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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선수, 매니저, 트레이너, 코치 및 기타 지원요원은  모든 수준에서 스포츠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의 미션은 모든 선수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을 
통해 개인적인 승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USADA는 경기력 향상 약물을 사용하는 선수가 정정당당한 
선수를 속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UFC 선수들에게 UFC 반도핑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UFC 선수는 훈련 및 경기에 완전히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 반도핑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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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DA의 사명

우리는 깨끗한 스포츠를 위한 선수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선수들을 지지하고, 순수하고 건전한 

스포츠를 고양하며, 스포츠의 무결성을 장려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 간행물의 정보는 참조용으로만 제공되며 요약일뿐입니다. 본 안내서에 포함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범주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와 UFC의 반도핑 정책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도핑 정책이 

우선합니다. 최신 정보는 UFC.USADA.org, 또는 UFC Global Drug Reference Online을 방문하십시오:  

UFC.GlobalDRO.com.

© 2022 U.S. Anti-Doping Agency.  본 문서에 포함된 자료는 미국반도핑기구(United States Anti-Doping 

Agency)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또는 달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UFC 선수 안내서의 공식 텍스트는 UFC 반도핑 웹 사이트(UFC.USADA.org)에 게시된 영어본입니다. 선수 안내서의 

영어본과 번역본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1 719-785-2000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866) 601-2632
-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
UFCathleteexpress@US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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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제 상대 선수가 최고 
수준의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도핑을 
하는 선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공정한 경기를 위해 이 프로그램의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Chris Daukaus, UFC 헤비웨이트

https://ufc.usada.org
http://ufc.globaldro.com
https://ufc.us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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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DA는 UFC®로부터 UFC의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반도핑기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10
월 1일에 출범한 USADA는 깨끗한 스포츠를 위한 선수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선수들을 지지하고, 
순수하고 건전한 스포츠를 고양하며, 스포츠의 무결성을 장려하는 것을 유일한 사명으로 삼고 있는 
비영리 비정부기구입니다.  

2015년 7월에 시작된 글로벌 UFC 반도핑 프로그램(UFC Anti-Doping Program)의 일부로 USADA
는 당사의 국제 DCO 네트워크 및 전 세계의 기타 독립적인 반도핑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UFC 
선수가 거주, 훈련 또는 경기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UFC 금지목록
UFC 금지 목록은 (UFC Prohibited List)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발표한 최신 금지 목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WADA 기술 문서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WADA는 매년 심층적인 컨설팅 절차를 
거쳐 WADA 금지 목록을 준비 및 발행합니다. 모든 UFC 선수는 UFC 금지 목록의 어떠한 약물 또는 
방법에 대해서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방법은 어떻게 금지목록에 등재되나요?

어떤 약물이나 방법이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WADA 금지목록에 포함됩니다.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선수의 건강에 실제 또는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스포츠 정신에 위배됩니다.1

USADA는 선수가 제품의 금지 상태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자원을 마련했습니다. 
약물의 금지 상태를 검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호주, 캐나다, 일본, 스위스, 뉴질랜드, 영국 및 미국에서 
시판되는 특정 의약품의 상태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UFC Global 
Drug Reference Online (UFC.GlobalDRO.com)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부 
의약품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FC Global DRO® 에는 건강 보조식품(영양보충제)과 
관련되거나 해당되는 정보가 없습니다.  선수가 Global DRO에서 복용하는 약물의 브랜드 이름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기, 독감에 흔히 필요한 약물이나 기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 포함된 
활성 성분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보충제로부터 100% 안전한 유일한 방법은 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충제를 사용하려는 
선수는 UFC 금지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증된 보충제(Certified Supplements)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된 보충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FC.USADA.org/supplemen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보충제 또는 성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1 719-785-2000, 
수신자 부담 전화 (866) 601-2632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 또는 이메일 
ufcdrugreference@usada.org로 USADA의 Drug Reference Line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세계도핑방지규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스포츠 정신은 올림픽 이념의 본질로서 인간의 영혼, 육체 및 정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스포츠 정신은 윤리, 페어플레이, 정직, 품성, 기쁨, 팀워크, 헌신, 규칙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기타 
유사한 가치로 특징지어집니다.

정정당당한 스포츠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금지목록

A선수 안내서

http://UFC.GlobalD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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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부작용
		 여드름

		 남성형탈모증

		 간 손상*

			장골의 성장 중심이 조기에 닫혀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청소년기)*

심리적 부작용
			공격성과 성욕 증가. 때로는“로이드 

레이지(Roid Rage)”라는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및 범죄 행위를 초래합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단하면 우울증 및 자살과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
			유방조직 발달*

			고환 수축*

			발기부전

			정자 수 감소

여성
			낮고 굵은 목소리*

			유방 발육 중단

			얼굴, 복부, 등 상부에 털 성장*

			음핵 확장*

			비정상적인 생리주기
참고: * 부작용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남용의 부작용: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과 유사작용제
이 범주의 일부 약물은 빈혈 치료를 위한 에리트로포이에틴(EPO)과 성장호르몬 결핍 치료를 위한 
인간 성장호르몬(hGH)과 같은 중요한 의학적 용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범주의 많은 약물은 실험적 
약물이며 합법적인 치료적 용도가 없습니다.  

이 범주의 약물과 관련된 잠재적인 부작용과 건강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혈압(ESAs/hGH)

		 혈액암/백혈병(ESAs/hGH)

		 빈혈(ESAs)

		 뇌졸중(ESAs)

베타-2 작용제
이 화합물의 주요 의학적 용도는 천식과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베타-2 
작용제의 반도핑 상태는 의약품, 투여 경로,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되는지 여부 및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베타-2 작용제를 사용하기 전에 선수들은 UFC.GlobalDRO.com 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부 흡입형 베타-2 작용제(예: 알부테롤/살부타몰, 살메테롤)는 특정 용량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베타-2 작용제의 잠재적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빠른 심박수 또는 두근거림

		 두통

		 발한

천식약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이 약제들은 흡입 시, 특히 천식에서 구조요법으로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천식약은 또한 강력한 
흥분제입니다. 이 약제 중 일부는 특히 구강 또는 주사로 복용하거나 주입할 때 동화 특성을 
나타냅니다. 흥분 효과와 잠재적인 동화 효과 때문에 이러한 약물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적용됩니다. 
천식 약물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UFC.GlobalDRO.com 을 방문하십시오.

참고: UFC.USADA.org/tue.에서 금지된 약물 사용과 관련된 UFC 치료 목적 사용 면제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UFC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 및 방법과 관련된 건강 및 안전 위험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UFC금지목록에 명시된 범주별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또한 약물의 합법적인 의료 사용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UFC.USADA.org 를 참조하십시오. 

항상 금지된 약물 요약

동화약물
단백동화 안드로겐 스테로이드(AAS)는 근력과 순수 근육량을 늘리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기력 
향상 약물입니다. 검출 감도 분야의 과학적 발전으로 인해 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조롤, 옥산드롤론 
및 난드롤론과 같은 AAS는 선수 시료에서 쉽게 검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AAS는 의학적 
용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남용의 잠재적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남용의 생리적 및 심리적 부작용은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부작용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목록은 모든 부작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54

		 심장마비

		 폐색전증(ESAs)

		 여성화(hCG)

		 갑상선 질환(hGH)

		 구역

		 근육 경련

		 신경과민

금지약물의  건강 및 안전 사항 요약

http://UFC.GlobalDRO.com
http://UFC.GlobalDRO.com
http://ufc.usada.org/substances/tue/
http://UFC.US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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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호르몬 길항제는 호르몬 기능을 바꾸는 약제입니다. 다음을 포함한 특정 종류의 호르몬 길항제 및 
변조제는 금지됩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S)

		 미오스타틴 기능 변조제

		 클로미펜 등 기타 에스트로겐 억제 물질

		  인슐린 및 인슐린 유사체

		  멜도니움, 트리메타지딘, AICAR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와 관련된 잠재적인 부작용과 건강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혈당수치 저하(인슐린)

		  내분비계 장애(클로미펜)

		 간 손상(AICAR)

		 콜레스테롤 불균형(아로마타제 억제제)

		 운동 기능 장애 및 떨림(트리메타지딘)

이뇨제 및 차폐제
이 화합물의 주요 의학적 용도는 고혈압, 신장 질환, 울혈성심장기능상실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혈장 확장제(예: 알부민 정맥투여, 덱스트란, 히드록시에틸 전분, 만니톨)도 금지됩니다. 

이 범주의 약물 중에서 허용되는 일부 안과 (점안) 제제가 있습니다. 베타-2 작용제 흡입제와 병행하여 
이뇨제 또는 차폐제를 사용하면 흡입제에 허용되는 용량이 무효화됩니다. 선수는 사용하기 전에  
UFC.GlobalDRO.com 에서 모든 약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뇨제 남용과 관련된 잠재적인 부작용과 건강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탈수증

		 어지러움 또는 실신

			저칼륨혈증으로 인한 근육 경련 및 심장 
부정맥

		  혈압 저하

		 조절 및 균형 상실

		 사망

비승인약물
이 카테고리는 UFC 금지 목록의 기타 섹션에서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인체 치료 용도로 
어떠한 정부 규제 보건 당국에서도 승인을 받지 않은 물질(예: 임상 시험 전 또는 임상 개발 중인 약품, 
생산 중단된 합성 약물 및 동물용으로만 승인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금지된 미승인 약물의 예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BPC-157

			다이나이트로페놀(DNP)

			아디포타이드

			라이칼(ARM036)

			시르투인(SRT2104)

			아디포론

참고: 이러한 예시는 2022년 1월 1일에 추가되어 발효되었습니다.

비승인약물 사용의 잠재적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간에게 사용하도록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약물은 안전성 프로파일이 없으며 
잠재적 부작용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된 약물 요약
“경기 기간 중”이란 경기가 열리는 대진표 (Fight Card) 예정 시작 전날 낮 12시에 시작하여 경기 후 
시료 또는 검체 채취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끝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USADA가 합리적인 시간 
이내(선수가 시합 후 의료 승인을 받은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 시합 후 시료 검체 채취를 개시하지 
않으면 경기기간 중 기간은 그 시점에 만료됩니다.

방출 시간은 많은 개별 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USADA는 인체에서 완전히 “배출”되도록 선수가 약물 
사용을 언제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권고할 수 없습니다. 

흥분제(자극제)
이 화합물의 주요 의학적 용도는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 천식, 발작성수면, 비만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료적 필요 외의 각성제 사용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뇌졸중, 심장마비 및 
심장부정맥의 위험을 높이는 심박수 및 혈압 증가를 포함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오용하는 경우 불수의적 떨림, 탈수, 불면증, 불안감, 의존 및 중독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각성제가 
포함된 대부분의 약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부 약물에 금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감기 및 독감 약이나 코 스프레이 또는 
흡입제에 슈도에페드린, 레보메스암페타민, 프로필헥세드린 및 에피네프린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전 파우더 및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은 식이 보충제에 기타 각성제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흥분제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인 부작용과 건강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불면증

		 불안

		 체중 감소

		 의존성 및 중독

		 탈수증

		 떨림

		 심박수 및 혈압 증가

		 뇌졸중, 심장마비 및 심장 부정맥 증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 또는 보충제에 흥분제가 함유되어 있을 수 있나요?

예, 슈도에페드린, 레보메타암페타민, 프로필헥세드린, 에피네프린 등의 금지된 흥분제는 알레르기, 
감기 및 독감 약물이나 비강 스프레이 또는 흡입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에 함유될 수 있습니다. 다른 
흥분제들이 운동전 파우더 및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은 식이 보충제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기간 최소 24시간 전에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간 약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영양보충제)에도 옥토파민, 메틸헥사아민과 옥실로프린(
메틸시네프린이라고도 함)과 같은 금지된 흥분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식이 보충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http://UFC.GlobalD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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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제
적절하게 투여할 경우 마약제는 심각한 고통을 완화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의학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마약제와 관련된 잠재적인 부작용과 건강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황홀감이나 심리적 자극은 마약제 사용에 공통되는 효과이지만 마약제의 남용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적이 된 듯한 이상 감각

		 구역 및 구토

		  통증 역치 증가 및 부상을 인지하지 못함

		 심박수 감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호흡 저하

		 사망

부상 시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 약물이 금지되었는지 확인하려면 UFC.GlobalDRO.com 참고하십시오. 또는 USADA의 Drug 
Reference Line에 전화 +1 719-785-2000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866) 601-2632 ,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 로 문의하거나 ufcdrugreference@usada.org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필요한 경우 이 안내서의 치료 목적 사용 면제(TUE) 섹션에서 TUE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대마초제제
카복시-THC(마리화나 및 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에 대한 양성 반응은 해당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USADA가 판단하지 않는 한 UFC의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식물성 카나비노이드류(식물 추출물)도 금지되지 않습니다.

UFC 선수는 선수 위원회에 일정한 수준의 카르복시-THC 및 기타 카나비노이드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따라서 본인이 참가하는 경기에 적용되는 선수 위원회의 규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칸나비디올(CBD)은 금지되지 않지만 대마초에서 추출된 CBD(예: CBD 오일)
에는 선수 위원회에서 금지할 수 있는 다양한 농도의 정신 활성 THC 및 
기타 천연 카나비노이드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체는 대마초제제의 
활성 성분인 THC를 흡수하여 대사물질로 분해합니다. 이러한 
대사물질은 인체에 축적되며 사용자의 신진대사 및 
기타 습관에 따라 사용 후 장기간에 걸쳐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UFC 선수는 규제가 적용되는 
경기 전에 CBD 제품 사용을 고려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경기가 예정된 지역의 선수 위원회 규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인 부작용과 건강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박수 증가

		 단기기억 손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왜곡된 감각

		 집중력 감소

		 반사작용의 조정과 반응이 느려짐

		 기분 불안정

		 사고력과 독해력 장애  

		 호흡기 질환

당질코르티코이드
이 화합물의 주요 의학적 용도는 다른 근골격 질환 중에서 알레르기, 천식, 염증 질환 및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일반적으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함)는 천식 조절 흡입제, 눈 또는 귀에 넣는 
물약, 국부 크림, 근육내 또는 관절내 주사, 코 스프레이 및 알약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합법적으로 처방받고, 진료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의학적으로 정당한 
목적으로 투여받고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투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 기간 중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주사(혈관내, 근육내 및 관절내 주사), 경구(입점막(예: 구강, 잇몸, 혀밑) 포함) 
또는 직장으로 투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클로메타손

		 베타메타손

		 부데소니드

		 시클레소니드

		 코르티손

		 디플라자코트

		 덱사메타손

		 플루코르톨론

		 플루니솔리드

		 플루티카손

		 히드로코르티손

		 메틸프레드니솔론

		 모메타손

		 프레드니솔론

		 프레드니손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기타 투여 경로(흡입 및 국부 포함: 치아-근관내, 피부, 비강내, 안구 및 항문 주위)는 제조업체의 
허가받은 용량 및 치료 지시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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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주사및/또는 주입
12시간 동안 100mL (~3.4 온스)를 초과하는 정맥 주입 및/또는 주사는 투여 물질에 관계없이 모두 
금지되며(수분 공급 목적 포함), 이는 경기 기간 중 및 경기 기간 외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병원 치료, 
수술, 임상 진단 조사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및/또는 진료 표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간주되며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투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투여된 물질이 금지 물질이거나 총량이 12시간 동안 100mL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예: 제한을 초과하는 
소량 주사를 여러 번 받을 수 없음) 소량 정맥내 주사(100mL 이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금지약물이 
정맥내 또는 주사를 통해 투여된 경우 투여량에 관계없이 TUE가 필요합니다.   

상기 기존에 부합하지 않는 정맥 주입은 TUE를 받아야 하며 UFC TUE 정책 기준에 따라 엄격히 
평가됩니다. TUE 신청서에는 최소한 완전한 의료 파일, 진단 및 신체검사를 포함하도록 정맥 주입에 
대한 임상 상황 및 특정 의학적 적응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응급 TUE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선수의 건강과 복지가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선수는 치료 의사로부터 정맥 주사 사유에 대한 의료 기록을 받고  IVrecords@usada.org를 통해 해당 
기록을 USADA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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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도핑 방법 요약 혈액과 혈액 구성 요소의 조작  
혈액 도핑은 조직의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금지된 방법입니다. 혈액 도핑은 자신의 혈액(자가 수혈) 
또는 혈액형이 일치하는 헌혈자의 혈액(동일원 수혈)을 수혈하거나 EPO를 사용하여 더 많은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여 적혈구 수를 인공적으로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헤모글로빈의 양(혈액 
내 적혈구의 양)이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구력, 운동부하 및 회복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혈액 도핑과 관련된 건강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장혈관계에 적혈구를 더 많이 투입하면 혈액의 점성도가 증가하여 심장이 과부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해진 혈액을 가진 사람은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인위적으로 적혈구의 수를 늘리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비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심장 및 심장혈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혈액응고

		  뇌졸중

		 알레르기 반응을 포함한 이상 면역 반응

수혈을 통해 HIV/AIDS나 간염과 같은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화학적, 물질적 조작
화학적, 물질적 조작은 도핑관리 동안 수집된 시료의 무결성과 유효성을 변경하기 위해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샘플 대체 및/또는 불순물 첨가, 그리고 총량이 12시간 동안 
100mL를 초과하는 정맥내 주입 및/또는 주사의 사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치료, 수술, 임상 진단 조사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및/또는 진료 표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간주되며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투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전자 및 세포 도핑
유전자 도핑은 정상 또는 유전자 변형 세포의 사용, 핵산 또는 핵산 염기서열의 전달, 유전자 발현을 
변경하여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제의 
사용 등을 일컫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자 전달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 몇 
건의 사망이 발생했지만, 유전물질 변형의 장기적인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금지목록 섹션에 사용된 의료 정보는 wada-ama.org 에서 제공되는 WADA Sport Physician’s ToolKit에서 

인용한 것이며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mailto:IVrecords%40usada.org?subject=
http://wada-a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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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학: 줄기세포 및 PRP 치료 

스포츠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됩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치료는 허용되지만 일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변형되지 않았고, 배양 후 
추가된 성장인자 또는 기타 금지약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기능을 향상시키지 않고 해당 부위의 기능을 
정상 상태로 복원만 시키는 줄기세포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치료를 고려하는 UFC 선수는 치료 전에 USADA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 선수는 반도핑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UFC 선수는 USADA가 해당 제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 선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 선언이 없이 해당 제품 또는 시술을 
사용할 경우 반도핑 정책을 위반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선수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선언에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치료 전에 IVrecords@USADA.org로 보내야 합니다. 

		 선수 성명:

		 선수 생년월일: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전화번호:

		 부상 세부 정보:

		 부상 날짜:

		 시도한 기타 치료 옵션:

		 고려한 기타 치료 옵션:

		 원하는 치료 결과:

		 치료 예정 날짜:

		 병원/시설(이름 및 주소 포함):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의사:

		 투여 경로 / 투여 부위:

		 투여량:

		 제품/브랜드명:

		 제품 성분 목록 또는 웹사이트(알려진 경우):

		 FDA 상태(알려진 경우): 

약물에 대한 설명
혈소판 농축 혈장(PRP)은 스포츠에서 허용됩니까?

정제된 물질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개별 성장인자는 여전히 금지되지만 PRP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PRP의 유일한 성과는 손상 전 기능 수준 또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기력 향상 효과를 제공하거나 경기력 향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을 변형할 수 
있는 경우 PRP는 금지됩니다.

줄기세포 또는 PRP 치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전화 +1 719-785-2000, 수신자 부담 
전화 (866) 601-2632 ,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 또는 이메일 ufcdrugreference@
usada.org로 USADA의 Drug Reference Line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혈액 및 혈장 기증
혈장이 분리된 후 헌혈자 자신의 적혈구와 다른 혈액 구성 요소가 순환계로 다시 유입되기 때문에 
헌혈자에 대해 혈장 기증 또는 혈장교환술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전혈 기증은 혈액이 헌혈자에게 다시 
유입되지 않는 경우 허용됩니다. 혈장 기증을 원하는 선수는 사전에 USADA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상 시험
임상 시험에 참여하기 전에 선수는 USADA 약물 정보 라인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TUE(치료 
목적 사용 예외)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중이며 임상 시험 중인 약물은 WADA 금지 목록의 
금지약물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퍼포먼스를 향상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약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USADA의 약물 정보 라인 +1719-785-2000, 수신자 부담 전화 (866) 601-2632,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으로 전화하거나 ufcdrugreference@usad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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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S 동화약물 호르몬 및 관련 약물  베타-2 작용제 이뇨제 및 차폐제 흥분제(자극제) 마약제 기타 산소 운반 증가

  
  
화학적, 물리적 조작 유전자 및 세포 도핑

예 금지약물
의 전체 목록
은 UFC 금지
목록을 참조
하십시오.

•  테스토스테론 
• 난드롤론 
• 스타노조롤 
•  안드로스텐디온(안

드로)
•  테트라하이드로게스

트리논(THG)
•  디하이드로에피안드

로스테론(DHEA)
•  옥산드롤론
•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

체 조절제(SARMs)  
(예: 오스타린, LGD-
4033, 안다린)

•  클렌부테롤
•  티볼론
•  드로스타놀론 
•  볼데논

•    hGH hGH(인간 성장
호르몬)

•  EPO(에리트로포이
에틴)

•  IGF-1(인슐린 유사 성
장인자 1)

•  성장호르몬 방출 펩티
드(GHRPs)

•  HCG(인간 융모생식
샘자극 호르몬) - 남
성에게만 해당

•  Thymosin-β4 및 유
도체(TB-500)  

•  인슐린 및 인슐린 
유사체  

•  멜도니움

•  살부타몰
•  테르부탈린
•  페노테롤
•  밤부테롤
•  포모테롤
•  빌란테롤
•  인다카테롤
•  살메테롤
•  하이겐아민(

경기기간 중
에만 금지)

•  아세타졸라마이드
•  퓨로세마이드
•  하이드로클로로티

아지드
•  프로베네시드
•  스피로놀락톤및 칸

레논
•  “thiazide” 용어가 포

함된 모든 이뇨제

• 슈도에페드린 
• 리스덱스암페타민 
•  암페타민 
•  에페드린
•  에피네프린
•  페닐에틸라민 및 

유도체
•  모다피닐
•  메틸페니데이트
•  다음과 같은 일부 흥

분제는 UFC 프로그
램에 따라 남용 약물
로 간주됩니다: 코카
인, MDMA(엑스터
시), 메탐페타민 등.

•  모르핀
•  헤로인
•  펜타닐 및 유도체
•  옥시코돈

항에스트로겐 약제: 
•  타목시펜
•  모든 선택적 에스트

로겐 수용체 조절제
(SERMs) 또는 아로마
타제 억제제(예: 클로미
펜, 아나스트로졸)  

당질코르티코이드: 
•  베타메타손
•  프레드니솔론
•  코르티손
•  프레드니손
•  카나비노이드류는  

UFC 프로그램에 따라 
남용 약물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마리화나
• 합성 카나비노이드류

•   혈액 도핑(자가 혈액
(자가 수혈) 또는 혈
액형이 일치하는 혈
액 제공자로부터 받
은 혈액(동종 수혈)
의 수혈로 인체의 적
혈구 수를 늘리는 데 
사용됨).

•   혈장교환술
•   인위적으로 산소 흡

수, 이동 또는 전
달 향상.

•   조작, 소변 희석, 소변 
시료 바꿔치기, 소변 
시료의 무결성과 유효
성을 변경하는 차폐제
를 포함한 약물 및 방
법의 사용.

•   12시간당 총 100mL를 
초과하는 정맥주사 및/
또는 주입은 매우 특정
한 상황(10페이지 참
조)을 제외하고는 금지
됩니다.  

•   유전자 도핑은 유전자 발
현을 변형하여 경기력 향
상 능력을 갖기 위해 세
포, 유전자 또는 유전인자
를 비치료 용도로 사용하
는 것입니다.

도핑 이유 •   근육량과 근력 강화
•   회복력
•    관절 통증 감소

•    근력 강화
•     혈액의 산소 운반 능

력 향상(hGH/EPO)
•   지구력, 당분의 신

진대사 향상(hGH/
인슐린)

•    고환 크기 감소 보상
(hCG)

•    I폐활량 향상 •   빠른 감량
•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

해 PED의 소변 내 농
도 감소

•   동화약물의 배출 제한

•   각성도
•   인식
•   승리 의지
•   피로 감소
•   공격성 유지
•   심장, 폐, 뇌 기

능 향상
•   허기 제한

•    긴장을 풀고 경기  
압박감에 대처

•   선수의 침착성

항에스트로겐 약제:
•   에스트로겐 수준 조절, 

및 테스토스테론 수
증가카나비노이드류: 
•   통증 감소
•   행복감 고양
•   황홀감
당질코르티코이드:
•   황홀감
•   피로 감소

•    헤마토크리트(혈액 
중에 차지하는 적혈
구의 용적비율)는 일
정 기간 증가하며 혈
액은 일을 수행하는 
조직과 근육에 더 많
은 산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의 사용 숨
기기

•   의도적으로 시료를 희
석하거나 조작하여 금
지약물이 검출될 가능
성을 줄임.

•   근육 발달 
•   내인성 호르몬 자극

합법적인 의
료 사용

•   소모성 질환(AIDS, 
암)을 위한 체중 증가

•   남성의 성선 기능 
감소

•   남성의 사춘기 지연
•  유전성 맥관부종

•   EPO 신부전
•  빈혈
•  hGH–성장 문제
•  왜소증
•  인슐린–당뇨병
•  hCG–테스토스테

론 결핍
•  임신 중에 자연적으

로 생성됨

•   천식 및 기타 
호흡기 질환 
치료

•   신장병 및 울혈성 심
부전 치료

•  인체에서 과도한 수
분 감소

•  고혈압 관리

•   주의력결핍과다활동
장애 (ADD/ADHD), 
천식, 발작성수면, 비
만 등의 상태 치료 

•  허기 억제

•   말기암환자 또는 수
술 및 부상 후 심한 
통증 완화

•  뇌와 신경계의 활동
을 감소시키기 때문
에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수면 유도

항에스트로겐 약제:
•  에스트로겐 수준 조절
카나비노이드류:
•  스트레스 감소
당질코르티코이드:
•  알레르기 치료
•  염증
•  천식

•  수혈 •   정맥 주입 및/또는 주
사에 대한 합법적인 의
학적 적응증이 잘 문
서화되어 있으며 응
급 의료 또는 입원 치
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
습니다.

•   유전질환 치료

위험 •   분노
•  간 및 신장 기능 부전
•  암
•  응고 장애
•  왜소 성장
여성: 
•  남성화
•  비정상적인 생리주기
•  유방 크기 감소
남성:
•  발기부전
•  정자 수 감소
•  고환 축소
•  유방 및 전립샘 확대

•   고혈압(ESAs/hGH)
•  혈액암/백혈병(ESAs/

hGH)
•  빈혈(ESAs)
•  뇌졸중(ESAs)
•  심장마비
•  폐색전증(ESAs)
•  남성의 여성화(hCG)
•  갑상선 질환(hGH)
•  당뇨병(인슐린)

•   고혈압
•  심장 부정맥 및 

고혈압
•  구역증
•  두통과 어지

러움(뇌혈관 
수축)

•  근육 경련(근육
의 혈관 수축)

•   심한 탈수
•  과도한 체중 감소
•  근육 경련
•  혈액 용적 감소
•  혈압 저하
•  전해질불균형
•  저칼륨혈증
•  심장 부정맥
•  사망

•   불안
•  불면증
•  공격성 증가
•  중독
•  탈수증
•  오한
•  경련
•  고혈압
•  급사
•  뇌졸중 위험 증가
•  심장마비 및 심장 

부정맥

•   환각
•  피로
•  심박수 증가/감소, 
•  정신 기능 손상
•  정상 혈압보다 낮음 

(저혈압)
•  무적이 된 듯한 이상 

감각과 부상을 인지
하지 못함

•  중독
•  과잉 투여

항에스트로겐 약제:
•  호르몬 불균형
•  폐경 증상(예: 안면홍

조, 발한, 불면증)
카나비노이드류:
•  조정 기능 저하
•  정신 및 호흡기 장애
•  장애
당질코르티코이드: 
•  힘줄과 근육 약화
•  만성 피로
•  고혈압
•  면역 억제

•   심장혈관계에 적혈
구를 증가시키면 운
동 중에 심장 과부
하가 발생하여 심장
에 스트레스가 증가
하고 혈액 응고와 뇌
졸중이 유발될 수 있
습니다. 수혈을 통해 
HIV/AIDS, 간염과 같
은 감염병이나 생명
을 위협하는 자가면
역반응의 위험이 증
가합니다. 

•   정맥 주입 및/또는 주
사의 합병증에는 주위 
조직으로의 침투, 혈종, 
공기색전증, 정맥의 염
증, 혈관외 약물 주입, 
우발적인 동맥내주사 
또는 치료 후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작된 유전자에 따라  
다릅니다(독감 유사 증상, 
뇌졸중 및 심장마비의 위
험 증가, 종양 발생 위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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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선수 생활 중에 합당한 의학적 필요에 따라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선수는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치료 목적 사용 면제(TUE)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TUE는 UFC TUE 정책에 
따라 평가됩니다.

UFC 선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에 대해 언제든지 
USADA에 TU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작성하여 USADA에 접수해야 합니다.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최소 21일 전, 또는 선수의 경기 참여가 예정된 경우 
실행 가능한 즉시. 

***의사의 처방전 또는 단일 의사 소견서는 TUE를 획득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방약을 받거나 
사용하기 전에 약물의 상태에 대해 항상 UFC Global DRO를 확인하십시오.

TUE 신청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 목적 사용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문제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관련 임상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진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경우.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 목적 사용이 질병 치료 후 선수의 정상 건강 상태로의 회복을 통해 
기대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유도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이 질병의 바람직한 치료이며 해당 선수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허용되는 합리적인 치료 대안이 없는 경우.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금지약물 또는 방법을 이전에 사용한 결과로
(TUE 없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선수는 사전에 TUE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에 대한 위험은 본인이 부담하며 
그러한 사용이 반도핑 정책 위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약물 또는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TUE를 얻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소급/응급 TUE
선수의 급성 질환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긴급 치료 때문에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경우, 
선수는 치료 시작 후 가능한 한 빨리 응급처치와 관련된 의료진의 서면 증명과 함께 USADA에 TU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TUE 요청에 대한 결정은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 TUE 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TUE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려면 USADA의 약물 정보 라인 +1-719-785-2000, 수신자 부담 전화 (866) 
601-2632,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으로 전화하거나 ufcdrugreference@usad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신청 시, USADA는 독립적인 TUE 위원회가 동일한 진단에 도달하고 선수의 담당 의사와 동일한 치료 계획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진단과 관련된 전체 의료 파일을 수령해야 합니다. TUE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의료 문서가 부족하거나 진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의 
처방전은 그 자체로 TUE를 얻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TUE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FC.USADA.org/tue/apply 를 방문하십시오.

체육위원회와의 조정
UFC 또는 USADA는 관련 체육위원회와 TUE 신청서 조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UFC 및 USADA는 UFC 
TUE를 인정할지 아니면 자체적인 TUE를 승인할지에 대한 체육위원회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UFC 선수는 체육위원회 TUE가 확정되었는지 확신하지 않는 한 체육위원회에서 금지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수가 체육위원회나 기타 반도핑기구로부터 TUE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USADA로부터 TUE를 신청해야 합니다. USADA가 TUE 신청서를 고려하는 조건으로 선수는 
USADA TUE 위원회의 결정을 포함하여 TUE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와 관련하여 제출되거나 고려된 
기타 정보가 해당 체육위원회와 공유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TUE 신청 방법:

1. UFC.USADA.org/tue/apply를 방문하고 TUE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치료를 맡은 의사/공급자가 TUE 신청서 양식의 부분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3.  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의료 서류(진단, 증상, 관리 전략, 실험실 결과 및 
금지되지 않는 대안이 증상 관리에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가 나타난 의사의 명확한 진술에 대한 
완전하고 종합적인 의료 기록)를 제공합니다. 

4.  작성된 TUE 신청서 및 의료 문서를 이메일(tue@USADA.org) 또는 팩스 
(719) 785-2029 로 USADA에 제출합니다.

5.  USADA는 TUE 신청서를 접수하고 영업일 기준 3일 내에 선수에게 연락합니다. TUE 신청 완료가 
확인된 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최대 21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TUE 신청서는 UFC TUE 
정책에 따라 검토됩니다. 

6.  TUE가 승인되면 선수는 특정한 기간 동안 금지약물 및/또는 금지방법에 대한 허가를 나타내는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TUE(치료 목적 사용 예외)

http://UFC.USADA.org/tue/apply
mailto:tue%40USADA.org?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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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DA를 포함한 어떤 조직도 건강 보조식품(영양보충제)의 내용물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보충제를 사용하면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음을 항상 가정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선수는 건강 보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섭취하는 약물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집니다. 건강 보조식품으로 시판되는 제품은 의약품과는 다르게 
규제됩니다. 보조식품(보충제)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선수는 다음을 포함한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제재/부적격 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성 반도핑 검사 결과

 2.   부정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강 문제.

선수는 또한 제조자가 라벨에 금지약물을 잘못 표기하거나 라벨에서 금지약물을 완전히 누락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 보조식품은 시판후 방식으로 규제되므로 식품의약국(FDA)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보조식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내용물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충제 
회사에서 배합이나 제조업체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전 배치에서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었더라도 
새 배치 또는 로트 번호를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보를 잘 갖춘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수는 항상 제품의 출처를 살펴야 합니다. UFC 금지 목록에 대해 제품의 성분을 확인했으며 

제조업체 및 성분 출처를 완전히 살펴보지 않은 이상 절대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질문이 있는 경우 제품 사용 전에 항상 USADA에 연락하십시오.  

		  선수 외의 다른 사람이 포장을 뜯은 알약, 캡슐, 파우더, 드링크, 주사제 또는 기타 제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조식품 판매점, 비타민 판매점 또는 온라인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하려고 고려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지약물이 포함된 제품을 함께 판매하거나 보디빌더를 상대로 판매하거나 제품의 경기력 
향상 효과가 뛰어나다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판매자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연구 목적으로만 광고되거나 인간용이 아닌 제품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Supplement Connect
USADA의 식이 보충제 안전성 교육 및 인식 리소스인 Supplement Connect에서는 선수와 지원 
담당자가 보충제와 관련된 여러 위험에 대한 정보 및 고위험으로 여겨지는 보충제의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Supplement Connect에서는 제3자 보충제 인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USADA에서는 선수가 알려진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충제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 위험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이 정보를 추천합니다.

건강 보조식품 영양보충제

도핑관리 절차

UFC에서 경기를 치르는 모든 선수는 경기 기간 중 및 경기 기간 외에 소변, 혈액, 그리고 건조점적혈액 
및 타액 채취와 같은 기타 검사 매트릭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는 또한 UFC 반도핑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체육위원회나 기타 독립적인 반도핑기구의 추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UFC의 반도핑 프로그램은 정정당당한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고 검사의 억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기간(시합) 중 검사뿐만 아니라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지는 경기기간 외 검사를 모두 활용합니다. 

“경기 기간 중”이란 경기가 열리는 대진표 예정 시작 전날 낮 12시에 시작하여 경기 후 시료 또는 검체 
채취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끝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USADA가 합리적인 시간 이내(선수가 
시합 후 의료 승인을 받은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 시합 후 시료 채취를 개시하지 않으면 경기기간 
중 기간은 그 시점에 만료됩니다. 선수는 1년 365일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대상이 되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검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샘플 채취 절차는 선수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최대한 
일관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 정보는 선수의 권리와 의무, 각 검사 유형에 고유한 절차 및 선수가 시료를 제공할 때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혈액 및 소변 시료 채취와 처리 단계는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 
모두에서 비슷합니다.  

샘플 채취 서류
도핑 관리 책임자 (Doping Control Officer, DCO)는 도핑 관리 절차를 기록하며, 선수는 하드카피 또는 
전자 형식으로 된 해당 서류의 사본을 받게 됩니다. 

인증된 보충제

USADA는 선수가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스포츠에서 금지되는 물질에 대해 검사하는 제
3자 프로그램에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할 것을 항상 권고해 왔습니다.  

보충제로부터 100% 안전한 유일한 방법은 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충제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선수의 경우 오직 UFC 금지 목록에 명시된 인증된 보충제 제공업체의 보충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선수는 검사 결과가 양성인 이유가 UFC 금지 목록에 나온 인증된 보충제를 섭취했기 
때문이라는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선수는 해당 용기 사용 후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인증된 제품 및 비인증 
제품 모두) 각 용기에서 제품의 1회 제공량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선수는 제품에 인증된 보충제 제공업체 중 하나의 
로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인증된 보충제 목록을 확인하려면  
UFC.USADA.org/supplements를 방문하십시오. 



A선수 안내서 UFC 도핑 방지 프로그램

선수의 권리와 의무 
선수는 도핑관리과정 동안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도핑 관리 절차 전반에서 대리인을 둘 수 있음.

		   가능한 경우 통역사를 대동할 수 있습니다.

		  DCO 또는 통지한 도핑검사 동반인이 선수를 지켜보는 동안 진행하고 있던 훈련이나 다른 
활동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경기기간 외).

		   샘플 채취 장비의 작동 방식을 포함하여 검사 절차를 설명받을 수 있음.

		   DCO의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채취 용기와 시료 채취 키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핑 관리 절차를 기록하기 위해 완료된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음.

		  도핑 관리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음. 

		  USADA에서 승인 및 동의한 경우, 타당한 이유에 따라 도핑 관리실에 지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경기 기간 중).

		   선수가 장애가 있는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 21

검사 중에 선수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 절차와 DCO의 지시를 준수합니다.**

  		  승인된 지연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도핑관리 구역에 보고합니다(경기기간 중 검사).

		  고지 시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급 신분증 또는 기타 USADA 승인 신분증 양식을 제공.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시료 채취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DCO 또는 통지한 도핑검사 동반인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채취 용기를 항상 소지하고 DCO가 항상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샘플 수집 용기에 밀봉할 때까지 샘플을 관리(요청 시 또는 특수 상황에서는 DCO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시료 코드 번호가 시료 채취 문서에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해당 시료 채취 문서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서명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도핑 관리 과정에서 섭취한 모든 것은 선수 본인의 위험 부담이라는 점을 이해.

**    참고: UFC의 반도핑 정책의 조항 2.3에 정의되어 있듯이 “본 반도핑 정책에 따른 통지 후 시료 채취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시료 채취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또는 시료를 고의 또는 부주의로 제출하지 않는 행위”

는 반도핑 정책 위반이 됩니다.  

  또한, UFC의 반도핑 정책의 조항 2.5에 정의되어 있고 본 안내서의 설명되어 있듯이 도핑관리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조작 또는 조작 시도도 반도핑 정책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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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선수는 지침대로 시료를 A 시료병과 B 시료병에 나누어 담고 
밀봉합니다. DCO는 선수가 요청하거나 선수가 샘플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핑 관리 절차 중에 장비를 취급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 
밀봉된 부분적 샘플에 대한 관리 권한은DCO가 보유합니다. 선수는 시료가 
밀봉될 때까지 시료를 직접 관찰하면서 제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료가 조작 방지 기능이 있는 용기에 밀봉되면 선수는 A 시료병과 B 시료병을 
플라스틱 운반용 가방에 넣고 보호 용기에 넣어 밀봉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DCO는 남은 시료로 비중(농도)을 검사할 것입니다. 시료가 요구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추가 시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DCO의 지시를 받은 경우, 선수는 도핑 관리 공식 기록 (Doping Control Official 
Record, DCOR)에 섭취했을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약물과 기록상 승인된 
TUE(치료 목적 사용 예외)의 세부 정보를 선언해야 합니다. 

선수는 DCO가 작성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는 제공된 양식에 도핑 관리 절차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수는 도핑 관리 절차 중에 완료된 서류의 사본을 받게 됩니다. 

샘플 및 서류의 사본은 실험실 및 USADA 본사에 전달됩니다. 참고로 실험실에 
보내는 문서에는 선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수의 익명성이 
보호되도록, 실험실은 모든 결과를 고유한 샘플 코드 번호에 따라 보고합니다.  
또한 USADA는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샘플을 다시 검사하거나 다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참조를 위해 모든 관련 데이터 또는 샘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선수는 도핑검사관(DCO) 또는 도핑검사 동반인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DCO는 선수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보를 받은 선수는 도핑검사 동반인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영역 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선수는 정당한 사유를 DCO 또는 도핑검사 동반인과 논의하여 허락을 
받지 않은 한 도핑관리실(경기기간 중)이나 적절한 곳(경기기간 외)에 보고해야 
합니다.

선수는 선정된 용기 중에서 밀봉된 시료 채취 용기를 선택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선수는 채취 용기를 점검하고 검사하여 조작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용기를 열기 전에 물만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선수는 동성(同性)의 DCO 또는 도핑검사 동반인이 직접 관찰하는 상태에서 
최소 90mL의 소변 시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수는 밀봉된 시료 채취 장치(A 시료병 및 B 시료병 포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선수는 사용하기 전에 장치를 점검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도핑 관리 절차
약물 검사는 선수 생활에서 그다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정정당당한 스포츠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UFC 반도핑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스포츠와 정직한 경쟁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다음 정보에서는 시료 채취 절차에 대한 개요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핑 관리 절차 소변

1

6

2

7

3

8

4

9

5

10

B 6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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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관리 절차 혈액
혈액 채취 절차는 앞에서 설명한 소변 채취 절차와 매우 유사하며 시료 채취 과정에서 소변과 혈액 
시료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다음은 알고 있어야 하고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BCO(혈액 채취 책임자)라고 하는 인증받거나 면허가 있는 사혈 
전문의사 또는 전문가가 혈액 채취를 수행합니다. 

	 	  혈장의 양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 선수는 혈액 샘플을 제공하기 
전에 최대 20분 동안 앉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통지 전 2시간 이내에 선수가 운동을 한 경우 선수는 혈액 채취 전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동안 대기해야 합니다.

	 	  BCO 및/또는 DCO는 일반적으로 자주 쓰지 않는 쪽 팔의 부위를 
선택하여 혈액을 채취합니다. 채취하는 혈액의 양은 2테이블스푼 
미만으로,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DCO는 선수의 혈액 검사 결과의 해석에 중요한 세부 정보를 위해 
선수에게 보충 질문을 합니다(예: 최근 고도 환경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기기간 중(IC) 검사와 경기기간 외(OOC) 검사 비교 
		 �경기기간�외(OOC)�검사의�경우�DCO�또는�도핑검사�동반인은�자택,�훈련�시설/지역,�직장,�학교�

등을�비롯하여�시간과�장소를�불문하고�선수에게�통지할�수�있습니다.

		 �USADA나�USADA를�대신하여�샘플을�채취하는�기타�채취�기관에서�어떤�검사든�수행할�수�
있습니다.

		 ��시료를�제공하고�처리하는�절차는�IC�검사와�OOC�검사�과정에서�동일합니다.�

		 ��IC�검사�동안�선수는�타당한�이유를�DCO�또는�도핑검사�동반인과�논의하여�허락을�얻지�않는�
한�가능한�한�빨리�도핑관리�담당자에게�보고해야�합니다.�

		 ��선수가�검사�대상이�되었다는�통지를�받으면�DCO�또는�도핑검사�동반인이�직접�관찰하는�한�
선수는�시료를�제공할�준비가�될�때까지�활동을�재개할�수�있습니다.����

단계별 DBS 채혈

1

2

3

상완의 바깥쪽 부분은 DBS 채혈을 위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팔을 문질러 
피부를 따뜻하게 하면 피부 혈류와 채혈을 
촉진합니다. 정맥 채혈과 달리, 선수는 채혈 
전 20분 동안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코올 면봉으로 
피부를 닦고 자연 
건조하게 됩니다.

Tasso M20 장치는 깨끗한 피부에 
적용되고, DCO가 빨간색 버튼을 
눌러 채혈을 시작합니다. 고무 
밴드가 피부를 툭 하고 때리는 
것과 같은 작은 찔림이 있는데, 
이는 Tasso M20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

5

네 점이 모두 빨간색이면 채혈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장치를 제거하고 팔에 작은 붕대를 
감습니다.

Tasso M20 장치는 통기 후 익명 식별 태그로 라벨을 부착한 다음 건조제(건조) 패드가 있고 빛이 
통하지 않는 백에 담기고 배송을 위한 상자로 반환됩니다. 샘플은 실온에서 택배 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실험실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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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생체여권 (ATHLETE BIOLOGICAL PASSPORT)
ABP라고도 하는 선수생체여권은 시간 경과에 따른 소변 및 혈액 샘플에서 선택된 생물학적표지자를 
모니터링하여 도핑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ABP는 개인별 선수 
데이터를 추적하고 수학적인 모델을 활용하여 퍼포먼스를 향상하는 약물 또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패턴과 변화를 모니터링 및 분석합니다. 모델에서 비정형으로 플래그가 지정된 여권은 
해당 프로필을 일반적인 생리, 잠재적인 질환 또는 금지방법 중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립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전문가의 추가적인 조사가 수행됩니다.  선수의 ABP 데이터는 비정형이거나 
의심스러운 특성을 보이는 선수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표적형 반도핑 검사를 수행하거나, 특수 분석을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거나, 반도핑 규칙 위반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도핑 관리 접근 방식을 
보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공
선수는 반도핑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시료 채취가 완료된 후에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USADA는 선수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며 USADA에 제출되는 
모든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선수나 선수의 대리인이 샘플 채취 세션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 보고서 
양식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시료 채취 시에 DCO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 사용에 동의
연구가 효과적인 반도핑 프로그램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USADA는 금지약물 연구, 검사 방법 개발 및 
반도핑 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연구의 발전에 항상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약물 검사 과정 동안 DCO가 연구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선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선수가 자신의 
시료를 반도핑 연구에 제공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하기로 선정되는 
경우 시료를 통해 특정 선수를 추적할 수 없도록 모든 식별 정보가 제거됩니다. 그런 다음 이 익명 
시료는 다양한 반도핑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도핑 연구에 시료를 사용하는 데 선수가 
동의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검사 선정 또는 빈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검사
전 세계 반도핑 커뮤니티의 일원인 USADA는 선수들이 거주하고 훈련하는 다양한 국가에서 검사를 
조율하기 위해 국제 DCO 네트워크, ADO(반도핑 조직) 및 전 세계의 제3자 채취 기관과 협력합니다. 
선수가 USADA의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이 시도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샘플 채취 기관이나 DCO는 USADA로부터 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승인 문서를 해당 
선수에게 제공합니다.

검사를 위해 연락을 받거나 통보를 받을 때 선수는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DCO에게 자격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선수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십시오. 
검사 과정의 많은 측면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만 통지, 채취 장비, 서류 및 채취 방법을 약간 
변경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선수가 다른 샘플 채취 장비 사용 등 변경된 검사 절차를 경험하는 경우, 
USADA에서 이용하는 모든 국제 검사 기관은 WADA ISTI(검사 및 조사를 위한 국제 표준)를 충족하는 
샘플 채취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하거나 선수가 
절차 또는 장비와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기록하도록 요청합니다. 

UFC 검사대상자 등록명단

UFC 검사대상자등록명단(RTP)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통지를 받은 선수는 경기기간 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지속적으로 USADA에 직접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정확한 소재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경기기간 외 검사 프로그램에 필수적입니다. 

선수가 자신이 UFC RTP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UFC 계약 선수는 RTP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 통지를 USADA로부터 받게 될 것이며 
소재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UFC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선수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수가 UFC RTP에 등록된 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나요?

RTP에 등록되는 선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RTP에 등록되었지만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UFC에 의해 
갱신되지 않은 선수는 최소 1개월 동안 RTP에 이름이 올라가야 시합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부상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선수가 대진표의 다른 선수를 대신하여 출전하는 경우 1개월 
통지 요건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선수가 UFC RTP에 등록되기 전에 금지약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선수는 온보딩 선언 양식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수가 검사 전에 UFC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한 약물에 대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반도핑 정책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단, 이는 USADA에서 선수가 UFC 반도핑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에 해당 약물 또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클로미펜, UFC 금지 목록에서 항상 금지되는 (b) 불특정한 방법 또는 (c) 불특정한 약물을 공개하는 
경우, 선수에게는 최소 6개월 또는 선수가 이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1년 동안(둘 중 더 짧은 
기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되며 경기 참여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2개의 샘플에서 음성 검사 결과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선수가 상기에 규정된 약물이나 방법 의 과거 사용 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는 정책 위반에 대한 공개 발표와 더불어 최소 2년의 자격 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는 언제까지 RTP 요건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선수가 UFC와의 계약을 중지하거나 UFC에 은퇴 또는 본인의 사유로 인한 중단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이름이 RTP에서 삭제되었고 소재지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종료되었음을 통보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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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정보 제출 방법

USADA는 선수에게 온라인 소재지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거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얻으려면 전화 +1 719-785-2000, 수신자 부담  
전화 (866) 601-2632,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 또는 이메일  
UFCathleteexpress@USADA.org로 UFC Athlete Express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UFC Athlete Express(UFCAthlete.USADA.org)에 로그인

  Athlete Express 앱:   선수는 Apple Store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USADA Updater  앱을 통해 본인의 소재지정보를 업데이트할 수있습니
다. 

업데이트된 소재지정보 제출하기
해당 분기 동안 선수의 일정이 변경되면 가능한 한 빨리 USADA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출전을 위한 여행, 새 장소에서의 훈련, 야간 숙박 위치나 주소 이동 또는 변경 등 
분기별 소재지정보 제출에서 제공한 것과 다른 위치에 있을 경우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수는 언제 어디서든 검사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정된 활동 또는 
야간 숙박 위치가 분기별 소재지정보 제출 시 제공한 정보와 다를 때마다 USADA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선수의 책임입니다.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적시에 정확한 소재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USADA가 정정당당한 선수들에게 최고의 반도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선수가 각 마감 시한까지 분기별 
소재지정보를 제출하고 계획이 변경될 때 소재지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소재지정보 제출 또는 업데이트 
시에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선수가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수는 어떤 경우에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될 수 있나요?

선수가 UFC RTP에 등록되어 있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감 시한까지 정확하고 완전한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소재지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소재지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정검사를 위해 선수를 찾을 수 있는 정확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몇 회가 되면 선수 자격이 정지되나요?

선수는 12개월 동안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3회(누적)가 되면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이 됩니다. 
선수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3회(누적)가 되면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는 또한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을 범할 경우 마지막 불응 이후에 얻은 경기 결과를 상실하게 되고 
위반 사실이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은 선수에게 어떻게 통보되나요?

선수는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발견 후 14일 이내에 명백한 불응에 대한 최초 통지를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후, 선수는 또한 추후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같은 유형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거나 다른 유형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인지에 관계없이 후속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제출 실패가 마감일까지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선수 소재지정보 요건

선수가 소재지정보 정책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UFC RTP에 등록된 선수는 UFC 소재지정보 정책에 따라 USADA에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USADA가 검사를 위해 선수를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완전한 분기별 
소재지정보를 제출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선수의 소재지정보 계정은 UFCAthlete.USADA.org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정보 제출에 필요한 정보
소재지정보 제출 시 야간 숙박 위치와 업무, 학업, 훈련 등 정기적으로 예정된 활동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일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기별 제출 마감일

소재지정보는 분기별로 (3개월마다) 제출해야 입니다. 소재지정보 제출 마감일:

		   분기(1월 1일 시작)의 경우 12월 15일

		   2분기(4월 1일 시작)의 경우 3월 15일

		   3분기(7월 1일 시작)의 경우 6월 15일

		   4분기(10월 1일 시작)의 경우 9월 15일

또한, 적어도 1년에 한 번 선수는 UFC RTP 선수의 반도핑 요구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자습서인 UFC Athlete’s Advantage®를 완료해야 합니다. 선수는 소재지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이 자습서를 완료해야 합니다. REMEMBER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12개월  
동안 3회

12개월 동안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3회가 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http://UFCAthlete.USADA.org
http://UFCAthlete.USADA.org


3130

A선수 안내서 UFC 도핑 방지 프로그램

않아서 발생한 경우 선수는 또한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제출하지 않았든지 또는 다른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되었든지 관계없이 두 번째 제출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선수는 최초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최초 서신에 대하여 답변을 제공하여 
자신의 행동을 해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답변이 접수되면 USADA는 답변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답변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선수에게 최종 결정이 통보됩니다.

			선수가 답변을 제공하지 않으면 최초 결정이 확정되고 선수에게 통보됩니다.

			12개월의 연속적인 기간 내에 세 번째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이 공표되면, 선수는 세 번째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공표일 후 14일 이내에 독립적인 행정심사위원회에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을 선언한 USADA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UFC 소재지정보 정책 전문을 보려면 UFC 반도핑 프로그램 웹 사이트(UFC.USADA.org/
Whereabouts)를 방문하십시오. 이 안내서와 UFC 소재지정보 정책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선수 은퇴
선수는 선수 생활 중 어떤 시점에서 UFC에서 은퇴하거나 공백기를 가지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퇴할 준비가 되면 이를 공식화하고 검사 풀에서 빠지는 조치(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은퇴 
또는 활동 중단 사실을 UFC에 신속하게 고지 등)를 취해야 합니다. 

선수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때까지 UFC의 검사대상자등록명단 선수의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RTP).

선수가 은퇴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를 제공하지 않고 검사 통지를 받았으나 경기 기간 외 검사를 위한 
샘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부로 간주됩니다. 검사를 거부하는 선수는 반도핑 정책 위반 반도핑 
정책 위반 (ADPV)에 해당하는 모든 결과 조치를 받게 됩니다. 

USADA가 결과 관리 절차를 시행하는 동안 선수가 은퇴 또는 하거나 UFC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USADA는 결과 관리 절차를 완료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선수가 결과 관리 절차 시작 전에 은퇴 또는 
활동 중단하거나 UF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선수가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을 범한 시점에 해당 
선수에 대한 결과 관리 권한을 USADA가 가진 경우, USADA는 해당 ADPV에 대한 결과 관리 절차를 
시행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선수지원요원 또는 다른 관계자가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을 범한 시점에 
이들에 대한 결과 관리 권한을 USADA가 가진 경우, USADA는 해당 ADPV에 대한 결과 관리 절차를 
시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선수가 은퇴를 번복하고 경기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수는 경기 재개 의사를 UFC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6개월 동안 검사에 응할 수 있어야 경기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UFC는 예외적인 상황 또는 엄격한 규칙 적용이 선수에게 명백하게 불공평한 경우 6
개월의 서면 통지 규칙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선수가 경기에 복귀하기 전에 최소 2개의 샘플에서 음성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합니다. 

UFC 반도핑 정책의 목적은 반도핑 정책 위반(ADPV) 혐의를 받는 모든 당사자에게 완전한 적법절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선수와 다른 당사자에게 공정합니다.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완전한 증거 청문절차를 제공합니다.

			스포츠 조직에서 소속 회원을 직접 제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없애줍니다.

반도핑 정책 위반(ADPV)
다음과 같은 사항이 ADPV 에 해당합니다.  

			선수의 시료에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ABP 사례 포함)

			 시료 채취 제출 회피, 거부 또는 실패

			12개월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3회 

			도핑관리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조작 또는 조작 시도: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뇌물을 제공 또는 수락하거나, 시료 수집을 방해하거나, 시료 분석에 영향을 주거나 불가능하게 
하거나, UFC나 USADA, TUE 위원회 또는 청문위원회에 제출된 문서를 위조하거나, 
증인으로부터 허위 증언을 얻거나, 결과 관리 또는 결과 부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UFC 또는 
USADA에 대하여 기타 사기 행위를 하는 행위 및 기타 유사한 의도적 방해 또는 도핑관리에 
대한 방해 시도 행위.

			클로미펜, UFC 금지 목록에서 항상 금지되는 불특정한 방법 또는 불특정한 약물을 지난 1년 
내에 사용, 사용 시도 또는 소지한 것에 대해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거나 프로그램 등록 전에 
해당 사실을 USADA에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과거 사용, 사용 
시도 또는 소지는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공개한 경우 본 정책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자진 공개와 관련하여 제5.7.4조에 규정된 통지기간 요건이 선수에게 

결과 관리

http://UFC.USADA.org/Whereabouts
http://UFC.USADA.org/Whereab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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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됩니다. 또한, 선수가 해당 약물이나 방법을 유효한 의학 처방이나 권고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행위도 선수가 이후에 ADPV 하면 제10.7조의 목적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투여 또는 투여 시도하거나 경기기간 외에 사용이 
금지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경기기간 외에 선수에게 투여하거나 투여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의한 공모 또는공모시도: 다음과 관련된 협조, 촉진, 보조, 교사, 공모, 
은폐 또는 기타 모든 유형의 고의적인 공모: (a) 타인에 의한 ADPV, ADPV 시도 또는 제10.12.1
조 규정 위반, 또는 (b)UFC 반도핑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이 한 행위로 본 정책의 
적용을 받았다면 ADPV 해당할 수 있는 행위.

			금지된 연루: 선수나 전문적 또는 스포츠 관련 역량을 가진 기타 관계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지원요원과의 관계:

  –  UFC, USADA, 다른 반도핑기구 또는 체육위원회의 권한 하에 있는 경우, 제10.12.1.2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상태에 있는 자. 

  –  UFC, USADA, 다른 반도핑기구 또는 체육위원회의 권한 하에 있지 않은 경우, 이 반도핑 
정책이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었다면 본 반도핑 정책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징계, 또는 프로 스포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자. 
해당 개인의 부적격 상태는 그러한 범죄, 전문적 또는 징계 결정일로부터 6년간 또는 범죄, 
징계 또는 전문적 제재 조치가 부과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앞의 두 단락에 기술된 개인에 대한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자. 

남용 약물
위반이 UFC 금지목록에 정의된 남용 약물과 관련되고 선수가 증거의 우월성에 의해 해당 위반으로 
인해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았고 시합에서 해당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UFC ADP의 제10.6.4.1조 조항이 충족되는 경우 USADA의 결정에 따라 UFC ADP의 제
10.6.4.2조에 규정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선수의 참여를 근거로 자격정지 기간이 감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양성 검사 결과로 인한 제재
양성 검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위반에 대하여 기본적인 2년의 자격정지 제재와 결과 박탈 
조치가 취해지지만, “특정약물”에 대하여 양성 검사 결과를 받은 선수는 기본 1년의 자격정지 제재가 
부과됩니다.

금지목록에서 모든 금지약물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특정약물”로 간주됩니다:

			동화약물

			 펩티드 호르몬(예: 적혈구 생성 자극 약제(ESAs) 및 EPO 유사 약물)

			성장호르몬, 호르몬 방출 펩티드(GHRP) 및 관련 약물과 유사체 

			 특정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예: 미오스타틴 기능 변조제 및 인슐린)

			비특정 금지방법 

선수가 도핑 위반 을 범한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선수에 대한 제재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정 시합에서의 결과 박탈

			 타이틀, 랭킹, 상금 또는 기타 수당의 몰수

			자격정지 기간(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공개 발표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의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FC에서 UFC의 반도핑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UFC.USADA.org/publications-policies.

도핑 위반은 언제 공개적으로 발표되나요?

USADA는 결과 관리 절차가 종결된 후나 해당 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경우, 웹 사이트에 중재 결정을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핑 위반 사실을 공표합니다. USADA는 또한 모든 검사에 대한 집계 
데이터도 발표합니다. USADA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수 또는 선수 
대리인이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USADA는 해당 선수의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여 공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통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험실 결과 보고서는 USADA에 전달됩니다. USADA는 검사 결과에 대한 고지를 선수 및 UFC
에 제공합니다. 선수에게 보내는 서면 고지는 이메일 및/또는 우편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체육위원회에게도 통지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는 6주에서 8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비정상분석결과(AAF)란 무엇인가요?

비정상분석결과(AAF)는 시료에 금지약물 또는 그 대사물질이나 표지자가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는 
WADA 인증 시험실의 보고서입니다.

비정형 발견(Atypical Finding, ATF)란 무엇입니까?

비정상분석결과로 판명하기 전에 실험실에 관한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for Laboratories) 
및 관련 기술문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WADA 인증 실험실 또는 기타 WADA 승인 
실험실의 보고서.

http://UFC.USADA.org/publications-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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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반도핑 정책은 정보 수집을 위해 조사가 수행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분석적 및 
비분석적 정보의 사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조사는 Play Clean Tip Line에 남긴 정보를 단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SADA는 선수 및 일반인이 
잠재적인 반도핑 정책 위반(ADPV)을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제보는 
신뢰성, 관련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Play Clean 팁 센터 
		  전화: (877) 752-9253

			 문자: 87232(“USADA”) 
미국 밖에서 팁을 보고하는 경우 +1 719-748-7232(+1 719-748-USADA) 
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playclean@USADA.org

			 웹 폼: UFC.USADA.org/playclean

조사

선수는 어떻게 검사 대상에 선정되나요? 

선수는 경기기간 중뿐만 아니라 경기기간 외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SADA의 검사 배분 
계획에서는 검사대상자등록명단에 등록된 선수의 인원에 따라 검사 횟수를 정합니다.  검사는 한 해 동안 
경기기간 중 및 경기기간 외 검사가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배정됩니다. 참고로 UFC가 아닌 USADA가 
검사를 받을 선수와 검사 시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건강 보조식품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나요?  

USADA는 어떤 건강 보조식품(영양보충제)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승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조식품 복용을 고려하는 선수는 그에 따른 위험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 보조식품 
업계는 시판후 방식으로 규제되므로 식품의약국(FDA)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보조식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라벨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품 오염과 라벨 표기 오류를 유발할 
수 있어 양성 반도핑 검사 결과 및/또는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인 위험이 
선수에게 초래될 수 있습니다.  

보충제로부터 100% 안전한 유일한 방법은 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충제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선수의 경우 오직 UFC 금지 목록에 명시된 인증된 보충제 제공업체의 보충제만 사용해야 
합니다.  양성 반응의 원인이 UFC 금지목록에 명시된 인증된 보충제 사용로 인한 것임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선수는 반도핑 정책 위반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약물이 금지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USADA는 선수들이 금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성분과 약물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UFC Global DRO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선수들은 UFC.GlobalDRO.com 에서 
이 웹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찾고자 하는 특정 물질이나 약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 전화 +1 
719-785-2000, 수신자 부담 전화 (866) 601-2632 ,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 또는 
이메일 ufcdrugreference@usada.org로 USADA의 Drug Reference Line에 연락해야 합니다.   

시합이 예정되어 않은 경우에도 검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UFC의 반도핑 정책에 따라 선수는 1년 365일 사전 통지 없이 경기기간 외 기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불공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선수들이 검출되지 않고 
경기력 향상 약물 을 복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USADA의 검사는 선수들이 8각링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적발과 억제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벤트나 언론 인터뷰와 같은 UFC 관련 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내 소재지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예, 선수는 활동이 UFC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자신의 소재지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USADA는 UFC 반도핑 프로그램의 독립적인 관리기관입니다. 따라서 UFC의 홍보 계약에 대해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FAQ 

mailto:playclean%40USADA.org?subject=
http://UFC.USADA.org/playclean
http://UFC.GlobalD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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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정보가 소변 및/또는 혈액 시료와 함께 시험실로 보내지나요?

WADA 인증 시험실로 송부되는 시험실이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료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험실에서는 선수의 이름을 받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 정보를 받습니다.

			 선수의 성별

			 경기기간 외 검사 또는 경기기간 중 검사인지 여부

			 선수의 스포츠 및 스포츠 종목

			  소변/혈액 시료 채취 키트에 표시된 번호와 일치하는 시료 코드 번호

			 시료 채취 날짜 및 시간

			 선수가 시료를 반도핑 연구용으로 기증하기를 원하는지 여부 표시

			 선수가 선언한 약제, 보조식품(보충제) 및 기타 약물 또는 방법 목록

			  일부 혈액 검사 유형의 경우 선수의 현재 나이(생년월일은 표시되지 않음)

			 시료 채취, 검사 및 결과 관리 기관

			 소변 시료의 대략적인 비중 측정치

			 채취한 소변 시료 용량 및/또는 채취한 혈액 튜브 개수

경기 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일반적인 약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각성제: 애더럴, 리탈린, 슈도에페드린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프레드니손, 프레드니솔론, 히드로코르티손, 덱사메타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옥시콘틴, 모르핀

참고: 이는 경기 중 금지되는 물질 및 약물의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전체 목록은 UFC 금지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ATHLETE EXPRESS에 문의하십시오

			  +1 719-785-2000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866) 601-2632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

			  UFCathleteexpress@USADA.org

 잊지 말고 약물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UFC.GlobalDRO.com

			 Drug Reference Line 연락 +1 719-785-2000, 수신자 부담 전화  
(866) 601-2632,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

			 이메일: ufcdrugreference@usada.org

 인증된 보충제(CERTIFIED SUPPLEMENTS)에 대한 자세한 정보오

			  UFC.USADA.org/supplements 

 정정당당한 스포츠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전화: 	 (877) 752-9253

			 문자: 87232(“USADA”) 
미국 밖에서 팁을 보고하는 경우 +1 719-748-7232(+1 719-748-USADA) 
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playclean@USADA.org

			 웹 폼: UFC.USADA.org/playclean

 RTP 선수는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UFC 반도핑 웹 사이트의 소재지정보 섹션을 방문하여 소재지정보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UFC.USADA.org/Whereabouts

 TUE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까? 

			 TUE 정보: UFC.USADA.org/tue

			  이메일: tue@usada.org

 발행물 및 정책

			 UFC.USADA.org/publications-policies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수, 매니저 및 지원요원을 위한 일반적인 반도핑 정보

  –  검사 및 결과 관리 과정과 절차

  –  금지약물 및 TUE 정보

참고:  USADA의 Drug Reference 리소스는 의학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에서 반도핑 규정에 따른 

약물의 상태를 제공합니다.

@usantidoping

@usantidoping

facebook.com/usantidoping

UFC.US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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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9-785-2000

무료: (866) 601-2632

국제 수신자 부담 전화: +8008-120-8120

UFCathleteexpress@USADA.org

UFC 도핑 방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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