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도핑검사 운영지침 안내
0000000000000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도핑검사 운영계획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으며,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수 및 체육단체 관계자께서는 도핑검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국내외 스포츠 행사가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됨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도핑검사 배분계획을 수시로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항상 선수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국제경기연맹(IFs) 및 기타 국가도핑방지기구(NADOs) 등 여러 유관
기구와 검사 활동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방지에 대해 긴밀히 협력
하고 있습니다.
❍ 내부적으로는 감염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국내외 스포츠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실 건물 방역, 임직원 전원 마스크 지급 등 도핑검사
용품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도핑검사관에게는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 손 세정제, 알코올 티슈 등을 지급
하여 시료채취 활동 과정에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 증상이 있거
나 감염이 의심되는 도핑검사관의 시료채취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또는 국제경기연맹(IF) 검사대상등록명부(RTP)에 포함되는 선수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ADAMS에 최신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자가격리 중이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선수는
ADAMS 소재지정보 제출 시 해당 내용을 ‘추가정보’란에 기록하도록 권장합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선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ADAMS와 도핑검사서에 정확한 선수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검사를 받은 후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선수는 여전히 언제 어디서나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후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결과조치를 받을 수도 있기에 모든 관련 내용은 기록됩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선수가 도핑검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선수는 도핑검사관 지시에 따라 도핑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도핑검사 중에 발생한 모든 우려 사항에 대해 ‘도핑검사서 의견’란에 기록해야 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신청해야 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KADA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면 먼저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 ☎ 13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02-2045-9800), 또는 이메일(kada@kada-ad.or.kr)로 연락 바랍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