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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관련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입장발표문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도핑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도핑방지기구(WADA)는 「금지목록」과 관련하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백신
에 대해 선수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명확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백신이 개발되어 공급될 것이
며, 따라서 백신의 구성에 관한 결정적 발언은 시기상조이나, WADA는 백신 성분이 문제가 될 경우 모든
가능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선수와 기타 도핑방지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알려드릴 것이라는
점에서 선수들은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운동선수들의 건강은 이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WADA의 주요 관심사이며,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만에
하나 백신이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성립될 경우, WADA는 백신과 도핑방지에
관한 원칙이 충돌하지 않도록 후속 결과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이므로 선수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하자면, 이러한 백신의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백신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습니다.

WADA는 화이자(Pfizer)를 비롯한 다양한 제약회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제약업계를
대변하는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WADA는 현재 사용가능한 다양한
백신들의 정확한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안에 대해 제약업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WADA는 관련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선수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그동안 WADA가 발행한 기타 코로나-19 보도자료 또는 자료에 대해서는 WADA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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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A clarifies position on COVID-19 vaccines
As a part of its ongoing efforts to monitor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anti-doping landscape
worldwide, the World Anti-Doping Agency (WADA) wishes to provide clarity to athletes and other
stakeholders

regarding the

status

of

SARS-Cov-2

vaccines

relative

to the List

of Prohibited

Substances and Methods. While there will be multiple vaccines developed and deployed, and
therefore definitive statements concerning their compositions is premature, athletes can be confident
that WADA will continue to monitor all available information and advise them and other members of
the anti-doping community in the event an ingredient of a vaccine might be problematic.

The health of athletes is the primary concern of WADA during this pandemic and they can rest
assured that in the highly unlikely event that a vaccine may cause a possible anti-doping rule
violation

under

the

World

Anti-Doping

Code,

WADA’s

oversight

of

any

subsequent

results

management will ensure that vaccines and the principles of anti-doping do not come into conflict. To
be clear, despite the novelty of these vaccines,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such vaccines would
contravene anti-doping rules.

WADA ha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various pharmaceutical companies, including Pfizer,
as

well

as

that

industry’s

representative

bod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s (IFPMA). WADA is in communication with them on this matter in
order to ascertain the exact composition of the various vaccines currently being made available.
WADA will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athletes and other stakeholders as relevant 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In the interim, for other COVID-19 communications and resources that WADA has issued, please
refer to the dedicated section of the Agency’s webs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