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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선수들의 약물복용은 단순한 일탈행위인가?

보디빌딩의 전설 아놀드 슈워제네거,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 미국 프로
야구 메이저리그 홈런왕 배리 본즈 등은 각 스포츠 분야를 대표하는 전설이
었다는 공통점과 함께 약물사용으로 선수시절의 명성이 추락한 경험을 공유
하고 있는 유명 인사들이다. 경쟁이 극심한 프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의 세
계에서 약물의 사용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강화된 신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역에서 몸 기능의 물리적인 향상은 성공의 필
수적 조건이다. 더 이상 고된 훈련과 인내만으로 신체능력은 향상되지 않는
다. 점점 가벼워지는 운동화와 효과적으로 땀을 발수시켜 체온을 조절해주는 
운동복, 그리고 화학성분으로 환원된 양식들까지 굳이 약물이라는 생명공
학적 개입을 상정하지 않아도 스포츠는 다양한 물질과 과학기술이 뒤섞여 있
는 이질적인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약물은 도핑(doping)

으로 취급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체육진
흥법 제 15조는 도핑방지 활동에 대한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사용 금
지와 예방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해당 법은 약물을 사용한 선수들 
혹은 약물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선수들을 모두 무지한 대상으로 정의하고 
예방을 위해 선수와 체육지도자에게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013).

도핑 규정은 약물을 통한 신체능력 향상을 스포츠 정신이라는 윤리의 문제
와 연결시키고 있다. 세계도핑방지 위원을 역임했던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약물사용문제를 도핑검사의 실시 유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국가
대표와 같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보다는 도핑검사 기회가 거의 없는 프로·실
업선수, 학생 선수들이 쉽게 유혹받는다고 말한다(세계일보, 2008. 1. 7.). 그러
나 근래에 들어선 프로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아나볼릭 스테
로이드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체대 입시나 경찰, 소방공무원, 직
업군인 체력시험에 준비하기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구매하고 복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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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보고됐다(국민일보, 2013.10.29). 불법과 부작용이라는 이중적인 위험에
도 불구하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통해 신체를 변화시키려는 욕망은 스포
츠 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신체적 능력향상에 강박적이면서도 급진적으로 반
응하는 개인들이 발견된다. 이들은 삶에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가장 우선
시되는 문제는 특정한 형태의 몸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은 약물을 사용하는 운동선수들로 이동한다. 일부 
스포츠 선수들은 약물을 의료적 진단과 처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
만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때문에 수많은 미디어 보도내용은 아나볼릭 스테로
이드 사용을 사용자들의 약물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비합리적인 일
탈이나 범죄행위로 다룬다. 운동선수들이 약물사용을 자신의 삶에서 마주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서 인식할 때, 이러한 실천의 도덕성을 가름하는 기준은 
자신들의 고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약물 지식이다. 이런 점에서 약물 사용
자들의 실천은 단순한 무지의 소산 내지 일탈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들은 의
료전문가들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한 지식과는 상반되는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한다.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호르몬 사용의 위험성을 인지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근육을 얻기 위해 최대한 적절한 복용
방법을 고안하고 이른바 ‘스택(Stack)’이란 매뉴얼을 작성한다. 스택은 유명운
동선수마다 상이한 약물-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외 다양한 호르몬을 포함하는-

과 용량으로 작성되며 약물 사용자들에겐 마치 지적재산처럼 다뤄진다. 약물
사용자들의 약물을 통한 몸의 변형은 일종의 자기관리의 형태(이소은, 2012) 

또는 포스트모던 한 합리적인 소비행태로 볼 수 있다. 약물을 사용하는 한 개
인의 윤리적 신념은 특정 약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존의 의료전문가들의 
지식과 대치한다.

운동선수들의 약물 사용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합법적, 윤리적
으로 금지시키려는 국가적인 움직임 속에서 매우 음성적이며 제한적으로 이
뤄진다. 하지만 약물에 대한 접근은 국경을 넘어 초국적 제약기업과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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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약정보를 획득하고 유명선수들의 스택을 공
유하며 동시에 자신의 몸을 약물의 시험대상으로 활용한다. 일부 인터넷 커뮤
니티에서 검색되는 약물에 대한 지식은 각자의 경험이 누적된 집단 지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양한 약물 사용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실천에 범례를 제공하며 각자의 사용법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한다. 집단적인 
실천과 함께 새로운 사용자들은 저마다의 약물에 대한 지식과 합리성을 형성
한다.

이 글은 의료전문가에 의해 계획된 호르몬 약물의 사용법과 스테로이드 사
용자들의 급진적인 사용을 비교하고, 전자와 후자가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호르몬 약물을 해석하고 체계적인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에 주목한다. 기존의 
의료지식은 호르몬 약물의 기능을 치료의 역할에 제한하고 약물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반면, 약물 사용자들은 약물의 향상 능력과 적절한 복용량을 강조한
다. 약물사용자들의 지식생산 과정은 이들이 약물의 소비자이자 가치 생산자
가 되는 생의료적인 혹은 약물적인 주체 형성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의료전문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생화학적 공식과 약리적 기작을 학습하
고 수행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들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자신의 몸 경험과 습득
한 지식을 바탕으로 약물 디자이너가 된다. 이들은 합성 호르몬을 만드는 생
명과학 연구실의 연구자들과 연결되어 보다 개인화된 스택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들은 실질적인 몸의 변화라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약물적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현대 의료에서 기술과학적인 개입과 실천양상의 변형을 분석하는 
개념으로서 정체성의 형성을 언급할 때, 그 대상은 제도적이며 합법적인 역
들에 제한되어 있다. 이를테면 생물학적 정체성과 같은 기술과학적 정체성의 
형성의 사례들은 주로 환자 집단 또는 가족들의 활동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해 묘사된다(강양구,2013; Epstein, 2008; Gibbon and Novas, 2008). 이러한 기
술과학적 정체성은 국가와 시장 같은 기존의 제도적 기반들이 새로운 정체성
을 인정하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안정화된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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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기존의 의료전문가들의 권위는 약화된다(Rose, 

1996). 능동적 소비자가 수동적 환자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능동적 소비
자는 자신의 건강을 알아서 확인하고 관리해야할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들에게 조언하고 안내할 새로운 전문가의 소양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집단적 활동을 강조한다. 신체적 특성-혹은 문제-

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은 자신들의 신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의료
과학기술에 투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집단 활동은 일부 제약기
업들과 생의료 벤처들이 집단과 연결되어 의료기술의 개발과 상품화를 실현
하고, 시민 건강권의 일부로 인정되어 제도적인 보조를 받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과학적 정체성은 특정한 생의료기술의 치료 효과
-특정 기술을 통한 환자의 회복 가능성-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수의 
집단에 한정된다.

하지만 현대 생의료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치료(treatment)와 향상
(enhancement)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향상이라는 측면은 우생학적 인구계획을 
제외한다면, 보다 개별적인 대응과 관련된다. 특히 신종 약물과 신체적 향상
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의 실천은 기존의 제도에서 배제된 형태로 나타나기
도 한다. 해당 집단은 제도화되길 거부하고 회피하는 비공식적인 형태의 약물 
사용과 소비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사용자들의 가치체계 밖의 관찰
자들에게 이들의 행위는 범죄나 비행처럼 비윤리적 범주에 포함될 뿐이다. 이 
글은 약물과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지식과 합리성의 차원을 살펴보고
자 한다.

2. 의료화에서 생의료화로
1) 치료와 향상의 모호한 경계: 의료전문가 권위의 이양

의료화이론가 피터 콘래드(Conrad, 2007)는 새로운 사회의 의료화 현상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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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갱년기를 지목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안드로겔(AndroGel, 테스테스토론 
겔)과 같은 호르몬치료제의 상업성을 간파한 거대제약기업의 이해관계가 내
재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이전까지 생식기능의 의료화는 대개 여성을 대상으
로 이뤄졌고,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피임, 임신중절 등 여성의 몸에 개입하
는 의료기술과 여성의 몸에 대한 의료 지식을 비판했다. 그러나 콘래드는 현
대의 의료화는 여성과 남성의 구별 없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이라고 반
박하며 그는 남성 갱년기를 남성의 생식기능이 의료화 된 사례로 제시한다. 

의료화이론가들은 주로 의사의 기술적 권한과 현대사회에서 환자개인을 정의
하고 치료하는 권위의 문제에 집중했다. 이들에게 의사 집단은 장애, 질병, 일
탈 등을 정의하고 통제하는 전문가 권력 집단인 것이다. 때문에 의료화 이론
가들은 위로부터의(top down) 의료화 과정을 추적하면서 사회학적으로 분석했
다(Conrad and Schneider, 1980).

의료기술과 남성의 몸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의료화이론에 본격적으로 
추가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남성의 몸에 대한 관심부족은 부분적이
나마 남성이 여성보다는 의료의 감시와 통제에 취약하지 않다는 믿음 때문이
었다(Conrad, 2007: 43-44). 그러나 남성의 몸 또한 활동항진(hyperactivity), 발기
부전, 남성갱년기(andropause), 탈모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 상태로 규정됐으
며 의료적 관리를 받게 됐다. 이들의 연구는 남성 갱년기와 같은 성생활 지속
(sexuality continues) 사례-특히 남성 발기를 위한 약물적 개입-같은 재생산 기능
의 의료적 통제 사례를 주목했다. 근래들어 남성갱년기는 혈중 남성호르몬 수
치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각각의 증상들은 호르몬대체요법을 통해 통합적
으로 치료되고 있다. 남성 생식의 의료화는 노쇠한 몸을 비정상으로, 젊은 몸
을 정상으로 규정하고 호르몬 주입을 통해 정상화를 시도한다. 한편으로 이러
한 치료는 남성의 성기능 강화 또는 향상과 구별되지 않는다. 약물과 호르몬 
치료는 의사의 통제를 통해 이뤄진다기보다는 개인들의 신체를 변형시키려는 
요구에 의해 이뤄진다. 개인들의 요구는 종종 의사를 경유하지 않고 약물과 
직접 연결되어 해외직접구매나 매를 통해 수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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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약물 소
비행위는 여전히 의료적 관계 속에서 이뤄지지만 통제 주체로서 의사의 권위
는 분산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과 이론의 불일치 속에서 최근의 의료
화 연구는 의료전문가의 권위보다는 환자 또는 소비자로서 개인들 또는 집단
의 능동적 의료 실천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Zavestoski et al, 2005; Crossley, 

2006; Epstein, 2008; Figert, 2011). 이런 점에서 의료화를 추동하는 동력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제약산업, 환자, 소비자, 건강보험 같은 “새로운 엔진”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Conrad, 2007).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의료전문가의 권위와 함께 의료전문지식의 지위도 
불안정하게 된다. 기존의 의료 전문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환자만큼이나 새
로운 진단 기술과 용법에 친숙해져야 하고 개인의 판단만으로 특정한 질병을 
확진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넬리 아우드슈른(Nelly 

Oudshoorn, 1994: 42)이 지적했듯이 임상의들이 활용하는 성 호르몬의 기준은 
내분비학 연구실의 과학자들 활동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를 마
주하면서 자신의 임상적 경험과 지식보다는 체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를 나노몰(nMol) 단위로 보여주는 도구들-총 테스토스테론 면역효소반응 
검사도구(total testosterone elisa kit)나 에스트라디올 항체반응 도구(Estradiol 

ELISA Kit),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분석 도구(Sex Hormone Binding Globulin, 

SHBG assay kit) 등-과 같은 진단기술에 의존한다.

2) 약물에 대한 상이한 지식과 생명경제(bio-economy)의 형성

환자의 몸은 의사의 시선에 의해 재단되는 수동적인 장소가 아니라 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된 의료기술이 실천되는 능동적 장소이다. 개인들의 몸
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의료 기기 혹은 약물 그리고 몸을 규정하는 양식들과 
일련의 실천으로 연결된다(Hirschauer, 1991; Mol, 2002; Thacker, 1999; Waldby, 

2000; Berg and Akrich, 2004). 특정한 몸에 대한 기대는 의료기술에 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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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화적 배태성(cultural embeddedness)에 관한 것으로, 상이한 의료적 정의
와 기술적 개입 간의 대립 현상으로 확인된다(Oudshoorn, 2003: 11-12). 클락과 
동료들은 80년대 이후 새로운 생의료적 첨단기술의 개입이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향상, 그리고 최적화(optimization)를 계획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Clarke et al., 2010). 윌리엄스와 동료들 역시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이들은 생
의료적 개입의 일종으로 약물에 주목한다. 약물화는 인간의 상태와 능력
(capacities)을 약물을 통해 치료(treatment) 또는 향상(enhancement)시키는 문제와 
관련된다(williams et al, 2008: 850). 치료와 향상의 희미한 경계 사이에서 약물
을 통해 몸을 변화시키려는 개인들은 의사들보다 급진적으로 새로운 의료기
술을 활용하고 자신들만의 몸 지식을 형성한다. 이들은 일종의 현명하게 소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의료기술의 효과를 시험하는데 제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약물과 같은 신의료기술의 시장은 사
용자의 성격, 사용자와 연결된 전문가 그리고 그들을 수평적으로 연결시키는 
의료지식에 의해 상이하게 형성된다.

환자가 소비자로, 의사 또는 생명공학자와 같은 의료전문가가 공급자로 대
표되는 시장을 상정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양상은 환자와 의료
전문가의 수평적인 연결이다. 개인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
를 위해 최선의 의료적 개입을 희망하고 의사들은 생명의 치료, 유지, 통제, 

조절, 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소임을 다한다. 시장의 윤리는 이와 
같은 적절한 연결을 통해 형성되며 이상적인 의료소비사회의 전제가 된다. 카
를로스 노바스(Rose and Novas, 2005)는 이를 일컬어 “희망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of hope)”이라 부른다. 의사와 생명과학자들은 자기규제를 따
르는 전문직이었으나 요즘에는 스스로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의학은 
윤리적 규제제도의 감독을 받고 관료적 절차를 통해 유지된다(Rose, 2007). 의
사들은 호르몬의 기능을 정상수치를 회복시키는 역할에 한정시키고 가치를 
부여하여 유통한다. 이렇게 형성된 공식적인 시장에서 소비자는 표준 호르몬 
수치를 통해 스스로를 환자로 정의하고 병원에 찾아가거나 직접 약물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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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복용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인과 의료전
문가의 연결은 너무나 순진한 상상일지도 모른다. 시장은 분절되어 통일된 윤
리, 규범체계 없이 생성될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을 환자로 정의하지 않는 사
용자들과 시장화 된 의료전문가들이 연결될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시장-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부 보디빌더의 약물 사용과 시장형
성을 약물에 대한 비전문적 지식의 형성과 연결시켜 두 시장에서 약물에 대
한 지식과 활용방법의 차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부터는 비정상적인 몸을 호르몬에 기초하여 정의하는 의료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호르몬적인 몸 개념에서 남성의 노화는 여성
의 폐경과 유사하게 남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남성갱년기(andropause)라는 질
환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몸 개념은 치료방법 역시 호르몬에서 찾는다. 정상
적인 호르몬 수치를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합성호르몬을 통해 평형을 유지
하는 것이다. 의사들에게 호르몬은 진단과 치료의 수단이다. 하지만 우리는 
약물화의 관점에서 호르몬 사용자까지 분석대상을 확장해 보기로 한다. 호르
몬 약물 사용자들은 호르몬 대체요법을 자신만의 목적에 맞추어 활용하는 사
용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몸의 근육과 근력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남성들로 의
료전문가들에 의해 계획된 호르몬 약물의 사용방법을 위반하는 일탈자들로 
규정된다.

3. 약물에 대한 두지식의 대립

1) 의료전문가들의 호르몬약물에 대한 지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전문가들은 ‘성호르몬’을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활
용한다. 우리가 흔히 남성호르몬(androgen)하면 떠올리는 테스토스테론이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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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르몬은 정소에서 분비되고, 생식 기관의 발육이나 그 밖의 성적 특징의 
유지 및 기능을 관장하는 호르몬이다(류은주 외, 2003). 내분비의학은 남성 호
르몬의 결핍 현상을 남성갱년기로 정의한다. “남성갱년기란 남성에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발기력 감퇴, 성욕저하, 수동적 태도, 골다공증 등
의 전형적인 증상들과 혈청 테스토스테론 결핍을 동반하는 임상적, 생화학 적 
증후군”을 말한다(민권식·강동일, 2011). 최근 의학계에는 직접적으로 테스토
스테론을 지칭하면서 ‘테스토스테론 결핍 증후군(testosterone deficiency 

syndrome, TDS)’으로 부르고 있다(Morales A·Schulman CC·Tostain J·C W Wu F, 

2006). 이와 같은 호르몬 중심의 성차 가정은 남성의 자연적이며, 일반적이었
던 노화 경험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은 생물학적 연령과 
상관없이 문화적으로 상정된 정상적-젊은-인 ‘남성성’을 몸으로 재현하게 된
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으로 이뤄진 성 호르몬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이지만 의료전문가들은 특정한 호르몬의 부족을 병적인 상태로 
정의한다.

남성갱년기는 발기부전이나 성욕저하 등의 증상은 단순한 피로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심리적 불안감의 표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호르몬 수치로 보자면 
남성갱년기는 일종의 간성(inter sex) 장애 상태이다. 병원을 찾은 환자는 탈모
나 발기부전 같은 외형적 증상 없이 혈액 검사를 통해 갱년기로 간주된다. 진
찰과정에서 의사가 누적한 환자에 몸에 대한 경험은 남성갱년기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내분비의학은 갱년기 질환의 정의를 위해 혈중 테스토스
테론 수치를 활용했다. 혈중 테스토스테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은 오전 7시에서 11시경에 채혈을 하여, 검사 상 혈중 총 테스토스테
론이 12nmol/L(약 350ng/dL) 이하인 경우 TDS로 의심할 수 있으며 8nmol/L인 
경우에 확진된다. 12nmol/L이상인 경우 비록 남성갱년기 유사 증상이 있다 하
더라도 테스토스테론 대체 요법(TRT)이 필요하지 않다(민권식·강동일, 

2011:199). 호르몬을 대체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남성의 내부에서 테스토스테
론을 생성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주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르몬대체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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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폐경기 혹은 갱년기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폐경기
(menopause)는 폐경 이후의 여명을 의미한다. 그로 인해 여성의 난포 자극 호
르몬이 증가하고 자율신경계의 불안을 야기해 다양한 심신 장애가 발생한다
는 것이다. 이 때 폐경기를 확진하는 중요한 단서는 역시 여성 호르몬인 에스
트로겐의 수치이다. 이에 따라 고안 된 것이 여성호르몬의 대체 다. 현재 여
성호르몬 대체 요법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을 병합해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남성의 호르몬대체유법도 동일한 방식을 따른다. 테스토스테론은 메틸 테
스토스테론(methyl testosteron)이라는 합성물질로 대체된다. 이 약물은 ‘알파 17 

메틸(17α-Methyl) 테스토스테론’이라 불리는 화학물질로 경구 투입용 제제에서 
주사제, 젤이나 패치 같은 피부 흡수형제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격
이 저렴하고 손쉽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간에서 흡수되어 간독
성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큰 약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2세대 테스토스테론
이라고 할 수 있는 메스테롤론(Mesterolone)이 메틸테스토스테론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메스테롤론은 남성호르몬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한
다는 단점이 있어서 잘 처방 되지 않는다. 지금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경구용 
약제는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undecanoate, TU, Andrioltm 40mg/ 

capsule)’이다. 흔히 안드리올(andriol)이란 상품으로 알려진 운데카노산테스토스
테론은 197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으며 다른 경구용 제제와 달리 장에서 림
프계를 통해 흡수되므로 간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최종태, 2002).

TRT의 가장 큰 부작용은 전립선 비대 및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TRT는 남성의 생식기관을 혹사시키면서 젊은 몸을 재연시킨다. 아이러니하게
도 호르몬을 통해 젊은 남성의 이미지 체현할수록 생물학적인 남성의 상징들

1) 1970년 까지 호르몬 체요법은 주로 에스트로겐 체요법을 일컬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 단독 투여가 자궁 내 출  빈도를 높이고 자궁내막암 발생률을 높인

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로 인해 월경을 막는 호르몬인 로게스토겐을 함께 처방

하고 있다(조아라, 2005).



과학기술학연구 14권 1호 87-116 (2014)

98

은 급격히 퇴화된다. TRT는 정상적인 남성의 회복이라는 의료적 계획이 기입
된 기술이다. 의료전문가들의 기술 설계과정에서 미리 상정된 사용자-노화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줄어든 사람-가 아닌 사람들에게 TRT 주입은 몸의 기능
을 향상시키려는 이기에서 비롯한 오남용에 지나지 않았다. 의사들이 누구를 
환자로 인정하고 약물처방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약물에 대한 윤리적 태도
는 의사세계에 내재된 윤리적 기준이 아닌 식약처와 세계도핑기구 그리고 제
약기업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지식은 호르몬 수치를 
12n/mol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수준에서 경계를 설정한다. 되도록 적은 양을 
처방하는 내분비, 비뇨기과 병원에서 약물의 부작용은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
며, 의사의 지식은 개별적 진료 경험보다는 제약기업과 약리학 저널의 보고서
들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호르몬 사용을 규제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지식
유형은 주로 약학, 생명과학, 독성학 등(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도핑콘트롤센
터)이다.

의사들의 약물에 대한 지식이 비정상적인 남성의 치료에 제한된 반면, 오
히려 강인한 육체를 가진 정상적인 남성들은 향상의 효과에 주목했다. 일부 
개인과 집단은 당면한 신체적 문제-질병이나 질환이 아닌-를 해결하기 위해 
TRT를 활용하고 자신들의 약물에 대한 경험을 체계적인 지식으로 만들고 있
다. 이들의 경험 속에는 의사들이 기피하여 경험하지 못한 약물의 부작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특정 호르몬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활용하고 마치 화학성분
을 조합하듯 약물 복용법을 작성한다. 다음 절에서부터 테스토스테론의 근육
합성(단백동화) 기능을 극대화한 합성 호르몬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통해 
의료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호르몬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새로운 
사용자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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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사용자들인 운동선수들의 호르몬 약물 사용법과 지식: 

몸의 향상을 위해
TRT의 효과는 단지 치료로서 정상성의 회복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사들의 약
물 지식은 다양한 합성호르몬을 주입했을 때 생길 부작용이나 호르몬 불균형 
상태를 기피했고 용법을 설계하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12n/mol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수준에 국한됐다. 약물의 사용은 몸의 변화를 수반한다. 

가장 가시적인 효과는 성기능의 향상이라기보다는 근육양의 증가이다. 테스
토스테론과 같은 남성호르몬은 생식기능과 동화작용을 향상시키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중에서 동화작용을 극대화 시켜 실험실에서 만든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합성 호르몬의 개발은 성호르몬에 대한 생화학적 분
석과 내분비학적 활용의 결과 다. 남성호르몬은 분자구조상 사이클로헥실
(Cyclohexyl, C6H11) 고리 셋에 사이클로펜틸(Cyclopentyl, C5H9) 고리 하나가 붙
은 스테로이드 핵 구조를 가진다. ‘스테로이드(Steroid)는 이러한 분자구조를 
가진 화합물의 총칭으로 부신 호르몬인 무기질코르티코이드와 당질코르티코
이드 그리고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등등을 포함한다.2)

앞서 언급했듯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즉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Anabolic-androgenic steroid, AAS)는 테스토스테론의 기능 중 하나인 근육의 합
성-체내 단백 동화작동-에 특화된 호르몬이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테스토
스테론의 구조를 인공적으로 변형시킨 합성 약물(외생적)이다. 하지만 우리 
2) 각각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인체의 사과정에서 요한 기능  역할을 맡는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흔히 우리가 피부병 연고로 바른 스테로이드 약물로 코티손, 
코티솔, 코르티솔, 코르티솔 스테로이드, 루코코르티코이드 등이 있으며,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각종 염증 질환에 쓰인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체내의 해

질과 수분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한다. 주로 신장에서 작용하며 수분과 나트

륨의 배출을 조정하여 체내의 향상성을 유지시킨다. 그리고 성 호르몬은 남성호르

몬-테스토스테론, 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DHEA), 안드로스테네디온, 안드로스테네

디올, 안드로스테론, 디히드로테스토스테론(DHT) 등등-과 여성호르몬-여성호르몬 

치료제 - 배란조 형 피임약, 에스트라디올-데포(Estradiol-Depot)-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인 난드롤론, 스타노조롤, 옥산드롤론 등은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로서 근육과 골 도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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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호르몬 대사체계는 외부에서 주입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테스테스토
론(내생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의료적으로 테스테스토론과 아나볼릭스테로
이드는 외상, 감염, 큰 수술, 화상 등 단백질 분해(이화)가 촉진되는 증상을 막
고 빠른 회복을 위해 사용된다. 화상 환자나 만성적으로 근육이 소모되고 체
중이 줄어드는 백혈병, AIDS 환자에게 해당 호르몬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근육 생성이라는 주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해당 환자들이 아니었다. 

몸 기능의 극대화를 원하는 일부 스포츠 선수들은 의료전문가들이 호르몬
에 부여한 치료의 역할을 넘어 사용법을 확장시키고 있다. 운동선수들을 대상
으로 한 도핑테스트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검사가 포함된다. 아나볼릭 스
테로이드는 치료를 넘어 체내의 모든 근육을 비대화시켜 심장, 소화기관, 내
장기관과 같은 자율신경계도 비대화한다. 그로인해 심혈관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복용만으로 근육이 비대해
지는 것은 아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합성호르몬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을 통해 원하는 몸의 형태에 도달한다. 일부 스테로이드 옹호론자들은 약
물과 함께 투입된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 한다.

테스토스테론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 남성성의 상징과 가장 
괴리되는 것은 고환 축소이다. 테스토스테론은 인간의 신체 내부에서 아로마
타제(aromatase)라는 효소에 의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된다. 모순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수록 호르몬계는 여성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식기능
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 성기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한다. 이 때문에 아나
볼릭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은 주로 융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HCG,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고환
의 크기를 회복시킨다. 또한 여성형 유방(그림 1> 참고)을 억제하기 위해 여
성들의 유방암 치료제로 처방되는 항 에스트로겐제(Estrogen blocker, Anti- 

estrogen)인 놀바덱스(Nolvadex)를 복용한다. 한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아직 전부 
밝혀지지 않은 호르몬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사용이 두렵다고 밝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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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여성형 유방이 된 보디빌더(좌)와 유방성형수술을 받은 

보디빌더의 가슴(우), 

자료: 네이버 여유증 전문카페 http://cafe.naver.com/apxkf

저희 의사들은 사실은 이 약을 쓸 때 굉장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쓰는 약 중의 하나가 스테로이드 약재.....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모릅
니다. 자기는 먹는 약이 단지 보약, 양제 개념으로 먹는 것이지, 이
게 스테로이드 는지 아녔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순천향대 병원 내분비내과 변동원 교수(KBS, 2013.06.28.)

3) 지식의 위계화: 사용자에서 약물 전문가로 

일부 운동선수들의 스테로이드 사용과 그로 인한 간성적 변형을 호르몬에 대
한 무지의 결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몸을 상징적이며 물질적인 자
본으로 활용하는 운동선수들, 그 중에서도 보디빌더들에게 몸은 자신의 정체
성 표상하는 삶의 목적이며, 일부 보디빌더들에게 ‘적절한’ 약물의 사용은 목
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나아가 이들은 호르몬에 대한 비
전문적 지식 생성한다. 자신의 몸을 실험실로 활용하여 약물의 투여량, 기간, 

다양한 약물의 조합 그리고 휴지기간 등을 개발하고 호르몬의 화학구조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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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을 외워가며 내분비학 전문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호르몬에 접근한다. 운
동선수들은 약물의 향상을 극대화하면서도 정상성의 기준에 머무는 투약 방
법을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활용은 의사들의 사용방법
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근육질의 몸을 갈구하며 스테로이드 투약을 망설이는 
개인들에게 일부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일종의 대안 전문가(alternative 

expertise)로 여겨졌다. 국내 고등학교 보디빌딩 선수들의 스테로이드 사용을 
조사한 권기남과 동료들(권기남 외, 2007)의 글에 등장한 사례와 앞 절에 인용
한 내분비내과 의사의 견해를 비교해보자.

제가 종아리 근육이 한동안 안 올라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때 
감독님이 종아리 근육이 안 커지는 이유가 여성호르몬이 많아서 그
런 거라고 그걸 억제 시키려면 남성호르몬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또 
같이 운동하는 선배들도 약물을 하고 안하고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
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 기간을 조절 잘하면 도핑에 안 걸린다고 이
야기해주니까요.

고등학교 보디빌딩 선수, 19세(권기남 외, 2007: 307)

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은 근육질 몸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몸을 평가하고 성
찰한다. 운동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물질이다. 

스테로이드에 대환 이해의 차이는 그들이 위치한 집단과 문화적 조응에서 비
롯한다. 이들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코치와 제자, 선배와 후배의 관계3). 진학이
나 취업 같은 직업적 맥락 등 다양한 층위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해 다른 식으로 경험하고, 지식의 상태로 만든다
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은 주로 

3) 스테로이드를 매하는 ‘딜러’들은 주로 · 직 보디빌딩 선수와 헬스트 이 들

로 제3국을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반입해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 (카카오톡, 카

카오스토리)를 통해 유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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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조합과 투약 주기에 집중된다. 이른바 “스택(stacks)”이라 부르는 이 투
약 매뉴얼은 중심으로 몸의 변형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부작용과 도핑
을 회피(<그림 2> 참고)하는 약물 사용자들의 대안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때때로 이들은 도핑 테스트를 피하는 경험적 지식을 스택으로 만든다. 

<그림 2> 보디빌딩 대회 전 도핑을 피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스택(stacks), 

출처: http://www.ironmagazine.com/2012/how-to-beat-an-anabolic-steroid-test/

스테로이드의 노하우중 스택법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합
이 있고 또 만들면 되겠지만, 대표적이고 대중적이며 가장 선호하는 
몇 가지를 케어 및 테라피, PCT해법을 빼고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슈퍼컷팅 스택1: 윈스트롤, 프리모볼란 아세테이트, 클렌부테론, 아나
바, 벌크업 스택1: 옥시메토론, 디볼, 난드롤론 스택2: 옥시메토론, 테
스토스테론(서로 다른 두세 가지), 난드롤론, 이퀴포즈......그 밖에도 
역도나 파워리프팅, 단거리 등의 폭발적인 근력 및 체력을 바탕으로 
둔 스택법등이 있습니다. 

다음카페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사람들’ 게시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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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은 선수들의 ‘노하우’로 몇몇 유명 선수마다 각기 다른 스택을 갖고 있
으며 인터넷 보디빌딩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스택을 분석하고 공유한다. 보다 
오랜 약물 경험을 갖고 있는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새로운 사용자들에게 스
택을 추천하거나 해당 스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 커뮤니티4)에서 발췌한 
스택에 관한 글을 살펴보자. 몸의 경험적 지식이 누적됨에 따라 누군가는 전
문적 지위를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이들 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지식적
인 위계관계가 형성된다. 게시 글에서 A는 스테로이드 사용에 회의적인 사용
자이며 B는 보다 복용기간이 긴 사용자로 자신의 스테로이드 지식이 더욱 전
문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스테로이드 사이클 이후 PCT(Post Cycle Therapy)기간이 오고 이후
에는 휴식기와 함께 유지기가 옵니다. 이기간이 두 번째로 중요하
고......외국포럼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대한 논쟁이 제일 많습니다. 이 
기간에 몸을 원상태로 되돌리며, 치료하며, 잘 돌봐야지 더 강력한 
효능효과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유지기 때는 제일먼저 혈액
검사, 심장심전도,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B형간염 등을 체크해줍니
다......제가 경험해 본 스테로이드는 윈스트롤 일명 위니, 디볼 오랄제, 
데카 오랄제 입니다. 케어는 놀바와 클로미드로 케어 하 습니다. 제
가 느낀 몸의 변화는 한 스택(10주)을 중간 정도의 강도로 벌킹(근육
량 증가)스택을 한 결과 2달 동안 순수 8kg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일 
년에 두 번의 스택을 할 경우 1년에 15kg의 근육을 벌킹 할 수 있
다......그냥 간단히 이 정도만 적겠습니다. 누가 스테로이드를 추천한
다? 그 사람은 당신을 죽이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B. 처녀스택 같은데, 윈스트롤, 디볼을 동시에 스택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큰 오류 입니다. 간수치 작살나겠네요. 스택을 들어갈 때 초
보 분들은 무조건 벌킹 스택으로 가셔야합니다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오겠죠. PCT는 놀바, 클로미드로 잘 케어 하셨는데, 
테스토가 들어간 것 같은데 HCG(성장호르몬)를 안 넣었다는 것 자

4) 굿닥 커뮤니티 자유게시 , http://www.gooddak.com/bbs/board.php?bo_table=free_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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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문제입니다......테스토가 들어가면 문페이스(얼굴 붓는 현상)이 
올수도 있습니다......언급한 부작용은 해외 논문에도 없습니다. 데카, 
듀라보린 같은 단백동화제는 확실히 성욕저하, 능력이 떨어지긴 합니
다. 허나 HCG를 제 때 해주고 스택이 끝나면 저절로 돌아옵니다. 정
말 정확하게 자기 몸 진단을 통해 전문 지식을 알고 들어갈 때도 신
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시길.

인터넷커뮤니티 ‘굿닥’ 자유게시판 중

위의 게시 글에 나타난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내
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PCT(Post Cycle Therapy)”란 단어에 주목해 
보자. 이는 스테로이드 스택에서 휴지기 내지 관리기를 의미한다. 스테로이드 
사용자의 몸에 주입된 테스토스테론과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아로마타제에 
의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된다. 때문에 스테로이드 장기복용자의 가슴엔 유
선조직이 발달하고 여성형 유방으로 발전한다. PCT는 이와 같은 신체의 변형
과 호르몬계 평형 붕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5) 장기
간 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은 호르몬 약물에 대한 준 전문적 지식을 획득하고 
신규 사용자들을 교육한다. 이들은 단순한 일탈자가 아닌 약물전문가로 지칭
할 수 있을 것이다. 약물전문가들은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또 다른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이며 헌신적으로 행동한다.

커뮤니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약물전문가의 윤리적 행위는 PCT 스택의 공
유이다. PCT 스택은 강한 몸을 만들면서도 부작용과 도핑을 피하는 개인의 
지적자산이다. 그러나 약물전문가들은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스택을 공유한
다. 물론 은퇴한 유명 선수들의 ‘레시피’ 혹은, 그 레시피를 수정한 ‘버전’일지
라도 이들이 지식자산을 다루는 행위는 이타적이다. 일부 약물 사용자들은 약
5) PCT에 활용되는 약물은 주로 놀바덱스, 클로미드, 아나스트로 등이다. 놀바덱스는 

타목시펜(Tamoxifen) 제제로서 호르몬 수용체에 직  반응하는 약제이며 아나스트

로는 아나스트로졸(Anastrozole) 제제로 아로마타제 효소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두 가지 약물은 모두 유방암 방-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어서 클로미드

는 클로미펜으로 알려진 약물로 여성의 배란유도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 약물

은 성선을 자극하여 스테로이드 사용자의 고환 크기를 회복시키는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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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기전과 같은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약학저널과 약리학 전공 서적들
을 섭렵하고 스스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애송이 사용자들을 훈계하는 도덕성
을 보여주기도 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약물 스캔들의 주역이었던 호세 칸세코
(Jose Canseo, 2005)는 자신의 책 Juiced: Wild Times, Rampant 'Roids, Smash Hits, and 

How Baseball Got Big의 서문에서 호르몬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약
학 전공서를 읽었고 심지어 연구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는 이질적인 전
문가의 입장에서 호르몬 약물과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에퀴포즈, 윈스트롤, 데카와 같은 약물들도 사용법만 올바르면 1년 
내내 복용 가능하다. 하지만 안드롤을 비롯한 강도가 높은 테스토스
테론 계열의 약물들은 철저한 관리 아래 신중하게 복용해야 한다. 
‘프로 야구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는 말은 사실 스테로이드
와 남성 호르몬제의 혼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
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사용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
다(Jose Canseo, 2005: 11).

칸세코는 이 책에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대중화시키고 수백만 시민들의 건
강 증진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다. 약물전문가들은 의료
전문가들과 달리 약물의 향상 능력을 정당화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실천하고 있다.

4. 약물사용자들의 상황에 따라 층화된 시장의 형성:

디자이너 호르몬과 프로호르몬

이제까지 살펴본 약물전문가들과 사용자들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합성호르
몬 약물을 조합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점
차 운동선수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호르몬 약물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들은 약물전문가들을 통해 복용 지식을 습득하고 구매처를 검색한다. 극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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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병원과 약국과 연결된 약물전문가들을 제외한다면, 음성적 약물 시장은 
국경을 넘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약물관리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제 3세계
의 제약기업들-중국, 동아시아, 그리고 과거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과 연결된
다. 약물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호르몬치료제로서 약물과 제 3세계에
서 제조된 약물의 성능과 부작용을 구분하고 보다 안전한 약물 구매를 조언
한다. 물론 안전한 약물은 비싸다. 약물전문가와 초보사용자는 어떤 약물이 
안전한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등의 지식에서 비대칭적이다. 때문에 
다수의 약물 ‘딜러’들은 약물전문가인 경우가 흔하다. 국내에서 약물의 유통은 

수 이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거나, 트레이너와 
회원 간의 관계처럼 지인들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식품의약품안전
처, 2014.2.25).

이와 같은 약물 시장은 표면적으로 단순한 약물 소비에 지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약물 생산과정을 살펴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배리 본
즈나 호세 칸세코 같은 미국의 유명프로선수들은 약물전문가의 입장에서 새
로운 약물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한다. 그들에게 고용된 약학 전공자와 생화학
자들은 소규모 실험실에서 도핑을 회피하면서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효과는 
유지하도록 분자구조를 변형시킨다. 바로 이들이 ‘디자이너(designer)’다. 약물 
디자이너들은 특정 선수에게 적합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캡슐이나 태블릿, 

혹은 주사 형태로 공급한다. 디자이너들은 약물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운동
과 몸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 미국의 유명 호르몬 약물 디자이너 중 한 명
인 빌 로버츠(Bill Roberts)는 약학전문대학원에서 약물 디자인(Drug Design)을 
배운 뒤 스테로이드 약물 디자인에 몸담게 되었다고 밝힌다(T-nation.com, 

2000.4.28.).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용자들은 의사와 연
결되지 않고 보다 개인화된 약물을 구매하게 된다.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스테로이드 약물을 혼합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대체호르몬을 개발하기도 한다. 아마추어 보디빌더이자 약물사용자 던 패트
릭 아놀드(patrick anorld)는 여성의 자궁내막증 치료에 활용되던 황체호르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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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게스트리논(Gestrinone)제의 분자구조를 변경하여 새로운 합성물질
인 테트라하이드로게스트리논(Tetrahydrogestrinone, THG)을 만든다(<그림 3> 

참고). THG는 스테로이드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면서 기존의 도핑으로
는 검출되지 않는 물질이었다. 이 물질은 BALCO6)라는 양 보조제 회사가 
상업화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유통했다. 선수들은 
기존의 약물사용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을 지불했다. 호르몬 약물 
시장은 기존의 약물을 음성적으로 구매하는 사용자들과 새로운 합성물질을 
개발에 투자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용자들로 층화된 것이다.

<그림 3> 아놀드는 게스트리논을 니켈촉매를 통해 수소화하여 

테트라하이드로게스트리논으로 만들었다. 

출처: Nishino, Tsuyuki, et al (2008)

최근 일부 디자이너들은 스스로 양보조제 벤처기업을 차리거나 거대 
양보조제 기업과 계약하여 새로운 합성호르몬들을 상품화하고 있다. 그 대표
적인 사례가 프로호르몬(prohormone)7)이다. 한국에서 프로호르몬은 ‘프로몬’으
6)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미국 육상 표  선발 에서 실시된 도핑테스트에 2000년 

올림픽 육상 5 왕 메리언 존스를 포함한 선수들이 발된다. 이들이 복용한 약물

이 THG 고, 제작 매한 회사가 BALCO(The Bay Area Laboratory Co-operative)
다. 당시, 부시 정부는 스포츠 윤리를 문제 삼아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BALCO

의 사장 빅터 콘티(Victor Conte)가 소환 다. 이후 BALCO의 고객이었던 운동선

수 40명이 소환 다. 그 에는 메이 리그의 수퍼스타 배리 본즈와 게리 쉐필드, 
제이슨 지암비가 포함 다. 이 사건으로 BALCO의 사장과 디자이 던 패트릭 

아놀드가 구속 다. 이들은 형 집행이 끝난 재 서로 다른 양 보충제 회사를 

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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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칭되며 인터넷 보충제 쇼핑몰에서 건강보조식품과 함께 판매되고 있다. 

프로호르몬 상품들은 이제 막 호르몬 약물에 관심을 갖게 된 초보 사용자들
과 도핑을 걱정할 필요 없이 신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사용자들에게 소비되
고 있다. 하지만 이런 초보 사용자들은 잠재적인 호르몬 약물의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프로호르몬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테스토스테론보다 단백
동화효과가 떨어지면서도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선배 약물사용자들은 프로호르몬을 사용하겠다는 초보 약물
사용자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차라리 기존의 호르몬 약물을 사용할 것을 권한
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디빌딩매니아”의 ‘ 양/보충제 Q&A’ 게시판의 질문
에 달린 댓글은 다음과 같다.

답답함에 몇 자 끄적거립니다. 프로호르몬 한 두 번 복용으로 PCT나 
케어자체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 보다는 낫지만 효과 
상당히 미비한수준입니다. 전문빌더가 아니라면 절대 추천하지는 않
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스테로이드 xx, 서xx논 조합 
등 2사이클까지는 케어 없이 무난하답니다. 이 역시 전문빌더가 아니
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커뮤니티 ‘보디빌딩매니’ 양/보충제 Q&A 게시판 중

대다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약물전문가로서 사용자들은 약물 없이 자연
수준에서 한계치까지 근육량을 상승시킨 뒤,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약물을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보디빌더나 전문 운동선수의 정체성 없이 약물의 
부작용을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들은 윤리적이며, 합리적인 약
물 소비행위는 기존의 상업화된 프로호르몬을 폄하하고 전문의약품인 호르몬 
약물들에 가치를 부여한다. 하지만 디자이너 스테로이드를 구매하는 부유한 
선수들과 달리, 기존의 불법적-비공식적-인 약물 시장에서 호르몬 약물의 유
7) 다른 물질의 근원이 되는 물질을 구체(Precursor)라고 하며, 이와 동일하게 하나

의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으로 환되기 의 상태를 로호르몬이라 한다. 안드로

겐과 같은 로호르몬들은 테스토스테론의 구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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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구조는 개인적 인간관계와 커뮤니티 내부에서 약물에 대한 지식적 신뢰관
계 속에서 형성된다.

5. 소결: 생의료화의 비공식적인 현상들

호르몬 약물 불법시장은 약물 사용자들의 단순한 충동 또는 일탈 때문에 생
성된 것이 아니다. 약물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약
물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한다. 사용자들이 약물을 사용할 만한 지식
적, 신체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약물은 단지 위험한 화학물질에 지나
지 않는다. 약물 사용자들은 상품으로서 약물을 소비하는 동시에 약물의 성능
과 효과를 몸으로 시험하는 잉여 노동(surplus labor)을 실천하고 있다. 호르몬 
약물의 시장은 쿠퍼(Cooper, 2008)와 라잔(2012)이 제시한 투기적(speculative)이
며 금융화 된 생명경제 현상8)과는 구별된다. 디자이너 스테로이드는 불법 제
약으로 분류되고 특허권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약물 사용자들은 기존 시장
에서 판매되는 프로호르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불법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시장과는 다른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어떤 시장의 소비자보다도 
현명해야 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사명감이 높은 이들 일 것이다.

생의료과학기술과 주체 형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생물학적 시민
권과 같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당국에 요구하는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
어 있다. 이번 글에서 살펴 본 약물사용자의 사례는 비공식적인 의료과학기술
과 행위자들의 연결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의 적용 역을 확장하고자 했다. 약
8) 이들이 상정한 생명자본은 실질 인 사용가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노바스의 

표 로 희망 인 미래에 한 투자  가치를 의미한다(Birch and Tyfield, 2013). 
지구  자본주의에서 생명자본은 특정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형태로 묘사되며 

잉여가치는 군가-주로 제 3세계-에게서 기증된 신체조직, 세포, 호르몬과 임상시

험을 통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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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육체
적 개인(somatic individual)으로서 약물에 대해 알면 알수록 보다 적절하게 사
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약물 사용이 공
공의 가치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기존의 제도적 연결망에 자
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약물사용자로서 정체성은 
폐쇄적이고 음성적인 시장과 지식 공유 장소-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드러날 
뿐이다. 이들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연결이 아닌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연결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이다. 불법 약물시장과 같은 생의료화
의 비공식적인 현상들은 상이한 행위자들과 그들의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 없
이 포착하기 힘들다. 따라서 일종의 하위문화집단을 형성한 약물사용자들에
게 직접 접촉하여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그들의 가치체계 형성에 향을 준 문화적, 정치경제적 맥락들을 분석
하는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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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ing of Hormone drug Knowledge and drug market:  

Athletes use and consumption of synthetic hormones

Han, Gwnag hee and Kim, Byung soo

This article focuses on synthetic hormone consumption that illegal act 
of heterogeneous forms of pharmaceuticalization. Athletes are not 
unfamiliar with the use of synthetic hormones that contain anabolic 
steroids. Synthetic hormones are used to increase muscle mass and 
strength. This drug use practice cannot simply be viewed as illegal. 
Athletes accumulate knowledge on these hormones that conflicts with 
the knowledge proffered by physicians and they consume drugs 
responsibly. Physicians’ knowledge of these hormones is limited to 
their use in the treatment of abnormalities. Athletes, however, are 
expanding the role of these hormones to include their potential for 
enhancement. Thereby, a new value is assigned to synthetic hormones, 
and an informal market is formed.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s of 
biopolitics and biomedicalization have mainly focused on the formal 
connection between biomedical science and the institutional network. 
This article, therefore, analyzes the informal and the various aspects 
of biomedicalization.

Key terms

Pharmaceuticalization, optimization, biomedicalization, synthetic hormone, 
bio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