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ada-ad.or.kr

ADAMS/ATHLETE-CENTRAL

소재지정보
제출 방법
선수용

CONTENTS
PART

PART

01

02

로그인
1. 사용자이름 및 비밀번호

04

2. 보안질문 설정

05

3. 휴대전화 및 이메일 본인인증

06

4. 비밀번호 변경

07

5. 2단계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설정

08

6. 개인정보 정책 동의

13

7. 이용 약관 동의

14

8. 로그인 완료 - 메인 화면

15

비밀번호 잊어버린 경우
1. 비밀번호 잊어버린 경우

PART

03

선수 프로필 관리
1. 선수 프로필 관리 및 프로필 입력

PART

04

16

18

소재지정보 입력
1. 필수 입력사항

20

2. 우편주소(Mailing Address)

21

3. 야간거주지(Overnight Accommodation)

22

4. 정기활동(Regular Activities)

23

5. 경기(Competition)

24

6. 특정 60분 단위시간(60-Min Time Slot)

25

7. 여행(Travel)

25

소재지정보 제출방법
선수용

PART

05

소재지정보 제출 확인
1. 소재지정보 제출 확인

PART

PART

06

07

26

보안옵션 재설정
1. 보안옵션 설정화면으로 가기

28

2. 비밀번호 변경(로그인 후)

28

3. TOTP 2단계 인증 재설정

29

4. SMS 2단계 인증 재설정 

29

5. 보안질문 / 답변 재설정

30

Athlete Central 앱으로 소재지정보 제출하기
1.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32

2. 메인 화면

33

3. 프로필 보기(View Profile)

34

4. 달력(소재지정보 입력)

36

5. 알림(Notifications) 및 설정(Settings)

37

부록. Q&A

38

PART

01 로그인
01

사용자이름 및 비밀번호

1

3

2

1  ADAMS 홈페이지 접속: https://adams.wada-ama.org/ (PC / 모바일 인터넷)
※ 또는,

‘Athlete Central’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여 접속

(p.32 PART 7. ‘앱으로 소재지정보 제출하기’ 참고)
*

(iOS) 앱스토어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 최초 로그인은 반드시 PC로 ADAMS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2  선수의 사용자이름(Username) 입력
* 최초 사용자의 경우 KADA에서 사용자이름 및 임시비밀번호 제공

3  비밀번호(Password)로 로그인
         *

04

클릭하여 언어 변경 가능   

소재지정보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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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질문 설정
* 최초 로그인 시

01. 로그인

1

1  보안질문 3가지 선택 및 답변 입력 후 저장
- 답변은 5자 이상
- 한글, 영어 대/소문자, 숫자, 문자, 띄어쓰기 구분
- 로그인 시 랜덤으로 질문 1개 답변 요청
※ 3개의 질문에 한가지 답변 중복 입력 가능합니다.
*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잊어버린 경우 위원회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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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휴대전화 및 이메일 본인인증
* 최초 로그인 시

1

dco@kada-ad.or.kr

2
821012345678

1  휴대전화 번호 입력
- 국가번호+0 제외한 10자리 입력 (예: 821012345678)
- 휴대전화(미국 국한) 체크 X,

제출하기

클릭

2  이메일 및 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코드(숫자6자리) 입력 후
- 이메일 / 문자메시지 못 받은 경우,

코드 재전송

확인

클릭

             ※ 접속 환경에 따라 코드 발송까지 1~5분 소요될 수 있음
             ※ 이메일 주소는 계정 생성 시 KADA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KADA에 등록 문의(@hanmail.net 불가)

06

→ 이메일이 잘못 등록되어있는 경우,

Edit

클릭 후 수정

소재지정보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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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변경
* 최초 로그인 시

01. 로그인

- 현재 비밀번호 / 새 비밀번호 / 새 비밀번호 확인 입력 후

확인

클릭

※ 비밀번호 요구사항
- 최소 10자
- 최소 1자의 영어 대문자 포함
- 최소 1자의 영어 소문자 포함
- 최소 1자의 숫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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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설정 ①
* 최초 로그인 시

• 2단계 인증 방법은 1) 시간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TOTP)와 2) SMS 중 선택
1) 시간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TOTP)
- 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때마다 생성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
2) SMS

- 개인 휴대전화로 로그인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받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
* SMS이 더 편리하므로 사용 권장

• ‘거부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인증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거부
가능
- 거부하면, 로그인은 편리하나 보안이
약화될 수 있음
- 추후 사용자 보안옵션 설정에서 다시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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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설정 ②

• 시간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TOTP) 설정 방법
1  시간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TOTP)

1

선택 -

다음

2  시간기반 일회용 비밀번호(TOTP)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iOS) 앱스토어, (Android)
다운로드(무료)
2

*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사용 가능하나,
WADA에서는 ‘Twilio Authy’ 사용을
권장합니다.

3  앱을 열고,
국가번호(South Korea: +82) 선택,

3
+82

0을 제외한 휴대전화번호 10자리 입력 후,

1012341234

‘OK’ 클릭
4  ‘SMS’ 인증 선택
문자메시지로 수신되는 인증번호 6자리
4

입력

09

01. 로그인

구글플레이에서 ‘Twilio Authy’ 검색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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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설정 ③

5  ‘Add Account’(계정 추가) 클릭

5

6

6  ‘Scan QR Code’(QR 코드 스캔) 선택
휴대전화 카메라로 ADAMS 화면의
QR 코드 스캔 및 확인코드/비밀번호 입력

7

7  Enter Account Nickname
5

(계정 이름 설정)에 원하는 계정이름으로
Save
수정한 후,                   클릭

8  화면에 나타나는 일회용 인증번호
8

6자리를 ADAMS 화면
‘확인코드’란에 입력
*30초마다 새로운 인증번호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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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설정 ④

• SMS 2단계 인증 설정 방법
1  SMS 선택 -

다음

클릭

1
2  로그인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선수 휴대전화 번호 입력 - 다음
클릭
1012345678

- (국가번호)+(0 제외한 10자리) 입력
(예: 821012345678)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WADA 확인
코드 확인
- 문자메시지 못 받은 경우, ‘코드 재전송’
클릭
3
4  코드 6자리를 ‘확인코드'란에 입력 +821012345678

다음

클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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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로그인

2

PART

01 로그인
05

2단계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설정 ⑤

• 두 번째 로그인부터 2단계 인증 화면에서

1  TOTP를 설정한 경우
Kada.lim

‘Twilio Authy’ 앱을 열어
자동 생성되는 코드 6자리를

1

‘확인코드’ 란에 입력
* 30초마다 새로운 코드 생성

2 SMS를 설정한 경우
문자메시지로 받은 코드 6자리를
‘확인코드’ 란에 입력
+821012345678

* ‘다음 번에 건너뛰기’ 체크 후

2

다음

클릭 시, 이후 같은 기기에서 로그인
할 경우 TOTP 2단계 인증 없이
로그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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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책 동의
* 두 번째 로그인 시

1

01. 로그인

2
3

1  개인정보 보호정책 관련 내용 확인
2  ‘본인은 ADAMS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읽고 이해했으며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

3  

클릭하여 언어 변경 가능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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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동의
* 두 번째 로그인 시

1

2
3

1  ADAMS 이용 약관 확인
          ※ 반드시 맨 아래까지 스크롤을 내려 확인해야 동의 체크 박스가 활성화됩니다.

2  ‘ADAMS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체크  
*

3  

14

클릭하여 언어 변경 가능
다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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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완료 - 메인 화면

1 2
6
7
4

5

3
01. 로그인

4
1  영문 성명 : 사용자 설정(보안옵션, 알림 설정 등)
2  로그아웃  
* 공용 PC에서 ADAMS 사용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로그아웃하세요.

3  내 프로필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우편주소 설정
4  내 소재지정보 / 소재지정보 리포트 선택 : 해당 분기 소재지정보 제출, 수정, 확인
5  My recent tests : 검사 이력, 결과 확인
6  Biological results : 일정기간 동안 누적된 검사결과에 따른 생체변수 값의 기록으로,
간접적인 도핑 적발 가능
7  TUEs : 치료목적사용면책(TUE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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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밀번호 잊어버린 경우
01

비밀번호 잊어버린 경우
1  사용자이름 입력 후
비밀번호 입력 창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클릭

1

2  ADAMS에 등록된 이메일로 재설정 링크

2

자동 발송

3

3  재설정 링크 클릭 시 ADAMS 로 이동

4

4  보안질문에 대한 답변 또는
Kada.lim

2단계 인증(TOTP/SMS) 확인코드 입력
+********1234

5

5  새로운 비밀번호 설정
※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보안질문 답변 및
2단계 인증코드 입력 시, 3회 이상 오류가
발생하면 계정이 비활성화됩니다.
KADA로 연락하여 계정 재활성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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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정보 제출방법

02. 비밀번호 잊어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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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수 프로필 관리
01

선수 프로필 관리 및 프로필 입력

1  '내 프로필' 클릭
      

편집

클릭 후, 정확한 정보 기입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우편주소

1

*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국가번호+0 제외한 10자리 입력
(예: 821012345678)

2

18

2  

저장

 클릭

소재지정보 제출방법

선수용

0３. 선수 프로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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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４소재지정보 입력
01

필수 입력사항

- ADAMS 메인화면에서 ‘내 소재지정보’ 또는 화면 좌측의 쪽 메뉴에서 ‘소재지정보-해당분기’ 클릭
※ 소재지정보 필수 입력사항
- 우편주소
- 분기 내 모든 일자의 야간거주지 상세주소
- 분기 내 모든 일자의 훈련, 근무 또는 기타 정기활동(예, 학교수업) 장소의 이름 및 주소
- 분기 내 경기 일정(대회명, 경기장 주소)
- 분기 내 모든 일자의 특정 60분 단위시간 ★

20

소재지정보 제출방법

02

선수용

우편주소(Mailing Address)
1  달력 창에서, 왼쪽 메뉴 상단의
‘우편주소’ 클릭

1

2  이전에 입력한 주소 중 해당 분기에
2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선택
또는

3

새로운

클릭하여 새 주소 저장

3  ‘위의 우편주소 정보가 현재 분기 중

저장하기

후

0４. 소재지정보 입력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체크
클릭

- 라벨* : 장소의 이름
(예 : 훈련장, 자택, 숙소, 선수권대회 등)
- Address Line 1* : 상세주소
(반드시 건물명, 동∙호수까지 자세히)
- 도시* : 시/군 입력(예 : 서울특별시, 진천군 등)
- 국가* : ‘대한민국’ 선택
- Region : 시 / 도 선택(예 :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등)
- 전화번호 1, 2 : 연락가능한 선수 연락처 입력
- 추가정보 : 해당 장소와 관련하여 도핑검사관이 참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기입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나머지 항목은 선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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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４소재지정보 입력
03

야간거주지(Overnight Accommodation)
* 분기 내 모든 일자에 야간거주지 반드시 입력

1

2

1  해당 월 선택 후, 오른쪽 상단의
2  야간거주지 정보 입력 후

저장하기

새로운

클릭

클릭

- Address : 이전에 입력한 주소 중 야간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클릭하여 새 야간거주지 주소 저장

- 카테고리 : ‘야간거주지’ 선택
-반

복  · 해당 야간거주지가 해당 일자에만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선택
· 여러 일자에 반복되는 경우 – ‘매일 / 주간 / 세부날짜 / 전체분기’ 선택 후
시작일, 종료일 / 세부날짜 선택

- 특정60분 단위시간 : 해당 야간거주지에서 05:00 ~ 23:00 중 60분 동안 검사 가능하고
(60-Min Time Slot) 도핑검사관이 접근 가능한 경우, 체크 후 원하는 시작시간 입력

(*시작시간 : 05: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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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선수용

정기활동(Regular Activities)
* 분기 내 모든 훈련 또는 기타 정기활동(근무, 수업 등) 일정 입력

1

0４. 소재지정보 입력

2

1  해당 월 선택 후, 오른쪽 상단의

새로운

2  훈련(또는 기타 정기활동) 정보 입력 후

클릭

저장하기

클릭

- Address : 이전에 입력한 주소 중 훈련지(정기활동 장소)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클릭하여 새 훈련지(활동 장소) 주소 저장

- 카테고리 : ‘정기활동’ 선택 (기타 활동의 경우 ‘기타’ 선택)
-반

복  · 해당 장소가 해당 일자에만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선택
· 여러 일자에 반복되는 경우 – ‘매일 / 주간 / 세부날짜 / 전체분기’ 선택 후
시작일, 종료일 / 세부날짜 선택

- 특정60분 단위시간 : 해당 훈련지(정기활동 장소)에서 05:00 ~ 23:00 중 60분 동안 검사
(60-Min Time Slot) 가능하고 도핑검사관이 접근 가능한 경우, 체크 후 원하는 시작시간 입력

(*시작시간 : 05: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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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４소재지정보 입력
05

경기(Competition)
* 분기 내 모든 경기 일정 입력

1

2

1  해당 월 선택 후, 오른쪽 상단의
2  경기 정보 입력 후  

저장하기

새로운

클릭

클릭

- Address : 이전에 입력한 주소 중 경기장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클릭하여 새 경기장 주소 저장(* ‘라벨’ : 대회명)

- 카테고리 : ‘경기’ 선택
-반

복  · 해당 장소가 해당 일자에만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선택
· 여러 일자에 반복되는 경우 – ‘매일 / 주간 / 세부날짜 / 전체분기’ 선택 후
시작일, 종료일 / 세부날짜 선택

- 특정60분 단위시간 : 해당 경기장에서 05:00 ~ 23:00 중 60분 동안 검사 가능하고
(60-Min Time Slot) 도핑검사관이 접근 가능한 경우, 체크 후 원하는 시작시간 입력

(*시작시간 : 05: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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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선수용

특정 60분 단위시간(60-Min Time Slot)
* 분기 내 모든 훈련 또는 기타 정기활동(근무, 수업 등) 일정 입력

1  분기 내 모든 일자에 05:00 ~ 23:00
중 검사가 가능하고 도핑검사관이 접근
가능한 60분을 선택
* 시작시간은 05:00 ~ 22:00 중 입력
* 반드시 24시간제로 입력!

1

2  하루 중 한 장소에서 한 번만 지정 가능
장소 등

07

여행(Travel)
국제경기 참가나 해외 훈련/여행 등을 위한
비행기 탑승으로 05:00 ~ 23:00 사이에 특정
60분 단위시간 및 야간거주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입력
- Address : ‘여행’ 선택
- 수송유형 : ‘항공편(Air)’ 선택
- 운송자(항공사), Routing No.(항공편명) 입력
- 출발지 / 일자 / 시간, 도착위치 / 일자 / 시간 입력
- 기타 추가정보 입력 후 저장하기 클릭
* 현지시간 기준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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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거주지(집, 숙소), 훈련지, 정기활동

PART

05 소재지정보 제출 확인
01

소재지정보 제출 확인 ①

• 모든 소재지정보 필수사항이 입력되면, 왼쪽 상단에 ‘제출하기’ 버튼 반드시 클릭
-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됨’, 제출 후 수정하면 ‘업데이트됨’

- 주요 달력 표시
- 왼쪽 작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자가 있다면,
해당 일자에 소재지정보 누락 또는 오류

진천

진천

06:00

진천

06:00

진천

06:00

* 달력 일자별 우측 상단의 느낌표는 오류가 아닌, 해당 일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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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정보를 변경한 경우       - 

: 해당 일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소재지정보 제출방법

01

선수용

소재지정보 제출 확인 ②

  • ‘비준수(Non-Compliant)’가 표시될 경우, 왼쪽 메뉴의    소재지정보 가이드    클릭

05. 소재지정보 제출 확인

- 누락된 정보(우편주소, 경기, 정기활동 등) 입력
- 분기 내 경기 또는 정기활동이 없는 경우

‘이번 분기에 경기 / 정기활동이 없으면 여기를 클릭하시오’  클릭
→ 이번 분기에 예정된 ‘경기/정기활동 없음’ 체크
→ 이유: ‘경기/정기활동 없음’ 기입 →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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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보안옵션 재설정
01

보안옵션 설정화면으로 가기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의

02

클릭 →

사용자 선호

창에서

보안 옵션

클릭

비밀번호 변경(로그인 후)

왼쪽 메뉴에서

28

영문이름

비밀번호

클릭 → 기존 비밀번호 / 새 비밀번호 / 새 비밀번호 확인 →

저장하기

소재지정보 제출방법

03

선수용

TOTP 2단계 인증 재설정
* 휴대전화 변경 또는 TOTP 앱 재설치한 경우

왼쪽 메뉴에서 ‘TOTP를 사용하는 2FA’ 클릭
→ ‘TOTP를 사용하는 2FA 재설정하기’ 클릭
→ p.9. 2단계 인증(TOTP)설정 참고

06. 보안옵션 재설정

04

SMS 2단계 인증 재설정
* 휴대전화 번호 변경된 경우

왼쪽 메뉴에서 ‘SMS를 사용하는 2FA’ 클릭
→ ‘SMS를 사용하는 2단계 인증 재설정하기’ 클릭  
→ p.11. 2단계 인증(SMS)설정 참고
* SMS 인증 사용 중이나, 더 이상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SMS를 사용하는 2단계 인증 설정 삭제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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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보안옵션 재설정
05

보안질문 / 답변 재설정

* 기존에 설정한 보안질문/답변을 새로 설정하고 싶은 경우
왼쪽 메뉴에서 ‘보안질문’ 클릭  
‘새로운 보안 질문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클릭  
→ 
→ 질문 3가지 선택 후 각각의 답변 입력 (‘1. 로그인 - 2. 보안질문 설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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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용

06. 보안옵션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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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Athlete Central 앱으로 소재지정보 제출하기
01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

2

1  ‘Athlete Central’ 애플리케이션
*

(iOS) 앱스토어 /

다운로드 – 열기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 최초 로그인은 반드시 PC로 ADAMS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2  선수의 사용자이름(Username) 및 비밀번호(Password)로 로그인
* 비밀번호 잊어버린 경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클릭
→ 저장된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 발송!
→  발송된 링크를 통해 비밀번호 재설정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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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수용

메인 화면
1  프로필 보기(View Profile)

1

- 기본 정보, 비밀번호, 보안옵션 등 수정
- 이용약관 확인

2
2  현재 분기(Current Quarter)
- 현재 분기의 소재지정보 제출 상태 확인
07. Athlete Central 앱으로 소재지정보 제출하기

- 현재 분기의 오류 정보 수정
3

3  다음 분기(Next Quarter)
- 다음 분기의 소재지정보 제출 상태 확인
- 다음 분기의 오류 정보 수정

4
4  ‘오늘-내일-모레’
- 앞으로 3일 동안의 60분 단위시간 및
장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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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Athlete Central 앱으로 소재지정보 제출하기
03

프로필 보기(View Profile) ①
1

3

2

dco@kada-ad.or.kr

dco@kada-ad.or.kr

1  연락처(Contact Information)
- 기본 전화번호, 이메일 기타 전화번호
2  주소록(Address Book)
- 소재지정보에 입력할 주소 생성 및 수정
3  기관(Custody)
- 선수 소재지정보 및 생체수첩 관리기관 확인
4  언어(Language)
- 선호 언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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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선수용

프로필 보기(View Profile) ②
5

6

7

07. Athlete Central 앱으로 소재지정보 제출하기

+821012345678

5  나의 종목(Sports)
- 선수 종목 확인
6  비밀번호 변경(Change Password)
7  보안 관리(Manage Security)
- “새로운 보안 질문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클릭 → 보안질문 / 답변 설정
- 2단계 인증(TOTP 앱 또는 SM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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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Athlete Central 앱으로 소재지정보 제출하기
04

달력(소재지정보 입력)

1 2

1       달력(Calendar)
- 현재 월의 소재지정보 제출상태 확인
- 일자 클릭하여 해당 일과 다음 날의 정보 확인 및 수정
2  

: 소재지정보 입력

- 특정60분 단위시간(Timeslot)
- 정기활동, 훈련(Regular Activities)
- 경기(Competition)
- 야간거주지, 숙박장소(Overnight Accommodation)
- 여행(Travel) / 기타(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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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선수용

알림(Notifications) 및 설정(Settings)

07. Athlete Central 앱으로 소재지정보 제출하기

1

2

1       알림(Notifications)
- 미제출, 미준수 소재지정보 알림
2       설정(Settings)
- Enable push notifications(푸시알림사용)
* 매일 특정 60분 단위시간 시작 30분전에 푸시알림 설정 가능
- PIN Code(PIN 코드) : 간단한 비밀번호로 간편 로그인
- Biometric Recognition(생체 인증) : 휴대전화에 등록된 생체인식(지문, 얼굴)으로
간편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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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재지정보 제출방법(선수용)
질문 1.
ADAMS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DAMS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나요?’를 직접
클릭해서 선수가 ADAMS에 등록한 이메일로 오는 링크에 접속
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KADA에서는 선수의
비밀번호를 찾거나 임의로 변경해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2.
소재지정보 제출은 처음인데, 24시간의
정보를 다 입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4시간 중 밤에 머무는 야간거주지, 훈련이나 정기활
동(학교수업, 근무 등), 경기일정, 여행일정(24시간 이상 이동하
여 야간거주지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검사가 가능한 특
정 60분 단위시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소재지정보가 바뀌어서 수정했는데,
달력에 느낌표가 생겼어요.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주황색 느낌표(그림)는 해당 일자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표시이고, 빨간색 느낌표(그림)는 당일 정보가 업데이
트되었다는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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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용

질문 4.
ADAMS에 소재지정보를 다 입력했는데
비준수라고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소재지정보 달력 화면에서, 왼쪽의 작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
시된 일자가 있다면 해당 일자의 야간거주지 또는 특정 60분 단
위시간이 누락되었다는 뜻입니다. 달력에 빨간 일자가 없다면,
왼쪽 상단의 ‘소재지정보 가이드’를 클릭해 이번 분기의 ‘경기’ 또
는 ‘정기활동’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A

질문 5.
‘특정 60분 단위시간’을 지정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루 중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도핑검사관이 방문 가능한 60분을
말하며, 하루에 딱 1번 하나의 장소에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특정 60분 단위시간’ 동안 그 장소에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면
‘검사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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