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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role of sports pharmacist is recently gaining increasing importance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s such as
the Olympics. The role of a sports pharmacist is to audit doping in the preparation of pharmaceuticals, recommend
alternatives for prohibited drugs, and confirm or communicate information on therapeutic use exemptions (TUE). In
addition, sports pharmacists assist in various ways, from providing drug information for athletes to counseling on healthy
and functional food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sports pharmacy by comparing the guidelines of
pharmacies in the world's leading sports organizations.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collating information from the
documents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Amateur,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guides of pharmacies in the host cities, and website information of World AntiDoping Agency (WADA), Japan Anti-Doping Agency (JADA), and Korean Anti-Doping Agency (KADA). The finding
was that there were insufficient pharmacy guidelines in the world's leading sports organizations, except for the largest
competition, the IOC. Compared to the IOC's host city pharmacy guidelines, differences were found in each pharmacy
guideline in sports organizations. From the website information of WADA, JADA, and KADA, we could not find
guidelines for sports pharmaci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ortance of sports pharmacy in the medical
service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e safe medication use of athletes and fair sports competition.
Keywords Sports pharmacy, Guideline, International status

서 론(Introduction)

리고 그 대체약물에 대한 제시능력이 필요하며, 국제 스포츠 대
회의 개최 및 참여가 활발한 국내 상황과 함께 최근 임상약학

스포츠 약국은 스포츠 대회에 참여하는 운동선수 및 코칭스

분야에서 이러한 약사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

탭들을 대상으로 도핑금지 약물의 투여방지, 치료적목적사용면

세계적으로도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스포츠 약

책(Therapeutic Use Exemption, TUE) 약물에 대한 확인, 대체 약

국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최된 여러

물 및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약물 정보제공

국제대회에서 스포츠 약국의 운영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및 교육 수행, 대회기간 중 투여되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에서는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처음으로 선수촌 내

보관, 약물 사용 현황 기록 등의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특히 스

스포츠 약국이 정식으로 운영되어 운영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포츠 약국 책임약사는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테로

또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도 평창동계올림픽

3-5)

국내
6)

이드성 약물 및 보조제 등을 오용 혹은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선수촌 약국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발

수 있으므로 세계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

표함으로써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스포츠 약학분야의 관심이

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검토 능력, 그

확대되고 있다.

7)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스포츠 약국에 대한 명확한 운
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회별로 별도의 운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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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적용되어 통일성과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외 관련 지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최될 국내 혹은 국제
적 스포츠 행사에서 참여 선수들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사용이 이뤄지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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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약국 가이드라인의 국제현황

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스포츠 기구의 가이드라인 및 실제
스포츠 약국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현황을 파

Table 1. Sports pharmacy operation contents in the medical
service guideline of international sports organizations

악하고 향후 스포츠 약국의 운영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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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harmacy services

○●
○○

Doping control

○

Guide for pharmacies in the host city

방 법(Methods)
본 연구에서는 국제 스포츠 기구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스포
츠 약국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
계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중심으로 각 개최기구의 가이드라인
자료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세계수영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Amateur, FINA),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등의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 제작
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스포츠 약국 운영관련 내용을 조사

IOC

FINA

FIFA

×

×

×

×

○

○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FIN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Amateur), FIF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MED 01 (Scope of medical coverage)
“Submit a medical services plan to the IOC and IPC for approval that
specifies”, “a pharmacy guide that shall be developed using as a
reference the Olympic and Paralympic Model Formulary for Polyclinic
and Venues.”, ○MED 06 (Olympic/Paralympic Village Polyclinic)
“Establish a multi-disciplinary Polyclinic in the Olympic/Paralympic
Village to provide comprehensive care for athletes and officials.”, “It
shall be staffed with doctors, nurses, pharmacists, dentists, etc.”,
“pharmacy services (including storage, administration and recording of
medicines according to Host Country law, and incorporating the current
WADA regulations)”

하였다. 관련 자료는 각 기구의 홈페이지 공개자료 및 각 기구
의 사무국 업무담당자를 통해 수집하였다. IOC 관련 자료로는
‘Olympic Movement Medical Code In force as from 31 March

에서 대회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 지침을 만들 것을 권장하고는

2016 (OMMC)’와 ‘Host City Contract Operation Requirements,

없었다. 한편, HCCOR에서는 22장의 Medical services 파트

June 2018 (HCCOR)’를 활용하였다.

있으나 약국의 서비스 지침 작성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언급이

FINA 관련 자료로는

(104~110 page)의 ‘Operational requirements’ 하위 항목에 약국 운

‘FINA Medical Rules, 2008 (FMR 2008)’와 ‘FINA Swimming
World Cup 2019, Rules & Regulations for HMF/OC (FSWC

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었다. 관련 내용으
로 MED 01 (Scope of medical coverage)에서는 약국 서비스 제

2019)’를 활용하였다.

FIFA 관련 자료로는 ‘Football Emergency

공과 폴리 클리닉 및 경기장을 위한 약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Medicine Manual 2 Edition (FEMM)’과 ‘Organisation of
Medical Services & Doping Control for FIFA Competitions

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MED 06 (Olumpic/Paralympic Village

(OMS & DC)’를 활용하였다.

8-9)

10-11)

nd

Polyclinic)에서는 약사를 포함한 다학제로 구성된 폴리클리닉

또한, 최근 개최된 국제 스포

(multi-disciplinary Polyclinic)을 선수촌 내에 운영하도록 하며, 약

츠 대회에서 발행된 스포츠 약국의 운영 가이드라인 자료들을

국 서비스는 개최국의 법에 따른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및 기록

조사하기 위해서 각 국제 스포츠 기구의 홈페이지 공개자료 및

과 WADA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다.

12-13)

각 기구의 사무국 업무담당자를 통해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IOC

FINA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FMR 2008와 FSWC 2019 모

를 통해서는 2012년 런던올림픽,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2014

두 선수촌과 경기장에서의 의료서비스 관련 내용은 언급하고 있

년 소치동계올림픽, 2016년 리우올림픽,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으나 스포츠 약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의 약국운영 가이드라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FINA와 FIFA를 통

않았다.

해서는 과거 개최대회에 대한 별도의 약국 운영가이드라인 자

FIFA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특정 병원을 지정하고

료를 수집할 수 없었다. 최근 2019년에 개최된 광주세계수영선

의료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기장에 대기하고 있는 FIFA

수권대회의 약국 운영사례 및 가이드라인 정보는 광주광역시 약

Venue Medical Officer (VMO)를 통해 특별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사회와 광주세계수영선권대회 조직위원회를 통해 수집하였다.

바로 병원으로 호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관련 규정

추가적으로 세계반도핑기구와(World Anti-Doping Agency, WADA)

의 내용은 대회 당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경기장 이외

와 일본도핑방지위원회(Japan Anti-Doping Agency, JADA), 한국

에서 선수들 혹은 선수단 스텝이 약물적 처치가 필요할 때 치

도핑방지위원회(Korean Anti-Doping Agency, KADA)의 홈페이

료약물을 수령 할 수 있는 약국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지 정보에서도 스포츠 약국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자료를 탐색
하였고,

2,14,15)

모든 연구결과는 2020년 5월까지 공개된 자료를 조

한편, IOC와 FINA, FIFA 모두 도핑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상
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Table 1).

사하여 도출하였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의 약국의 운영 가이드라인 조사

결 과(Results)

각 대회의 약국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적으로 약국의 운
영시간 등의 운영방법, 선수촌 약국에 구비되어 있는 약물의 효

국제 스포츠 기구 가이드라인에서 스포츠 약국 운영관련 내용 비교

능군별 종류 및 품목명, 각 약물의 대회기간 중 투약 허용 여부

IOC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OMMC에서는 code 2.3 파트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대회에서 약물의 투여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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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ports pharmacy guidelines in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Contents
Year
Location
Type
Polyclinic
operation
Formulary table of
drug contents
Drug
dispensing

Drug
supply day

Sports pharmacy operation cases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VANCOUVER

LONDON

SOCHI

RIO

PYEONGCHANG

GWANGJU

Winter olympics Summer olympics Winter olympics Summer olympics Winter olympics
(IOC)
(IOC)
(IOC)
(IOC)
(IOC)

• Operation hours: 07:00~23:00
• Emergency medication access: 23:00~07:00
• Location: with in the village

Summer
(FINA)

• Operation hours:
09:00~21:00

○

○

○

○

○

○

• Prescription
only

• Prescription
available

• Prescription
only

• Prescription
only

• Prescription
only

• Prescription
available

-

• OTC available

-

-

-

• OTC available
(single dose only)

• 7 days
• 7 days
• 7 days
• 7 days
• 7 days
• 3 days for oral drug
• Antibiotics may • Antibiotics may • Antibiotics may • Antibiotics may • Antibiotics may • Single dose for
be prescribed in be prescribed in be prescribed in be prescribed in be prescribed in injectable drug
sufficient
sufficient
sufficient
sufficient
sufficient
quantities to treat quantities to treat quantities to treat quantities to treat quantities to treat
medical condition medical condition medical condition medical condition medical condition

Permitted and prohibited
drug information

○

○

○

○

○

○

Needle policy

×

○

○

○

○

○

TUE guideline

○

○

○

○

○

○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FINA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Natation Amateur), OTC (over the counter), TUE (therapeutic use
exemptions)

는 선수촌 병원의 진료에 의한 처방에 의해서만 이뤄지도록 하

하였다. 한편, 운동선수는 주사를 맞을 때마다 첨부된 “신고서

는 등, IOC에서 주간한 대회에서는 대부분의 운영항목에 관한

양식”을 정식으로 작성하여 IOC 의료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고

사항이 유사하였으나 런던 올림픽의 약국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있으며, IOC 의료위원회가 결정한 임상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

는 일부 약물에 대해서는 약사의 선택(over the counter, OTC)에

는 경우에만 주사가 허용되며, 모든 주사 신고 양식은 IOC 의

의해 약물이 투여 되도록 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었다(Table 2).

약물 투여 시 처방전은 모두 영어로만 작성되도록 하며 라틴
어 및 약어의 사용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성장소, 날짜, 처

WADA, JADA, KADA의 스포츠 약국 관련 가이드라인과 도핑

방, 의사 이름 및 ID (인증 번호), 환자 이름, 인증번호, 사용 형

관련 규정 및 정보 현황

태, 정식 약물 명칭, 의약품의 형태, 단위 강도, 수량, 사용 지침,
해당하는 경우 금지 물질 신고(TUE) 등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
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WADA, JADA, KADA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는 모
두 스포츠 약국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각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각 기관의
주된 활동 목적인 도핑 관련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각

의약품 분류는 treatment class (therapeutic subgroup), drug
class, generic drug name (active ingredient), brand name (trade

기구별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도핑관

name), dosage form, strength, route, dosage, major indications,

련 규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JADA와 한국의 KADA 모두 세계

side effects, WADA Status와 같은 하부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반도핑기구인 WADA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는‘needle policy & rules’이 적용이 되

며, 공통적으로 국제적 기본 규정(international standards)과 도핑

어 올림픽 게임의 모든 참가 선수들이 바늘을 사용한 주사약제

약물 목록(anti-doping lists), 그리고 도핑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투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의학적으로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었다. 차별적 특성으로는 WADA의 경

자격을 갖춘 실무자가 부상, 질병 또는 기타 의학적 상태(유효

우 전 세계의 스포츠 조직 및 정부 등의 공공 기관 사이에서 도

한 TUE가 필요할 수 있음)의 임상적으로 정당한 치료를 위해

핑 관련 정책, 규칙 및 규정을 조화시키고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사용하는 경우나 유효한 TUE를 가진 확립된 의학적 상태에 대

역할을 가지고 있어, 국제 표준 지침의 제시를 가장 중요시하고

해 자동 주사 요법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투여를 허용

있었다. 또한, WADA의 역할에 관해서 첫 번째 사항으로 W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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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website information of WADA, JADA, KADA
Contents

WADA

JADA

KADA

Guidelines for
pharmacies

×

×

×

• Support for scientific events and
research, social science research

• Support for natural science research and
social science research

-

• Various documents on anti-doping
programs

• Searching tool for certified sports
pharmacist
• Searching tool for prohibited drugs
through global drug reference online
(DRO)

Common points

Different points

•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nti-doping lists
• Anti-doping education program
• Standard for therapeutic use exemptions (TUE)

• Searching tool for prohibited drugs
through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KPIC)

WADA (World Anti-Doping Agency), JADA (Japan Anti-Doping Agency), KADA (Korea Anti-Doping Agency), TUE (therapeutic use
exemptions)

에서 제시한 World anti-doping code의 수용, 구현 및 준수를 감

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스포츠 약국의

독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도핑 관련 과학

운영과 관련한 명확한 참고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

적 연구 및 사회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도

물 사용과 관련한 주된 정보는 도핑과 관련된 정보에 집중하고

핑 테스트 및 분석법의 발전을 위한 회의 및 심포지움의 개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자

전문가 그룹의 결성 등을 통해 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있었다.

료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국제 스포츠 기구 중 IOC에

JADA에서도 WADA와 유사하게 과학적 연구와 교육·개발 프

서만 대회 기간 중 스포츠 약국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이점으로 JADA에서는 홈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페이지를 통해 선수 및 경기단체, 의료진, 교육계, 일반인, 기업

FINA와 FIFA 등은 아직까지 의료 서비스에 관한 대략적인 내

관계자와 같이 5부류로 구분된 그룹에 따라 정보 제공 방식을

용의 가이드라인 정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의료 서비스

취하고 있었다. 또한, JADA의 경우 스포츠 약사(sports pharmacists)

내에서의 스포츠 약국 운영체계에 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JADA

뤄지지 않고 있었다. WADA, JADA, KADA 또한 도핑과 관련

는 공인 스포츠 약사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

된 정보가 주요한 부분이었으며 스포츠 약국의 운영에 관한 자

약제사회의 협력 아래 강습회 개최 및 최신 정보 제공 등을 실

료는 공개된 자료가 없었다.

시하고 있었다. JADA 홈페이지에서는 인증을 받은 스포츠 약

그러한 가운데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19년 광주세

사의 인력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tool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운영된 선수촌 약국의 사례는 국내 약학

추가적으로 도핑 금지약물을 검색할 수 있는 tool도 제공하여 처

분야에서 중요한 직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라고 할 수 있

방 약물과 복용 약물에 대해 도핑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었다.

로 그 연구 결과가 공유되어 향후 스포츠 대회에서 조직 및 운

6,7)

특히 스포츠 약국 준비과정과 운영 기록에 대해 학술자료

KADA의 경우도 JADA와 유사하게 도핑 금지약물을 검색할

영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수 있는 tool을 제공하고 있었다. 검색 약품은 세계도핑방지기구

으로 보인다. 해외사례에서는 특히 런던 올림픽의 스포츠 약국

의 금지목록 국제표준이 반영되어 있으나 국내 의약품 정보 검

운영 사례가 국제 스포츠 대회에 약사가 공식적으로 참여한 첫

색 정보원인 ‘약학정보원’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국내의약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 약국 운영 가이드라인과 함께 활

품 정보에 미등록된 약물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한

동 기록을 학술논문으로 발표하여 중요한 자료로 참고할 수 있

계점이 있었다. 또한, 치료목적사용면책(therapeutic use exemptions,

을 것으로 보인다.

TUE)의 신청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었다(Table 2).

3,16)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의 약국 운영 가
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할 때, 스포츠 약국의 운영 가이드라인 구

고 찰(Discussion)

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10가지 필수사항을 포함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선수촌 약국의 운영 장소 및 운

본 연구에서는 자료조사를 통하여 최근까지 공개된 스포츠 약

영 시간, (2) 사용 가능한 약물의 효능군별 성분명 및 제형 목

국 운영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실제 운영 사례 기록들, 그리

록, 대회기간 중 각 약물의 투여 가능여부 정보, 각 약물의 보

고 WADA, JADA, KADA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

관 기준, (4) 처방전의 형식(사용 언어, 기입 항목 등), (5) TUE

았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정기

처방 약물의 조제 및 투약 절차, (6) 주사제 약물의 투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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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용해야 할 ‘needle policy & rules’ 관련 내용, (7) 약사의

활동 자료를 정리하여 공개하고 또한 표준 기준에 맞춰 가이드

결정에 따라 투여가 가능한 의약품 목록(OTC), (8) 대회 기간

라인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 스포츠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인력구성과 근무 시간, 업
무 및 역할 범위, (9) 스포츠 약사 인력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10) 대회 종료 후 스포츠 약국 운영 결

결 론(Conclusion)

과에 대한 표준화된 기록 방법. 위와 같은 10가지의 필수 항목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도 선수를 대상으

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대회 종목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로 한 의료 서비스 내에서 스포츠 약국의 운영체계는 일부 사

가이드라인에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례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대회에서 질적으로 동일한 스포츠 약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국제 스포츠 행사를 중심으로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관련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약물의 오용 및 악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또한, WADA, JADA, KADA는 실제 대회 기간 중 선수촌 약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선수의 안전과 공정한 스포츠 경쟁

국에서 의약품 투약 시 참고자료의 기준이 되는 기관으로 실무

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따라서 향후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 배

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포하는 대회 관련 규정 중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스포츠 약국

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약국은 선수에 대한 약물투여의 적절

의 중요성과 세부 운영지침 마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곳인 만큼, 특히

으로 사료 된다. 또한, 국제 규정에 따른 국내 스포츠 대회에서

TUE 처방 약물의 조제 및 투약 절차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실

의 스포츠 약국 관련 가이드라인 정립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사

무지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스포츠 약학 전문가용 접근 자

료되며, 본 연구결과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운영된 스포츠 약

료를 별도로 구성하여 각 대회별로 스포츠 약국의 통일된 확인

국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기초

및 투약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에서는 국제대회의 참여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국
내 스포츠 선수들의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해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 관련 교육과 함께 대회 기간 중 주의
가 필요한 약물의 종류와 대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복용을 주의
해야 하는 약물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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