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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금지된 약물 범주  
(경기기간 내 및 경기기간 외)  

•	비승인약물:	인간	치료용으로	정부	보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임상시험용	약물.
•	동화약물: 아나드롤,	안드로스테네디올,	안드로스네
테디온,		볼라스테론,	볼데논,	클렌부테롤,	다나졸,	데스
옥시메틸테스토스테론(마돌),	데하이드로클로르메틸테
스토스테론(DHCMT,	투리나볼),	디아나볼,	드로스타놀
론,	메타스테론,	메틸테스토스테론(methyl-1-testoster-
one),	메틸테스토스테론,	난드롤론(데카	듀라볼린),	노르
볼레톤,	옥산드롤론,	프라스테론(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
스테론,	DHEA	및	그	프로호르몬.	예:	7-Keto-DHEA),	프
로스타노졸,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제(예:	오스타
린(에노보삼,	MK-2866)	,	LGD-4033(리간드롤),	안다린
(GTx-007,	S-4)	및	RAD140),	스타노조롤(Winstrol),	테
스토스테론,	테트라하이드로게스트리논(THG),	티볼론,	
트렌볼론,	제라놀,	질파테롤	및	유사한	화학	구조	또는	
유사한	생물학적	효과를	가진	기타	물질		
•	베타-2 작용제:	모든	광학	이성질체를	포함한	모든	
선택적	및	비선택적	베타-2	작용제는	금지됩니다.	여기

이 카드에는 UFC 금지목록의 전체 버전이 아니지만 
금지된 약물 및 허용된 약물의 예를 제공합니다.  
이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지 물질의 전체 목록은 UFC.USADA.org/ 
prohibited-list의 UFC 금지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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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모든	투여	경로(예:	구강,	정맥,	흡입)가	포함됩니다.	
아르포르모테롤,	페노테롤,	인다카테롤,	레발부테롤	(레
발부테롤),	오르시프레날린(메타프로테레놀),	올로다테
롤,	피르부테롤,	테르부탈린,	트레토퀴놀,	툴로부테롤,	등	
대부분의	흡입형	베타-2	작용제는	금지됩니다.	금지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흡입형	살부타몰*,	포모테롤*,	및	
살메테롤	및	빌란테롤	에	대한	정보는	뒷면을	참조하십
시오.	하이겐아민(노코클로린,	티노스포라	크리스파)은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됩니다.
• 이뇨제 및 차폐제 (뒷면의 이뇨제 /유역치물질 경
고 참조): 알부민,	덱스트란,	헤타스타치	및	만니톨	정맥
투여.	아세타졸라마이드,		아밀로라이드,	부메타나이드,	
칸레논,	클로르탈리돈,	클로로티아지드,	데스모프레신
(DDAVP),	에프레레논,	퓨로세마이드,	하이드로클로로티
아지드,	인다파마이드,		메톨라존,	프로베네시드,	스피로
놀락톤,	트리암테렌,	톨밥탄.	예외: 브린졸라마이드 또는 
도르졸라마이드 점안액, 드로스페리논, 파마브롬 및 치
과 치료에서 펠리프레신의 국소적 투여는 금지되지 않습
니다.
•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아로마타제	억제제	로	다음
을	포함하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	아미노글루테시
마이드,	아나스트로졸,	안드로스타트리엔디온,	안드로
스테네트리온(6-oxo),	아리미스탄,	엑세메스테인,	포르
메스테인,	레트로졸,	테스톨락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
체 조절제(SERMS) 및 항에스트론제:	클로미폰,	싸이클
로페닐,	풀베스트란트,	오스페미펜,	라록시펜,	타목시펜,	
토레미펜.	액티빈 수용체 타입 2B(IIB) 활성화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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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질. 대사 변조제:	AMP-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의	활성체(AICAR,	SR9009)	및	PPARδ	작용제(GW	1516,	
GW501516).	인슐린	및	인슐린	유사체.	멜도니움	
(밀드로네이트).	트리메타지딘.
•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과 유사작용제 
및 모든 방출 인자:	코르티코트로핀,	성장호르몬	및	그	
방출	인자와	유사물질(예:	CJC-1293,	CJC-1295,	세르모
렐린	및	테사모렐린);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제(GHS)(예:	
레노모렐린(그렐린))	및	유사체(예:	아나모렐린,	이파모
렐린,	마시모렐린	및	타비모렐린);	성장	호르몬	절편(예	
AOD-9604,	hGH	176-191);	GH-방출	펩티드(GHRPs)	
(예:	알렉사모렐린,	GHRP-1,	GHRP-2(프랄모렐린),	
GHRP-3,	GHRP-4,	GHRP-5,	GHRP-6	및	에사모레린(헥
사렐린)).				
에리트로포이에틴 수용체 작용제:	에리트로포이에틴
(EPO),	EPO-Fc,	다베포에틴(dEPO),	GATA	억제제,	루
스패터셉트,	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에포에틴	베타
(CERA),	페기네사타이드,	소타터셉트.
저산소증유발인자(HIF) 안정제 및 활성제:	코발트,	다
프로두스타트(GSK1278863);	몰리두스타트(BAY	85-
3934);		록사두스타트(FG-4592);	바다두스타트(AKB-
6548)	및	크세논.
성장인자: 섬유모세포(FGF),	간세포	(HGF),	인슐린	유사
(IGF-1,	메카세르민),	메카노(MGF),	혈소판	유래,	혈관	내
피	및	근육,	힘줄,	인대	단백질	합성/분해,	혈관	형성,	에
너지	이용,	재생	능력	또는	근섬유	형태	변화	등에	영향
을	주는	다른	성장인자.	예외:	혈소판	유래	혈장	제제(예:	
PRP)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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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선수에게만 금지:	융모생식샘자극호르몬(CG,	
hCG)	및	황체형성호르몬(LH),	부세셀린,	데스로레린,	나
도레린,	고세렐린,	류프로렐린,	나파레린	및	트립토렐린

항상  금지된 방법(경기기간 내 및  
경기기간 외)

• 혈액과 혈액 구성 요소의 조작:		a)	혈액	도핑:	자가	
혈액,	동종	혈액	또는	이종	혈액	및	모든	출처의	적혈구	
제제를	투여	또는	재주입.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통
한	혈관	내의	혈액	혹은	혈액	구성	요소	형태의	조작.	(예:	
적혈구가	다시	순환계로	유입되는	오존요법	또는	혈장	
기증,	예외:	전혈	기증은	허용됨).	b)	산소	이동:	인위적으
로	산소	흡수,	이동	또는	전달을	향상시키는	행위.	불소
치환화합물(perfluorochemicals),	에파프록시랄(RSR13),	
정맥내	산소		및	조작된	헤모글로빈	제품(예:	헤모글로빈	
계열의	혈액	대체품,	마이크로캡슐에	든	헤모글로빈	제
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외: 보충 산
소 흡입은 허용됩니다.
•	화학적, 물질적 조작:		
–	 시료의	무결성이나	유효성을	변경하기	위해	조작하거
나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	소변을	바꿔치기하거나	프로
테아제	등의	불순물을	섞는	행위.	
–	 12시간에	100mL	이상을	투여하는	모든	허용되거나	
금지된	약물/수액의	정맥내	(IV)	주입은	금지됩니다.	단,	
병원	치료,	수술	절차,	임상	진단	조사	과정에서	합법적
으로	투여된	경우	및/또는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한	표준	
진료	관행	내에서	의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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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있는	전문	의료인에	의해	투여된	경우는	제외합
니다.	
•	유전자 및 세포 도핑:	다음은	금지됩니다:	염기서열
을	변경	및/또는	어떤	기전에	의해	유전자	발현을	변경할	
수	있는	핵산	또는	핵산	유사물의	사용.	여기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침묵	및	유전자	전달	
기술과	정상	또는	유전자	조작	세포의	사용을	포함하며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기기간 내에만  금지된 약물 범주†

•	흥분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자기	주사기를	사용하려면	치료	후에	긴급	TUE를	제출
해야	함,	아드라피닐,	암페타민,		아모다피닐,	벤즈페타
민,	카티논	및	유사물,	코카인,	덱스메틸페니데이트,	덱
스트로암펜타민,	1,3-디메틸부틸아민(DMBA,	AMP	시트
르산염,	4-amino-2-methylpentane),	에페드라,	에페드
린*,		이소메텝텐,	리스덱스암페타민,	메탐페타민,	메틸
헥사아민(4-methylhexan-2-amine,	DMAA,	제란아민
(geranamine))	및	유사체,	메틸시네프린(옥실로프린),	메
틸페니데이트,	모다피닐,	옥토파민	“비터	오렌지”,	페몰
린,	페닐에틸라민	및	유도체,	펜터민,	슈도에페드린*,	셀
레질린	및	관련	약물.
* 뒷면 이뇨제/유역치물질 경고 참조. 					
•	마약제:	부프레노핀,	덱스트로모라마이드,	다이어몰
핀(헤로인),	펜타닐	및	유도체,	히드로모르폰,	메퍼리딘,	
메타돈,	모르핀,	니코모르핀,	아편,	옥시코돈,	옥시모르폰,	
펜타조신,	페티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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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제제:	천연	또는	합성	THC(delta-9-tetra-
hydrocannabinol)	또는	카나비노이드	모방물질(예:	
“Spice,”	JWH-018,	JWH-073,	HU-210).	칸나비디올
(CBD)은	금지	약물이	아니지만,	주	체육위원회에	의해	
금지될	수	있는	다양한	농도의	THC와	기타	천연	카나비
노이드류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	당질코르티코이드:	베타메타손,	부데소니드,	코르티
손,	데플라자코트,	덱사메타손,	플루티카손,	히드로코르
티손,	메틸프레드니솔론,	프레드니솔론,	프레드니손,	트
리암시놀론.	전신	사용(예:	근육	주사,	정맥	주사,	경구복
용,	직장	삽입/좌약)은	금지됩니다.	국소	도포,	관절강내	
국소	주입(예:	관절에	직접	투여하는	코르티손	주사),	국
소	경막외	주입	및	흡입을	통한	사용은	허용됩니다(뒷면	
참조).†		

*		유역치물질	–	흥분제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FC.USADA.org/prohibited-list	참조

경고: USADA는 소변 및/또는 혈액에서 약물이 제거되
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기 중에 금지되는 약
물이 경기에 출전할 때까지 체내에서 제거될 것인지 확
실하지 않은 경우,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를 치르기 전에 TUE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ufc.usada.org/substances/prohibited-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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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조식품    

많은	건강	보조식품(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동종요법	
제품,	허브(한약),	에너지	음료)에는	라벨에	표시되지	않
은	금지된	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
강	보조식품을	섭취하는	모든	선수는	반도핑	정책을	위
반하거나	건강상의	악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USADA는	식이	보충제를	사용하는	선수들에게	UFC	금
지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증된	보충제(Certified	
Supplements)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 침묵하지 마십시오!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	약물	남용을	신고하여	깨끗한	
선수를	보호하고	깨끗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십
시오.	
•	playclean@USADA.org
•	1-877-Play-Clean	(1-877-752-9253)
• UFC.USADA.org/playclean

†   UFC Global DRO 웹 사이트에서는 UFC 금지목록에 따라 허용/금
지된 특정 성분 및 약물의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USADA는 건강 
보조 제품의 허용/금지 상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UFC 반도핑 프로그램에 따라 허용되는 일부 약물 및 방법을 체육위
원회 또는 규제 당국에서 금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복용 약물을 관련 해당 체육위원회나 규제 당국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수는 USADA로부터 유효한 치료 목적 사용 면제(TUE)를 발급받
지 않은 경우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TUE는 관
련 체육위원회 또는 규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별도
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mailto:playclean%40USADA.org?subject=
https://ufc.usada.org/resources/play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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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약물의 예      

참고로	체육위원회에서는	UFC의	반도핑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약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여드름:	항생제(국소	및	경구),	아다팔렌,	이소트레티
노인,	레티노이드	,	살리실산,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의: 스피로놀락톤과 칸레논은 금지됩니다.
•	마취제: 리도카인.	국소	투여(진피내,	코,	안구)용으로	
제공되는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	함유	국소마취제는	
허용됩니다.	지역	체육위원회에서는	이	범주에서	더	많
은	제한	사항이나	금지약물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제산제:	탄산칼슘	,	덱스란소프라졸,	파모티딘,	란소
프라졸,	마그네시아,	마그네슘-알루미늄,	오메프라졸,	판
토프라졸,	라니티딘,	시메치콘		
•	항생제:	항생제	연고,	아지스로마이신,	카바페넴계,	
케팔로스포린,	클린다마이신,	플루오로퀴놀론계,	에리트
로마이신계,	메트로니다졸,	니트로푸란토인,	페니실린	
및	유도체,	리팜핀,	설파제,	반코마이신	
• 항우울제/기분안정제:	아미트리프틸린,	아리피프라
졸,	부프로피온,	시탈로프람,	시아노코발라민,	데스벤라
팍신,	에스씨탈로프람,	플루옥세틴,	라모트리진,	리튬,	파
록세틴,	퀘티아핀,	리스페리돈,	서트랄린,	트라조돈.	지역	
체육위원회에서는	이	범주에서	더	많은	제한	사항이나	
금지약물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당뇨병약:	엑세나티드,	둘라글루타이드,	글리메피리
드,	글리피지드,	글리부라이드,	메트포르민,	리나글립틴,	
피오글리타존,	시타글립틴



    

•	지사제: 아트로핀,	차살리실산	비스무트,	로페라미드,	
카올린/펙틴
•	항진균제: 시클로피록스,	클로트리마졸,	케토코나졸,	
미코나졸,	니스타틴,	테르비나핀,	톨나프테이트	
•	항멀미약/(어지러움증	치료제:	다이펜하이드라민,	독
실아민,	하이어신(스코폴라민),	메클리진,	온단세트론,	프
로메타진
•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비르,	항레트로바이러스약
물,	아만타딘,	엠트리시타빈,	레디파스비르/소포부비르,	
오셀타미비르,	리바비린,	테노포비르,	발라시클로비르	
•	천식:	크로몰린	나트륨,	이프라트로피움,	몬테루카스
트,	네도크로밀,	오말리주맵,	테오필린,	티오트로피움
 C특정 베타-2 작용제(흡입 전용):	흡입형	살부타몰*(알
부테롤):	여러	차례	나누어	투여한	용량이	24시간	동안	
최대	1600마이크로그램까지	허용되며	시작	시	용량에
서	12시간동안8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됨.		
흡입형	포모테롤*:	최대	전달	용량은	24시간	동안	54마
이크로그램임.	흡입형	살메테롤:	24시간	동안	최대	200
마이크로그램,	흡입형	빌란테롤:	24시간	동안	최대	25마
이크로그램.	네뷸라이저로	이러한	천식약을	사용하면	허
용된	용량	이상을	복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뷸라이저
로	베타-2	작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목적	사용	면제를	제
출하십시오.	이뇨제/유역치물질 경고 참조.*		
•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ADD 또는 ADHD):	아토
목세틴,	구안패신	
•	감기/알레르기/기침:	많은	감기	제품과	독감	제품이	
있으며	그	약물	조성이	자주	바뀝니다.	제품을	복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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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해당	제품의	각	활성	성분	상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허용	성분:	세티리진,	덱스트로메토르판,	독시라
민,	구아이페네신,	로라타딘,	페닐에프린,	프로메타진.	점
비제/비내분무	또는	점안액:	플루티카손,	나파졸린,	옥시
메타졸린,	테트라하이드로졸린.	주의: 슈도에페드린(종
종 “졸리지 않음” 또는 “D” 제형에 함유)과 에페드린의 
경우 금지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피임약: p단독으로	사용되거나	에스트로겐(에티닐	에
스트라디올,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	자궁내	피임	장
치(IUD)와	병용되는	프로게스틴계	약물(데소게스트렐,	
디에노게스트,	드로스피레논,	에티노디올	디아세테이트,	
에토노게스트렐,	레보노르게스트렐,	메드록시프로게스
테론,	노레틴드론,	노르게스트렐.
•	점이액:	벤조카인,	시프로플록사신/메틸프레드니솔
론,	페나존	및	모든	점이액	항생제	
•	안구 제제:	인공눈물	및		안구윤활제,	시클로스프로
린,	나파졸린(점안액),	옥시메타졸린(점안액),	프레드니
솔론(점안액)	및	모든	안과	항생제	
•	심장약: 암로디핀,	아스피린,	아토르바스타틴,	클로니
딘,	딜티아젬,	리시노프릴.	주의: 일부 심장약에는 금지된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HCTZ)와 같은 이뇨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이뇨제/유역치물질 경고 참조. 
•	치질:	하마멜리스수,	멘톨,	프라모카인,	국소	히드로코
르티손	크림주의: 당질코르티코이드 좌약/직장 크림은 
경기기간 중에 금지됩니다.
•	갑상선기능저하증:		레보티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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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제/대변 연화제:	폴리카르보필칼슘,	도큐세이트,	
마크로골,	구연산마그네슘,	세노시드	
•	진통제/항염증약:	아스피린,	세레콕시브,	코데인,	디
클로페낙,	건침,	이부프로펜,	케토롤락,	멜록시캄,	나프록
센,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	프레가발린,	트라마돌	
•	진정제/수면보조제:	다이펜하이드라민,	독실아민,	에
스조피클론,	트라조돈,	졸피뎀.	지역	체육위원회에서는	
이	범주에서	더	많은	제한	사항이나	금지약물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국소제:		국소	베타메타손,	캡사이신,	디클로페낙,	다
이펜하이드라민,	멘톨,	살리실산메틸,	국소	하이드로코
르티손,	산화아연
•	백신:	디프테리아,	간염,	HPV,	인플루엔자,	홍역-볼거
리-	풍진(MMR),	4가	수막구균,	백일해,	폐렴구균,	회색질
척수염,	광견병,	로타바이러스,	파상풍,	파상풍-백일해-
디프테리아(Tdap),	장티푸스,	수두	바이러스	백신,	황열	
•	질 제제:	부토코나졸,	클로트리마졸,	메트로니다졸,	
미코나졸,	니스타틴,	테르코나졸,	티오코나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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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사용 면제    

반도핑	정책	위반을	피하기	위해	경기기간	중	및/또는		
경기기간	외의	기간에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치료	목적	사용	면제(TUE)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체육위원회들은	자체	TUE	또는	의료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USADA로부터	TUE를	승인받았
다고	해서	특정	체육위원회	관할지역에서	선수가	자동으
로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는	것
은	아닙니다.	TUE	신청서	제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UFC	TUE	정책을	검토하거나	UFC.USADA.org/tue		
를	방문하십시오.

*이뇨제/유역치물질 경고:	허용기준치가	적용되는		
약물(예:	포모테롤,	살부타몰,	카틴,	에페드린,	메틸에페
드린,	슈도에페드린)을	이뇨제나	차폐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유역치물질과	이뇨제나	차폐제	모두에	대하여	치료	
목적	사용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역치물질”을	
허용량	이내	및/또는	처방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s://ufc.usada.org/substances/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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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제품 및 방법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1. UFC 금지목록     
 UFC.USADA.org/prohibited-list 

2.  UFC.GlobalDRO.com
 에서 복용 약물을 조사하십시오.  

3.  UFC.USADA.org/supplements  
  에서 인증된 보충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4. Drug Reference에 문의하십시오.:  
•		(719) 785-2000 또는 무료 전화     

(866) 601-2632
•		국제 무료 전화: +8008-120-8120
•	ufcdrugreference@usada.org

http://UFC.USADA.org/prohibited-list
http://UFC.GlobalDRO.com
http://UFC.USADA.org/supp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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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번역
UFC 월렛 카드의 공식 텍스트는  
UFC 반도핑 웹 사이트(UFC.USADA.

org)에 게시된 영어본입니다. UFC 월
렛 카드의 영어본과 번역본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합니다.

UFC 반도핑 프로그램

http://UFC.USAD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