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선수
소재지정보

선수는 롤모델이며 해당 종목이 깨끗한 스포츠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은 선수의 의무입니다.
선수는 정확한 소재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재지정보는 왜 중요한가?
소재지정보 제공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선수의 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도핑방지기구(ADO)는 사전 통보없이 소재지정보에 따라 선수를 방문할 수
있으며 소재지정보 프로그램은 도핑검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기간 외 기간에 도핑검사 장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도핑방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인가?
검사대상자등록명부(RTP)에 등록된 선수는 정확한
소재지정보를 제출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연맹과 국가도핑방지기구에서 선수의 소재지정보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빠르게 업데이트 가능한

소재지정보
• WADA 모바일 앱(Athlete Central)을
이용하여 선수의 소재지정보를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한 장소에 선수가
없어서 도핑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선수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소속기관 또는 기타 대리인을 통해
선수의 소재지정보 제출이 가능하나
그 정보에 대한 책임은 선수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팀 소속이라면 지도자나 팀 관계자를
통해 선수의 소재지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정보는 무엇인가?
ADO에서 소재지정보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공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택 주소
• 훈련 일정과 장소

소재지정보
쉽게 업데이트하는
WADA의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은
방법
선수가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소재지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 경기 일정

ADAMS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 직장, 학교 등 일상 개인활동

핀란드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RTP선수는 하루 중 검사를 받을 수 있는 60분단위 시간
선수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RTP 선수가 지정한 60분단위 시간대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 불이행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ADAMS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단계별 접속 통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확실히 보호됩니다.
ADAMS의 활용방법 또는 문의사항은 해당
도핑방지기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wada-ama.org 또는 kada-ad.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수의 도핑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수의 소재지정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소재지정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수에게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나 소재지정보 미제출에 대해 대리인이나
소속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RTP 선수는 도핑검사를 받기 위해 3개월마다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RTP 선수가 정확한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연맹 또는 국가도핑방지기구에서
상세내용을 해당 선수에게 안내합니다.
소재지정보는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료와 세계도핑방지규약이 상충될 경우 규약이 우선합니다. 본 정보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속 국제연맹이나 국가도핑방지기구, 국내경기단체의
최신 도핑방지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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