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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개요: 
이 문서의 목적은 전세계의 레이스 개최 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기본 운영 가이드라인의프레임워크 제공

하여 안전하게 트레일 러닝 이벤트를 재개하고 트레일 러너 커뮤니티(참가자,봉사자, 지역사회)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COVID-19란? 
COVID_19은 최근 발견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됐다. 현재 COVID-19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중으로 높은 전염성과 헬스케어 시스템에 미치

는 영향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전염을 막기 위해선 엄중한 공중 위생 수칙이 필

요하다. 

트레일러닝 이벤트에 COVID-19이 미치는 영향 
COVID-19는 세계 경제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레일러닝을 포함한 스포츠 이벤트들은 제재와 

대부분 국가의 공중 보건 수칙에 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트레일러닝 커뮤니티로서 우리는 갑작스럽

게 사랑하는 이벤트들을 잃고 많은 개최사들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험에 직면하였다. 일시적

으로나 영구적으로나 트레일러닝 이벤트 개최의 어려움은 개최사의 생계와 지역사회, 그리고 트레일러닝 

커뮤니티의 즐거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러닝 이벤트 재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레일 러닝 커뮤니티의 안전이다.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은 개최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내용이 아니며 레이스 개최사가 각자 트레일 이벤

트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며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이다.  

COVID-19에 대한 규제가 국가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ITRA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인 지

침을 따른다. 따라서 개최사는 개최되는 국가와 지역의 규제를 확인하고 따라야한다. 어떤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부정확할 땐 안전을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개최사는 필수적인 수칙을 구별할 수 있도록 COVID-19 위험 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추천된다. 

이 문서의 가이드라인과 개최 지역의 세부내용 차이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COVID-19의 진행에 따라 규제와 수칙도 변하기 때문에 개최사는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사용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은 이벤트 플래닝과 전달방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발생 순서대로 작성되었

다.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되어 개최사가 섹션별로 가이드가 해당 레이스에 적합한지와 조치가 필요한

지 결정할 수 있다.  

각 세션의 !와 ? 심볼은 ITRA에서 해당 사안을 ‘필수’나 ‘권고’로 권장하는지 표시하고 있다. 

! - 필수 

? -권고

체크리스트의 항목이 해당 레이스와 연관되었을 경우 그냥 표시하는 것보다 해당 내용을 시행할 책임자

의 이름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시행의 키포인트 
이 매뉴얼의 권장 체크리스트는 가장 최근의 WHO 국제 권장사항을 따랐다. 아래 키포인트는기본적으

로 따라야 할 내용이다.

1. 마스크

WHO은 ‘대중교통이나 상점 등 밀집된 곳 처럼 전염이 심한 곳이나 거리두기가 힘든곳에서’1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CP, 등록 부스, 스타트/피니쉬 등 방문자가 많고 폐쇄된 공간이거나 거리두기가 힘든곳에서 일

하는 스탭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스탭에게 마스크를제공한다면 알맞

은 교육을 시키는 것 또한 개최자의 책임이다.



대회 참가자 또한 거리두기가 힘든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개최자는 선수들이 각자 마

스크를 휴대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스크가 밀집된 스타트라인 등에서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대체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다. 유럽 방역 센터는 ‘마스크 착용은 다른 수칙의 대체가 아닌 보충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

다. 다른 수칙이라함은 전염을 낮추기 위해 물리적 거리두기, 에티켓 지키기, 손 소독과 얼굴, 코, 

눈, 입 등을 만지지 않기 등을 

포함한다.’2라고 권장하고 있다. 

2. 거리두기

WHO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최소 1m의 간격이 유지되는 것을 추천한다. WHO가지원하고 The

Lancet에서 2020년 6월에 발행한 연구는, “... 최소 1m의 간격을 유지하는정책은 감염을 현저히

줄이고 몇몇 국가처럼 2m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더 효과적일 수있다'3고 밝혔다.

WHO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COVID-19의 전염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우리가서로 최소

1m의 거리를 유지하고 밀집된 곳이나 단체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지양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4

고 밝혔다.

WHO와 몇몇 국가는 다른 권장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권장사항을 체크하고따르는 것

이 중요하다.

3. 일회용 장갑과 손소독제

WHO는 규칙적으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불필요하고 부

적절한 장갑 사용은 자원을 낭비하고 세균 감염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5 따라서 스탭들

과 선수들에게 항상 장갑을 착용하도록 요청하지 않기를 바란다.규칙적으로 맨손을 씻는 것은 (일

회용) 고무 장갑을 착용하는 것 보다 COVID-19 예방에효과적이다.6

비누로 손을 씻는 것과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WHO는 맨눈으로봤을 때

손이 더럽다면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7 손이 더러워보이지 않는 다면 자주 알코올성분의 소독제로

손을 소독 하는 것을 소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8 

1 WHO Quote: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05/06/2020
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5-
june-2020 

2 ECDC Advice: Using Face Masks in the Community. 08.04.2020
https://www.ecdc.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COVID-19-use-face-masks-
community.pdf 

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5-june-2020
https://www.ecdc.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COVID-19-use-face-masks-community.pdf


3 The Lancet: Physical distancing, face masks, and eye protection to prevent person-to-person transmission of SARS-CoV-2 
and COVID-19: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ttps://doi.org/10.1016/S0140-6736(20)31142-9 

4 WHO Advice: COVID-19: physical distancing. 14/06/2020
https://www.who.int/westernpacific/emergencies/covid-19/information/physical-distancing 

5 WHO Advice: Glove Use Information Leaflet. August 2009. 
https://www.who.int/gpsc/5may/
Glove_Use_Information_Leaflet.pdf 

6 WHO Advice: Coronavirus Infographic. 09/03/2020
https://www.who.int/images/default-source/health-topics/coronavirus/risk-communications/general-public/wearing-
gloves.png?sfvrsn =ec69b46a_2 

7 WHO Advice: Hand Hygiene: Why, How & When? August 2009.
https://www.who.int/gpsc/5may/Hand_Hygiene_Why_How_and_When_Brochure.pdf 

8 WHO Advice: Hand Hygiene: Why, How & When? August 2009.
https://www.who.int/gpsc/5may/
Hand_Hygiene_Why_How_and_When_Brochure.pdf 

https://doi.org/10.1016/S0140-6736(20)31142-9
https://www.who.int/westernpacific/emergencies/covid-19/information/physical-distancing
https://www.who.int/gpsc/5may/Glove_Use_Information_Leaflet.pdf
https://www.who.int/images/default-source/health-topics/coronavirus/risk-communications/general-public/wearing-gloves.png?sfvrsn=ec69b46a_2
https://www.who.int/images/default-source/health-topics/coronavirus/risk-communications/general-public/wearing-gloves.png?sfvrsn=ec69b46a_2
https://www.who.int/gpsc/5may/Hand_Hygiene_Why_How_and_When_Brochure.pdf
https://www.who.int/gpsc/5may/Hand_Hygiene_Why_How_and_When_Brochure.pdf


규제 및 관리 사전 이벤트 체크리스트 

! - 필수

? - 권고

EVENT 
FUNCTION 

ACTION 
❌ 

✔ N/A 

국가·지역별 
규제 

! 레이스 주최사는 질병관리본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
련·담당 부처의 대회 개최나 단체모임에 대한 권고사항에 
친숙해져야 한다. 대회 계획이 특히 아래 내용과 관련된 
지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 모임 가능한 인원
2) 물리적 거리두기 수칙
3) 개인용 보호구(PPE) 요구사항

WHO와 개최되는 국가와 지역의 규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과 지역의 규제를 확인하고 
따라야한다. 

이벤트 개최사 ! 개최사의 책임자는 최신 COVID-19 규제를 숙지하고 WHO, 
CDC, ECDC 등 신뢰할만한 소스와 이 문서 내의 권장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개최사 내에서 각 체크리스트의 책임자와 전체 책임자를 확실
히 해야 한다. 

! 전체 책임자는 COVID-19로 인한 위험과 감염 경로를 이해하
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 참가자, 스탭, 방문객들이 
따를 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 개최사는 참가자와 스탭,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벤트 참가
를 통한 감염자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있다. 

! COVID-19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인력과 자원을 충당할 방
법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인
력을 더 고용할 것인지 이를 자원봉사자에게 맡길 것인지가 
있다. 

! 탈의실, 스타트/피니시, 엑스포 등의 공간이 물리적 거리두
기가 가능할 만큼 넓어야 한다.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능동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인지 생각
해봐야 한다. 

해당 공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한 제재로 줄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벤트 노점상
・공급자

! 케이터링 회사 등 제 3기관과 이동식 화장실 등의 제공자가 
개최사의 수칙을 따르는지 과정의 증거를 요청하고 확인해야 
한다. 
포함 회사: 
의료 서비스 제공사, 숙박업체, 렌탈업체, 이동식 화장실, 펜
스 업체, 수도 공급, 쓰레기 수거, 엑스포 참가 업체 등 

고객 정서 ?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COVID-19 대응 방식 등에 관한 고객
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객의 정서를 분석해야 한다. 수칙에 동
의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히 늘어난 출발시간, 엄격한 물리
적 거리두기, 개인용 보호구 필수 지참 등의 사항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 ! COVID-19의 세계 대유행으로 인해 보험에 변경사항이 있
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대회 전 체크리스트 
! - 필수 

? -권고

EVENT 
FUNCTION 

ACTION 
❌ 

✔ N/A 

탈의실, 쉬는 
곳, 앉는 곳과 
주변 

! 지역 규제에 따라 서로간 적정한 거리를 바닥에 표시해 선수
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통행과 분리대가 
추천 된다. 

! 핸드워시와 손 소독제를 입구와 출구에 배치한다. 

! 지역 규제에 따라 규칙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할 수 있
도록 자원을 제공한다. 

화장실/이동식 
화장실 

! 모두가 이동식 화장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꺼릴 수 있
다. 선수들과 스탭들에게 충분한 시설이 있음과 위생적임을 
알리고, 사용 시와 줄 서있을 때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도
록 한다. 

! 손 씻기만을 위한 시설도 제공되어야 한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최선이지만 트레일 러닝 이벤트가 열리
는 지역 특성 상 손 소독 공간 또한 받아들여진다. 

! 매우 청결하게 시설을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지역 규제를 
확인해야 하며 시설을 청소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에게 맡기지 
않고 전문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 회견 ? 기자회견을 취소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고
려해본다. 

! 대면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참석자는 필수 스탭, 엘리트 선수
들, 주요 미디어로 제한 되어야 하며 물리적 거리두기가 시행
되어야 한다. 

! 대면 기자회견에서 항상 모든 사람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손 씻고 소독 
하는 곳 

! 스탭들을 위한 손 씻는 곳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최소
한 스타트/피니시, 등록부스, CP, 이동식 화장실, 모든 조
리·서비스 공간, 의무실에 마련되어야 한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최선이지만 트레일 러
닝 이벤트가 열리는 지역 특성 상 손 소독 공간 또한 받아들여
진다. 

! 코스팀, 스위퍼와 같이 외딴 지역에 있는 스탭들에게는 반드
시 휴대용 손소독제가 배분되어야 한다.  

선수·스탭 교통
수단(셔틀버스) 

! 지역 규제에 따른 탑승인원과 물리적 거리두기가 지켜져야한
다. 지역의 대중교통 규제가 적당한 템플릿이 될 수 있다. 

! 대회 개최(이벤트) 지역과 등에서도 같은 물리적 거
리두기 기준이 스탭 운송에 적용되어야 한다. 

스폰서 ! 스폰서들은 스탭과 같이 COVID-19에 관산 수칙에 관
하여 알고 지켜야한다. 

! 제품 샘플링은 1대1 방식으로 알맞은 개인용 보호구를 착
용한 제품 배부 책임자에게서 이뤄져야 한다. 

리테일 ? 리테일 활동이 이뤄지는 곳에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지
켜질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 선수와 방문객에게 노출되는 제품 양을 제한하고 제품 구매
전에 제품과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한다. (해당 국가의 
소비자 권리법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 비접촉 카드 결제만 받는 것을 고려한다. 

방문객 ? 방문객이 물리적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시설들이 마련 되어 있는지 고려한다. 

? 방문객을 위한 표지판을 고려한다. 

? 방문객이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한다. 방문객이 배번 픽업
장소/등록 부스나 CP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식음료 판매 ? 지역정부의 COVID-19 규제에 따라 가능하고 항상 안
전과 위생에 신경쓴다. 

키즈레이스 ? 이 가이드라인의 모든 권장사항이 성인 레이스에서충족
될 수 있을 시 가능하다.



대회 전 공지 체크리스트 
! - 필수 

? -권고

EVENT 
FUNCTION 

ACTION 
❌ 

✔ N/
A 

선수에게 공지 ! COVID-19 프로토콜에 관해 자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대
회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선수가 지켜야하는 모든 특별 
방역 수칙이 충분히 설명되야 한다. 위 정보를 각각 선수
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널리 
알린다. 

! 새로운 COVID-19 수칙을 정확하게 포함하도록 레
이스 규정을 바꾼다. 

! 선수들에게 아래에 해당할 경우 대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1. 대회 당일 체온이 38도 이상일 경우
2. 지난 2주간 계속된 기침, 열, 미각/후각이변하

거나 잃는 등의 COVID-19 증상이있었을 경
우

3. 지난 2주간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경우
4. 지난 2주 COVID-19가 빠르게 지역전파가이

뤄지고 있는 국가를 여행했을 경우

? 아직 접수중일 경우, 신청서에 새로운 COVID-19 방
역 수칙을 정확하게 포함하도록 바꾼다. 

스탭에게 공지 

(노점상, 스폰서 
등 포함) 

! 모든 스탭은 COVID-19 프로토콜과 대회에 미치는 영
향, 대회 중 작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트레이
닝/브리핑에 참석해야한다. 대회 전 온라인 트레이닝 
세션으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 스탭들에게 아래에 해당할 경우 대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전달한다. 

5. 대회 당일 체온이 38도 이상일 경우
6. 지난 2주간 계속된 기침, 열, 미각/후각이변하

거나 잃는 등의 COVID-19 증상이있었을 경
우

7. 지난 2주간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경우
8. 지난 2주 COVID-19가 빠르게 지역전파가이

뤄지고 있는 국가를 여행했을 경우



!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은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는 것
이 권장된다.
고위험군:

1. 현재 질병에 따른 고위험군:
보통이나 심한 수준의 천식, 당뇨,고도비만
(BMI > 40), 만성 간, 콩팥 또는심장질환자와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 또는면역이 떨어지는
사람과 사는 사람

2. 60세 이상이거나 현재 폐나 심장 질환,당뇨
가 있거나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

3. 요양원 등 장기 보호 시설에 사는 사람

? 스탭과 함께 선수들을 위한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
유한다. 



건강 확인(검진) 체크리스트 

! - 필수

? - 권고

선수들과 스탭들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전문가와 비용 같은 자원 면에서 특정한 대회에서만 가능 

할 것이다. 

대회 개최자는 증상이 없고, 건강확인서와 체온 측정 등에서도 이상이 없지만 심각한 문제와 함께 

COVID-19을 전파하는 무증상 감염자가 있음을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가 물리적 거

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의 수칙이 질병 감염을 막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매우 어렵지만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할 때는 해당 국가의 규제를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EVENT 
FUNCTION 

ACTION 
❌ 

✔ N/A 

건강 확인서 ? 선수들과 스탭들에게 아래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
인하는 것을 고려한다.  

1. 지난 14일 동안 COVID-19의 증상이 한번도없었
다.

2. 지난 14일 동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이 없었다.
3. 지난 14일 동안 COVID-19가 심하게 유행하는국

가에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다.

? 위와 더불어 대회 당일 체온이 38도 이상인지 확인한다. 

고위험군 선수 ! 고위험군에 속하는 선수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권
장되어야 한다. 
고위험군: 

4. 현재 질병에 따른 고위험군:
보통이나 심한 수준의 천식, 당뇨, 고도비만(BMI
> 40), 만성 간, 콩팥 또는 심장질환자와 면역이떨어
지는 사람 또는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과사는 사람

5. 60세 이상이거나 현재 폐나 심장 질환, 당뇨가있거
나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

6. 요양원 등 장기 보호 시설에 사는 사람

모든 선수 ! COVID-19 진단을 받은 선수는 증상 발현 후 14일 이후, 기
침, 열 등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지 4일 이후부터만 참석이 가
능하다. 

국제(외국인) ? 국제 여행 등에 대한 정부나 지역 규제가 국제(외국인) 



선수 선수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공항에서 COVID-19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고 있는지, 대
회장에서 어떤 경우의 건강진단을 실행할 것인지 고려하
고, 실행할 것이라면 의학 전문가가 명확한 증거를 근거로 
진단한다. 



등록과 브리핑 체크리스트 

! - 필수

? - 권고

EVENT 
FUNCTION 

ACTION 
❌ 

✔ N/A 

레이스팩, 배번 
픽업 
등록 

! 레이스팩과 배번 픽업을 위한 엄격한 예약 시스템을 구
축하여 혼잡을 최소화 한다. 

! 지역 규제에 따라 서로간 적정한 거리를 바닥에 표시해 선수
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통행과 분리대가 
추천 된다. 

! 입구에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표지판을 
제공한다. 

! 출입구에 손소독 공간을 제공한다.. 

!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수 있거나 배번 픽업 장소가 
내부에 있을 경우 이벤트 담당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수 있다. 

배번 픽업을 외부에서 엄격한 물리적 거리두기로 수행할 
수 있다면 이벤트 담당자는 얼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선수 배번/레이스팩(패킷, 상품 등)은 최소 72시간 전에 
COVID-19로부터 안전한 구역에서 미리 준비한 후 배번 
픽업을 시작하기 전에 격리해야 한다 

? 직원이 등록 영역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해야 하는지 
여부와 등록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 발생하는 대기열을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 한 명의 선수가가 그룹 또는 팀을 위해 여러 개의 
배번/레이스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한다. 

? 선수와 직원을 분리할 수 있는 플렉시글라스 벽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레이스 브리핑 ! 출발선 및/또는 다른 장소에서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 

! 이메일로 사전 이벤트 브리핑을 제공한다. 



! 참가자들이 특별 COVID-19 프로토콜을 수신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레이스 전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 

?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브리핑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참가자에게 마지막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SMS 또는 카카오톡(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엑스포 체크리스트 

! - 필수

? - 권고

EVENT 
FUNCTION 

ACTION 
❌ 

✔ N/A 

규정 ! 대회에 적용되는 규정과 다를 수 있는 
엑스포/전시회/박람회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한다. 

! 엑스포 업체, 전시업체, 관람객들의 마스크 착용에 관한 
현지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한다. 

장소 ? 엑스포는 야외나 대규모 회의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고려한다. 

?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한다. 

? 엑스포 참가업체와 판매업체를 방문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플렉시글라스 장벽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직원들이 엑스포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하는지, 
엑스포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줄이 형성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공급업체 및 
전시업체 

! 개인용 보호구(PPE), 청소 및 물리적 거리 제한 요구 
사항의 적용을 전시업체 및 공급업체와 명확히 전달하고 
준수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 엑스포장 내 표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표지판 ! 입구에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표시를 
제공한다.. 

! 지역 규제에 따라 서로간 적정한 거리를 바닥에 표시해 선수
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통행과 분리대가 
추천 된다. 

손소독 ! 출입구에 손소독 공간을 제공한다.. 



출발 체크리스트 

! - 필수

? - 권고

EVENT 
FUNCTION 

ACTION 
❌ 

✔ N/A 

대회 전 ! 선수는 다음과 같이 출발 절차가 서로 다른 적절한 
그룹으로 분리해야 한다. 

• 엘리트: 인원 제한 출발
• 일반선수: 시간별 출발
대회 전에 출발 절차가 선수들에게 명확하게전달되
었는지 확인한다. 일반 선수들은 비슷한속도(예상
결승 시간)끼리 출발해 코스 추월을최소화한다.

? 레이스에 어느 정도까지의 위험 연령 그룹이 참가하고 
있는지(>60?)와 별도의 등록 시간 및 출발과 같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 관중들이 참석할 이유를 줄이기 위해 출발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을 고려한다. 

출발 ! 출발선에서 일하는 스탭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 선수는 출발 구역에 들어갈 때 손소독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 엘리트 출발의 경우 엘리트 선수들끼리 출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남녀 엘리트의 출발을 
따로하는 것을 고려한다. 기록은 칩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출발 공간 내에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바닥에 표시 것을 고려한다. (아래 그래픽 참조) 

! 일반 출발은 선수들이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이스 크기에 맞는 유연한 출발 공간을 제공한다. 출발 
절차와 출발 시간이 대회 전에 선수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한다. 

물리적 거리 제한으로 인해 더 이상 한 번의 단체 출발이 



불가능하다면,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는 것을 고려한다. 
즉, 칩을 사용하여 개별 기록을 측정하는 것이 좋다. 

출발 공간 내에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에 마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아래 
그래픽 참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출발한다. 

1. 선수에게 특정 출발 시간이 할당되며, 신체적인거리를 유
지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예: 10분마다25명의 달리기 선수)
으로 호출해 출발하도록 한다.

2. 선수는 개별 출발 시간을 할당받고, 정기적으로 (예를들어
매 30초마다 - 오리엔티어링 경주 프로토콜)출발하도록 호출
한다.

출발 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현재 
COVID-19 상황에서는 대회 개최가 불가할 수 있다. 

? 직원이 출발 영역의 출입을 제어해야 하는지와 출발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려한다. 





코스 체크리스트 

! - 필수

? - 권고

EVENT 
FUNCTION 

ACTION 
❌ 

✔ N/A 

코스 점검 ! 코스를 검토하고, 물리적 거리두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용인원과 너비를 늘리고 핀치 포인트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선수 행동수칙 ! 선수들은 코스를 주행하는 동안 신체적인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 선수는 트레일 위에서 다른 선수들을 통과하기 위한 
에티켓에 대해 배워야 한다. 뒤에서 신호를 주고, 적어도 
1미터의 거리를 나란히 두고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선수는 앞서가는 선수의 '슬립스트림'에서 뛰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선수들에게 침 뱉기, 코풀기 등 비강 및 호흡기 분비물을 
제거하는 다른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위 작업은 다른 주자의 10m 
이내에서 수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선수가 필요할 때 손을 소독하기 위해 개인용 손 
소독제를 지참하는 것을 고려한다. 

페이스메이커 ? 코스에서 선수들과 스탭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페이스메이커를 금지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대회에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 페이스메이커가 참가자 
및 기타 대회 참석자와 함께 이 인원에 포함된다. 

페이스메이커가 허용된다면, 대회 선수들과 같은 
규칙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 

(선수)크루 
(CP) 

? 특히 CP에서 선수들과 스탭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크루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대회에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 크루멤버들도 참가자 및 



기타 대회 참석자와 함께 이 인원에 포함된다. 

크루의 접근이 허용된다면 CP에서 선수들과 같은 
규칙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 

표시 ? 선수들에게 신체적 거리 제한과 추월 예절을 
상기시키는 코스 표시를 제공한다. 



CP 체크리스트 

! - 필수 

? - 권고

EVENT 
FUNCTION 

ACTION 
❌ 

✔  N/A 

기본 세팅 ! CP는 가능한 외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 CP에서 일하는 스탭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 스탭용 손세척 시설 및/또는 손소독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 필수 사항 
선수가 CP에 진입할 때 손소독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 CP를 통과하는 분당 선수의 흐름을 예측하고 CP가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지 확인한다. 여기에는 좌석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 지역 규제에 따라 서로간 적정한 거리를 바닥에 표시해 선수
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통행과 분리대가 
추천 된다. 

? 선수와 직원을 분리할 수 있는 플렉시글라스 벽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 CP의 수를 줄이거나 코스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고려하고 선수들로부터 더 많은 자급자족을 유도한다. 

? 크루멤버나 일반 대중들로부터 CP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 CP가 혼잡해질 경우, CP로의 접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 선수들이 사용 할 수 있는 발판 또는 센서로 작동하는 
식음료 디스펜서 사용을 고려한다. 

식음료 배급 ! 선수와 스탭 간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여 선수와 스탭이 
항상 테이블에 의해 분리되도록 한다. (아래 그림 참조) 



! 엄격한 식품 위생 기준(현지 규정에 따라)을 준수하고 
식품 또는 물을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선수가 열 때까지 밀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식품(에너
지 바 등)을 포장한다.
• 선수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과일 준비(즉,오렌지
조각 트레이를 제공하지 말고 한 번에 한 조각씩제공)
• 스탭은 선수들이 고른 음식을 전달한다: 선수들이음식을
직접 골라 먹는 것(접촉)을 금지한다.

! 선수와 수원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엄격한 시스템을 
고안한다. 스탭이 미리 채운 개별 일회용 컵을 달리기 
선수에게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호스나 병과 
접촉하지 않고 호스에서 선수의 병을 다시 채우는 
방법도 있다. 

! 선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컵은 스탭이 
주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선수가 직접 
가져가는 것(접촉)을 금지) 

드랍백 ! 드랍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픽업하는 곳과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 곳을 분리해서 빨리 이동하도록 
한다. 프로세스 전체에 걸쳐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피니시 체크리스트 

! - 필수

? - 권고

EVENT 
FUNCTION 

ACTION 
❌ 

✔ N/A 

피니시 공간 ! 참가자는 셀카나 사진을 찍거나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신체적인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스폰서 활동, 마사지 등 피니시 영역에서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고 최소화한다. 

! 결승선에서 일하는 스탭은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다.. 

! 모든 식음료은 위에 설명된 CP 지침을 사용하여 
배포해야 한다. 

? 메달은 개별적으로 포장된 채로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메달을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시상식 체크리스트 

! - 필수

? - 권고

EVENT 
FUNCTION 

ACTION 
❌ 

✔ N/A 

시상식 ! 주최자, 우승 선수, 언론 발표자 등 주요 인사만 
초대한다. 

? 시상식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 항상 신체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스탭, 선수, 언론 등 모두가 마
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 물리적 거리 제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시상식을 열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 

? 라이브 스트림 방송 시상식 진행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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