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지정보제출 

Q& A



To Do List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항상 가지고 있다.

나의 ADAM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

해당 분기 소재지정보 및 개인정보를  

ADAMS를 통해 정확히 제출하였다.

변화하는 개인일정에 따라 소재지정보를  

수시로 갱신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ADAMS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



로그인 화면에 있는 비밀번호 분실(Forgot Password) 클릭

사용자명과 메일주소(개인정보에 등록한) 입력 후 제출 클릭

개인정보에 등록한 메일주소로 비밀번호가 재발행 됨

ADAMS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CASE

1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해둘 것

비밀번호 3회 오류의 경우, ADAMS 접속이 제한됨

이런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하세요.

주의

사항

1

2

3



소재지정보입력 상태 확인

소재지정보를 입력기한까지 제공하지 않을 시  

미제출 됨으로 표시

해당 분기의 모든 소재지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었을 시  

Submitted로 표시

CASE

2



소재지정보에 이상이 있는 날은 아래와 같이 일자가 빨간색으로 달력에 

표시(이상이 있는 날짜에 커서를 가져가면 문제가 되는 정보가 표기됨)

입력 후 소재지정보의 변경이 발생하여 수정 후 Updated로 표시되는  

경우는 정보 변경에 이상이 없음을 나타내나, Non-compliant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입력한 소재지정보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해당 

날짜를 확인하여 수정



대회참가나 훈련지 이동 등을 위해 개인의 소재지정보를 여행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이동 시간에 따라 60분 단위시간과 거주지의  

입력형태가 변경되어야 한다.

이동형태 예
60분
단위
시간

거주지

60분단위시간 제공 시간

(05:00~23:00) 중 

일부 시간 동안 이동 할 경우
○ ○

60분단위시간 제공 시간

(05:00~23:00) 

전체동안 이동 할 경우
× ○

야간(23:00~05:00) 

전부를 이동할 경우 ○ ×

60분단위시간대와  

야간 시간대 

전부를 이동할 경우
× ×

여행설정
CASE

3

이동
(13:00~21:00)

숙소

집 이동
05:00~익일04:00

숙소

이동
05:00~익일10:00

숙소

집 이동
05:00~익일08:00

숙소

6:00~7:00

15:00~16:00



CASE

4

ADAMS 웹사이트와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휴대전화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소재지정보수정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ADAMS 웹사이트 소재지정보가 “Submitted”된 이후  

가능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정확하지 않은 소재지정보가 제공된 날짜에 

아래와 같이 빨간색 표시가 생성 

수정을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의 일자를 클릭하여 수정 진행

휴대전화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1

2

3

4



다운로드를 위한 QR 코드

ADAMS 앱(IOS), 애플리케이션(Android)

선수소재지정보제공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휴대전화 프로그램

검색어 : ADAMS

관련문의는 02-2045-9832, insang@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QR 코드

관련문의는 02-2045-9826, guava39@kada-ad.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되는 의약품 내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IOS 앱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201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 도핑방지규약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

특정약물과 관련이 없고 선수나 기타관계자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시 4년의 자격정지(당초 

2년 자격정지) 기간 부과

소재지정보제출관련 규정 변경

12개월(당초 18개월) 이내의 3번의 검사불이행 또는 

제출불이행을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변경

규정 국제수준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TUE 승인

선수가 이미 국가도핑방지기구로부터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승인 받았다면, 선수는 승인받은 

TUE를 국제경기연맹이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제경기연맹은 승인된 TUE가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승인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