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신청 안내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ada-ad.or.kr) 방문
- “금지약물검색”기능을 통해 “금지약물” 여부 확인

2.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목적 사용면책” 메뉴 클릭

3. “치료목적사용면책” 클릭 후, “아마추어 스포츠 TUE양식”에서 아래 한
글파일 또는 PDF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영문진단서, 각종의료자료
등과 함께 이메일 제출

★ 필요서류: TUE 신청서, 진단서(상세기술 필요),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 및 각종 검사결과

※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서 작성요령

1. 선수 인적사항 (선수측 작성)

김 KIM
Seoul

1988

카다 KADA
gangdong

05398

1

1

gangdong daero 143-64, 8F
82-2-2045-9800

Boccia

tue@kada-ad.or.kr

Para-Boccia
Korea Boccia Federation
Seoul Para-Boccia competition

2019.3.1.~3.2.

근이영양증 (muscular dystrophy)

- 이름 작성 부분은 한글 이름과 영어이름을 모두 작성해주세요.
- 세부종목 및 포지션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 출전예정대회는 앞두고 계신 경기 중에서 현재날짜와 가장 가까운
시점에 개최예정인 경기를 적어주세요. (시즌제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시즌기간을 적어주세요.)

2. 의료정보 (주치의 작성)

1형 당뇨 (Diabetes mellitus, Type 1)

Insulin is the only treatment for Type 1 DM (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He should take Insulin to control blood sugar level.

-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는 약물이 해당 진단명에 필요한 의학적
인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

3. 세부진료내용 (주치의 작성)

Insulin Glargine

20IU

피하주사 / SQ

once a day

life long

- 금지약물(약물속명): 해당약물의 성분명을 작성해주세요.
- 1회 사용량: 해당 약물의 1회 사용 용량과 단위를 작성해주세요.
- 사용/투여 방법: 해당 약물을 투약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Ex) 피하주사하는 경우 -> 주사요법(X)

피하주사(O)

- 예상 치료기간: 해당약물을 얼마동안 복용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4. 담당 의사 확인 (주치의 작성)

ENT

Heo, Jun

Gangdong-daero 143-64, Ga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82-2-2045-9800

82-2-2045-9898

2019. 02. 07.

tue@kada-ad.or.kr

5. 소급 신청여부 (선수측 작성)

- 소급 신청이란?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금지약물을 사용 후
신청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TUE는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 실수로 TUE 신청을 경
기 전에 하지 못한 것은 소급 TUE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 사전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사전 TUE에 체크해주시고, 소급 TUE 사유
및 치료시작일은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6. 이전 신청여부 (선수측 작성)

-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7. 선수선서 (선수측 작성)

김카다 KIM, KADA

2019. 02. 08.

2019. 02. 08.

- 선수 선서부분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부분중 일부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동의에 체크해주시면 됩니
다. (동의 및 서명하지 않을 경우, TUE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