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

한눈에 보기

치료목적사용면책

TUE 절차

선수가 특정 약물로 치료해야 하는
부상이나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그 약물이
금지약물이라면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복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왜?

선수는 TUE를 통해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고 치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ADAMS에서 TUE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 의사에게 의뢰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핑방지기구(ADO)
또는 국제연맹(IF) 제출

TUE 승인을 받으면 양성 반응으로 제재를 받을 염려가 없음(승인내용에 한함)

누가?

도핑방지기구(ADO) 또는

3

TUE 신청 시 ADO에서 위촉한 전문가 3인이 TUE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TUE 승인합니다.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 해당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

TUE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약물이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는 철저하게 보안되어
관리됩니다.

- 다른 대체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언제?

4

TUE 신청은 경기 참가 30일 전까지 신청해야하고 상시금지약물인 경우

도핑방지기구(ADO)는 선수에게 신청된 약물의
복용 또는 사용 가능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이 거부되면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선수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복용)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이거나 응급 상황에 한해
사후 TUE 신청도 가능합니다(단 불승인 또는 승인될 수 있음).

경기 전 30일

*

TUE
문의처 또는
신청서 제출

- 국내수준 선수: 국가도핑방지기구(NADO)
- 국제수준 선수: 국제경기연맹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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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뒷면 도핑검사
TUE 참조

치료목적사용면책(TUE)
도핑검사서에 복용(사용)약물 기재
TUE 승인여부 명시
도핑검사관에게 TUE 판정서 제시
TUE 신청과 승인 절차는
WADA TUE 국제표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종목
IF 또는 KADA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WADA는 TUE 심사기구가 아닙니다.

이 자료와 세계도핑방지규약이 상충될 경우 규약이 우선합니다. 본 정보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속 국제연맹이나 국가도핑방지기구, 국내경기단체에서
최신 도핑방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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