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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포츠 일탈

요인과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조 해 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일탈 요인과 도핑 관련 경험

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운

동선수들의 도핑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반도핑정책에 도움을 주

기 위한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

구문제를 1)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일탈 요

인은 무엇인가?’, 2) ‘도핑 관련 경험은 도핑 사고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

치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스포츠 일탈 요인과 도핑 관련 경험으

로 설정하였다. 스포츠 일탈 요인은 일탈적 과잉도조, 아노미, 사회학습,

사회통제 이론을 바탕으로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도핑 관련 경험은 주변

선수도핑, 도핑정보습득, 반도핑교육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도핑

사고성향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

다. 연구참여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고등학교 팀에 소속된 운

동선수로, 층화무작위추출법(random sampling)을 통해 선정하였다. 343

부 중 선별된 290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기술통계,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

자료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일탈 요인은 스포츠 아노

미, 스포츠 사회학습의 정의, 스포츠 사회통제의 코치에 대한 애착 순으

로 나타났다. 둘째, 도핑 관련 경혐 중 주변선수도핑은 유의한 영향을 미

쳤지만 도핑정보습득과 반도핑교육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추후 연구 과제

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고등학교 운동선수, 도핑, 도핑 사고성향, 스포츠 일탈, 일탈

적 과잉동조, 스포츠 아노미, 스포츠 사회학습, 스포츠 사회

통제

학 번 : 2015-2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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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17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

아 선수단의 출전을 불허했다. 이는 2016년 8월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

하여 러시아가 국가 차원의 도핑을 주도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

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국가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 프로그램을 진

행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16년 7월과 12월에 발간된 McLaren

Report를 통해 지난 대회에서 도핑 검사 절차에서 시료 샘플을 조작했다

는 사실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00명이 넘는 러시아 선수들이 혜택

을 입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김준혁, 2018.06.14.).

도핑의 문제는 러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반도핑기구

(WADA, World Anti-doping Agency) 설립 이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계반도핑기구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WADA(2018)에 따르면 도핑에 적발되는 수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도핑 검사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소치 올림픽 등

지나간 대회에서의 도핑 검사 양성반응이 계속 적발되면서 많은 선수들

의 메달이 박탈되었고(JTBC 뉴스, 2016.07.23.), 최근 오스트리아 제펠트

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주최의 노르딕월드챔피언십 스키 대회에서

독일인 의사가 8개국 21명의 선수들의 혈액도핑을 도와준 것으로 밝혀지

면서(이광철, 2019.03.20.) 스포츠 세계에 도핑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 2014년 7월 박태환이 금지 약물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는 네비도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도핑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5년에는 프로야구 선수 최진행,

여자프로배구 선수 곽유화, 남자프로축구 강수일의 도핑이 적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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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15.09.11.) 국내 스포츠계의 도핑 실태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국체전 보디빌딩에서 도핑이 많이 적발됨

에 따라 대한보디빌딩협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전국체전 시범종목 전환

내용을 통보받았고, 단계적으로 일반부 폐지와 종목 폐지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김창금, 2019.03.01.).

이렇듯 도핑은 선수들에게 항상 유혹이 되어왔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수들의 도핑은 저널리스트, 관중, 세계반도핑기구 그리고 많은 연구자

들에게 선수들이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 혹은 선수들의 문화로서 여겨

지고 있다(Ohi et al, 2013). 이러한 이유로 선수들이 도핑을 하게 되면

매스미디어는 선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대중들은 선수에게만 맹비난

을 한다. 이에 세계반도핑기구는 ‘도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핑을 적

발해내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 양성반응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체계

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Ljungqvist, & Lager, 2012).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선수들의 도핑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

가 아닌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Dimeo(2007)에 따르면 스포츠의

이상(ideals)은 문화적, 사회적 생산물로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이상은

사회의 특정 국면에서 변화한다. 도핑, 반도핑에 대한 스포츠 이상 또한

특정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 역사

속에서 도핑이 왜 등장하였는지, 왜 도핑이 금지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도핑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960년 이전에는 도핑검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도핑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수들 사이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은 일탈이라고 여겨

지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하지만 스포츠 구조의 변화와 스포츠 의

학의 발달의 영향으로 경기력 향상 약물의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다(Waddington, 2000). 산업사회의 발달로 지역 간, 국가 간 경쟁이 시작

되었고, 스포츠의학의 발달은 다양한 약물의 탄생을 야기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스포츠는 생리적인 실험 자료로만 사용이 되다

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 때는 경기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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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후 세계화, 상업화에 따라 승리가 강조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

고, 이와 맞물려 스포츠 의학의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학적, 윤리

적, 사회적 문제를 양산했는데 그 중 하나가 경기력 향상 약물 사용의

발전이다.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 약물을 접하기 쉬워졌으며 경쟁의 심화

로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스포츠계에서 당연한 문

화가 되었다.

냉전시대에는 도핑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국제경기연맹에서는 도핑 검사

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국가주도 도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구권 국가들에 맞서 서구권 국가들은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Ljungqvist, & Lager, 2012). 이는 1960년 이래로 하계 올

림픽에서 도핑에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가 1위 러시아, 2위 미국이라는

것과(The Washington Post, 2016.06.28.), 약물복용으로 금메달을 획득

하거나 세계신기록을 세운 수많은 사례(박보현, 20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냉전시대가 스테로이드제, 흥분제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약물들과 방법들을 탄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냉전시대 이후에는 동독의 훈련시스템 속에 있던 코치들과 의사들이 미

국, 뉴질랜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등 전

세계로 퍼지면서 동독의 근거 기반 스포츠의학(evidence-based sports

medicine)과 경기력 향상 방법들(performance-enhancement methods)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Johnson, 2016), 1988년 서울 올림픽 벤

존슨의 도핑, 1990년 도핑을 둘러싼 코치, 의사, 트레이너 등 구조적 문

제를 지적한 Dubin Inquiry 발간과 1998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여러 팀

들이 금지약물을 소지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의 큰 사건들이 터지면서

IOC는 ‘도핑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1999년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설

립하였다. 세계반도핑기구는 건강, 스포츠 정신,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면서 IOC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도핑을 위해 노력하기 시

작했고, 스포츠 세계에서 도핑은 조금씩 일탈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일탈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일련의 규범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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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지 않는 행위이며, 규범은 일탈임을 확인하는 도덕적 기준, 공유된

기대(shared expectation)이다(Coakley, 2011). 세계반도핑기구 설립 이후,

초기에는 많은 선수들의 인식 속에 도핑은 일탈로 자리 잡지 않았다. 이

는 2003년 BALCO Scandal, 2005년 Jose Canseco의 자서전인 Juiced를

통해, 한국에서는 2009년 마해영의 야구본색을 통해 선수들이 당연하게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대중들

의 생각 속에 도핑이 일탈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며, 이제는 도핑

이 일탈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Mitchell Report, 2013년 Biogenesis Scandal,

2016년 McLaren Report 등 지속적으로 도핑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일어

나고 있다. 도핑 양성반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며 계속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지만 도핑과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 복용은 필요한 것이라는 선수들의 인식(Pappa,

& Kennedy, 2013; Smith, 2015)을 통해 도핑에 대한 규범이 완전히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코치나 주변 동료 등으로부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복용 권유받는(권기남, 송은주, 박창범, 2007; Ohi et al, 2013)

등 도핑이 근절될 수 없는 환경에 둘러 쌓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일탈 구조가 일탈로서의 도핑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도핑과 관련되어 진행된 선행연구

들은 많이 있었지만 일탈이론을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선행연구들(Anderson, 2014; Hughes & Coakley, 1991; Smith, 2015)은 문

헌연구 혹은 심층면담을 통해 진행되었고, 하나의 일탈이론을 통해서만 도

핑을 설명하였다. 선수들의 도핑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자원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Waddington, 2009), 스포츠 일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Coakley, 2011) 본 연

구에서는 어떠한 스포츠 일탈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

기 위해 스포츠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인 일탈적 과잉

동조, 아노미 이론, 사회학습 이론, 사회통제 이론을 활용하였다.

한편, 일탈 연구의 초점은 주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은 주변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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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받고, 유혹을 쉽게 이겨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약물 남용을 시작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이며, 청소년 시기의 도

핑은 음주, 흡연, 마약 등 다른 유형의 약물 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D

odge, & Hoagland, 2011). 또한, 청소년 운동선수는 미래 프로 운동선수

가 될 선수들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도핑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엘리트 청소년 선수들의 성장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 혹은 주변 상

황 등의 영향에 따라 도핑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고, 도핑

에 대해 고려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시기는 성인 선수가 되어 최고 경

력에 이르기 전인 청소년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은국, 김태규, 2014).

특히, 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은 약물복용에 있어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

회환경에 영향을 받으며(안재오, 2007), 입시라는 매우 중요한 관문이 있

기 때문에 도핑의 유혹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등학

교 태권도부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장기간 집단 복용했다는 것(MBC 뉴

스, 2016.10.03.)과 남자 고등학교 보디빌딩 선수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약물복용에 대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권기남, 송은주, 박창범, 200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도핑 검사에 걸리는 대다수의

선수들이 고등학생이다.

도핑 관련 연구를 했던 선행연구들(Moran et al, 2008; Morente-Sánch

ez, & Zabala, 2013; Pitsch, & Emrich, 2012)에 따르면 기존에 진행되었

던 도핑 실태조사들은 대상, 특정 약물을 측정하는 등 각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방법론적 불일치로 일관되지 못한 응답

을 보이고 있었으며, 실제 도핑 실태를 조사할 경우 도핑이라는 것이 매

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reported questionnai

re)를 활용할 경우,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제한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도핑 사고성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도핑 사고성향이 도핑 행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Petróczi, 2009), 또한 선행연구(김은국, 김태규, 2014; Moran

et al, 2008)에 따라 의도적 혹은 우발적으로 도핑을 경험한 선수들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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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도핑 사고성향을 측

정하는 것은 유의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동료, 코치, 의사, 조직, 전직선수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기

력 향상 약물을 접하게 된다는 연구(Ohi et al, 2013), 지도자와 동료들로

부터 도핑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다는 연구(권기남, 송은주, 박

창범, 2007), 도핑위반과 도핑방지 교육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는 연구(김인숙, 박수정, 2017)들을 통해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일탈 요인과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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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일탈 요인과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을 통해 효과적 도핑 방지 교육

을 위한 심층적 분석 자료, 반도핑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 및 후

속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1)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일탈 요인은 무

엇인지 규명한다.

(2)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3. 연구문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일탈 요인은 무

엇인가?

(2) 도핑 관련 경험은 도핑 사고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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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고등학교 운동선수 : 서울시체육회, 경기도체육회에 등록된 고등학

교 팀에 소속된 선수로 경기경력이 1년 이상인 선수

(2) 도핑 : 국민체육진흥법, WADA에 따른 도핑의 정의(p.27 참고)를

포함하면서 경기력 향상 혹은 약물 검사 조작을 목적으로 한 약물

의 복용 및 방법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3) 도핑 사고성향 : 도핑에 대한 개인의 사고방식 및 성향

(4) 스포츠 일탈 요인 : 일탈적 과잉동조 요인, 스포츠 사회학습 요인,

스포츠 아노미 요인, 스포츠 사회통제 요인을 포괄하는 일탈이론

관점에서의 스포츠 일탈과 관련된 요인

(5) 일탈적 과잉동조 요인 : Coakley(2011)에서 제시한 스포츠 윤리 4

가지 규범( “경기”에 헌신,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 위험을 받아들

이고 고통 속에서도 경기를 하는 것, 성공을 추구하는 데 어떠한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음)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고 규범준수에 있

어 한계를 인식하는 것을 실패하여 정상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사

고, 특성, 행위와 관련된 요인

(6) 스포츠 사회학습 요인 : Akers(1973)가 제시한 사회학습 요인을

적용한 스포츠 일탈을 하게 만드는 학습요인

6-1) 차별 교제 : 스포츠 일탈의 지식, 긍정적 사고를 가진 집단과 상호

작용하는 것

6-2) 정의 : 스포츠 일탈 대해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

6-3) 차별 강화 : 스포츠 일탈의 결과에 따른 보상 및 처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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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6-4) 모방 : 차별적 동일시(differential identification)를 통해 모방 대

상과 모방 여부를 결정한 뒤 대상의 스포츠 일탈을 관찰하여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

(7) 스포츠 아노미 요인 : 스포츠 세계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

단의 불일치로 인한 증상과 관련된 요인

(8) 스포츠 사회통제 요인 : Hirschi(2002)가 제시한 사회통제 요인을

적용한 스포츠 일탈과 관련된 유대 및 결속요인

8-1) 애착 : 코치, 운동부 동료 등 관습적 규범을 지니고 있는 집단에

대한 유대 및 결속

8-2) 관여 : 정직한 운동선수가 되고자 하는 열망

8-3) 참여 : 스포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습적 활동에 바

치는 시간과 노력의 양

8-4) 신념 : 페어플레이, 스포츠퍼슨십 등 규범 체계에 대한 태도

(9) 도핑 관련 경험

9-1) 주변선수도핑 : 친한 동료선수 중 경기력 향상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 선수 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선수 인지 여부

9-2) 도핑정보습득 : 주변 지인(동료/코치/부모 등)들로부터 경기력

향상 약물 복용과 관련한 정보 습득 여부

9-3) 반도핑교육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반도핑교육 이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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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일탈

(1) 스포츠 일탈의 정의

사회와 집단은 개인이 사회와 집단 내에 존재하는 규칙과 규범을 따르

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규칙과 규범에 동조하지 않으면 ‘일탈자’라고 부

른다. 일탈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차이로 인해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같이 권력과 연관성을 지닌 복잡한 문제이다

(Coakley, 2011).

일탈이란 일반적으로 허용되거나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규범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는 탈선 행동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탈 행동

은 사회로부터 제제를 받는다. 이러한 일탈은 스포츠에서도 많이 발생하

고 그 문제들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일탈은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

는 일탈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탈과 다르게 스포츠

맥락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지만, 규범위반의 차원에서 사회적 일탈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되기도 한다(권순용, 조욱연, 2015; 임번장, 2010).

선수, 코치부터 에이전트, 관중들까지 경기장 안과 밖에서의 일탈은 빈번

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스포츠에서의 일탈에 대해 Coakley(2011)는 네

가지 이유에서 연구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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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 일탈을 연구할 때

직면하는 문제
예시

스포츠에서 일탈의 유형과 원인은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론만으로 모든 것

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훈련 중 코치에게 말대

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 여성을 희롱

하거나 성폭행 등

스포츠에서 허용된 행동이 사회의 다른 영

역에서 일탈적일 수 있고, 사회에서 허용된

행동이 스포츠에서 일탈적일 수 있다는 것

접촉 스포츠에서 일어나

는 행동을 길거리에서

행하는 것, 스포츠에서

약물 복용과 일상생활에

서 약물 복용 등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스포

츠에서 일탈에 포함이 된다는 것

부상을 당하더라도 스포

츠에 지나치게 헌신하여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 등

스포츠에서 훈련 및 운동수행이 새로운 유

형의 과학과 기술에 의거함으로써, 스포츠

에서 운동선수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파

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규범을 미처 준비

및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기존에 허용되던 약물이

허용되지 못하는 것, 유

전자 도핑, 뇌 도핑 등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것 등

표 1. 스포츠에서 일탈을 연구할 때 직면하는 문제(Coakley, 2011)

따라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일탈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인 절대론적 접근(absolute approach)과 상대론적 접근

(relative approach)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절대주의적 접근은 보편적,

절대적 기준이 명확하여 그 기준을 가지고 일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 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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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내에서도 그 가치를 따라야하며 개인의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보편적 사회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한다(한태룡 외, 2010).

그러나 이러한 절대주의적 접근법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

른 기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무엇이 일탈인지 헷갈리게 된다.

또, 절대주의적 접근법을 가진 사람들은 일탈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은

규칙 위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탈의 통

제를 위해서 많은 규칙과 처벌이 필요하게 된다(Coakley, 2011).

그림 1. 일탈에 대한 절대주의적 접근법(Coakley, 2011)

반도핑 정책에서 선수들의 도핑을 바라보는 관점은 구성주의적 관점보

다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라는 3가

지의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즉 도핑을 했을 경우 일

탈이라고 간주한다. 이는 도핑이 경기력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기존에 스

포츠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상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줄어들지 않

는 도핑을 근절하기 위해 WADA는 ‘도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많은 규

칙과 처벌을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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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의적 관점으로서의 반도핑 정책의 단점은 WADA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핑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경기력을 향상시키지만 건강을 해치지 않는 물질을 복용

했을 경우에는 도핑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력을 향

상시키는 물질이지만 WADA의 금지 약물 및 방법에 포함이 되지 않는

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절대주의적 접근법의 모호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구

성주의적 접근법(constructionist approach)을 사용한다. 구성주의적 접근

법은 사회학에서 문화이론, 상호작용이론, 구조이론에 근거하여 규범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일탈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범주

(socially determined boundaries)를 벗어날 경우 발생한다고 본다. 즉,

각 사회마다 상황이 일어나는 환경에 따라 허용되는 사고, 특성, 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며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일탈로 간주된다(권순용, 조욱

연, 2015).

구성주의적 접근법에서 규범이란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용인되

는 행위, 사고, 특성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들의 가치를 사용하는

과정이다. 일탈 또한 사람들이 용인되는 범위의 경계에 대해 타협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규범의 경계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결정

하기 위해 타협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Coakley, 2011). 아래 그림은 일탈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법을 잘 나타

내주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접근법은 스포츠에서의 일탈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

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세계에서의 사고, 특성, 행위는 대부분 정상적으

로 용인되는 범위에 속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밖에는 과소동조(underconf

ormity)와 과잉동조(overconformity)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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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탈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법(Coakley, 2011)

Hughes, & Coakley(1991)에 따르면 과소동조는 규범을 무시, 거부하

거나 규범의 존재를 몰라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범위에서 정

상에 미치지 못하는(subnormal) 사고, 특성, 행위로 구성이 되며 극단적

인 경우 무질서를 초래한다. 과잉동조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

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용인하여 규범준수에 한계에 대해 인식을 실

패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사고, 특성, 행위로

구성된다.

그림 3. 스포츠에서 두 가지 유형의 일탈(Coakle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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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동조의 예로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가 2011년 5월 음주

운전을 한 사건이나, 2013년 12월 한국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용병 선수인

애런 헤인즈가 상대편 선수인 김민구를 고의로 가격한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잉동조의 예로는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규범 준수의 한계

에 대한 인식실패 등과 같이 정상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행동, 사고, 특성

들을 포함하며 극단적인 경우 파시즘을 초래한다(Hughes, & Coakley,

1991). 예를 들면, 한국프로배구 선수 최태웅 선수가 암 수술을 한 사실

을 가족들과 팀 동료들에게 숨기고, 프로배구 전 시즌을 뛴 것이나 2012

년 11월 한국프로농구 경기에서 서장훈 선수가 상대선수 김태술의 팔꿈

치에 얼굴을 맞아 입술이 찢어졌지만 거즈를 붙이고 뛴 것 등이 이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소동조만을 일탈이라고 보게 되면 일탈 행동에

대한 좁은 시야밖에 가지지 못하지만 과잉동조 또한 일탈로 간주하게 되

면 선수들의 일탈 행동에 대해 더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우

리는 흔히 과잉동조를 ‘긍정적 일탈’로 받아들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이기도 하지만, Coakley(2011)가 주장했던 규범에 대한 일탈적 과잉동

조가 일탈적 과소동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적 관계는 선수들의 과잉

동조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일탈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는데 양립 불가능한 가

치 지향, 승리에 대한 강박 관념, 경쟁적 보상구조, 역할 갈등 등이 있다

(권순용, 조욱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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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일탈의 원인 유형 설명

양립 불가능한 가치 지향

규칙 준수, 페어플레이, 스포츠퍼슨십 등

의 행동 규범과 경쟁을 통해 승리를 지향

해야하는 가치의 상충

승리에 대한 강박 관념
승리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수록 승리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됨

경쟁적 보상구조
경쟁을 통한 보상이 클수록 승리를 위한

일탈 행동을 하게 됨

역할 갈등

사회적 존재로서 다양한 역할을 지닌 개

인은 역할에 따라 기대되는 규범들이 상

충될 때 스포츠에서 기대되는 규범을 위

반하게 됨

표 2. 스포츠 일탈의 원인

(2) 일탈 이론

선수들이 왜 도핑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Waddington, & Smith, 2009). 이를 위해 도

핑과 관련된 일탈이론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핑과 관련된 이론은

일탈적 과잉동조, 아노미 이론,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갈등론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탈적 과잉동조, 사회학습이

론, 아노미 이론,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을 활용하여 선수들이 도핑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일탈 이론의 이론적인 설

명과 스포츠에서 나타난 일탈과 도핑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일탈적 과잉동조

일탈적 과잉동조는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고 규범준수에 있어 한

계를 인식하는 것을 실패하여 정상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사고, 특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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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구성된다(구창모, 2012). 이러한 일탈적 과잉동조로 이끄는 스포츠

윤리(sport ethic)가 존재하는데 이 스포츠 윤리는 4가지의 일반적 규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4가지 규범은 스포츠 세계에서의 태도와 행위

를 가이드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창모, 2013).

그림 4. 스포츠 윤리의 4가지 중심 규범(Coakley, 2011)

이러한 스포츠 윤리의 4가지 중심 규범은 스포츠 맥락 안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때 중요하게 여겨진다. 선수들은 스포츠 윤리

의 중심 규범 안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스포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전 프로배구선수

최태웅 선수는 림프암에 걸리고 투병생활을 할 당시 “당시 내가 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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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었는데, 나만 알고 있었다. ... 오전에 병원 가서 치료 받고 오면 힘

들 텐데, 쉬라고 해도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간다고 같이 훈련했다"(파이

낸셜뉴스, 2016.05.25.)고 고백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에 알려지면서 최

태웅은 ‘암을 이긴 독한 남자’(스포츠동아, 2014.01.08.), ‘인간승리’(스포츠

동아, 2013.02.02.) 등 각종 칭호가 따라붙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엘리트 스포츠에서 흔히 있는 일탈적 과잉동조 사례

이고, 이는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이 재확인되고,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

기 때문에 선수들은 계속해서 규범에 대해 과잉동조를 하게 된다. 스포

츠 윤리의 4가지 중심 규범은 계속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선수들이 운동선수로서 무비판적으로 과잉동조

하고, 대중들에 의해 칭송을 받는 스포츠 윤리의 4가지 중심 규범에 대

한 설명이다.

스포츠 윤리 설명

“경기”에 헌신

“경기”를 사랑하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

에 두어야하며 희생과 경쟁에 맞서는

태도로 스포츠 그 자체에 헌신하는 것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

끊임없이 더 나은 운동 수행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등 최고의 기량을 추구

하는 것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경기를 하는 것

고통, 두려움을 견뎌내고 경쟁적 도전으

로부터 물러나지 않고 맞서는 것

성공을 추구하는 데 어떠한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음

성공하기 위한 길목에 어떠한 장애물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표 3. 스포츠 윤리의 4가지 중심 규범(이종영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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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kley(2011)는 일탈적 과잉동조를 하는 이유로 3가지 요인을 제시한

다. 첫째, 스포츠 참여가 흥분과 희열의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둘째,

코치들이 과잉동조하는 선수들을 칭찬하고, 팀의 모델로 활용하기 때문

에 엘리트 스포츠 선수로 선발되는 것은 스포츠 윤리 규범의 과잉동조하

는 인지된 의지에 달려있다. 셋째, 규범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사람의

삶에 드라마와 흥분을 불어넣는다. 위험상황을 무릅쓰고 어려움과 도전

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결속을 증대시키고, 참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잉동조는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과 깊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스포츠에서의 성취가 존경받는 유일한 방법이

라고 믿으며,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선수들에게 쉽게 나타난다.

일탈적 과잉동조는 도핑을 야기하기도 한다. 도핑은 흔히 도덕성이 결

여된 선수들이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장 헌신

적이고 열성적인 선수들이 도핑을 한다(Coakley, 2011). 또한 많은 학자

들은 수세기 동안 경기력 수준, 성별과 상관없이 선수들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물질들을 복용해 왔고, 만약 과거의 선수들이 오늘날의

약물이 당시에도 존재했다면 복용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Dimeo,

2007; Waddington, 2000).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모든 선수들이 승리에

똑같이 중요성을 두었고,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하고 어떤 것이든

먹어왔고(do anything and take anything)’,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운동선수로서의 성공과 경기력 향상, 빠른 회복이었다(Morente-Sánchez,

& Zabala, 2013).

Smith(2015)는 사이클 선수들이 자신의 경기력 유지, 자신의 경기력을

팀에 공헌, 사이클의 엄청난 스펙터클 지지라는 세 가지의 이유로 도핑

을 하게 되는데 이를 ‘경기력 중심주의(performance egoism)’라고 지칭

한다. 사이클 선수들에게 있어서 도핑은 경기를 위해 필요한 ‘허용된

(approved)’ 형태의 일탈이라고 했으며, 이는 일탈적 과잉동조로 볼 수

있다. 일탈적 과잉동조의 관점에서 도핑은 단순히 경기력 향상만이 동기

가 아니라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타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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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dington(2000)은 사이클 선수들이 80년대, 90년대에 조직적으로 도

핑을 했다는 것을 일탈적 과잉동조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전직 사이클

선수들의 고백을 통해서 매일 몇 시간씩 3주 이상의 혹독한 사이클 경기

는 선수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연간

있는 대회를 합치게 되면 사이클 선수들은 연 100일 혹은 그 이상의 시

합에 참여하게 된다. 시합 도중 과도한 신체 부하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고, 혹독한 경기로 시합 이후에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게 된다. 따라

서 사이클 선수들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팀의 완주를 돕고 계속

되는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도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사

이클 경기에서 완주는 프로선수로서 자부심을 줄 뿐 아니라 새로운 계약

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핑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사

이클 선수들이 도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상대방을 속인다기 보다는 경기

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아노미 이론

뒤르켐은 아노미를 급격한 사회변동의 결과로 인한 과도기적인 현상으

로 보았다. 하지만 Merton(1938)은 아노미가 문화적으로 규정되고 수용

되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입장에

서 아노미가 무규범 상태가 아니라 규범이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일 수 있

다고 생각했다. 사회에는 다양한 규범들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규범들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구성원들의 서로 상

반된 처지에 의해 모순과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로 보았다(권순용, 조욱

연, 2015).

여기서 Merton(1938)은 일반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구분하였다.

Merton은 일탈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열망 준거의 틀로서 ‘문화적 목

표’와 규제하고 통제하는 사회구조로서 ‘제도적 수단’이 동시에 작동하는

데 이 둘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효과적으로 균형을 이루려면 목표의 달성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제도

적 수단이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성공을 위해서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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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양식

유형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설명

스포츠에서

의 예시

순응

(conformity)
수용 수용

사회의 문화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으로 사회

가 안정적으로 지속되

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적응양식

경기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파울작전

혁신

(innovation)
수용 거부

문화적 목표가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어 불법

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경기장 폭력

의례

(ritualism)
거부 수용

관료주의와 같이 문화

적 목표는 경시하면서

제도적 수단에 관한 규

범에만 순응하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고

스포츠

참여에 의의

표 4. Merton의 개인적 적응양식 유형(김준호 외, 2015; 권순용, 조욱연, 2015)

과와 과정 모두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탈이란 “문화적

으로 정의된 열망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수단 사이의 분리로 인한 증

상”으로 보았고 목표가 강조가 되어 수단이 이를 제한하게 되면 아노미

를 느끼게 된다고 주장했다.

Merton(1938)은 사람들이 아노미에 따라 목표와 수단을 수용과 거부를

통해서 5가지 형식을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순응(conformity), 혁신

(innovation), 의례(ritualism), 도피(retreatism), 반역(rebelliion)이다.

Merton이 제시했던 5가지 개인적 적응양식 유형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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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양식

유형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설명

스포츠에서

의 예시

도피

(retreatism)
거부 거부

약물중독자와 같이 문

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

단을 모두 거부하고 사

회의 영향력에서 도피

하는 것

스포츠 참가

중단 및

포기

반역

(rebelliion)

수용/

거부

수용/

거부

혁명과 같이 기존의 사

회질서를 모두 거부하

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

스포츠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 주장

이 중 혁신은 도핑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스포츠에서 높은 경기력

수행이라는 목표를 수용하면서 합법적인 제도적 수단을 거부하고, 불법

적 수단인 도핑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최미란, 이종영, 1999; Lüschen,

2000). 예를 들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Sammy Sosa, Mark McGwire,

Barry Bonds는 홈런 경쟁을 했다. 당시 관중들은 매 경기 홈런이 나오

는 것을 원했고, 홈런 신기록을 세우는 것을 기대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

이 서로의 홈런 기록을 깨면서 홈런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경쟁을 했고,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선수들은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게 됐다. 선수들

은 관중들을 위해 탁월성을 추구해야 하는 문화적 목표와 훈련, 식이요

법, 코칭 등의 제도적 수단으로는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음이 도핑을

하게 만든 것이다. 즉, 높아지는 요구 수준(문화적 목표)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제도적 수단의 한계로 아노미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다(Ander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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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학습이론

사회구조이론은 비행과 범죄를 설명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

이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행율과 범죄율이 높았지만 절

대다수는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점과 중상류계층 집단에서도 비행과 범죄

가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성장효과(muturation

effect)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그들이 성장을 하더라도 자연스

럽게 해결이 되지 않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더라도 범죄가 감소할 이유

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구조적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사람들은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사회과정이론이라 구분

하며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차별접촉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이 있다. 사회학

습이론은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을 기반으로 Akers(1973)

가 사회구조론적 설명과 심리학적 강화이론의 개념을 보완한 이론이다

(김준호 외, 2015).

Akers(1973)는 사회학습이론을 차별 교제, 정의, 차별 강화, 모방 4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Akers(1973)는 사회구조 안에서 사람들의 연령, 성, 인

종, 계급 등과 같은 특성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집단을 결정한다고 보

았다. 이렇게 특정한 특성에 의해 결정된 집단 안의 환경에서 상호작용

하는 것이 차별 교제이며 이를 통해 차별 강화를 경험하고 모방할 모형

을 선정하게 된다. 도핑에 관한 선수들의 도덕성을 이끄는 사회적 규범

은 코치, 의료진, 관리자, 다른 선수 등과 차별 교제를 통해 습득된다고

할 수 있다(Ohi et al, 2013).

정의는 주어진 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의미한

다. 특정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등을 규

정하는 규범에 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집단 내의 사람들이 어떤 정

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게 된다.

일탈 행동의 정의를 먼저(우선성), 자주(빈도), 오랫동안(지속성), 강하게

(중요성) 노출된다면 선수들은 일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 24 -

(김준호 외, 2015).

정의에는 일반정의, 특수정의, 적극적 정의, 중화적 정의가 존재한다. 일

반정의는 일탈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말하고 특수정의는 구체적인 행

위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핑은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

하면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적

극적 정의는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가져 앞

으로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화적 정의는 이미 자신이 저지

른 일탈 행위에 대해 스스로 변명을 하고 정당화하여 타인에 의한 부정

적 평가가 감소되고, 자기 스스로의 처벌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일탈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차별 강화란 행위의 결과에 따른 보상 및 처벌에 대한 반응을 뜻한다.

최초의 일탈 행위는 우연히 발생하거나 차별접촉에 의해 시작될 것이다.

일탈 행위가 지속되기 위한 요인은 일탈 행위에 대한 보상과 그것을 받

아들이는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일탈 행위에 대한 금전, 승인, 즐

거운 감정 등이 제공되면 행위가 지속되고 고통, 처벌, 불쾌한 감정 등이

제공되면 행위가 중단될 것이다. 도핑은 경기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

정적인 정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도핑 양성반응에 따른 처벌로 부정적인

정의를 제공할 수 있다.

모방이란 다른 사람의 행위를 관찰하여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

는 학습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자신의 행위모형을 형성하는데 있어

서 다른 사람의 행위는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행위가 모두 동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 차별적 동일시(differential identification)를 통해 모방

대상과 모방 여부를 결정한다. 가족, 동료 등 주변 집단들이 일차적 모방

대상이 되고 실제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혹은 집단이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수들은 주변 동료들이나 유명

선수들의 도핑을 모방함으로써 도핑에 참여하게 된다.

권기남, 송은주, 박창범(2007)은 약물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상황적

맥락에 대해 지도자의 조언과 동료들의 경험담, 몸에 대한 성찰과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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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사회학습 요인 설명

차별 교제
스포츠 일탈의 지식, 긍정적 사고를 가진 집단

과 상호작용하는 것

정의 스포츠 일탈 대해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

차별 강화
스포츠 일탈의 결과에 따른 보상 및 처벌에

따른 결과

모방

차별적 동일시(differential identification)를

통해 모방 대상과 모방 여부를 결정한 뒤 대

상의 스포츠 일탈을 관찰하여 유사하게 행동

하는 것

표 5. 스포츠 사회학습 요인

정보의 축적, 약물의 이점이라고 분류했다. 대회 일정과 훈련 기간을 계

산하여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지도하고, 약물의 효능에 대

한 과장된 경험담,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고 입상한 성공담 등 차별

교제를 통해 도핑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생각

하는 이상적인 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 습득 과정을

거쳐 약물에 관한 정보가 축적이 되고, 이 과정에서 약물이 위험성보다

는 근육을 발달시킨다는 측면에서 차별 강화를 통한 도핑에 대한 긍정적

인 정의가 축적이 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스포츠 사회학습 요인은 다음과 같다.

4) 사회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은 사회유대이론이라고도 한다. 기존의 일탈에 관한 이론

들이 범죄를 왜 저지르는가에 관심을 가진다면 사회통제이론 반대로 왜

사람들이 규범을 잘 따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사회통제이론가로는 Reiss, Nye, Reckless, Hirschi 등이 있는데 Hirs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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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통제이론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Hirschi를 중심으로 발전된 사회통제이론은 긴장이론의 사회심리적 확

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시카고학파의 이론가들이 사회변동, 1차적

관계 감소 등 사회통제가 약화된 도시환경을 생산시키는 산업화, 도시화

등의 생태학적 조건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이후의 사회통제이론가들이

이를 발전시켜 사회통제의 약화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다는 사실에 대

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통제이론가들은 사회통제를

내적·외적 통제로 분류하였다. 내적 통제는 사람들이 사회규범, 규칙을

내면화하여 비행을 통제하는 것이다. 외적 통제는 도덕적 사회화 부족으

로 비행을 하게 된다는 관점으로, 사회통제 요인을 통해 사회화를 방지

하고자 하는 관점이다(권순용, 1992).

Hirschi(2002)의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이론의 여러 가정들에서 기존의

이론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이론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들이 규범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특

성이 범죄성향 혹은 범죄동기를 갖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아노미와

긴장이론에서 사회구조의 불평등 속에서의 좌절과 소외 등을 경험한 사

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차별접촉과 사회학습이론에서 비행을 하는 친

구와 어울리고, 비행의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는 사람들이 비행을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다르게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서는 누구나 범죄의 동

기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성악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 이러한 입장

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개인의 일탈 성향과 동기가 아니라 이러한

성향과 동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통제기제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

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 동기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제

할 수 있는 사회와 유대를 맺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규범

을 준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Hirschi는 비행을 통제하는 주요 요소로 사회에 대한 애

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

시했다. 4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을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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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 요인 설명

애착

(attachment)

부모, 친구, 선생님 등 비행하기를 거부하는 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지닌 사회의 중요한 타자와의 결속

관계를 말하며,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이 통제됨

관여

(commitment)

관습적 목표에 대한 열망으로, 어떤 일탈 행위를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로 인해 관습적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는 인식이 비행을 통제함

참여

(involvement)

관습적 사회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말

하며, 관습적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비행을 저

지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행이 통제됨

신념

(belief)

사회의 규범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말하

며, 법과 도덕적 규칙이 옳다고 믿고,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비행이 통제됨

표 6. 비행을 통제하는 주요 요소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행

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생님과 친구와의 애착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있

었다. 관여의 경우, Hirschi는 미래의 직업,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

자체가 비행을 통제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연관성이 미

약하다고 밝혔고, 현재 학교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

는지가 주요 설명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 참여는 관

여와 비슷한 개념으로 파악이 되는데, 특정 활동에 시간적으로 얼마나

투자, 관여하고 있는 지로 보며, 기존 연구에서는 공부시간은 비행과 어

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나 아르바이트, 취미 등의 활동은 영향력이 미약

하다는 결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념은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

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위반에 대한 태도’와 ‘비행가치’는 동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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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뒷면과 같은 개념이어서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Hirschi

가 자신의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주원인으로 한 연

구가 있었는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할수록 비행을 막아준

다는 연구가 있었다(김준호 외, 2015).

사회통제이론이 비행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설명하는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다. Hirschi(2002)가 주장한 4가지 요인

들이 비행행위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요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경험적 분석이 부족했다. 비행에 대한

부적 요인만 제시하는 통제적 요인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들

이 설명해왔던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

다는 것과 비행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못했다

는 점이다(고민수, 2011).

차별접촉이론가들은 기존의 사회통제이론 연구들이 도덕적 신념을 연구

모델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애착과 관여가 비행의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하면서 도덕적 신념만이 궁극적인 비행의 원인으로

보았다. 도덕적 신념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고려했을 경우, 애착과 관여

는 비행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며, 간접적인 영향만 미친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사회통제이론이 사소한 일탈만을 설명을 하고

있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김준호 외, 2015).

또한 사회통제이론은 사회가 인습적, 즉 규범을 잘 지키는 것으로 가정

한 것이 단점이라고 평가된다. 사회에는 가정, 학교, 친구 등 환경들이

평범한 환경도 있고 폭력적이거나 비행이 일반화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의 사회통제요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하나의 대안으로 인습적 부모와의 애착은 비행이 통제되지만 비행

을 하는 친구와의 접촉은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요인으로 보고 사회유대

와 차별접촉요인을 모두 포괄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김준호 외, 2015).

권순용(1992)에 따르면 스포츠에서 사회통제적 요인으로는 스포츠에 대

한 애착, 관여, 참여, 신념으로 개념화된다. 권순용(1992)에 따르면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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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에 대한 신념, 스포츠에 대한 관여, 운동부 동료에 대한 애착, 운동부

집단에 대한 애착 변인이 운동선수의 비행수준과 부적인 관계에 있고 코

치에 대한 애착, 스포츠에 대한 참여는 운동선수의 비행수준과 관계가

없었으며, Kreager(2007)에 따르면 스포츠에 대한 참여는 폭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스포츠 사회통제 요인 설명

애착
스포츠의 주요타자인 코치, 운동부 집단, 운

동부 성원에 대한 감정적 유대

관여 정직한 운동선수가 되고자 하는 열망

참여
스포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습

적 활동에 바치는 시간과 노력의 양

신념
페어플레이, 스포츠퍼슨십 등 규범 체계에

대한 태도

표 7. 스포츠 사회통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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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핑

(1) 도핑의 정의

도핑(Doping)은 19세기 초 남아프리카 원주민인 Kaffer족이 사용했던

‘dop’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dop’는 포도껍질로부터 추출되는 여분의

알코올로 전쟁, 종교적 의식 및 축제에서 사용된 단어였다. ‘dop’는 네덜

란드어인 ‘doop’와 ‘doopen’으로 사용되었다가 19세기 후반 영어 단어

‘dope’와 ‘doping’으로 소개되었다. 이 단어는 경주마의 경기력 향상 증진

을 위한 불법적인 의학적 처치나 방법을 의미하였다가 스포츠에서 사용

이 된지 100여년 정도가 되었다(황옥철, 황정현, 2011).

한태룡 외(2010)는 도핑을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인체의 생리기능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박영수

(2013)는 도핑의 정의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스포츠의 윤리적 규범을 위반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 마지막으로 건강에 해가 되더라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복용

하는 행위라고 했다. Verroken(2000)은 “경기력 향상 혹은 약물 검사 조

작을 목적으로 금지된 약물의 복용과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외에 많은 연구들에서 도핑의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지

고 있으나 도핑을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닌 통

합적인 특징을 내타내는 것이 필요하다(Dubin, 1990).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도핑의 정의는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WADA에 따른 도핑의 정의란 “도핑이란 도핑방

지규정 제2.1항~제2.10항에서 규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핑방지규정

위반의 발생을 말한다.”(한국도핑방지위원회, 20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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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 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

는 경우

2.2 선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시도

2.3 시료 채취 제공의 회피, 거부 또는 실패

2.4 소재지정보 실패

2.5 도핑관리과정의 특정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의 시도

2.6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소지

2.7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의 시도

2.8 경기기간 중에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

여시도, 또는 선수에게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는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경기기간 외 투여 또는 투여시도

2.9 공모

2.10 금지된 연구

표 8. 도핑방지규정 제2.1항~제2.10항(한국도핑방지위원회, 2015)

Ÿ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

지고 있는 경우

Ÿ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Ÿ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표 9. 금지목록 포함 기준

금지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도핑방지규정 위반이며, 어

떤 약물 또는 방법이 다음 3개의 기준 중 2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약물 또는 방법은 금지목록에 포함이 된다(한국도핑방지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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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Ethics, fair play and honesty(윤리, 페어플레이, 정직)

Ÿ Health(건강)

Ÿ Excellence in performance(우수한 경기력)

Ÿ Character and education(품성 및 교육)

Ÿ Fun and joy(재미와 즐거움)

Ÿ Teamwork(협동정신)

Ÿ Dedication and commitment(헌신과 책임)

Ÿ Respect for rules and laws(규칙과 법령의 준수)

Ÿ Respect for self and other Participants(자기 자신과 다른 참가자

를 존중하는 자세)

Ÿ Courage(용기)

Ÿ Community and solidarity(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

표 10. 세계반도핑기구에 따른 스포츠 정신(WADA, 2015)

분류 설명

상시

금지되는

약물과

방법

금지되는

약물

S0.

비승인약물

-약물로써의 기능 및 위험성 등

약물에 관한 일부 또는 전체

정보가 규명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모든 약물

S1. -stanozolol, testosterone,

표 11. 금지 약물 및 방법(WADA, 2016)

금지목록 포함 기준 중에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의 스포츠 정

신은 세계반도핑기구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다.

WADA에 따른 금지 약물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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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용제 clenbuterol, tibolone 등

S2.

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

관련약물 및

유사제

-적혈구생성에 영향을 주는

에리스로포이에틴

(erythropoietin, EPO),

다베포이에틴(dabepoietin),

asalo EPO 등

-성장호르몬, 인슐린 등과 같은

성장관련호르몬

S3.베타-2

작용제

-흡입형태의 salbutamol,

formoterol, salmeterol은

소변에서 금지목록, 국제표준이

정한 기준치 이하의 검출 시

예외

S4.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

-아로마타제 억제류, 선택적

에스트로젠 수용체

변조물질(tamoxifen),

항에스로젠류, 마이오스타딘

기능변조제류,

대사변조제(인슐린,

trimetazidine)

S5.이뇨제 및

기타은폐제

-furosemide,

hydrochlorothiazide, canrenone,

chlorothiazide 등

금지되는

방법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조작

-자가, 동종, 이종혈액의 투여

또는 재주입

-산소 섭취, 운반 및 전달에 작

용하는 인위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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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물리적 조작

유전자 도핑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흥분제

-methylhexaneamine(dimethylpe

ntylamine), methylphenidate,

cocaine, amfetamine 등

마약류
-morphine, oxycodone,

methadone, fentanyl 등

카나비노이드류
-carboxy-THC, JWH-018,

JWH-073 등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특정스포

츠에서

금지되는

약물

P1.알코올

-특정종목의 경기기간 중에서만

금지되며, 검사는 호흡 또는 혈

액시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한

계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g/L이다.

P2.베타차단제

-특정종목의 경기기간 중에 금

지되나, 양궁과 사격의 경우는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된다.

(2) 도핑의 역사

도핑은 공정성과 같은 스포츠 이상(ideals)과 연결된다. Dimeo(2007)는

스포츠의 이상은 문화적, 사회적 생산물로써,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이상

은 사회의 특정 국면에서 변화한다고 한다. 도핑이 왜 스포츠의 위상에

위배가 되는지,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스포츠의 ‘좋음(good)’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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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주의자들의 관점과 결부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

서 도핑의 사회학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도핑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

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올림픽 제전에서 선수들은 영양사를 고용하거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빵에 아편을 찍어 먹기도 했다. 동물의 분비물, 신체

의 일부분을 섭취하기도 했고, 올리브 오일이나 버섯과 같은 일종의 영

양보조물 섭취를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황옥철, 황정현,

2011).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시키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만 도핑의 역사는 1876년이라고 할 수 있

다. 약학 교수였던 Christison이 남미 카카오잎의 성분과 코카인의 구성

성분을 발견하기 위해 Edinburgh 주변과 Scottish산 주변을 돌아다녔는

데, 연구결과 코카인이 노동자, 군인, 일반 시민, 운동선수의 피로감을 경

감시켜준다는 결과를 British Medical Journal에 게재하였다(Dimeo,

2007).

1870년대 코카 실험 이후로 공공기관들이 스포츠에서 사용될 자극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시작했고, 1940년대 1950년대에는 대학과 정부기관

이 암페타민이 전쟁과 일, 그리고 스포츠에서 유용한지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1960년대 초 이전에는 도핑과 관련하여 공식

적인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거나, 지속적인 반도핑 운동이 없었을 뿐 아

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약물이 실제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지 건강에 긍

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ibid).

1960년 이전에는 금지약물, 도핑 등과 같은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 도핑

검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도핑과 관련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 복용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졌다

(Ljungqvist, & Lager, 2012). 하지만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덴마크 사

이클 선수 Knud Jensen이 암페타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이후

로, 1960년대 초 반도핑 캠페인이 일어나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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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지지자들은 과학적, 관료적,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 스포츠와 의학의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하도록 만들었다(Dimeo, 2007). 이에 따라 선수들

의 죽음은 도핑과 연관 지어지기 시작했다. 영국 사이클 선수 Arthur

Linton은 1896년 장티푸스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

망했다는 보고들이 나오면서 최초로 도핑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알려지

기도 했다(Dimeo, 2007).

1960년에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경기를 중계했던 로마 올

림픽에서 덴마크 사이클 선수 Knud Jensen이 쓰러졌다. 처음에는 사망

원인이 열사병이었지만 곧 암페타민(amphetamine) 과다복용으로 밝혀졌

다.1) 이를 계기로 1961년 IOC는 의무위원회(medical committee)를 설립

하였고, 조금씩 도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Ljungqvist, &

Lager, 2012).

국제 사이클 협회와 영국축구협회에서는 1966년 월드컵에서 도핑 검사

를 실시했고, 이후로 각 나라에서 도핑방지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967년 트루 드 프랑스(Tour de France)의 참가 선수였던 Tommy

Simpson이 암페타민 과다복용에 의해 사망하면서 IOC는 최초로 금지약

물 목록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리고는 1968년 프랑스 그레노블 동계 올

림픽에서 도핑 검사가 처음으로 실시했다. 처음 도핑에 걸린 선수는 근

대 5종 경기에서 맥주 2잔을 먹고 경기에 참여했다가 약물 양성반응을

보인 스웨덴 투포환 선수 Hans Gunnar Liljenwall이였다. 당시 선수들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도핑 검사에 적발이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1976년까지 스테로이드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검사

기술이 개발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황옥철, 황정현, 2011).

19세기 후반부터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물질의 개발

은 근대스포츠의 특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20세기 중반 암페타민과

스테로이드 같은 새로운 약물들이 스포츠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려고

1) Knud Jensen의 죽음은 이후에 도핑 때문만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으며, WADA 누리

집에서 ‘암페타민 복용으로 인한 옌센의 죽음이 약물 검사의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

던 부분이 2015년 이후 삭제되었다(최강,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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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것은 수십 년간 다양한 국가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Waddington, & Smith, 2009). Riordan(1991)에 따르면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도핑 시스템을 가지고 선수들을

양성했다. 스포츠에서 승리는 국가의 명예와 우수함을 가져다준다고 믿

었기 때문에 동구권 국가들은 선수들이 더 빠르고, 강하고, 숙련된 선수

가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과 약물을 복용하도록 했다.

또한,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이 약물 관리, 감독부터 도핑 검사에 적발되

지 않기 위한 방법까지 동원했다. 특히 동독의 체계적인 도핑 시스템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독의 선수 육성 및 지원, 과학적인 훈련 방법, 스포츠 의학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Johnson, 2016).

미국에서는 1956년에 Zone Ziegler 박사가 모스크바에서 테스토스테론

을 가져와 Dianabol 스테로이드제를 개발하고 역도 선수들에게 사용하도

록 했다(Voy, 1991). Dianabol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역도선수들이 힘

과 근육 크기에서 급격한 성장으로 세계 기록에 가까운 수준이 되자 많

은 선수들이 관심을 보였고,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정보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되면서 1968년에는 미국 육상 선수의 3분의 1이 스테로이제

를 사용하는 결과를 낳았다(Todd, 1987). 당시 약물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과 스포츠 의

학자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약물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Waddington, 2000).

당시에는 도핑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도핑 검사에 대한 국

제경기연맹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이 시기는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동구권 국가들과 서구권 국가들의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동구권

국가들은 국가주도로 도핑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서구권 국가들은 이

에 맞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았다(Ljungqvist, & Lager, 2012). 1960년 이

래로 하계 올림픽에서 도핑에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1위가 러시아, 2

위가 미국(The Washington Post, 2016.06.28.)이었다는 자료는 냉전시대

의 도핑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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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가 스테로이드제, 흥분제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약물들과

방법들을 탄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물이 발달하면서 선수들이 약물을 접하게 되고, 약물의 힘을 빌려 금

메달을 따고,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약물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필

수품과 같이 여겨졌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 멀리뛰기 선수

Bob Beamon이 그 전 33년간 겨우 22cm 향상되었던 기록을 단번에

55cm나 갱신하며, 8m 90cm로 세계신기록을 달상하면서, 이후 23년간

유지한 사례는 약물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이외에도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거나 세계신기록을 세운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할 수 있

다(박보현, 2015).

혈액도핑은 194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

반에 Bjorn Ekblom 교수가 혈액도핑이 최대산소섭취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하면서, 스포츠 의학자들 사이에서 혈액도핑에

관한 연구가 촉발되었다(Waddington, 2000). 이 때 EPO(Erythropoietin)

라는 새로운 호르몬이 1968년 빈혈환자의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다. 하지

만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이 스포츠로 넘어가

게 된다(황옥철, 황정현, 2011). 초기에는 혈액도핑의 성능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1980년대 초에는 혈액도핑이 최대산

소섭취량 증가와 지구력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일치

된 의견이 나왔다(Williams, 1981).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내지 못했

던 효율적인 혈액도핑의 방법에 관한 연구결과도 나왔다(Gledhill, 1981).

혈액도핑이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당시 스포츠 의학 분야

에서 저명했던 전문가들이 진행을 했다. 혈액도핑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1970년대부터 많은 선수들이 혈액도핑에 참여했다. 1972년,

1976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핀란드 육상선수 Lasse Viren은 혈

액도핑을 했고, 1912년부터 올림픽 메달이 없었던 미국 사이클 팀은 혈

액도핑으로 1984년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Waddington,

2000). 하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혈액도핑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적발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5년에 미국 사이클연맹이 혈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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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을 금지하기 시작했고, 1986년에는 IOC가 본격적으로 금지했다. 혈액

도핑 검사 기법은 1980년대 EPO가 개발된 지 20여년 만에 WADA 출범

이후인 2000년도 들어서서 개발된다(황옥철, 황정현, 2011).

1960년 로마 올림픽 사건 이후로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도핑의 역사에

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100m 금메달을 획득한 Ben Johnson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 사건

은 도핑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관심을 이끌게 만들었던 도핑의 역사에 있

어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Ben Johnson의 약물 복용의 결과로 캐나

다에서 도핑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Dubin의 보고서

(Dubin, 1990)가 나오면서 도핑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다.

1991년에는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로 도핑 물질의 거래와 소지를 불법화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에는 금지 약물의 사용까지 포함시켰

다. IOC 의무분과위원회는 고분해능 질량 분석(HRMS,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ry) 개발 등 도핑 근절을 위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여

전히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규정과 각 나라별 연맹들의 적절치 못한

규정으로 WADA의 탄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Ljungqvist, &

Lager, 2012).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10년이 지나서 1998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도

핑의 역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투르 드 프랑스

참가팀이었던 Festina 팀의 마사지사 Willy Voet이 250개의 아나볼릭 스

테로이드 주사와 400개의 EPO 앰플을 옮기던 중에 프랑스 경찰에게 붙

잡히게 된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스테로이드제 소지는 불법이었기 때문

에 프랑스 경찰은 곧바로 다른 팀들의 숙소를 검사하게 된다. Festina

팀 뿐 아니라 TVM, ONCE, Casino 팀도 금지약물 소지가 적발되면서

스포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Waddington, 2009).

도핑과 관련하여 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터지면서 계속해서 논의되어

오던 반도핑기구의 창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9년 2월 ‘로잔선언(L

ausanne Declaration)’ 이후 11월 회의를 거쳐 세계반도핑기구(WADA,

World Anti-Doping Association)가 등장하게 된다. WADA 창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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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핑 정책 활동은 탄력을 가한다. 2000년에는 구동독의 국가적 도핑

프로그램이 폭로되면서 도핑은 전 세계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최강,

2018.08.08.). 2003년 세계반도핑규약(World Anti-Doping Code)이 탄생하

게 되고 2007년 2월 UN 30개국으로부터 비준을 획득하여 세계반도핑규

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Ljungqvist, & Lager, 2012).

이후 반도핑 정책이 힘을 얻으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도핑 검사 기법도 발달이 된다. 2009년부터는 선수생체수첩(ABP,

Athlete Biological Passpor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수준 높은 단계의 고의적인 도핑에 효과적으로 대

항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

서 많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게 되었고, 양성반응

을 보일 시 언론에 폭로가 되면서 도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데 영향

을 주었다.

WADA의 체계적 시스템과 ‘Balco scandal’, ‘Biogenesis scandal’ 등을

통해 Marion Johnson, Lance Armstrong 등 세계 최정상의 유명 선수들

이 현역시절 도핑을 인정하면서 반도핑에 대한 인식이 더욱 빠르게 확산

되어 갔다. 최근에는 ‘McLaren report’와 러시아 여자 육상 선수 Yulia

Stepanova가 러시아의 국가적 도핑을 공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동아일보, 2016.09.27.). 한국에서는 수영선수 박태환이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을 보이면서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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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례

1960

로마 올림픽 덴마크 사이클 선수 Knud Enemark Jensen이 경

기 중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검사결과 암페타민 과다복

용으로 판명

1964 동경 올림픽에서 도핑 국제회의 개최. IOC 의무 위원회 발족

1967
투르 드 프랑스에서 영국 사이클 선수 토미 심슨이 암페타민

과다복용으로 사망, 이를 계기로 IOC 의무분과위원회 설립

1968 IOC는 프랑스 그레노블 동계 올림픽에서 첫 도핑 검사 시행

1971 IOC 의무 위원회 최초로 금지 약물 리스트 결정

1974 IOC 의무 위원회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금지 약물로 결정

1976

인스부르크 동계 올림픽에서 소련의 여자 스키 선수가 에페드

린, 체코의 아이스하키 선수가 코데인 검출로 실격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독의 역도 선수 3명 실격

1982 IOC 의무 위원회는 테스토스테론, 카페인을 금지 약물로 결정

1983

팬아메리카 경기 대회에서 16명의 선수 실격

모스크바 올림픽 1만m 2위의 마넨가(핀란드)가 혈액 도핑 사용

자백

1984

LA 올림픽에서 핀란드의 은메달 육상 선수 실격

서독의 일간지 빌트지가 ‘소련의 일류 선수 50명이 약물 때문

에 조기 사망’ 보고

1988
서울올림픽에서 남자 100m에 출전한 Ben Johnson이 스테로이

드제의 하나인 스타노조롤 복용으로 금메달 박탈

표 12. 도핑의 역사에 있어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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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례

1994
미국월드컵에서 Diego Maradona가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출전

자격 박탈

1998

투르 드 프랑스에서 Festina 팀의 경기력 향상 약물이 프랑스

경찰에게 적발되면서 사이클 세계의 도핑 문화가 드러나게 되

었고 이에 반도핑에 관한 인식이 확산

1999

2월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에 관한 세계회의를 열어 ‘로잔 선언’

을 채택

11월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 설립

2002 유명 스포츠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을 공급한 Balco scadnal 발생

2003 세계반도핑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발표

2005 스포츠 도핑 방지 국제협약 채택

2007 UN 비준 획득으로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 발표

2006
2006 투르 드 프랑스 우승팀 아메리칸 팀의 Floyd Landis 테스

토스테론 양성반응

2007
세계 육상 챔피언이었던 Marion Johnson이 발코 프로젝트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시인

2012
투르 드 프랑스 7회 연속 우승자인 Lance Armstrong이 현역시

절 도핑을 시인

2013
MLB 약물 스캔들인 Biogenesis scandal 발생

육상 세계기록 2위를 기록한 Tyson Gay 도핑 테스트 양성반응

2016 Mclaren report를 통해 러시아의 국가 차원의 도핑사건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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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핑과 일탈이론

선수들의 도핑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Waddington, 2009). 막스이론, 게임이론 등 여러 가지 이론적 자원이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탈 이론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일

탈 이론과 도핑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이론 설명

일탈적

과잉동조

운동선수들은 4가지 스포츠 윤리 규범(“경기”에 헌신,

탁월성 추구, 성공을 추구하는 데 어떤 장애물로 용납

하지 않음, 위험을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서도 경기를

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과잉동조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은 이러한 스포츠 윤리 규범을 지키기

위해 도핑을 하게 된다.

아노미

이론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로서 경제적, 경기력 측면에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문화적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적 수단을 이용한다. 선수들

이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땅치

않을 때 문화적 목표는 받아들이고 제도적 수단을 거부

하는 혁신(innovation)을 통해 도핑을 하게 된다.

사회학습

이론

주변 환경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일탈을 학습한다고 보

는 관점으로, 모방, 정의, 차별교제, 차별강화를 통해 일

탈 및 도핑에 대해 학습을 하고, 일탈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며 일탈로써의 도핑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통제

이론

사회적으로 내·외적 통제가 결여되었을 경우, 일탈을 한

다고 보는 관점으로, 애착, 수용, 참여, 신념 등 통제적

요인에 대한 유대 및 결속의 정도가 약할수록 선수들이

도핑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

표 13. 일탈 이론과 도핑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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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이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mith(2015)

는 실제 도핑을 했던 112명의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인터뷰 결과 선수들이 도핑을 하는 이유로 첫 번째, 경기력을 유

지하는 것, 두 번째, 스포츠는 일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그들의 경기력

을 그들의 팀에게 보여주는 것, 세 번째, 사이클의 위대한 스펙타클

(grand spectacle)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이클 경기는 매우 혹독

한 것으로 유명한데, 연속되는 혹독한 경기 속에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은 프로 선수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 스포츠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팀에게 헌신하고 지속적인 계약을 위해 자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혹독한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Waddington(2000) 또한

도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70년대, 80년대 사이클 선수들이 혹

독한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 그리고 연간 지속되는 대회에 참가하여 팀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력 향상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했다. 즉, 선수

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경기력 향상 약물을

복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Coakley(2011)가 제시했던 일탈적 과잉동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Coakley(2011)는 “약물복용이 불완전한 사회화나

선수들의 도덕성 결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약물사용은

스포츠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열성적이며 열심히 하는 선수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약물사용과 남용은 스포츠 윤리 규범을

선수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약물 복용은 과잉동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Coakley, 2011:

199)고 주장했다. 경기에 헌신을 하거나 탁월성을 추구하는 등의 스포츠

규범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게 만들고 과잉동조하게 만듦으로써 경기력

향상 약물 복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Hughes, & Coakley, 1991).

이러한 선수들의 일탈적 과잉동조는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

이 아니다. 엘리트 스포츠는 그동안 승리를 강조해왔고, 과잉동조하는 선

수들을 ‘좋은 태도(good attitude)’를 가졌다고 칭찬을 해왔다. 또한, 부상



- 45 -

을 당해 쉬는 선수들을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낙인을 찍어 부상을 당해

도 훈련과 경기에 참여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과잉동조의 문화를 형성해왔다(Waddington, 2000). 한국의 경우, 박재

우, 김동학(2016)의 연구를 통해 공부는 안하고 운동만 하는 문화, 과도

한 훈련 등 과잉동조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뿌리 깊은 운동부 문화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선수들이 과잉동조에 따른 스포츠 일탈로써의 도핑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승리를 강조하고 경기와 팀에 헌신하라는 엘리트 스포츠와 운동

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기남, 송은주, 박창범(2007)에 따르면 남자 고등학교 보디빌딩 선수들

이 도핑에 있어서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과 대학 입시라는 측면에서 많

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입상을 해야 하고 보디빌

더로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훈

련과 식이요법, 자기관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

기 위해서 도핑이 적당한 수단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선

수들이 Merton(1938)이 제시했던 아노미 현상을 느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노미 현상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를 뜻한다.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와 훈련, 식이요법

등의 제도적 수단의 불일치로 도핑을 적당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Ohi et al(2013)은 U23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이클 선수들이 동료, 코치, 의사, 조직, 전직선수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서 경기력 향상 약물을 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권기남, 송은주, 박창

범(2007) 또한 지도자와 동료들로부터 도핑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습

득한다고 하였다. 특히, 의사는 선수들이 도핑을 이해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료진 구성에 있어서 조직에서 관리를 하지 않거

나 개인적으로 의사와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도핑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거나 도핑에 빠질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조직 및 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선수들은 이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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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을 했던 전직 선수와의 접촉 등 도핑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도핑에 노출이 된다. 또한 국가, 조직, 언론, 일반인 등으로부터

관심을 적게 받는 종목은 도핑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허술한 체계로

도핑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구조 안에서 사람들의

사회배경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집단을 결정하고, 집단 안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을 학습한다고 보는 Akers(1973)의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도핑에 대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도핑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선수

들이 있다. 이는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사

회유대이론이라고도 불리는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부모, 친구

들과의 유대관계, 학교, 직장 등 사회제도와의 유대관계, 관습적 활동, 사

회규범 내면화 등이 일탈을 억제한다고 보았다.

(4) 도핑 사고성향

Petróczi(2007)에 따르면 도핑 사고성향 척도(PEAS,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란 일반적인 도핑 사고방식의 척도이다. 도

핑 사고방식이란 금지된 경기력 향상 물질 및 방법의 사용에 대한 개인

의 성향으로 정의된다. 도핑 사고성향은 금지된 경기력 향상 약물 및 방

법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도핑을 하지 않는 선수들보다 도핑에 대해 훨씬

관대함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도핑의 대용물(proxy)로 사용된다.

도핑 성향이 높으면 도핑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도핑 성향이

낮으면 도핑을 하게 될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도핑 사고성향과

도핑이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도핑에 대한 사고성향 및 인식은 여러 연구들에서 도핑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인다(Petróczi, 2009). 도핑을 한

선수들이 도핑을 안 한 선수들보다 도핑 사고성향이 높다는 연구(김은

국, 김태규, 2014)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현재

사용하는 선수를 알고 있는 선수들의 도핑 사고성향이 평균 도핑 사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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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보다 높다는 연구(김은국, 김태규, 2014; Zucchetti, Candela, &

Villosio, 2013)는 도핑 사고성향과 실제 도핑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도핑 사고성향을 주제로 진행된 연구들이 최근 들어 많이 진

행되었다(김태규, 김세형, 2014; 김태규, 김은국, 2013; 김은국, 김태규,

2014; 김은국, 김태규, 2014b; 안영환, 이근호, 김영식, 김길태, 이주영, 백

남희, 최일석, 김상훈, 배하석, 2015).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도핑 행동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Petróczi가 제시한 도핑 사고성향을 적극적

으로 반영하여 스포츠계에 만연해 있는 도핑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

을 보여주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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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포츠 일탈 요인과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살

펴보기 위한 연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연구대상

(1) 연구대상 표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고등학교 팀에 소

속된 운동선수이다. 연구대상의 표집을 위해 층화무작위추출법(random

sampling)을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Moran et al, 2008; 김태규, 김은국,

2013)에 따라 스피드/파워(Speed & Power), 지구력(Endurance), 운동 기

술(Motor Skills), 팀(Team) 스포츠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대상자 종목 분류는 [표 14]와 같다.

스피드/파워 n 지구력 n 운동 기술 n 팀 n

야구

유도

육상

태권도

역도

럭비

빙상

40

34

8

7

3

11

4

수영

핀수영

근대5종

조정

사이클

80

5

6

6

1

사격

펜싱

양궁

체조

리듬체조

테니스

피겨스케이팅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14

1

2

1

1

5

7

1

1

축구

배구

농구

35

5

9

표 14. 연구대상자 종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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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자 186 64.1

여자 104 35.9

학년

1 72 24.8

2 75 25.9

3 143 49.3

표 16. 연구대상자 집단별 인원

성별은 남녀,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분류하였다. 운동경력의 경

우, 0~1개월=0, 2~4개월=0.25, 5~7개월=0.5 8~10개월=0.75, 11~12개월=1로

계산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연구대상자의 운동경력을 계산한 결과는

M=6.61, SD=2.80이었으며, 평균을 기준으로 운동경력 집단을 3년 미만, 3

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성별 학년 종목 운동경력

남
1

스피드/파워 3년 미만

지구력 3년 이상 6년 미만

2

여
운동기술 6년 이상 9년 미만

3
팀 9년 이상

표 15. 배경변인

연구 참여대상자는 총 343명이었으며,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총 290부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활용하

였다.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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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인원(명) 비율(%)

종목

스피드/파워 108 37.2

지구력 98 33.8

운동기술 33 11.4

팀 51 17.6

운동경력

*결측값 1

3년 미만 20 6.9

3년 이상 6년

미만
94 32.4

6년 이상 9년

미만
108 37.2

9년 이상 67 23.1

M=6.63 SD=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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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설명 문항수

배경변인

성별(남녀)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종목(스피드/파워, 지구력, 운동기술, 팀)

운동선수경력(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4문항

일탈적

과잉동조

Shipherd(2010)의 Sport Attitudes Questionnaire

(SAQ) 척도와 이를 번역한 이종영 외(2013)의 설

문지를 참고하여 재번역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

친 뒤 수정 및 보완

3요인

13문항

스포츠

아노미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Elliott(1985)의 설문

지와 스포츠 일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윤영

(2008)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1요인 6개 문항 작성

1요인

6문항

스포츠

사회학습

Akers et al(1979)의 설문지와 조은미(2016)의 설

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

5요인

29문항

표 17. 조사도구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스포

츠 일탈 요인과 도핑 사고성향 설문지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AMOS 2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50이상이면 잠재변수가 해당

측정변수들의 변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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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설명 문항수

스포츠

사회통제

권순용(1992)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고등학생 일탈

을 연구한 Özbay, & Özcan(2006)의 설문지를 참

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

6요인

20문항

도핑

사고성향

Petróczi(2007)의 설문지와 이를 번역한 김은국,

김태규(2014)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재번역하고, 전

문가의 검토를 고친 뒤 수정 및 보완

1요인

17개

도핑 관련

경험
주변선수도핑/도핑정보습득/반도핑교육 3문항

(1) 배경변인

배경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종목, 운동선수경력 총 4문항

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일탈적 과잉동조

일탈적 과잉동조 설문지는 일탈적 과잉동조 척도의 사회측정학적 특성

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과잉동조 척도를 개발한

Shipherd(2010)의 Sport Attitudes Questionnaire(SAQ)척도와 이를 번역

한 이종영 외(2013)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재번역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뒤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일탈적 과잉동조 설문지는 무조건운동참여

(playing at all costs) 4문항, 스포츠희생(making sacrifices for sport) 3

문항, 운동선수정체성(the meaning of being an athlete) 6문항으로, 총 3

요인 13문항(5점 리커트)으로 구성되었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하지 않은 무조건운동참여 1문항(1번),

스포츠희생 1문항(5번), 운동선수정체성 2문항(8번, 9번)을 삭제하였다. 4

문항을 삭제하고 무조건운동참여 3문항, 스포츠희생 2문항, 운동선수정체

성 4문항 총 3요인 9문항으로 수정하였다. 9문항에 대해 실시한 2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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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5>와 같으며, x2 값이 43.335, 자유도는 24

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9), CFI=.975, TLI=.963, RMSEA=.053으

로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Cro

nbach’s α)는 <표 19>와 같이 무조건운동참여 .781, 스포츠희생 .650, 운

동선수정체성 .782로 나타났다.

요인 RMSEA CFI TLI

일탈적 과잉동조 .054 .974 .961

표 18. 일탈적 과잉동조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무조건운동참여 2, 3, 4 3 .781

스포츠희생 6, 7 2 .650

운동선수정체성 10, 11, 12, 13 4 .782

표 19. 일탈적 과잉동조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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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일탈적 과잉동조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2) 스포츠 아노미

스포츠 아노미 요인 측정을 위한 설문지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Elliott(1985)의 설문지와 스포츠 일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윤영

(2008)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1요인 6개 문항(5점 리커트)을 작성하여 사

용하였다. 작성된 척도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스포츠사회학 박사학

위 소지자 1인과 박사수료생 2인, 박사과정생 2인, 연구자 본인으로 구성

된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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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하지 않은 2문항(1번, 2번)을 삭제하였

다. 2문항을 삭제하고, 총 1 인 4문항으로 수정하였다. 4문항에 대해 실

시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6>와 같으며, x2 값이 61.020,

자유도는 2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868, SRMR=.079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척도의 신

뢰도(Cronbach’s α)는 <표 21>과 같이 .811로 나타났다.

스포츠 아노미의 경우, 다른 설문지와 다르게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RMSEA 대신 SRMR과 CFI만 제시하였다. 이는 자유도가 작을 경우,

RMSEA 값과 TLI 값이 커지기 때문이며(홍세희, 2000), 스포츠 아노미

의 문항 수가 4문항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SRMR과 CFI만 제시

하였다.

요인 SRMR CFI

스포츠 아노미 .079 .868

표 20. 스포츠 아노미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스포츠 아노미 3, 4, 5, 6 4 .811

표 21. 스포츠 아노미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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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포츠 아노미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3) 스포츠 사회학습

스포츠 사회학습 설문지 Akers(1977; 2013), 황성현(2000, 2008)의 연구

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한 조은미(2016)의 설문지와 Akers

et al(1979)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스포츠 사회학습 설문지는 모방 4문항, 정의 5문항, 차별접촉 5문항, 사

회적 차별강화 9문항, 사회적/비사회적 차별강화 6문항, 총 29문항(5점

리커트)으로 구성되었다. 18번, 20번, 21번, 22번, 23번, 26번, 27번, 29번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하지 않은 10문항(8번, 10번, 15번, 16

번, 17번, 19번, 20번, 24번, 25번, 28번)을 삭제하였다. 10문항을 삭제하

고, 총 5요인 19문항으로 수정하였다. 19문항에 대해 실시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6>와 같으며, x2 값이 397.569, 자유도는 142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916, TLI=.899, RMSEA=.079로 모

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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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ronbach’s α)는 <표 23>과 같이 모방 .823, 정의 .846, 차별접촉

.904, 사회적 차별강화 .759, 사회적/비사회적 차별강화 .752로 나타났다.

요인 RMSEA CFI TLI

스포츠 사회학습 .079 .916 .899

표 22. 스포츠 사회학습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모방 1, 2, 3, 4 4 .823

정의 5, 6, 7, 9 4 .846

차별접촉 11, 12, 13, 14 4 .903

사회적

차별강화

18, 21, 22, 23

*역채점 문항
4 .759

사회적/비사회

적 차별강화

26, 27, 29

*역채점 문항
3 .752

표 23. 스포츠 사회학습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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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포츠 사회학습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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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 사회통제

스포츠 사회통제 설문지는 스포츠의 사회통제적 요인이 운동선수 비행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경훈(1988), 이성식(1986), 전숙자

(1985), Hirschi(1969) 등의 연구를 기초로 작성한 권순용(1992)의 설문지

와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을 적용하여 고등학생 일탈을 연구한 Özbay,

& Özcan(2006)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

다. 스포츠 사회통제 설문지는 코치에 대한 애착 5문항, 운동부 집단에

대한 애착 4문항, 운동부 동료에 대한 애착 4문항, 스포츠에 대한 수용 3

문항, 스포츠에 대한 참여 2문항, 스포츠에 대한 신념 2문항으로, 총 20

문항(5점 리커트)으로 구성되었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하지 않은 1문항(15번)을 삭제하였다. 1

문항을 삭제하고, 총 6요인 19문항으로 수정하였다. 19문항에 대해 실시

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

림 7>과 같으며, x2 값이 319.900, 자유도는 137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

만(p=.000), CFI=.932, TLI=.915, RMSEA=.068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25>와 같이 코치에 대한 애착 .864, 운동부 집단에 대한 애착 .893,

운동부 동료에 대한 애착 .833, 스포츠에 대한 수용 .573, 스포츠에 대한

참여 .696, 스포츠에 대한 신념 .55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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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RMSEA CFI TLI

스포츠 사회통제 .068 .932 .915

표 24. 스포츠 사회통제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코치에 대한 애착 1, 2, 3, 4, 5 5 .864

운동부 집단에 대한 애착 6, 7, 8, 9 4 .893

운동부 동료에 대한 애착 10, 11, 12, 13 4 .833

스포츠에 대한 수용 14, 16 2 .573

스포츠에 대한 참여 17, 18 2 .696

스포츠에 대한 신념 19, 20 2 .550

표 25. 스포츠 사회통제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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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포츠 사회통제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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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핑 사고성향

도핑 사고성향 설문지는 Petróczi(2007)이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과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척도와 이를 번역한 김은국, 김태규(2014)의 설문지

를 참고하여 재번역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뒤 수정 및 보완하였다. 도

핑 사고성향 설문지는 1요인 17개 문항(6점 리커트)으로 구성되었다.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하지 않은 6문항(1번, 4번, 9번, 14번, 15

번, 16번)을 삭제하고, 11문항으로 수정하였다. 11문항에 대해 실시한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8>과 같으며, x2 값이 135.079, 자유도는

4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923, TLI=.903, RMSEA=.085

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27>과 같이 .878로 나타났다.

요인 RMSEA CFI TLI

도핑 사고성향 .085 .923 .903

표 26. 도핑 사고성향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내용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도핑 사고성향
2, 3, 5, 6, 7, 8,

10, 11, 12, 13, 17
11 .878

표 27. 도핑 사고성향 척도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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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도핑 사고성향 척도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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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변인 구분 인원(명) 비율(%)

도핑

관련

경험

주변선수도핑
예 21 7.2

아니오 269 92.8

도핑정보습득
예 47 16.2

아니오 243 83.8

도핑

관련

경험

반도핑교육

0회 66 22.8

1회 50 17.2

2회 54 18.6

3회 이상 120 41.4

표 29. 연구대상자 집단별 인원

(6) 도핑 관련 경험

도핑 관련 경험은 Petróczi(2007), 김은국, 김태규(2014), Zucchetti,

Candela, & Villosio(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3개 문항을 작성해서 사용

하였다.

항목 구성내용 답변내용

도

핑

관

련

경

험

주변

선수도핑

친한 동료선수 중 경기력 향상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 선수 또는 현재 복용

하고 있는 선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아니오

도핑

정보습득

주변 지인(동료/코치/부모 등)들로부터

경기력 향상 약물 복용과 관련한 정보

를 습득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반도핑

교육

한국(세계)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반도핑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음/1회/

2회/3회

표 28. 도핑 관련 경험 척도 구성내용

연구참여자의 도핑 관련 경험 일반적 특성은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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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사고성향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배경변인 O O O O

스포츠 일탈 요인 O O O O

주변선수도핑 O O O

도핑정보습득 O O

반도핑교육 O

표 30. 위계적 회귀분석

3. 자료분석

회수된 자료를 확인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가능한 자료는 코딩을 한 뒤,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각 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

석 및 내적 합치도(Cronbach’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일탈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 배경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단계선택법을 활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배경변인과 스포츠 일탈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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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인 고등학교 운동선수 10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

시한 뒤,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의 담당

지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조사 일정을 상의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

해 설명한 다음,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학생들에 한에서 조사를 실시하

였다. 연구내용 특성 상, 설문결과를 코치나 감독을 통해 받을 경우, 정

보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를 얻은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연구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무기명으로 설문지 회수가 가능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이 있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지의 조

사방법은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 자신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

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5. 연구윤리

본 연구는 연구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모집부터 연구진

행, 연구방법 등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

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상 IRB)로부터 검토 후, 승

인을 받았다(IRB No. 1905/001-001). 이후 연구참여자들과 보호자들에게

IRB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동의서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IRB에

서 제시한 연구윤리 준수 규정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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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일탈적

과잉동조

무조건운동참여 3.11 0.95 1.00 5.00

스포츠희생 2.38 1.00 1.00 5.00

운동선수정체성 3.76 0.84 1.00 5.00

스포츠

아노미

스포츠

아노미
2.00 0.94 1.00 5.00

스포츠

사회학습

모방 2.45 1.05 1.00 5.00

정의 2.42 0.95 1.00 5.00

차별접촉 2.18 1.01 1.00 5.00

사회적

차별강화
2.69 0.83 1.00 5.00

사회적/비사회적

차별강화
2.44 0.90 1.00 5.00

표 31.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배경 변인, 도핑 관련 경험에 따른 도핑 사고성향의 차이와

스포츠 일탈 요인과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할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탈적 과잉동조 3요인, 스포츠 아노미 1요인, 스

포츠 사회학습 5요인, 스포츠 사회통제 6요인, 도핑 사고성향 1요인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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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스포츠

사회통제

코치에 대한

애착
3.59 0.85 1.00 5.00

운동부 집단에

대한 애착
4.06 0.82 1.00 5.00

운동부 동료에

대한 애착
3.75 0.80 1.00 5.00

스포츠에 대한

수용
3.93 0.98 1.00 5.00

스포츠에 대한

참여
3.65 0.89 1.00 5.00

스포츠에 대한

신념
4.21 0.75 1.00 5.00

도핑

사고성향

도핑

사고성향
1.99 0.86 1.00 5.27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일탈적 과잉동조, 스포츠 아

노미, 스포츠 사회학습, 스포츠 사회통제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일탈적 과잉동조 3개의 하위요인 중 운동선

수정체성(M=3.76, SD=.8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조건운동참

여(M=3.11, SD=.95), 스포츠희생(M=2.38, SD=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둘째, 스포츠 아노미(M=2.00, SD=.94)는 1개 하위요인으로, 척도의

중앙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 사회학습 5개 하위요인 중 사회

적 차별강화(M=2.69, SD=.8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비

사회적 차별강화(M=2.44, SD=.90), 모방(M=2.45, SD=1.05), 정의(M=2.42,

SD=.95), 차별접촉(M=2.18, SD=1.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스포

츠 사회통제 6개 하위요인 중 스포츠에 대한 신념(M=4.21, SD=.75)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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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났고, 운동부 집단에 대한 애착(M=4.06, SD=.82), 스포츠에

대한 수용(M=3.93, SD=.98), 운동부 동료에 대한 애착(M=3.75, SD=.80),

스포츠에 대한 참여(M=3.65, SD=.89), 코치에 대학 애착(M=3.59,

SD=.85)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핑 사고성향(M=1.99, SD=.86)은 1

개 하위요인으로, 척도의 중앙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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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일탈 요인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검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일탈 요인이 도핑 사고성

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

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배경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유의하지 않은 스포츠 일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단계선택법을 활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스포츠 일

탈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도핑 사고성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하

였으며 F-확률 진입 .05, 제거 .10을 기준으로 하였다. 배경변인은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한 뒤, 도핑 사고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더미변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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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B SE β

1

(상수) 2.245 .148 15.190 .000

더미변수

남녀
-.057 .119 -.032 -.478 .633 1.268

더미변수

1학년
-.170 .146 -.085 -1.159 .247 1.563

더미변수

3학년
-.074 .125 -.043 -.596 .552 1.519

더미변수

스피드파워
-.281 .129 -.158 -2.177 .030 1.526

더미변수

운동기술
-.145 .175 -.054 -.832 .406 1.205

더미변수 팀 -.232 .162 -.103 -1.437 .152 1.479

더미변수

3년 미만
.107 .207 .031 .514 .608 1.079

더미변수

6~ 9년
-.011 .111 -.006 -.100 .920 1.117

더미변수

9년 이상
.394 .239 .101 1.649 .100 1.093

표 32. 단계선택법을 활용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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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B SE β

2

(상수) 1.205 .172 7.009 .000

더미변수

남녀
-.134 .104 -.075 -1.286 .199 1.276

더미변수

1학년
-.114 .129 -.057 -.890 .374 1.567

더미변수

3학년
-.144 .110 -.084 -1.314 .190 1.527

더미변수

스피드파워
-.240 .113 -.135 -2.119 .035 1.529

더미변수

운동기술
-.293 .154 -.108 -1.902 .058 1.218

더미변수 팀 -.142 .142 -.063 -1.001 .318 1.486

더미변수

3년 미만
-.156 .184 -.046 -.846 .398 1.106

더미변수

6~ 9년
.080 .097 .045 .819 .414 1.129

더미변수

9년 이상
.386 .209 .099 1.842 .067 1.093

정의 .448 .049 .493 9.218 .000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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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B SE β

3

(상수) 1.010 .164 6.149 .000

더미변수

남녀
-.330 .103 -.184 -3.210 .001 1.407

더미변수

1학년
-.058 .121 -.029 -.477 .634 1.576

더미변수

3학년
-.134 .103 -.078 -1.307 .192 1.527

더미변수

스피드파워
-.380 .109 -.213 -3.492 .001 1.596

더미변수

운동기술
-.304 .145 -.112 -2.103 .036 1.218

더미변수 팀 -.458 .143 -.203 -3.215 .001 1.701

더미변수

3년 미만
-.051 .173 -.015 -.296 .768 1.116

더미변수

6~ 9년
.104 .092 .058 1.137 .256 1.131

더미변수

9년 이상
.324 .197 .083 1.647 .101 1.096

정의 .316 .050 .348 6.296 .000 1.312

스포츠

아노미
.358 .057 .391 6.245 .000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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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VIF
B SE β

4

(상수) 1.502 .288 5.216 <.001

더미변수

남녀
-.305 .103 -.170 -2.961 .003 1.427

더미변수

1학년
-.072 .120 -.036 -.599 .550 1.581

더미변수

3학년
-.142 .102 -.082 -1.384 .167 1.529

더미변수

스피드파워
-.383 .108 -.215 -3.546

<.00

1
1.596

더미변수

운동기술
-.291 .144 -.107 -2.019 .044 1.221

더미변수 팀 -.456 .142 -.202 -3.221 .001 1.701

더미변수

3년 미만
-.031 .173 -.009 -.178 .859 1.120

더미변수

6~ 9년
.096 .091 .054 1.058 .291 1.133

더미변수

9년 이상
.320 .196 .082 1.639 .102 1.096

스포츠

아노미
.346 .057 .379 6.054

<.00

1
1.699

정의 .282 .053 .311 5.358
<.00

1
1.457

코치에

대한 애착
-.110 .053 -.108 -2.074 .039 1.187

R 2=.361, 수정된 R 2=.334, F=13.0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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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배경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정의가 투입

된 단계2를 보면 더미변수 운동기술의 t값이 -.832(p=0.406)에서 –

1.902(p=0.58)로 변화되었다. 아노미가 투입된 단계3을 보면 더미변수 남녀

(t=-3.210, p=.001), 더미변수 스피드파워(t=-3.492, p=.001), 더미변수 팀

(t=-3.215, p=.001) 요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t값이 많이 증가

하였으며, 더미변수 운동기술(t=-2.103, p=.036)은 조금 증가하였다.

단계4를 보면 회귀모형 전체 설명력은 약 36.1%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의 경우, 더미변수 남녀(β=-.170, p=.003), 더미변수 스피드파워(β=-.215,

p<.001), 더미변수 팀(β=-.202, p=.001), 더미변수 운동기술(β=-.107,

p=.044)이 도핑 사고성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

츠 일탈 요인의 경우, 영향력의 크기가 스포츠 아노미(β=.379, p<.001),

정의((β=.311, p<.001), 코치에 대한 애착(β=-.108, p=.039) 순으로 나타

났으며, 스포츠 아노미와 정의는 정적인 영향, 코치에 대한 애착은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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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검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배경변인과 스포츠

일탈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도핑 관련 경험을 독립변수로, 도핑 사고

성향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배경변인은 성별과 종목을 투입하였으며,

스포츠 일탈 요인은 스포츠 아노미, 정의, 코치에 대한 애착을 투입하였

다. 분석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델 1은 성별, 학년, 종목, 운동경력,

스포츠 아노미, 정의, 코치에 대한 애착은 도핑 사고성향의 변량을

36.1% 설명하고 있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도핑 사고성향이 높

게 나타났으며(t=-2.961, p=.003), 종목에서는 지구력 종목에 비해 스피드

파워(t=-3.546, p<.001), 팀(t=-3.221, p=.001), 운동기술(t=-2.019, p=0.044)

종목이 도핑 사고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스포츠 일탈 요인의 경우, 스포

츠 아노미(t=6.054, p<.001), 정의(t=5.358, p<.001)가 높게 나타날수록 도

핑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치에 대한 애착

(t=-2.074, p=.039)은 높게 나타날수록 도핑 사고성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서 주변 선수도핑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1

에 비해 7.7% 더 설명하고 있다. 주변 선수도핑이 높게 나타날수록 도핑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6.119, p<.001), 성별

(t=-2.547, p=.011), 종목(스피드 파워 t=-3.009, p=.003, 팀 t=-3.063,

p=.002), 스포츠 아노미(t=5.480, p<.001), 정의(t=5.227, p<.001), 코치에

대한 애착(t=-2.206, p=.028)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나 운동기술(t=-1.907, p=058)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도핑정보습득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도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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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향의 변량을 44.2% 설명하고 있으며, 모델 2에 비해 0.4% 더 설명

하고 있다. 도핑정보습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t=1.559, p=.173), 성별(t=-2.384, p=.018), 종목(스피드 파워 t=-2.934,

p=.004, 팀 t=-3.054, p=.002), 스포츠 아노미(t=5.398, p<.001), 정의

(t=5.280, p<.001), 코치에 대한 애착(t=-2.042, p=.042), 주변선수도핑

(t=4.887, p<.001)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델 3은 모델 2에서 반도핑교육을 추가로 회귀시킨 것으로, 모델 3에

비해 0.2% 더 설명하고 있다. 반도핑교육 횟수는 도핑 사고성향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반도핑교육 1회

t=-.035, p=.528, 반도핑교육 2회 t=-.197, p=.844, 반도핑교육 3회 t=.304,

p=.761), 성별(t=-2.352, p=.019), 종목(스피드 파워 t=-2.784, p=.006, 팀

t=-3.031, p=.003), 스포츠 아노미(t=5.344, p<.001), 정의(t=5.344, p<.001),

코치에 대한 애착(t=-2.117, p=.035), 주변선수도핑(t=4.882, p<.001)은 여

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 모델2의 R2 변화량은 .076(p<.001), 모델 2에서 모델 3의 R2

변화량은 .005(p=.120), 모델 3에서 모델 4의 R2 변화량은 .002(p=.802)로,

모델 1에서 모델 2에서만 R2 변화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델 1에서 모델 4 중 도핑 사고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은 모델 2

라고 판단이 된다.

모델 2에서 도핑 사고성향을 높게 만드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스포츠 아노미(β=.326)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변선수도핑(β=.286), 정의(β=.286), 코치에 대한

애착(β=-.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의 도핑 사고서향이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β=-.138), 지구력 종목보다 스피드파워(β=-.17

3), 팀(β=-.181) 종목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모델 2의 다중공선성에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VIF=1.073~1.736), 잔차들 간 상관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urbin-Watson=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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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SE β t p SE β t p SE β t p SE β t p

상수 .288 5.216 .000 .271 5.515 .000 .272 5.275 .000 .287 5.076 .000

더미변수 남녀 .103 -.170 -2.961 .003 .097 -.138 -2.547 .011 .098 -.129 -2.384 .018 .098 -.128 -2.352 .019

더미변수 1학년 .120 -.036 -.599 .550 .113 -.020 -.346 .730 .113 -.019 -.329 .742 .114 -.016 -.283 .778

더미변수 3학년 .102 -.082 -1.384 .167 .096 -.066
-1.18

7
.236 .096 -.071 -1.274 .204 .097 -.072 -1.281 .201

더미변수

스피드파워
.108 -.215 -3.546 <.001 .102 -.173 -3.009 .003 .102 -.168 -2.934 .004 .104 -.162 -2.784 .006

더미변수

운동기술
.144 -.107 -2.019 .044 .135 -.095 -1.907 .058 .135 -.091 -1.824 .069 .137 -.088 -1.750 .081

더미변수 팀 .142 -.202 -3.221 .001 .133 -.181 -3.063 .002 .133 -.180 -3.054 .002 .134 -.179 -3.031 .003

더미변수3년미만 .173 -.009 -.178 .859 .163 -.031 -.650 .516 .164 -.040 -.837 .403 .166 -.046 -.940 .348

더미변수 6~9년 .091 .054 1.058 .291 .086 .052 1.078 .282 .085 .055 1.138 .256 .086 .054 1.124 .262

더미변수9년이상 .196 .082 1.639 .102 .184 .081 1.719 .087 .184 .078 1.658 .098 .185 .081 1.703 .090

스포츠 아노미 .057 .379 6.054 <.001 .054 .326 5.480 <.001 .054 .321 5.398 <.001 .055 .320 5.344 <.001

정의 .053 .311 5.358 <.001 .050 .286 5.227 <.001 .049 .288 5.280 <.001 .050 .287 5.223 <.001

코치에대한애착 .053 -.108 -2.074 .039 .050 -.108 -2.206 .028 .050 -.101 -2.042 .042 .050 -.105 -2.117 .035

주변선수도핑 .155 .286 6.119 <.001 .171 .252 4.887 <.001 .172 .253 4.882 <.001

도핑정보습득 .121 .081 1.559 .120 .123 .077 1.461 .145

더미변수

반도핑교육 1회
.126 -.035 -.632 .528

더미변수

반도핑교육 2회
.124 -.011 -.197 .844

더미변수

반도핑교육 3회
.105 .018 .304 .761

통계량
R 2=.361, 수정된 R 2=.334,

F=13.052(<.001)

R 2=.438, 수정된 R 2=.411,

F=16.514(<.001)

R 2=.442, 수정된 R 2=.414,

F=15.587(<.001)

R 2=.444, 수정된 R 2=.410,

F=12.802(<.001)

표 3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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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일탈 요인과 도핑 관련 경험

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봄으로써 고등학교 운동선수들

의 도핑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일탈 요인,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았다. 나아

가 논의를 통해 효과적 도핑 방지 교육을 위한 심층적 분석 자료, 반도

핑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 및 후속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1. 한국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도핑 사고성향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도핑 사고성향은 M=1.99,

SD=0.86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도핑 사고성향을 파

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선수들의 도핑 사고성향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값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의

값과 비교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의 값을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김은국, 김태규(2013)의 연구결과 청소년대표 운동선수들의 도핑사고성

향은 M=2.33, SD=0.67로 나타났고, 김은국, 김태규(2014)의 연구에서는 2

0세 이하 한국 국가대표의 도핑 사고성향이 M=2.24, SD=0.65로 나타났

다. 미국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Yager, & O’Dea(201

4)의 연구결과 도핑 사고성향은 M=2.25 SD=0.82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

은국, 김태규(2014)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로 미루어 보아 국내·외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도핑 사고성향 평균값은

2.30 내외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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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봤을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

타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도핑사고성향은 선행연구에 비해 낮게 나타

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도핑 사고성향 17개 문항 평균

이 M=2.24, SD=0.78로 나타났다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17개 문항을 사

용한 선행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11문항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종목별 도핑 사고성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지구력, 운동

기술, 스피드/파워, 팀 종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은국, 김태규(201

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수정, 전정우(2016)의 연구결과(M=2.30, SD=.78)와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은국, 김태규(2013)의 연구결과의 스피드/파

워 종목 도핑 사고성향(M=2.30, SD=0.70)이 거의 일치하는 수치로 나타

났는데, 이를 통해 김은국, 김태규(2013)의 연구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해외 연구에서는 청소년 혹은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아닌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Morente-Sánchez,

Femia-Marzo, & Zabala, 2014) 밖에 찾아볼 수 없었다.

성별에 따른 도핑 사고성향의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β값이 -.138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김은국, 김태규, 2013; 임수정, 전정우, 2016)에서도 여자 선

수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도핑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Lazuras, Barkoukis, & Tsorbatzoudis(2015)의 연구에서

는 남자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도핑 의도가 여자 청소년 운동선수들보다

도핑 의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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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일

탈 요인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일탈 요인은 스포츠 아노미, 스포츠 사회학습의

정의, 스포츠 사회통제의 코치에 대한 애착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아노미는 스포츠 상황에서 문화적 목표가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

어 불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향이며, 이는 선수들

이 노력을 하더라도 높아지는 요구 수준을 맞추기 위해 제도적 수단의

한계를 느낄 때, 도핑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Anderson, 2014).

Petróczi(2007)는 도핑은 궁극적 목적이 아닌 스포츠 상황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 스포츠 아노미가 가

장 높게 나타난 것은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단순히 법과 규정으로 도핑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선수들이 혼란을 겪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단계적 회귀

분석 결과 도핑 사고성향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지구력 종목이 나

머지 종목에 비해 스포츠 아노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스포츠 아노미와 스포츠 사회통제의 스포츠에 대한 신념이 부적 상

관관계(r=-.419)에 있다는 점에서 선수들의 스포츠 아노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종목에 맞는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포츠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스포츠 사회학습의 정의는 스포츠 일탈에 대해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의미하며, 스포츠 일탈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선수일수록 도핑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수들이 도핑을 하나의 일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다. 또한, 정의와 차별접촉이 높은 상관관계

(r=.757)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차별접촉이 정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수들이 학교 혹은 운동부 내에서 스포츠 일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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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집단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 스포츠 일탈에 대

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선수들을 둘러싸고 있

는 학교 및 운동부 등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 번째로 높게 나타난 코치에 대한 애착은 코치와의 결속관계를 의미

하며, 코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도핑 사고성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코치에 대한 애착, 운동부 집단에 대한 애착, 운동부

동료에 대한 애착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약물복용, 절도 및 폭력, 유해업소출입 등 일탈행동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안재오, 2007)에 따라 운동부 문화가 선수들의 환경

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코치에 대한 애착이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의지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인성과 학업에

대한 태도, 운동부 분위기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강신녀, 류태호, 2013)

지도자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 일탈적 과잉동조는 선행연구들(Coakley, 2011;

Smith, 2015)과 다르게 모든 변인이 도핑 사고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운동참여는 유의한 상관관계(.219)를 보

이고 있었으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선수들이

도핑을 하나의 일탈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탈적 과잉동조 성향이

높은 선수라도 도핑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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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도핑 관련 경험은 주변선수

도핑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도핑정보습득과 반도핑교육은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선수도핑은 친한 동료선수 중 경기력 향상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

는 선수 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선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로,

스포츠 사회학습의 차별접촉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주변선수도

핑은 도핑 사고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

행연구(김은국, 김태규, 2014; Petróczi, 2007; Zucchetti, Candela, &

Villosio, 2015)에서 주변선수도핑에 ‘예’라고 답한 선수들이 도핑 사고성

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스포츠

일탈에 대한 환경이 중요하듯이 도핑에 대한 환경도 매우 중요함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도핑정보습득은 주변 지인(동료/코치/부모 등)들로부터 경기력 향상 약

물 복용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로, 도핑 사고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핑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더라도 선수들의 도핑 사고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핑교육은 반도핑교육을 받은 횟수로, 도핑 사고성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인숙, 박수정(2017) 연구결과

도핑위반과 도핑방지 교육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임새미(2017)가 지적했듯이 대표선

수 중심의 도핑관리 프로그램, 형식적인 도핑관리 및 교육, 반도핑 정책

실행의 행정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반도핑교육이 선

수들의 도핑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

나 학생선수들이 반도핑교육을 충실히 이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

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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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일탈 요인과 도핑 관련 경험

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을 통해 고등학교 운동선수

들의 도핑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연구문제를 1) 각 스포츠 일탈 요인은 도핑 사고성향과 어떠한 상관

관계를 갖는가? 2)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일

탈 요인은 무엇인가?, 3) 도핑 관련 경험은 도핑 사고성향에 어떤 영향

을 미치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에 등록되어 있는 고등학교 팀에 소속된 운동선수 34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선별된 290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3.0 프로그램

과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t-검정, 회

귀분석 등의 통계적인 절차를 거쳐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핑 사고성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일탈 요인 탐

색 결과, 스포츠 아노미, 스포츠 사회학습의 정의, 스포츠 사회통제의 코

치에 대한 애착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도핑 사고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및 운동부와 같은 사회적 환경이 매우 중요함

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도핑 관련 경험이 도핑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변선수도핑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도핑정보습득과 반도핑교육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핑에 대한 환

경의 중요성과 반도핑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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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의 과정 및 제시된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작성한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일탈이론을 통해 고등학교 운

동선수들의 도핑을 이해하고자 했으나, 연구에서 활용된 요인들이 도핑

사고성향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도핑으로 인한 예상된 후회(anticipated regret)가

도핑 의도(doping intentions)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Lazuras, Barkoukis, & Tsorbatzoudis, 2015; Lazuras et al, 2017), 영양

보조물 섭취자들이 비섭취자들보다 더 높은 도핑 사고성향(doping

attitude), 도핑 의도(doping intentions), 도핑 행동(doping use)을 보인다

는 연구(Backhouse, Whitaker, & Petróczi, 2013; Lazuras et al, 2017),

특정 상황에 따른 유혹(situational temptation)이 도핑 의도에 높은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Lazuras et al, 2010) 등을 통해 본 연구를 통해 설명

되지 않은 부분들이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이 혼합된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포츠 일탈과 관련된 스포츠 윤리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선수들

은 도핑을 하나의 일탈로 간주하고 있지만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발생하

고,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도핑 사고성향이 변화된다. 한국의 운동부

문화는 여전히 공부는 안하고 운동만 하는 문화, 과도한 훈련을 강조하

고(박재우, 김동학, 2016; 황성하, 2018), 일탈행동 및 도핑에 있어서 선수

들에게 학교 및 운동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가정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안재오, 2007; Madigan, Stoeber, &

Passfield, 2016) 지도자-학생선수-학부모가 함께 하는 통합 스포츠 윤리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반도핑교육 개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종목별 특화 교육,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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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수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육, 지도자-학생선수-학부모가 함께 하는

통합 반도핑교육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뇌 도핑 문

제(JTBC 뉴스, 2016.03.24.), 일반인 도핑설계사 문제(JTBC 뉴스,

2016.05.31.)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도핑 관련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다. 해외에서는 도핑과 관련된 여

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도핑 관련 연구가 미진한 실정

이다. 실제 선수들의 도핑 행동을 측정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도핑 사고

성향, 도핑 의도 등 도핑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활용하여 연

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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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1 무조건운동참여 1

2 스포츠희생 .363** 1

3 운동선수정체성 -.132* -.058 1

4 아노미 .072 .233** .012 1

5 모방 .374** .239** -.100 .256** 1

6 정의 .262** .203** -.131* .357** .498** 1

7 차별접촉 .234** .192** -.068 .314** .572** .757** 1

8
사회적

차별강화
.040 .096 -.096 .143* .104 .332** .351**

9

사회적/

비사회적

차별강화

.040 .096 -.106* .137* .099 .363** .355**

10 코치애착 -.266** -.181** .330** -.181** -.336** -.362** -.327**

11 운동부집단애착 -.123** -.183** .404** -.162* -.236** -.268** -.268**

12 운동부동료애착 -.024 -.041 .300** -.050 -.216** -.220** -.242**

13 스포츠수용 -.101 .016 .307** .006 -.064 -.173** -.205**

14 스포츠참여 -.131* -.205** .282** -.119 -.187** -.266** -.245**

15 스포츠신념 -.033 -.059 .131* -.419** -.053 -.102 -.112

16 주변선수도핑 .075 .081 .104 .131* .229** .161** .223**

17 도핑정보습득 .113 .045 -.030 .085 .253** .118* .066

18 반도핑교육 .000 -.079 .031 -.101 -.009 -.094 -.092

19 도핑 사고성향 .219** .093 -.031 .349** .296** .466** .406**

n=290, *.p<.05, **.p<.01

표 34. 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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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308** 1

-.243** .719** 1

-.222** .531** .650** 1

-.191** .309** .387** .381** 1

-.248** .439** .427** .366** .414** 1

-.210** .182** .233** .206** .216** .293** 1

-.009 -.069 -.054 -.085 -.136* -.010 .003 1

-.042 -.136* -.065 -.102 -.092 .025 .023 .455** 1

-.094 .050 .101 -.008 .027 .135* .111 .025 .082 1

.112 -.298** -.201** -.212** -.190** -.150* -.158* .403** .288** -.023 1

n=290, *.p<.05, **.p<.01

표 34. 변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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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본 설문은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포츠 일탈 요인과 도핑 사고성향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

용될 예정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응해주신 설문지의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

고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의해 철저히 보장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시간은 약 15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

으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사회학전공 조해찬 / 지도교수 권순용

연락처 000-0000-0000/00000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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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의 운동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부

상 혹은 질병과 관련된 의학

적 충고를 무시하나요?

2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부

상 혹은 질병의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3
부상 중이거나 아플 때 운동에

참여하나요?

4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스러워도 운동을 하나요?

5

팀 훈련 혹은 정기연습을 제

외한 별도의 연습을 일주일

에 10시간 이상 참여하나요?

6
훈련 시간 때문에 성적이나

학업을 소홀히 하나요?

7

운동을 하기 위해 친구나 가

족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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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장을 읽고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8

운동선수라는 것이 내

자신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9

만일 부상을 당해서 운

동을 못하게 된다면 매

우 속상할 것이다.

10
“고통은 잠시고 승리는

영원하다.”

11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

도 없다.”

12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

고 죽은 위대한 선수는

없었다.”

13

“상처에 흙을 바르면서

라도 부상에 굴하지 말

고 계속 경기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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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공 및 승리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내가 가고 싶은 대학/상

위리그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

현재 내 실력으로는 혹

은 실력 상승의 추세로

는 내가 바라는 대학/상

위리그에 가기 어렵다.

3

성공(대학진학, 상위리

그 진입 등)을 위해서는

규정에 위반되는 방법

도 사용할 수 있다.

4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더티 플레이(dirty play)

를 할 수 있다.

5

심판에게 들키지 않는

반칙은 시합의 일부이

다.

6
고의적인 반칙은 전략

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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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감독님/코치님이

일탈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2

나는 운동부 동료들이

일탈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

내가 아는 주위 선수들

이 일탈행동을 하는 것

을 본 적이 있다.

4

나는 TV, 영화나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선수들이 일탈행동을 하

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타인에게 피해 혹은 손

상이 가지 않는 일탈행

동은 해도 괜찮다고 생

각한다.

다음은 일탈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일탈행동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폭력, 성희롱/성폭력, 집단따돌림, 규정위반, 청소년비행(흡연, 음주 등),

경기력 향상 약물 복용 등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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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수들은 일탈행동에 대

한 주위의 유혹이 강하

기 때문에 일탈행동을

하는 선수들을 비난해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7

일탈행동은 나쁜 것이지

만 특별한 상황에 놓인

선수는 일탈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8

우리 모두는 법을 지켜

야 할 도덕적 의무가 없

다.

9
나는 일탈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0

나의 감독님/코치님은

일탈행동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생각한다.

11

나의 운동부 동료들은

일탈행동에 대해 긍정으

로 생각한다.

12
나와 가장 친한 선수들

은 일탈행동을 한다.

13
나의 운동부 동료들은

일탈행동을 한다.

14

내가 오랫동안 알아온

선수들은 일탈행동을 한

다.

15

감독님은 나에게 일탈행

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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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동부 동료들은 나에게

일탈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17

내가 일탈행동을 한 것

을 운동부 동료들이 알

았을 때 운동부 동료들

과 더 친해질 것이다.

18

내가 일탈행동을 한 것

을 운동부 동료들이 알

았을 때 운동부 동료들

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19

내가 일탈행동을 한 것

을 감독님/코치님이 알

았을 때 감독님/코치님

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을 것이다.

20

내가 일탈행동을 한 것

을 감독님/코치님이 알

았을 때 감독님/코치님

은 나를 야단치거나 벌

을 줄 것이다.

21

내가 일탈행동을 한다면

감독님/코치님에게 발각

될 가능성이 높다.

22

내가 일탈행동을 한다면

경찰에게 발각될 가능성

이 높다.

23

일탈행동을 하면 훈련

참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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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탈행동은 팀에 대한

소속감을 더 크게 만들

어줄 것이다.

25
일탈행동은 경기력을 좋

게 만들 것이다.

26
일탈행동은 죄책감을 느

끼게 만들 것이다.

27
일탈행동은 건강을 나쁘

게 만들 것이다.

28

일탈행동을 하면 긍정적

인 일(예. 기분이 좋아

짐, 팀원들과 친해짐 등)

이 일어날 것이다.

29

일탈행동을 하면 부정적

인 일(예. 몸이 안 좋아

짐, 곤경에 처함 등)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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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장래에 대하

여 감독님/코치님과 자

주 의논한다.

2

나는 장래에 감독님/코

치님과 같은 사람이 되

고 싶다.

3

나의 운동부 동료들은

감독님/코치님을 존경

한다.

4

감독님/코치님은 나에

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

지 알고 있다.

5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감독님/코치님은 나

를 도와주고 싶어 한

다.

6

나는 내가 속한 운동부

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다.

7

나는 내가 속한 운동부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

고 있다.

8

나는 운동부 생활이 나

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

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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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운동부 생활이 불

편하고 긴장되기 보다

는 보람되고 즐겁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중요한 문제가 생

겼을 때 우선 가까운

운동부 동료와 의논한

다.

11

나는 나의 운동부 동료

와 보내는 시간이 즐겁

고 유익하다고 생각한

다.

12

나는 가까운 운동부 동

료를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

다.

13

나는 운동부에서 가장

친한 동료와 같은 사람

이 되고 싶다.

14

나는 시합에 나가면 반

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고 생각한다.

15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

여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16

나는 장래에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 선수가 되

기를 원한다.

17

나는 정규 운동부 연습시

간 뿐만 아니라 개인훈련

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

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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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운동종목의 전술이나

훈련방법에 대하여 다

른 사람과 자주 토론하

는 편이다.

19

심판에게 발각되지 않

거나 승리가 중요하더

라도 경기규칙은 반드

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20

승리가 중요하고 상대

편이 매너가 좋지 않더

라도 스포츠맨십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

긋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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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매우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약간

동의

하지

않음

약간

동의

함

동의

함

매우

동의

함

1
도핑은 경쟁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2

모든 운동선수들이 도

핑을 한다면 부정행위

가 아니다.

1. 운동수행능력향상을 위한 약물/방법

1) 흥분제(암페타민, 에피드린 등)-피로회복을 위해 복용

2) 차단제-긴장과 손떨림 진정을 위해 복용

3) 이뇨제-체중감량과 복용한 약물을 감추기 위해 복용

4) 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근육성장을 가속화시키고 강도 높은 훈

련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용

5) 성장호르몬-근육의 크기와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복용

6) 적혈구조혈(EPO)-적혈구 생산을 증가시켜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7) 혈액도핑-근육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을 증가시켜 지구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

2. 기분전환을 위한 약물

진정제, 흡연과 음주, 대마초, 헤로인, 코카인, 흥분제, 환각제, 흡입제

및 고카페인 음료 등의 가벼운 환각/각성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다음은 도핑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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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상 때문에 허비한 시

간을 보충하기 위해 약

물이 도움이 될 수 있

다.

4

운동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잘하기 위한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5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잘

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

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6

운동선수들이 기분전환

을 위한 약물을 복용하

는 것은 경기 상황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7

운동선수들은 규칙 위

반과 운동수행능력향상

을 위한 약물복용에 죄

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

다.

8
도핑에 대한 부작용은

과장되어 있다.

9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이외의 다른 직업을 선

택할 기회가 없다.

10

기분전환을 위한 약물

은 최고 수준의 훈련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다.

11

도핑은 경쟁적인 스포

츠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111 -

은 훈련의 지루함을 극

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13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력 향상을 위

해 특정 장비(예: 기록

향상을 위한 수영복 착

용 등)를 사용하는 것

과 큰 차이가 없다.

14

언론(미디어)에서 도핑

에 대해 적게 언급해야

한다.

15

언론(미디어)에서 도핑

관련 문제를 확대해서

보도한다.

16

과도한 훈련과 부상으

로 인한 건강 문제는

도핑으로 인한 건강 문

제만큼 해롭다.

17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

물/방법들을 합법화 하

는 것은 스포츠에 도움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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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핑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1

친한 운동부 동료 중 경기력 향상 약물

을 복용한 적이 있는 선수 또는 현재 복

용하고 있는 선수를 알고 있습니까?

2

주변 지인(운동부 동료/코치/부모 등)들

로부터 경기력 향상 약물 복용과 관련

한 정보를 습득한 적이 있습니까?

3

한국(세계)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진행하

는 반도핑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포함)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⓵ 남자 ⓶ 여자
2. 학년 ⓵ 1학년 ⓶ 2학년 ⓷ 3학년
3. 종목 ( )

4. 운동선수경력 ( 년 개월) (x년 x개월로 기입/예. 3년 4개월)

5. 수업시간 외 주당 학습시간 ( 분) (x시간 x분으로 기입/예. 1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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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Deviance Factors

in Sport and Doping-related

Experiences of High School

Athletes on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PEAS)

Jo, Haichan

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viance factors in

sport and doping related experiences of high school athletes on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PEAS). Research questions

are 1) what are the deviance factors in sport which show significant

effects on PEAS?' and 2) ‘how do doping-related experiences affect

PEAS?’ Independent variables are deviance factors in spor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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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ping-related experiences. Deviance factors in sport are included

variables from the theories of deviant overconformity, anomie, social

learning, social control and doping related experiences are included

contact with athletes who engage in doping, doping information

acquisition and anti-doping education. Dependent variable is PEAS.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April

to June, 2019. A sample of 343 high school athletes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A total of 290 questionnaires were included into

statistical analyses — descriptive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deviance factors in sport,

anomie, social learning definition, attachment to coach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PEAS. Second, contact with athletes who

engage in doping had a significant effect, but doping information

acquisition and anti-doping education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of research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Keywords : high school elite athletes, doping,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PEAS), deviance in

sport, anomie, deviant overconformity, social

learning, social control

Student Number : 2015-2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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