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행사개요 및 일정

행사개요
행 사 명

년

행사기간

아시아 도핑방지 세미나 개최
목

금

일간

행사장소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남대문

층 한양룸

참가규모

연사 및 국내참가자 포함 약 여명

행사일정
일 자
6.25
(화)
6.26
(수)

시 간

내 용

전 일

▹APMU 담당자 입국 및 체크인

전 일

▹세미나 참가자 입국 및 체크인

10:00~16:00

▹APMU1) 담당자 회의

08:30~09:00

▹등록

09:00~09:10
09:10~09:25
09:25~10:25

공항
인천/
김포공항
위원회
회의실

▹환영사(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이영희 위원장)
▹아시아지역의 도핑방지활동
- Kazuhiro Hayashi(Director, WADA Asia/Oceania Regional Office)
▹ WADA의 정보활동 및 조사
- Aaron Walker(Senior Investigator, WADA)
▹ KADA 선수위원회 소개

10:35~11:00

▹휴식(Coffee / Tea Break)

12:00~14:00

인천

▹축사(문화체육관광부)

10:25~10:35

11:00~12:00

비 고

▹뉴질랜드NADO의 정보 및 조사 활동: 클렌부테롤 사례
- Hayden Tapper(I&I Manager, 뉴질랜드 NADO)
▹오찬(모모카페/2층)

코트야드
메리어트
3층
한양1+2

6.27

▹패널토론: 국가도핑방지기구의 정보활동 및 조사

(목)

 사회: Aaron Walker(Senior Investigator, WADA)
 주발표자: Thomas Blyverket(Investigator, 노르웨이 NADO)
14:00~15:10

 패널:
- Hayden Tapper(I&I Manager, 뉴질랜드 NADO)
- 이새롬(국제조사부 대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Robert Caruso(Principal Investigator, ASADA)

15:10~15:40

▹휴식(Coffee / Tea Break)

15:40~16:10

▹2021 규약 및 국제표준 제개정 주요 사항
- Kazuhiro Hayashi(Director, WADA Asia/Oceania Regional Office)
▹패널토론: 아시아 지역의 WADA 규약 준수 프로그램: WADA
Audit 경험 공유
 사회: Kenny Lee(Manager, WADA Asia/Oceania Regional Office)

16:10~17:20

 패널
- Saravana Perumal Shanmugam(Senior Project Officer, NADA India)
- Cheng Yao(Deputy Director, Legal Affairs, CHINADA)
- Akira Kataoka(General Manager, RM&Intelligence, JADA)
- Saerom Lee(I&I Manager, KADA)

17:20~17:30

▹단체사진 및 1일차 마무리
▹환영만찬(Terrace 194/19층)

18:30~21:00

- 문체부 환영사
- 건배사(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이영희 위원장)

09:00~09:30

▹등록 및 KADA 홍보 동영상
(공모작 수상작품: 토끼와 거북이의 숨겨진 뒷 이야기 상영)

다과포함

▹패널토론: 효과적인 선수수첩관리단(APMU) 운영 및 관리
 사회: Naomi Speers(Chief Science Officer, 호주 NADO)
09:30~11:20
6.28
11:20~11:25

(토)

 패널 및 그룹토의

코트야드

- Ryan Morrow(Science Manager, 뉴질랜드 NADO)

메리어트

- 김대중(국제조사부 주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

6.29

 주발표자: Lance Brooker(Senior Scientist, 시드니 시험실)

▹2일차 마무리

한양1+2

- 폐회사(한국도핑방지위원회 진재수 사무총장)

11:25~11:40

▹세미나 만족도 조사(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11:40~13:00

▹오찬(모모카페/2층)

14:30~15:30

▹문화체험Ⅰ 국립중앙박물관

19:30~21:00

▹문화체험Ⅱ 남산 케이블카 및 전망대

전일

3층

▹체크아웃
▹참가자 출국

인천/
김포공항

1) 선수수첩관리단(APMU; Athlete Passport Management Unit): WADA 도핑방지행정시스템(ADAMS) 상에서 선수수첩 관리
전반에 대해 운영 및 관리역할. 2019년 3월1일부터 WADA 인증 APMU 시험실 신청 및 승인 절차 진행 중이며 11월 폴란드
카토비체 이사회에서 승인 시험실이 결정될 예정. 2020년 1월부터는 WADA 인증 APMU 시험실에 의해서만 APMU 운영
및 관리 가능(2019년 4월 현재 APMU 인증 시험실은 11개, 시드니 시험실은 현재 WADA APMU 승인 절차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