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도핑검사절차

종료까지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과
동행해야 합니다.

• 제공받은 시료채취용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수는 A병과 B병에 소변
시료를 나누어 담습니다. 소변시료를
B병 표시선까지 먼저 담습니다.
그 다음 A병에 소변시료를 담고
• 선수는 언제, 어디서나 시료(소변,혈액) 채취를
위해 도핑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량을 채취용기에 남겨 둡니다.

• A병과 B병을 봉인합니다.

• 선수는 도핑검사관(DCO) 또는 샤프롱에게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됨을 통지 받습니다.
• 선수는 권리와 책임이 기재된 서류를 읽고
서명합니다.

• DCO는 소변시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비중을 측정합니다.
비중이 기준치 미만이면 선수는 추가시료를
체공해야 합니다.

• 도핑관리실로 즉시 이동합니다.
• 도핑검사서 작성법
- 개인정보 작성
- 복용(사용) 약물확인: 처방약, 의약품, 보조제
• 선수는 제공받은 시료채취용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 도핑검사에 관한 우려사항이나 의견 기재
- 정보, 수치, 시료고유번호 최종 확인
- 도핑검사서 최종 서명 후 사본 수령

• 소변은 90ml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상의는 배꼽까지, 소매는 팔꿈치까지 올리고
하의는 무릎까지 내려서 시료채취 과정이 모두
보여지게 합니다.
• 동성의 DCO 또는 샤프롱이 소변시료 채취과정을
지켜봅니다.

• 시료는 철저한 보안 속에 WADA 인증 시험실로
발송되며 보안이 끝까지 확인됩니다. A병 시료를 분석하고
B병 시료는 보관되며 필요 시 추가분석에 이용합니다.
시험실은 분석 결과를 도핑방지기구(ADO)와 WADA로
송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ada-ama.org 또는 kada-ad.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핑검사 11단계

선수는 통지받은 시점부터 도핑검사

선수의 책임:

선수의 권리:
필요 시 대리인과 통역을
동반 할 수 있습니다.
시료채취 과정에 대해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DCO가 합당한 사유로
판단할 경우 도핑관리실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선수라면 시료채취
절차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부터 시료채취 완료
시점까지 DCO/샤프롱의 시야에
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료채취 절차를 준수해야 합
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도핑방지
규정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도핑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도핑검사 영상

이 자료에 수록된 정보는 아래 WADA 도핑검사 영상에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wada-ama.org/en/resources/doping-control-process/doping-control-process-for-athletes

이 자료와 세계도핑방지규약이 상충될 경우 규약이 우선합니다. 본 정보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속 국제경기연맹이나 국가도핑방지기구 또는
국내경기단체에서 최신 도핑방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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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권리와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