등장함에 따라 관련 당국은 최신 건강 권고 

사항이나 발병 소식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권고나 제한 사항을 업데이트 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발병 사태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세계보건기구와 지역 공공보건기구의 정보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취재 현장에서 안전 유지하기 

광범위한 국제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대부분 미디어들의 업무는 당분간은 자국 기반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인해 모든 과제나 업무는 변경되거나 공지 

없이 취소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11-march-2020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events-as-they-happen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
mailto:?subject=CPJ%20%EC%95%88%EC%A0%84%20%EA%B6%8C%EA%B3%A0%20%EC%82%AC%ED%95%AD%20%3A%20%EC%BD%94%EB%A1%9C%EB%82%9819%20%EC%82%AC%ED%83%9C%20%EC%B7%A8%EC%9E%AC&body=https%3A%2F%2Fcpj.org%2Fcoronavirus_safety_advisory_korean.pdf
https://www.linkedin.com/shareArticle?mini=true&url=https%3A%2F%2Fcpj.org%2Fcoronavirus_safety_advisory_korean.pdf&title=CPJ%20%EC%95%88%EC%A0%84%20%EA%B6%8C%EA%B3%A0%20%EC%82%AC%ED%95%AD%20%3A%20%EC%BD%94%EB%A1%9C%EB%82%9819%20%EC%82%AC%ED%83%9C%20%EC%B7%A8%EC%9E%AC&summary=&source=Committee%20to%20Protect%20Journalists
https://telegram.me/share/url?url=https%3A%2F%2Fcpj.org%2Fcoronavirus_safety_advisory_korean.pdf&text=CPJ%20%EC%95%88%EC%A0%84%20%EA%B6%8C%EA%B3%A0%20%EC%82%AC%ED%95%AD%20%3A%20%EC%BD%94%EB%A1%9C%EB%82%9819%20%EC%82%AC%ED%83%9C%20%EC%B7%A8%EC%9E%AC
whatsapp://send/?text=CPJ%20%EC%95%88%EC%A0%84%20%EA%B6%8C%EA%B3%A0%20%EC%82%AC%ED%95%AD%20%3A%20%EC%BD%94%EB%A1%9C%EB%82%9819%20%EC%82%AC%ED%83%9C%20%EC%B7%A8%EC%9E%AC%20https%3A%2F%2Fcpj.org%2Fcoronavirus_safety_advisory_korean.pdf
http://www.reddit.com/submit?url=https%3A%2F%2Fcpj.org%2Fcoronavirus_safety_advisory_korean.pdf&title=CPJ%20%EC%95%88%EC%A0%84%20%EA%B6%8C%EA%B3%A0%20%EC%82%AC%ED%95%AD%20%3A%20%EC%BD%94%EB%A1%9C%EB%82%9819%20%EC%82%AC%ED%83%9C%20%EC%B7%A8%EC%9E%AC
fb-messenger://share/?app_id=331334317387812&link=https%3A%2F%2Fcpj.org%2Fcoronavirus_safety_advisory_korean.pdf
https://www.facebook.com/share.php?u=https%3A%2F%2Fcpj.org%2Fcoronavirus_safety_advisory_korean.pdf&t=CPJ%20%EC%95%88%EC%A0%84%20%EA%B6%8C%EA%B3%A0%20%EC%82%AC%ED%95%AD%20%3A%20%EC%BD%94%EB%A1%9C%EB%82%9819%20%EC%82%AC%ED%83%9C%20%EC%B7%A8%EC%9E%AC
https://twitter.com/intent/tweet?text=CPJ%20%EC%95%88%EC%A0%84%20%EA%B6%8C%EA%B3%A0%20%EC%82%AC%ED%95%AD%20%3A%20%EC%BD%94%EB%A1%9C%EB%82%9819%20%EC%82%AC%ED%83%9C%20%EC%B7%A8%EC%9E%AC%20https%3A%2F%2Fcpj.org%2Fcoronavirus_safety_advisory_korean.pdf


 

COVID-19 발병 사태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다음과 같은 안전 정보를 따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업무 수행 전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이나 개인은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범주에 속한다면 일반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어떤 업무에도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임신한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COVID-19 발병에 대한 취재 담당자를 선정할 때 경영진은 버즈피드와 아디스아바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특정 국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폭력적 사고의 발생을 경고하고 

강조했듯이 특정 국적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발병 

사례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더욱 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자가 격리 및/또는 장기간 격리/폐쇄 구역에 배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러분들의 담당 

관리팀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병에 걸릴 경우,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합니다.  

심리적 웰빙 

● 여러분들이 COVID-19 발병 사태를 취재할 예정이라면 가족 구성원들은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험 요소와 우려 사항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필요한 경우 가족 구성원과 조직의 의료 담당자 간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 COVID-19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취재를 하는 경우, 특히 의료 또는 고립된 시설 

또는 격리 구역에서 취재를 하는 경우, 심리 상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DART 

저널리즘 및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상황을 취재하는 미디어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감염되거나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need-extra-precautions/people-at-higher-risk.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specific-groups%2Fhigh-risk-complicatio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pregnant-women-faq.html
https://www.buzzfeednews.com/article/meghara/coronavirus-racism-europe-covid-19
https://et.usembassy.gov/security-alert-reports-of-anti-foreigner-sentiment/


 

많은 나라들에서 현재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언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원, 

영안실, 격리구역, 밀집된 도시 주택(예: 빈민가 또는 판자촌) 또는 동물 시장 및/또는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 시행 중인 위생 대책을 미리 문의하세요. 의심스럽다면 방문하지 마세요. 감염을 

피하기 위한 표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의 징후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주위에서 특히 

유의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최소 2미터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 기자들은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노인, 증상을 보이는 분들의 지인, COVID-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 또는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인터뷰할 때 안전한 

최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온수와 비누를 사용하여 한 번에 최소 20초 동안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손이 건조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손을 제대로 씻고 

말리는 방법에 대한 매우 유용한 지침은 WHO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온수와 비누가 없을 때는 항균 젤이나 물티슈를 사용하되, 항상 가능한 한 빨리 뜨거운 물과 

비누로 손씻기를 하세요.(CDC는 60% 이상의 에탄올이나 70% 이상의 이소프로판올의 

알코올성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손 세정제 사용으로 일반 손씻기 습관을 

대체하지 마세요.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항상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티슈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즉시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뒤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을 

기억하세요. 

● BBC가 강조했듯이, 얼굴, 코, 입, 귀 등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악수, 포옹 및/또는 키스를 피하세요. 대신, 팔꿈치나 다리 범프를 해보세요. 

●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수 있는 컵, 그릇, 수저 등으로 음주/식사하는 것을 피하세요. 

● COVID-19 바이러스는 여러 시간 동안 다양한 유형의 표면에서 생존할 수 있으므로 모든 

보석과 시계를 제거하세요. 

● 안경을 썼다면, 온수와 비누로 정기적으로 세심하게 닦아야 합니다. 

● 어떤 옷감이 다른 옷들보다 더 쉽게 세탁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하세요. 모든 의류는 업무를 마친 뒤 세제로 고온에서 세탁해야 합니다. 

● 업무지에서 오가는 교통수단을 무엇인지를 고려하세요.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하차할 때는 반드시 손에 알코올 젤을 발라야 합니다. 자가용으로 이동할 

경우 감염된 승객이 차량 내부의 다른 승객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고 피로/에너지 레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피곤한 사람은 자신의 

위생 관리에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또한 작업 전후로 해서 

개인이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 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십시오. 

● 항상 감염 지역을 떠나기 전 혹은 도중, 후에 온수와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 만약 당신이 증상, 특히 열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정부 보건 당국은 이제 다른 사람의 감염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심각하게 감염된 지역에 있다면, 붐비는 치료 센터에서 

다른 COVID-19 감염 환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노출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 익힌 고기와 달걀만 섭취하십시오. 

장비의 안전 

● 클립 마이크 대신 안전한 거리에서 방향성 '피쉬폴'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 마이크 커버는 모든 업무가 끝날 때마다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잠재적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를 안전하게 탈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항상 멜리세톨과 같이 빠르게 반응하는 항균제 물티슈로 모든 장비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이어폰, 노트북, 하드드라이브, 카메라, 프레스패스, 나사를 포함해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 베이스캠프로 복귀할 때 모든 장비가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장비 담당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장비를 청소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소 

담당자에게 장비를 그냥 넘기거나 다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지는 마세요. 

● 만약 당신이 어떤 소독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직사광선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장비를 햇빛에 몇 시간 

동안 노출시키세요. 이 경우 장비가 변색되거나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히 훈련된 팀을 배정한 후 내부를 철저히 

청소하십시오. 도어 핸들, 스티어링 휠, 윙 미러, 헤드레스트, 안전 벨트, 대시보드 및 윈도우 

윈더/캐치/버튼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개인 보호 장비(PPE) 



 

PPE(처분가능한 장갑, 안면 마스크, 보호 앞치마 및 일회용 신발 커버 등)를 안전하게 

착용하고 벗으려면 최상의 안전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CDC의 일반 지침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교차 오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조치 정도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 의료 시설이나 영안실 등 오염 지역에서 작업할 경우 일회용 신발을 착용하거나 방수 

오버슈즈를 사용해야 할 수 있는데, 두 곳 모두 퇴실하자마자 닦아내거나 헹구어야 

합니다. 방수 오버슈즈를 사용할 경우 현장을 떠나기 전에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하며,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의료시설과 같은 감염현장에서 근무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보호장갑을 착용한다. 

바디슈트 및 풀 페이스 마스크와 같은 다른 의료 PPE도 필요할 수 있다. 

안면 마스크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현지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병원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 있거나 COVID-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많은 국가에서 수술용 PPE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다음 조언을 따르십시오 : 

● 필요한 경우 표준 '수술식' 마스크보다 N95 마스크(또는 FFP2 / FFP3)가 권장됩니다. 마스크가 

코와 턱의 다리 위로 안전하게 맞는지 확인하여 핏의 간격을 최소화하세요. 얼굴의 털(수염 

등)을 정기적으로 깎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하고 스트랩만 사용하여 제거하십시오. 절대 전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 마스크를 벗은 후에는 항상 비누와 온수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성 손 세정제(에탄올 60% 이상 

또는 이소프로판올 70% 이상)로 손을 씻으세요. 

● 마스크를 눅눅해지거나 젖게 되면 되는 즉시 깨끗하고 건조된 새 마스크로 교체하십시오. 

● 마스크를 절대 재사용하지 말고, 항상 사용한 마스크를 밀봉된 백에 즉시 폐기하십시오. 

● 마스크 사용은 개인 보호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온수와 비누로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눈, 입, 귀, 코를 포함한 얼굴 부위를 만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면/거즈 마스크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에 따라서 안면 마스크가 부족하거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dc.gov/hai/pdfs/ppe/ppe-sequence.pdf
https://www.cdc.gov/hai/pdfs/ppe/ppe-sequence.pdf
https://www.nytimes.com/article/face-masks-coronavirus.html
https://www.usatoday.com/story/money/2020/03/03/coronavirus-hand-sanitizer-face-masks-price-gouging-amazon-walmart-ebay/4933920002/


 

디지털 보안 

● 기자들이 COVID-19 발병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에서 적대감 수준의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CPJ의 모범 사례를 

검토해보세요.  

● 정부와 기술 기업들은 COVID-19의 확산을 추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시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저널리스트들을 겨냥한 스파이웨어인 페가수스를 만든 

NSO그룹도 포함돼 있다고 시티즌랩은 전했습니다. 시민 자유 단체들은 이 의료 위기가 끝난 후 

이러한 감시 기법이 어떻게 사람들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전세계적인 진전 상태를 추적하고 있다. 

● COVID-19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문서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잠시 중지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 프론티어 재단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현재의 건강 위기와 공황 상태를 

이용하여 장치에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는 정교한 피싱 공격 방식으로 개인과 조직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 또는 메시징 앱에서 COVID-19 관련 링크를 클릭할 때 주의하십시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로 장치를 감염시키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COVID-19 Tracker 같은 랜섬웨어용 개인 대상 악성 앱을 주의하세요. 

● WHO와 같은 유명한 출처의 COVID-19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여주는 지도는 패스워드를 

탈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악성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가디언이 보도한 바와 같이 국가가 후원하는 잘못된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잘못된 정보, 즉 

WHO가 특별히 경고하고 BBC가 주목한 사실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화 버스터 가이드는 

WH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짜 뉴스와 거짓이 있을 수 있는 메시징 앱의 채팅으로 공유되는 COVID-19에 대한 정보에 

주의하십시오. 

● Facebook의 COVID-19 콘텐츠는 현재 인간 콘텐츠 검사기 대신 인공지능(AI)에 의해 작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류로 인해 질병에 대한 합법적인 콘텐츠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COVID-19 발생에 대한 보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경향이 있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 

그곳에서 발표된 리포트로 야기될 위험에 유의하세요. 일부 정부에서는 CPJ가 강조했듯이, 발생 

정도를 숨기거나 미디어를 검열할 수도 있습니다. 

[ko] 업무 수행 시 신체적 안전 

https://cpj.org/2018/11/digital-safety-protecting-against-online-harassmen.php
https://citizenlab.ca/2019/03/nso-spyware-slain-journalists-wife/
https://cpj.org/2019/11/cpj-safety-advisory-journalist-targets-of-pegasus-.php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17/surveillance-company-nso-supplying-data-analysis-to-stop-virus
https://privacyinternational.org/examples/tracking-global-response-covid-19
https://www.eff.org/es/deeplinks/2020/03/phishing-time-covid-19-how-recognize-malicious-coronavirus-phishing-scams
https://www.businessinsider.com/coronavirus-fake-app-ransomware-malware-bitcoin-android-demands-ransom-domaintools-2020-3?r=US&IR=T
https://krebsonsecurity.com/2020/03/live-coronavirus-map-used-to-spread-malwar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18/russian-media-spreading-covid-19-disinformation
https://www.politico.com/news/2020/03/16/coronavirus-fake-news-pandemic-133447
https://www.forbes.com/sites/kateoflahertyuk/2020/03/18/covid-19-fallout-why-is-facebook-wrongly-removing-legitimate-content/#94b007e78b40
https://cpj.org/tags/COVID-19
https://cpj.org/blog/2020/03/amid-coronavirus-pandemic-iran-covers-up-crucial-i.php
https://cpj.org/blog/2020/03/citizen-lab-chinese-censorship-coronavirus.php


 

●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보도할 경우, 기자들은 최근 이탈리아, 콜롬비아, 인도에서 보듯이 

COVID-19 발병에 대한 수감자들의 시위 및/또는 폭동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 COVID-19 사태 때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해 미국, 아일랜드, 팔레스타인,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여 약탈과 강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권위주의 체제 하 국가의 기자들은 CPJ가 강조한 COVID-19 발병에 대한 보도 시 억류 및/또는 

체포의 위협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하 위해 출장을 가게 될 경우(아래 참조), 해당 도착지의 최신 보안 

상황을 미리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브라질, 파키스탄, 키프로스, 

리유니언, 우크라이나에서 고립된 폭력사태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홍콩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는 COVID-19 발병으로 때론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출장 업무  

세계 여행 제한으로 인해, 해외 출장은 현재 극도로 도전적일 뿐 아니라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업무 시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 모든 관련 백신 접종 및 질병 예방접종이 목적지에 적합한 최신의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발병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여행 보험 정책을 체크해보세요. 대부분의 정부는 해외 여행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여행 

권고와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외무부, 미국 국무부, 프랑스 외무국무부 등이 

포함됩니다. 여행 관련 COVID-19 대상 보험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많은 나라에서 공개 집회 또는 일정 인원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점을 고려하여 참석 계획 

중인 모든 이벤트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기존 및/또는 향후 여행 금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외국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지 및/또는 제한은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 도시 중심지, 특정 지역 및/또는 전체 국가로부터 통지를 거의 또는 전혀 받지 않고 차단 및 

격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일부 조직과 고용주는 전 

세계에 기반을 둔 모든 인력에 대한 대피 준비 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많은 국경이 전 세계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추가 폐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신의 비상 계획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https://cpj.org/tags/COVID-19


 

● 아프면 출장을 가시 마세요. 대부분의 국제 공항과 지역 공항은 물론 다른 교통 허브도 

엄격한 건강검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도착 즉시 테스트를 받고/또는 

강제 격리/자가 격리에 직면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 항공사들은 여러 목적지를 오가는 항공편을 취소함으로써 해외 여행 및 출장의 선택권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COVID-19 증가 사례에 따라 추가적인 취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완전히 환불이 가능한 비행기표를 구입해야 합니다. IATA에 따르면 COVID-19는 많은 

항공사들의 심각한 재정난을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 최대 지역 항공사 플라이베의 

파산에 기여했다고 한다. 

● 어떤 물자를 가지고 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안면 마스크, 손 세정제, 비누, 통조림 식품, 

화장지 등 공황상태의 구매와 함께 특정 품목의 부족 사건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COVID-19 

감염으로 인한 파업 조치 및/또는 인력 부족이 해당 목적지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요르단처럼 물 부족 국가에서는 (음용수) 수요 증가와 부족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수많은 나라들이 이미 여행용으로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중지하고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목적지의  최근 비자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 목적지 국가에서 COVID-19 비감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볼 수 있다. 

● 건강검진 조치와 체온 체크 포인트를 고려하여 탄력적인 출장 일정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 

공항에서 부가적인 여유 시간을 확보하세요. 일부 철도역, 항만/도크 및 장거리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특정 국가는 특정 공항과 터미널에서만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도착지에 대한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파악해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 방문 중인 국가 안에서도 도시 내 이동 제한에 대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이후 

● 증상의 징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하세요.  

● 만약 감염률 높은 지역에서 복귀하는 중이라면, 당신은 거의 확실히 당연한 일로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한 정부 권고를 확인하세요. 

https://www.internationalsos.com/pandemic-sites/pandemic/home/2019-ncov/ncov-travel-restrictions-flight-operations-and-screening
https://www.airport-technology.com/features/coronavirus-measures-world-airports/


 

● COVID-19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및 정보,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에서 시행되는 검역 및 격리 

절차를 모니터링 하세요.  

● 거주하는 나라의 감염률에 따라, 돌아온 후 14일 동안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의 

이름/번호를 적어둔 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경우 

연락 가능한 사람들의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 COVID-19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나타나는 경우라면, 아무리 경미한 상태라 하더라도 관리 

팀에게 알려주고 공항이나 다른 교통 허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적절한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도록 하십시오. 택시를 타지는 마세요. 

● 자신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WHO, CDC 또는 지역 보건 당국의 조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증상이 시작된 후 최소 7일 동안은 집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감염된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 미리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의 고용주, 친구, 가족들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것들을 현관 밖에 놓아두라고 

부탁하세요. 

● 가능하면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2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가능하다면 혼자 주무세요. 

● 다른 사람들과 숙소를 공유할 경우, 모두를 위해 14일 간의 격리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유용한 지침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및 주방 시설 사용 시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누와 온수를 사용하여 최소 20초 동안 규칙적이고 철저하게 손을 씻으십시오. 

● 노약자, 기저질환자 등 건강 취약층과는 최대한 멀리하십시오. 

● 격리 기간 동안 증상이 눈에 띄게 악화되지 않는 한, 자가 격리를 위해 여러분들 국가의 보건 

당국에 전화를 걸거나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CPJ의 온라인 세이프티 키트는 언론인과 뉴스룸에 시민 소요 사태나 선거 취재를 포함한 물리적, 

디지털 및 심리학적 안전 자원과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vid-19-stay-at-home-guidance/stay-at-home-guidance-for-households-with-possible-coronavirus-covid-19-infection#ending-isolation
https://cpj.org/safety-kit/
https://cpj.org/2018/09/physical-safety-civil-disorder.php
https://cpj.org/2019/03/covering-elections-journalist-safety-kit.php
https://cpj.org/2019/07/digital-safety-kit-journalists.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