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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11월 국가도핑방지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첫발을 내딛었고, 국내

외 도핑방지기구·단체와 협력하여 세계도핑방지규약, 국제표준 등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도핑

검사, 교육·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2016년은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WADA 이사국으로서 연임이 결정된 뜻 깊은 한 해 였습니다.

  스포츠에 있어 금지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본연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포츠로부터 반드시 추방

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국제연맹(IF)은 물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및 지원요원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공조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이며 선진화된 도핑방지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든 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도핑방지 분야에서도 세계 10대 스포츠 선진국으로 

정립하는것은 물론, 성공적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도핑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을 점검

하고 역할 재정립을 위한 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로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였고 KADA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진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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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비전과 미션

깨끗한 스포츠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VISION 2025
약물로부터 선수 보호,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CLEAN & 
FAIR SPORTS

핵심가치

전략목표

전략과제

MISSION

CORE VALUE
Clean T.E.S.T.

Transparency
투명

Together 
협력

Clean 
청렴

Expertise
전문

Sincerity 
신뢰

공정하고 객관적인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

도핑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내외 교류협력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 강화 도핑방지 교육홍보 영역확대 체계적 경영시스템 구축

도핑검사관 운영 효율화 교육홍보 활동 전문성 강화 정보공유 체계 강화

도핑방지 국제협력 강화 선수 등 고객편의성 증대 미래사업 발굴 및 추진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

 ·



독립위원회 임원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항소위원회

청문위원회

선수생물학정보수첩위원회

위원장

기획실장

기획운영부 도핑검사부

도핑검사관

교육홍보부

교육·홍보
전문강사

사무총장

※ 2016년 12월 기준

조직도

역   할구   분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의 심사·승인

제기된 항소에 대한 청문·결정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가 있는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 대한 청문·결정

선수생물학적 정보를 검토하여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항소위원회

청문위원회

선수생물학정보수첩위원회

성       명구        분

진영수

이근윤

김춘섭

서상훈

서인원

손진호

이상일

전병극

조영호

한수정

현정화

윤석호

위 원 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위        원

감        사

 ·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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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99

2,199 백만원

1,107999 1,3211,108

2,429 백만원

1,8151,312

3,127 백만원2,10 6 백만원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도핑관리

예산

기관운영비 도핑방지활동사업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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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목별 검사실적 [1]
(단위 : 건수)

 ·

종목
분기별 경기기간 중·외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 외

검도 - - - 7 7 - 7

골프 - - 9 11 19 1 20

궁도 - 2 - 9 11 - 11

근대5종 1 6 11 14 14 18 32

농구 - 14 42 30 53 33 86

당구 - 7 - 11 18 - 18

댄스스포츠 - - - 7 7 - 7

럭비 - 8 19 25 34 18 52

레슬링 2 40 7 44 61 32 93

롤러 1 1 10 12 22 2 24

바이애슬론 21 8 9 - 21 17 38

배구 - 26 30 24 38 42 80

배드민턴 - 9 9 25 13 30 43

보디빌딩 1 19 1 18 35 4 39

복싱 11 4 22 15 28 24 52

볼링 1 7 - 11 18 1 19

빙상 56 9 16 2 55 28 83

사격 - 31 12 27 39 31 70

사이클 2 43 18 49 66 46 112

산악 - - - 7 7 - 7

세팍타크로 - - - 9 9 - 9

소프트볼 - - 6 9 9 6 15

수영 6 60 23 57 107 39 146

스쿼시 - - - 9 9 - 9

스키 56 12 10 4 55 27 82

(단위 : 건수)

연도별  검사실적  총계  [A+B]
2013년  총 4,275건

2014년  총 3,890건

2015년  총 3,782건

2016년  총 3,996건

(단위 : 건수)

검사실적 [A]
2013년  총 2,871건

2014년  총 2,505건

2015년  총 2,508건

2016년  총 3,469건

(단위 : 건수)

검사실적 [B] 요청
2013년  총 1,404건

2014년  총 1,385건

2015년  총 1,274건

2016년  총        527건

2,465

2,309

2,754

1,810

1,988

1,902

1,473

1,242

1,120
1,751

1,220

1,285

1,440

1,068

2,381

1,088

690

714

792

593

869

405

373

154

경기기간 중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 도핑검사

※ 종목 순서는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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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목별 검사실적 [장애인]2016년 종목별 검사실적 [2]
(단위 : 건수) (단위 : 건수)

 ·

종목
분기별 경기기간 중·외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 외

승마 - 1 6 9 15 1 16

씨름 - - - 9 9 - 9

아이스하키 19 18 - 15 29 23 52

야구 - - 16 21 31 6 37

양궁 - 8 15 11 11 23 34

역도 - 42 13 30 52 33 85

요트 - 4 17 13 16 18 34

우슈 10 1 - 10 19 2 21

유도 10 16 21 32 45 34 79

육상 - 49 41 45 90 45 135

정구 - - - 8 8 - 8

조정 1 21 10 11 23 20 43

철인3종 - 13 10 15 20 18 38

체조 - 8 14 12 19 15 34

축구 - 36 22 46 81 67 148

카누 - 30 66 16 52 23 75

컬링 10 - 29 - 10 - 10

탁구 1 1 - 9 9 25 34

태권도 1 19 23 48 50 32 82

테니스 - - 14 11 11 8 19

펜싱 - 1 34 17 17 35 52

핀수영 - 10 - 13 23 - 23

하키 - - 28 17 17 28 45

핸드볼 23 5 45 37 73 37 110

계 233 589 664 891 1,485 892 2,377

도핑검사 도핑검사

※ 종목 순서는 가나다순 ※ 종목 순서는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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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분기별 경기기간 중·외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 외

럭비 - - - 4 4 - 4

론볼 - - - 4 4 - 4

바이애슬론 2 - - - 2 - 2

배구 - - - 6 6 - 6

배드민턴 - - - 5 5 - 5

사격 - - 6 6 6 6 12

사이클 - - 2 6 6 2 8

수영 - - - 8 8 - 8

스키 5 - - - 5 - 5

아이스슬러지하키 4 - - - 4 - 4

야구 - - - 6 6 - 6

양궁 - - - 4 4 - 4

유도 - - - 4 4 - 4

육상 - - - 8 8 - 8

역도 - - 3 7 7 3 10

조정 - - - 7 7 - 7

축구 - - 3 5 5 3 8

컬링 4 - - - 4 - 4

탁구 - - - 5 5 - 5

테니스 - - - 2 2 - 2

펜싱 - - - 4 4 - 4

계 15 0 14 91 106 14 120



2016년 종목별 검사실적  [프로스포츠]
(단위 : 건수)

2016년 종목별 검사실적  [요청-국내대회]
(단위 : 건수)

 ·

종목
분기별 경기기간 중·외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 외

골프(남) - 11 12 7 30 0 30

골프(여) - 10 18 10 38 0 38

농구(남) - 10 10 71 71 20 91

농구(여) 10 12 - 24 34 12 46

배구(남) - - 53 71 84 40 124

야구(남) - 139 190 92 345 76 421

축구(남) - 83 68 71 188 34 222

계 10 265 351 346 790 182 972

종목
분기별 경기기간 중·외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 외

배드민턴 - - 14 - 14 - 14

보디빌딩 - 26 16 4 34 12 46

빙상 6 - - 6 14 - 14

컬링 - 6 6 - 12 - 12

계 6 32 36 12 74 12 86

종목
분기별 경기기간 중·외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 외

골프 - 1 - - - 1 1

롤러 - - 2 4 - 6 6

바둑 - - 4 - 4 - 4

배드민턴 4 12 3 14 6 27 33

빙상 39 - 10 61 84 26 110

사이클 - 4 - - 4 - 4

산악 4 - 1 - 4 1 5

삼보 - - 5 - 5 - 5

스키 54 - - 10 64 - 64

야구 - - 28 - 16 12 28

양궁 8 9 8 - - 25 25

유도 - 4 6 - - 10 10

육상 27 14 - 13 54 - 54

육상(장) - 2 - - 2 - 2

조정 - 4 - - 4 - 4

종합격투기 1 6 5 2 - 14 14

철인3종 - - - 10 10 - 10

체조 - 18 - - 18 - 18

컬링 - - - 4 4 - 4

탁구 - 16 - - 15 1 16

태권도 - - 1 1 - 2 2

펜싱 7 5 1 - 5 8 13

핀수영 2 3 - 4 - 9 9

계 146 98 74 123 299 142 441

2016년 종목별 검사실적  [요청-국제대회]
(단위 : 건수)

도핑검사 도핑검사

※ 종목 순서는 가나다순

※ 종목 순서는 가나다순

※ 종목 순서는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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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26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1월
스키 제46회 회장배 전국스키대회

빙상 2016 전국남녀종별스피드선수권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3월

복싱 2016 전국종별신인복싱선수권대회

수영 제11회 한라배 전국수영대회

핸드볼 2016 협회장배 전국중고선수권대회

우슈 2016 회장배 전국우슈선수권대회

유도 2016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4월

레슬링  제34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농구  제41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궁도 제49회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볼링 제35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

사이클 제33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역도 2016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수영 제88회 동아수영대회

핀수영 제28회 전국종별핀수영선수권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5월

카누   제10회 전국카누경기대회 

체조 제71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

축구 제24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2월 바이애슬론 제2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

2016년 검사대상 종합대회  

2016년 검사대상 종목별대회

2.16-2.19

제13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10.21-10.25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28 -6.1 10.7-10.13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9월 카누 제34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11월 럭비 제69회 전국종별럭비선수

2016년 검사대상 종목별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5월

배구 제71회 전국종별배구선수권대회

육상 제4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사이클 제23회 음성다올찬 전국사이클대회

당구 제4회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선수권대회

태권도 제18회 전국남여중고등학교태권도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6월

축구 2016 내셔널축구선수권대회

보디빌딩 2016 Mr. & Ms. Korea 선발대회

육상 제7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아이스하키 제36회 유한철배 전국고등부아이스하키대회

레슬링 양정모 올림픽 제패 기념 제41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역도 제64회 전국춘계남자역도경기대회

조정 제42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7월

트라이슬론 2016 속초시장배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사격 2016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승마 제33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핸드볼 제13회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

럭비 제27회 대통령기 전국종별럭비선수권대회

축구 제49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롤러 제28회 문체부장관배 전국시도대항롤러경기대회

야구 제50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종목 종목 대회명

8월

농구 2016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수영 2016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요트 2016 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겸 국대 선발전 

골프 2016 허정구배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육상 2016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

   

도핑검사 도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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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목 대회명

1월 빙상 제70회 피겨종합선수권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7월 육상 KBS배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4월
보디빌딩 제23회 대학보디빌딩대회 겸 제17회 고교보디빌딩대회

육상 제20회 전국실업육상선수권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6월
육상 제7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육상 2016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5월

보디빌딩 2016 Mr. Seoul 선발대회

보디빌딩 제30회 미스터광주선발대회

보디빌딩 제58회 미스터전남선발대회

컬링 제4회 신세계이마트 전국컬링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8월

육상 2016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보디빌딩 2016 Mr.YMCA 선발대회

컬링 제16회 회장배 전국컬링대회

2016년 검사대상 종목별대회  [요청-국내대회]

종목 종목 대회명

4월

육상 2016 대구 국제마라톤대회

육상 2016 서울 국제마라톤대회

육상 2016 군산 국제마라톤대회

조정 2016 리우올림픽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육상(장) 2016 서울 국제 휠체어마라톤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1월 산악 청송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종목 종목 대회명

5월 육상 2016 부산장대높이뛰기대회

종목 종목 대회명

8월 삼보 국제삼보연맹회장배 삼보대회

종목 종목 대회명

3월
펜싱 2016 SK텔레콤 사브르국제펜싱선수권대회

육상 2016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종목 종목 대회명

2월

육상 2016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

빙상 2016 ISU 세계스프린트스피드스케이팅대회

스키 FIS 알파인 스키 월드컵

스키 FIS 스노보드/프리스타일 월드컵

종목 종목 대회명

6월

체조 제14회 FIG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

탁구 2016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사이클 2016 Tour de Korea

종목 종목 대회명

9월

육상 2016 목포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바둑 국무총리배 세계아마추어바둑선수권대회

야구 2016 부산기장여자야구월드컵대회

2016년 검사대상 종목별대회  [요청-국제대회]

 ·

2016년 검사대상 종합대회  [요청]

위원회는 2016년 9월 청주에서 열린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도핑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직원 2명과 

도핑검사관 10명을 파견하여 5개종목 74건의 도핑검사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다.  

9.2-9.8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도핑검사 도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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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자등록명부는 국제경기연맹 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선수의 소재지 정보를 파악하여 경기기간 외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 분기마다 작성하는 선수들의 명부로서, 등록된 선수는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서 제외될 때 까지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분 종목 대회명

10월

육상 2016 인천송도국제하프마라톤대회

육상 2016 조선일보 국제마라톤대회

육상 2016 동아일보 국제마라톤대회

트라이슬론 2016 통영 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12월

배드민턴 제주 빅터 코리아마스터즈 그랑프리골드

스키 2016 FIS 스노보드 월드컵

빙상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구분 종목 대회명

11월
육상 2016 서울 중앙국제마라톤대회

컬링 의성 태평양아시아컬링선수권대회

2016년 검사대상자등록명부 (RTP : Registered Testing Pool)

선수도 질병이나 부상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선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치료목적으로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인 치료목적사용면책(TUE : Therapeutic Use Exemption) 제도를 통해 허가(승인)를 받아야 한다. 

순위 2014년 2015년 2016년

1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2 S5. 이뇨제 및 은폐제 S6. 흥분제 S5. 이뇨제 및 은폐제

3 S4.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S5. 이뇨제 및 은폐제 S6. 흥분제

순위 S1 S2 S3 S4 S5 S6 S7 S8 S9 P2 소계

신청 1 7 6 7 28 17 5 0 47 6 124

승인 0 4 0 7 9 11 5 0 26 4 66

불승인 1 3 3 0 19 2 0 0 11 2 41

반려 0 0 3 0 0 4 0 0 10 0 17

승인율 0% 57% 0% 100% 32% 65% 100% - 55% 67% 53%

(단위 : 건수)

연도별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현황

2016년 치료목적사용면책 심사 결과 

연도별 치료목적사용면책 상위 금지약물 

 ·

2016년 검사대상 종목별대회  [요청-국제대회]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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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사용면책(TUE)도핑검사

2명

5명

2명

근대5종

레슬링

롤러

2명

2명

3명

바이애슬론

배드민턴

보디빌딩

1명

3명

4명

복싱

볼링

빙상

3명

4명

5명

사격

사이클

수영

4명

3명

4명

스키

양궁

역도

2명

3명

4명

우슈

유도

육상

3명

3명

2명

조정

카누

트라이애슬론

2명

3명

2명

탁구

태권도

펜싱

총   71명

※ 종목 순서는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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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종합대회와 가맹단체별 종목별대회 등 경기기간 중 

또는 경기기간 외 검사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를 지향하고 선수들이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위반 사안에 대한 결과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단위 : 건수)

※ 2016년 : 프로스포츠 포함

16건 45건 35건 20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도별 도핑방지규정위반 현황

연도별 도핑방지규정위반 상위 금지약물

No 종목 금지약물 제재기간

1 핀수영 S9.prednisolone & S9.prednisone 3개월

2 사이클 S9.prednisolone & S9.prednisone 3개월

3 조정(장) S9.prednisone 3개월

4 론볼
S5.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S6.cathine & pseudoephedrine

3개월

5 체조 S6.isometheptene 9개월

6 역도 S5.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18개월

7 태권도 S5.furosemide 2년

8 아이스하키 S6.a phentermine 2년

9 축구 S1.2 clenbuterol 2년

10 보디빌딩 S3.higenamine 견책

11 보디빌딩 S3.higenamine 견책

12 농구 S6.a phentermine & phenmetrazine 4년

13 보디빌딩
S1.1a methasterone & metabolites
S1.2 ostarine, S6. methylhexaneamine

4년

14 보디빌딩

S1.1a stanozolol & boldenone & metabolites,
      boldione & drostanolone metabolites, 1-androstenedione
S1.1b 19-norandrosterone, S1.2 clenbuterol
S4. androstatrienedione & testolactone
S5.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4년

15 보디빌딩

S1. 1a stanozolol & boldenone & metabolites,boldione & drostanolone 
metabolites, 1-androstenedione & metabolites 

S1.2 clenbuterol
S4. anastrozole, androstatrienedione & testolactone
S5.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4년

16 보디빌딩 S1.2 clenbuterol 4년

17 보디빌딩

S1.1a stanozolol & metabolites 
S1.1a boldione & metabolites
S4. anastrozole & androstatrienedione
S5.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4년

18 보디빌딩 S1.2 clenbuterol, S6. methylhexaneamine 4년

No 종 목 금지약물 제재기간

1 골프
S5.hydrochlorothiazide
S6.ephedrine & pseudoephedrine

6개월

2 야구 S7.oxycodone & oxymorphone 36경기

2016년 도핑방지규정위반 현황

2016년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위반 현황

※ 종목 순서는 발생일순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S1 동화작용제 S1 동화작용제 S1 동화작용제 S1 동화작용제

2 S5 이뇨제 및 은폐제 S5 이뇨제 및 은폐제 S5 이뇨제 및 은폐제 S3 베타2작용제

3 S6 흥분제 P2 베타차단제 S6 흥분제 S6 흥분제

 ·

도핑방지규정위반도핑방지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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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관은 도핑관리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시료채취 현장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도핑검사요원이다. 위원회는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 도핑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선발절차, 철저한 교육, 현장평가, 재인증 등을 통해 우수한 도핑검사관을 

양성·관리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6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도핑검사관 41명을 선발 및 양성

하였다. 이번 선발의 목적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외국어 가능 인력 및 혈액시료채취

요원(BCO) 확보, 그리고 도핑검사관 지역별 분포의 편차를 줄이고자 함이었다.

위원회는 2016년 11월 대구 계명대학교를 시작으로 총 4회(대구, 전주, 서울 2회)에 걸쳐 

도핑검사관(DCO) 156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DCO 업무 중 도핑검사서 표준작성법과 빈발하는 오류 교정을 포함하여 DCO의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 반영되었다. 

2016년 도핑검사관 양성교육

도핑검사관 권역별 분포 현황 

2016년 도핑검사관 보수교육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내스포츠의 공정한 경쟁 및 깨끗한 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프로스포츠의 도핑검사를 의무화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016년 2월 16일부로 국내 프로스포츠 도핑검사 및 관리 등을 위한 ‘프로스포츠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

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인원 ┃156명

서울 ┃35명

경인 ┃47명

충청 ┃18명

제주┃3명
전라 ┃15명

경상┃26명

강원 ┃12명

22.4%

30.1%

11.5%

1.9%
9.6%

7.7%

16.7%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96건 392건

528건

972건

연도별 프로스포츠 검사실적 2016년 프로스포츠 등록선수

400건

350건

450건

500건

550건

900건

950건

1000건

~

골프(남)   골프(여)   농구(남)   농구(여)  배구        야구        축구

150명     117명       154명        93명     214명    628명   741명

총

2,097명

도핑검사 972건도핑방지교육 82회  l  2,842명

도핑검사관 
(Doping Control Officer)

프로스포츠

※ 종목 순서는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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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내 전문체육은 물론 프로스포츠에 등록된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을 대상으로 도핑방지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교육 및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을 통해 도핑의 

위험성을 선수 및 선수관계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대한

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프로스포츠 등록선수의 도핑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각지에서 증가하는 다수의 체육관련 기관의 교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히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핑

방지교육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대면교육 후, 별도의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 포상을 하는 등 국가대표 선수 도핑방지 인식제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연도별 대면교육 실적

2016년 대면교육 실적  

온라인교육

국가대표 도핑방지교육

(단위 : 회) (단위 : 명)

국가대표

62

국가대표

2,553

국가대표 후보 32 국가대표 후보

1,143

대학운동부

48
대학운동부

3,167
프로스포츠

2,842

프로스포츠

48

기타

71
기타

8,681 체육중ㆍ고

4,308

체육중ㆍ고 17

교육횟수

계 : 312회

교육인원

계 : 22,694명

 ·

교육홍보

10만명

11만명

12만명

13만명

22만명

23만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1,721명

12,272명

13,162명

22,694명

(단위 : 명)

~

대면교육 및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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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홍보 2016 리우 하계올림픽대회

2016년 현장홍보 현황 

제97회 전국체육대회 현장홍보 청소년 도핑방지 홍보만화 제작 및 배포

구분 대회명

2월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구분 대회명

6월 리우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구분 대회명

11월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구분 대회명

10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구분 대회명

7월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

구분 대회명

5월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월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구분 대회명

9월    스포츠잡페어

9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위원회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위한 사전교육활동으로 도핑방지가이드 제작 및 배포, 올림픽 도핑방지규정 번역 및 배포, 도핑

방지교육 실시, 사전 도핑검사 실시 및 WADA 현장홍보 지원 등을 통해 도핑 없는 올림픽이 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 채널의 확대와 도핑사전예방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도핑방지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전국체육대회 등 종합대회와 규모있는 종목별대회 등을 중심으로 현장홍보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충남 전역

에서 2016년 10월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47개 종목 32,000명 선수

단이 참가한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현장홍보를 실시하였다. 10여개 

경기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홍보를 하는 ‘순환식’ 현장홍보를 진행

하였고, 이번 대회에는 처음으로 44개 경기장에 현수막을 일괄 설치

하여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도핑방지 인식제고에 집중하였다.   

국제적으로 도핑사전예방활동을 위해 도핑방지교육 및 홍보활동이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공통점은 교육홍보의 주요 대상이 ‘어린 

선수’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청소년 선수를 위한 도핑방지 교육

홍보 만화 <도핑방지, 아는 것이 힘이다>를 제작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홍보에서 배포하고, 전국 체육중고등학교와 중앙경기단체에 발송

하여 도핑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현장홍보  

위원회는 2016년 7월 19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리우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다녀왔다. 리우올림픽 도핑규정 안내, 현지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 지카바이러스 예방 및 모기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리우올림픽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현장홍보를 진행하였다. 

(사전) 도핑검사 

207건

도핑방지교육

62회Ι2,553명

가이드북 및 
규정 번역 지원

교육홍보 전문강사

2016년 교육홍보 전문강사 워크숍 

2016년 체육단체 전문강사 양성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는 도핑방지교육은 위원회에서 인증한 ‘교육홍보 전문강사’ 15명의 활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교육홍보 전문강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연간 1~2회씩 워크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2016년 4월 KTX 서울역에서 교육홍보 전문강사 상반기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전략, 전문강사의 시범강의, 도핑방지교육 현안 토론, 도핑방지활동의 윤리적 접근, 치료목적사용면책 운영의 실체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위원회는 2016년 11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교육홍보 전문강사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2017년 

금지목록 국제표준, 도핑방지활동 온라인 서비스 이용법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특히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반복적 교수내용의 효과적 전달법, 마이크로티칭 클리닉 등 실전강의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공유되었다.    

위원회는 2016년 11월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추천으로 선정된 33명을 대상

으로 ‘체육단체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늘어나는 도핑방지교육 수요를 해결하고 도핑방지에 

대한 경기단체의 책임의식 고취 및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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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매년 WADA가 지정한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의약품과 대조하여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그룹별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이용 실적

13,644회

25,535회

31,160회

42,376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선수

807회

1,446회

1,896회

2,128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부모

23,714회

40,175회

54,964회

67,803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검색서비스 접속 횟수

 ·

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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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WADA 이사국으로서 도핑방지를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지위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에도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대·내외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6년 2월 5일부터 평창 동계

올림픽을 대비한 테스트이벤트에서 도핑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테스트 

이벤트는 조직위, 국제스키연맹 및 국제

빙상연맹이 협력하여 2018 평창올림

픽을 위한 경기장, 구성인력, 조직적인 

업무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대회이다.

위원회와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는 2016년 12월 16일 평창 동계올림픽 

및 테스트이벤트 도핑관리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업무협약 체결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현황 (2016년)

대회명 기간 장소

  FIS 알파인스키 월드컵 2016.2.5 ~ 2016.2.7 강원

  FIS 스노보드 & 프리스타일 월드컵
 2016.2.18 ~ 2016.2.21,    

2016.2.27 ~ 2016.2.28
강원

  FIS 스노보드 월드컵 2016.11.23 ~ 2016.11.26 강원

  ISU 쇼트트랙 월드컵 2016.12.15~ 2016.12.18 강원

테스트 이벤트  도핑관리 지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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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A 아시아 도핑방지 세미나 참가

영국 스포츠 도핑방지 컨퍼런스 참가

2016 WADA 심포지엄 및 iNADO 워크숍 참가

위원회는 2016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5개국 50여

명이 참가한 JADA(Japan Anti Doping Agnecy ; 일본도핑방지기구) 

개최 아시아 도핑방지 세미나에 사무총장과 직원 2명을 파견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2015 세계도핑방지규약 이행 및 모니터링, 스포츠 윤리 

등이 다루어졌다. 

위원회는 2016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35개국 약 300여

명이 참가한 영국 스포츠 도핑방지 컨퍼런스에 직원 1명을 파견하였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독립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제적 또는 특정

국가의 도핑방지규정위반이나 조직적인 도핑에 대해 조사하고 이와 

관련 1차 및 2차 종합보고와 내부고발의 역할 및 보호 대안을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2016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WADA 

심포지엄에 위원장과 직원 2명을 파견하였다. 2015년 새로운 규약의 

적용을 위한 접근 방식의 다각화, 도핑방지기구들 간의 협력강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적용을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적 접근 등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국제협력 국제협력

WADA 이사회 참석 

2016 아시아 도핑방지 세미나 개최

위원회는 2016년 4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5개 

RADO(Regional Anti-Doping Organization) 15개국 결과관리 

담당자와 기관 대표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WADA 이사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아시아지역 도핑방지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2016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WADA 이사회에 위원회 직원 1명을 파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WADA 분담금과 WADA 규약 비준수국 및 주의대상국 발표 등이 

있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정부간회의 참석 

위원회는 2016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아시아-

오세아니아 정부간회의에 위원회 직원 1명을 파견하였다. 이번 회의

에서는 주로 아시아지역 WADA 분담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2016 리우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도핑관리 프로그램 참여 
위원회는 국가도핑방지기구로서 국제대회 참여와 도핑검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리우 올림픽 도핑관리 프로

그램에 참여하였다. 위원회 직원 1명과 도핑검사관 3명이 도핑관리본

부와 경기장으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하였고, IPC Anti-Doping Com-

mittee 위원으로 9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규환 부장이 참여하였다.  

WADA 도핑방지 현장홍보 지원
위원회는 2016년 8월 5일부터 19일까지 리우 올림픽에 직원 1명을 파견

하여 WADA 도핑방지 현장홍보를 지원하였다. 올림픽 선수촌 식당 로비에 

홍보부스가 설치되었으며, WADA Play Quiz, 핸드프린팅 및 참여형 

게임형태로 진행되었다. 

연사

Mr. Adam Klevinas (Manager, WADA)

Mr. Joseph de Pencier (CEO, iNADO)

Mr. Kazuhiro Hayashi (Director, WADA)

Mr. Travis Tygart (CEO, USADA) 

참가국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부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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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A 및 WADA 동경사무소 방문

제5회 베트남 다낭 비치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유네스코 도핑방지협약 당사국총회
2차 의장단 회의 개최 지원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4일부터 5일까지 사무총장 및 직원 2명이 

JADA(일본도핑방지기구) 및 WADA(세계도핑방지기구) 아시아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주제로 하는 KADA 설립 10주년 세미나 계획을 알려

주고 JADA의 거버넌스와 2020 도쿄올림픽조직위와 협력관계에 관한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2016년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제도핑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제5회 다낭 비치

아시아경기대회’에 도핑검사관 2명을 파견하여 베트남 다낭 도핑관리

본부와 경기장에서 도핑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16년 9월 29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단 회의 개최를 지원하였다. 이번 회의는 ‘스포츠 청렴 및 도핑

방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KADA 10주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식 개최 
위원회는 2016년 9월 29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KADA 설립 10

주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아시아지역 도핑

방지기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계도핑방지기구와 

국가도핑방지기구연합회 및 아시아지역 14개국의 전문가 16명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념식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하여 10년 성장을 함께한 

도핑검사관 및 교육홍보 전문강사, 직원에 대한 시상식도 병행되었다.  

WADA 이사국 연임
대한민국이 세계도핑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

방지기구(WADA) 이사국으로 연임에 성공하였다.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 선거에서 이란을 제치고 기존 이사국인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역할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사국 

임기는 3년으로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뒤 이번 연임으로 2019년

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iNADO ABP 컨퍼런스 및 WADA 이사회 참가 

JADA 세미나 10주년 기념행사 참가

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iNADO ABP(Athele Biological Passport ; 선수생체수첩) 컨퍼런스 

및 WADA 이사회에 위원회 직원 3명을 파견하였다. 컨퍼런스에서는 

독일, 스위스 등 참여국들의 APMU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WADA 이사회에서는 세계도핑방지규약 준수 모니터링과 거버넌스 

재조직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JADA (일본도핑방지기구) 세미나 10주년 기념행사에 위원회 사무총장과 

직원 3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제, 리우올림픽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각 국가도핑방지기구간 도핑관리 노하우 및 2020년 도쿄올림픽 선행

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

연사

Mr. Harri Syvasalmi (Secertary General, FINCIS)

Mr. Joseph de Pencier (CEO, iNADO)

Mr. Rob Koehler (Deputy Director General, WADA)

참가국

네팔, 몽고, 부탄,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일본, 카타르, 쿠웨이트,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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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수등록규정 개정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체육회 ‘16.07.18 ‘16.07.25

대한장애인체육회 ‘16.08.02 ‘16.12.16

협업기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도핑방지교육 업무협약 체결

KIST 도핑콘트롤센터 방문

위원회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 등록 시 사전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합의하였다. 

위원회는 2016년 3월 23일 국내 유일의 WADA 

인증시험실이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

롤센터를 방문하였다. 양 기관은 2016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사전검사 지원과 프로스포츠 도핑검사 의무

화에 따른 시료분석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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