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물질 및 방법

(performance-enhancing substances and methods)을 사

용하는 행위, 즉 도핑 (doping)은 스포츠 현장에서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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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엘리트핸드볼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도핑에 대한
정보및반도핑교육경험이도핑에대한태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하고자하였다. 핸드볼선수 358명 (청소년

선수 193명, 성인 선수 165명)을 대상으로자가기입 설문지를 통해 나이, 성별, 운동경력등의인구통계학적특성과 도핑에

대한정보습득여부및반도핑교육경험여부를조사하였고, 이와함께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

설문지를사용하여도핑에대한태도를조사하였으며, 수집된자료는단계적다중회귀분석을통해인구통계학적특성, 도핑

에대한정보및반도핑교육경험이도핑에대한태도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인선수가청소년선수보다

도핑에대해더관대한태도를보였고, 청소년선수는성별과나이가도핑에대한태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으

며, 성인 선수는 성별이 도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핸드볼 종목의 선수를 위한

반도핑 전략 마련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핸드볼, 도핑, 태도, 성별, 나이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quantify the attitude toward doping among handball players an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layers’ demographic information, knowledge of doping, education of anti-doping on the attitudes 
toward doping. 385 elite handball players (193 adolescent players, 165 adult player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filled in the questionnaire about demographic information, knowledge of doping, education of anti-doping and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dult players were more generous about doping than adolescents, and, adolescent players’ attitudes 
toward doping were influenced by their gender and age. In adults, attitudes toward doping were related with only 
the gender. These results would be useful information to develop the effective anti-doping strategy for handball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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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나타난현상은아니다[1]. 2004년 이후세계반도핑기

구 (World Anti-Doping Agency, WADA)에서는 매년

도핑에 대한 범위 등을 재설정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규약을개정하고있으며반도핑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

으나[2], 도핑 규정위반은 매년 약 2%정도 꾸준히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 이러한 도핑은 엘리트 선수

와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선수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4].

과거에는 정기적인 도핑 검사 (doping control) 및 양

성반응 (positive test)에 대한처벌, 즉검출을통한억제

적 접근 (detection and deterrence approach)을 통해 도

핑을규제하기위해노력하였고[4], 최근 십수년전부터

는 반도핑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가 마련

되고있다[5]. 그러나운동수행능력향상을위한물질및

방법이지속적으로발달되고있는현실에서도핑검사의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

라[6], 이러한접근만으로는도핑을효과적으로규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최근운동선수들이도핑을행하는행위(doping behavior)

는스포츠종목의특성과사회인구학적(socio-demographic)

요소, 문화적 요소 및 교육적 요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고[7], 이러한관련요인들을광

범위하게조사하여체계적인반도핑전략에이를반영해

야한다고제기되었으며[8-10], 이러한전략은스포츠사

회 전체에 반도핑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처벌

(penalization) 보다 더 효과적으로 도핑을 예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11,12].

개인이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해 좋거나 나쁘거나 또

는 기쁘거나 기쁘지 않거나, 피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등

과 같은 판단, 즉 어떤 행위에 대한 태도 (attitude)는 이

행위를 행동 (behavior)으로 옮기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도핑에 대한 태도 역시 도핑을

행하는행동을예측할수있는중요한인자인것으로제

기되었고, 이러한 태도는 도핑을 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언급되었다[14].

핸드볼 (handball)은격렬한접촉이있는올림픽종목

중 하나로써, 러닝, 점프, 스프린트, 던지기, 브로킹

(blocking) 및 푸싱 (pushing) 등의 능력이 강조되는데

[15], 이러한 이유로 핸드볼 선수들에게는 유산소적인

(aerobic) 능력뿐만 아니라 무산소적인 (anaerobic) 능력

이 동시에 요구된다[16]. 럭비 등과 같이 격렬한 접촉이

있는 팀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

선행연구에서는총연구대상자의 55% 이상이도핑을행

동으로옮길수있는위험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보고

하였으나[10], 국제대회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

상으로 시행한 국내 한 선행연구에서는 팀 스포츠 종목

의선수들이유도등과같은스피드또는파워를요구하

는종목보다도핑에대해더엄격한태도를보이는것으

로확인되었다[17]. 그러나국내의선행연구에서는팀스

포츠 종목에 핸드볼 종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현재운동선수들을대상으로도핑을

행하는 행위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도핑

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엘리트 핸드볼 선수들을 대상으

로 도핑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성별, 나이, 경력 등과

같은인구통계학적특성, 도핑에대한정보및반도핑교

육 경험이 도핑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함으로써, 반도핑 전략 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연구는 2016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개최된전국

체육대회에 참가한 엘리트 핸드볼 선수들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

로참여하는데에동의한선수들을대상으로시행되었고,

만 18세 이하의청소년선수의경우보호자의동의를얻

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든 정보는 훈련된 조사자의

감독에 의해 자가기입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고, 응

답자의신분이유추되지않도록철저하게익명성을유지

하였다. 또한조사자의감독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사

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을

최소화할수있도록모든연구자가정보수집과정을관리

감독하였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는횡단적 단면 설계 (cross-sectional design)

를 통해엘리트핸드볼선수들의도핑에대한태도를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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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인구통계학적특성과의연관성을확인하였다. 연

구대상선수들의연령, 성별, 경력등의인구통계학적자

료와함께도핑에대한정보습득여부와반도핑교육경

험유무를확인하였고, 이후한국어로변역된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를 사용하여 연구대

상자의 도핑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PEAS는 운동선수들의 도핑에 대한 태도를 정량적으

로 측정하기 위해 Petróczi[18]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Kim & Kim[19]에 의해 한국어로 변역된

PEAS를 사용하였다. PEAS는 총 1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에 대해 6점 리커트 척도 (six-point

Likert-type scale)를 사용하여 ‘매우 동의하지 않음 (1)’

에서 ‘매우 동의함 (6)’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핑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

으로 해석된다[17].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PEAS의

Cronbach α 값이 0.8 이상으로나타나높은내적일치도

를 보인다고 언급하였고[17,20,21], 본 연구에서도

Cronbach α 값이 0.905로 확인되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version 21.0

for Window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변인의특성에따라빈도분석및평균

과표준편차를산출하였고, PEAS의내적일치도를확인

하기 위해 Cronbach α 값을 계산하였다. 청소년 선수와

성인선수의 PEAS점수를비교하기위해독립표본 t-검

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고, 나이, 성별, 운동

경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핑에 대한 정보 습득

여부 및 반도핑 교육 경험이 PEAS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

(categorical variables)는 더미 (dummy) 변수로 변환하

여사용하였고, 모든통계적유의수준은 α =.05로 설정하

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총 358명의엘리트핸드볼선수가설문조사에동의하

였고, 이 중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선수는 193명이었고,

성인선수는 165명이었다. 청소년선수와성인선수의인

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Variables
Adolescent
(n=193)

Adult
(n=165)

Gender
Male 106 (54.9%) 74 (44.8%)
Female 87 (45.1%) 91 (55.2%)

Age (yr.) 15.55±1.72 23.46±4.49
Careers (yr.) 4.58±2.38 12.41±4.80

Position

Left wing 35 (18.1%) 27 (16.4%)
Left back 25 (13.0%) 23 (13.9%)
Center back 23 (11.9%) 24 (14.5%)
Right back 21 (10.9%) 19 (11.5%)
Right wing 28 (14.5%) 20 (12.1%)
pivot 37 (19.2%) 26 (15.8%)

goalkeeper 24 (12.4%) 26 (15.8%)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information

3.2 연구대상자의 PEAS 점수와 도핑에 대한 정보 
습득 및 반도핑 교육 경험
다음 Table 2는 청소년선수와성인선수의 PEAS 점

수와도핑에대한정보습득및반도핑교육경험에대해

분석한결과이다. 성인선수의 PEAS점수가 35.12±13.27

점으로 청소년 선수 (28.88±10.7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t=-4.901, p=.001). ‘핸드볼

종목의금지약물및금지된방법에대한정보를제공받

은적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청소년선수는 6명

(3.1%)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성인 선수는 42명

(25.5%)가 그렇다고응답하였다. ‘반도핑교육을받은경

험이있는가?’에대한질문에청소년선수는 17명 (8.8%)

이 그렇다고응답하였고, 성인선수는 7명 (4.2%)가 그렇

다고 응답하였다.

3.3 청소년 선수의 PEA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다음 Table 3은 청소년 선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핑에 대한 정보 및 반도핑 교육 경험이 PEAS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청소년 선수의 경우 여자 선수의

PEAS점수가남자선수보다약 0.25배높은것으로나타

났고 (t=3.513, p=.001), 나이가증가할수록 PEAS 점수는

약 0.25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3.424,

p=.001), 이 회귀모형은 PEAS 점수에 대해 약 9%의 설

명력을가지는것으로확인되었다 (F[2,190]=9.31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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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dolescent
(n=193)

Adult
(n=165)

t (p)

PEAS
28.88
±10.78

35.12
±13.27

-4.901
(.001)

Knowledge of
doping

Yes
6

(3.1%)
42

(25.5%)

No
187
(96.9%)

123
(74.5%)

Education of
anti-doping

Yes
17
(8.8%)

7
(4.2%)

No
176
(91.2%)

158
(95.8%)

PEAS: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Table 2. Participants' PEAS, knowledge of doping 
and education of anti-doping 

3.4 성인 선수의 PEA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다음 Table 4는 성인선수의인구통계학적특성과 도

핑에대한정보및반도핑교육경험이 PEAS점수에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한결과이다. 성인 선수의경우여자선수의 PEAS 점

수가 남자 선수보다 약 0.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t=4.582, p=.001), 이 회귀모형은 PEAS 점수에 대해 약

1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1,163]=

20.993,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엘리트 핸드볼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

핑에대한태도를조사하고인구통계학적특성과도핑에

대한정보및반도핑교육경험이도핑에대한태도에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193명의 청소년 선수

와 165명의성인선수가설문조사에참여하였고, 성인선

수가청소년선수보다도핑에대해더관대한태도를보

였다. 청소년 선수는 성별과 나이가 도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인 선수는 성별이

도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핑에 대한 정보 습득 유무를 확인하

기위한질문에청소년핸드볼선수의 3.1%와성인핸드

볼선수의 25.5%가정보를제공받은적이있다고응답하

였고, 반도핑 교육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는 청소

B SE β t (p) R2
Adjusted
R2

F (p) df

Dependent variable
: PEAS

0.089 0.080
9.313
(.001)

2, 190

Independent variable

Constant 2.257 7.328
0.308
(.758)

Gender 5.500 1.566 0.254
3.513
(.001)

Age 1.553 0.453 0.248
3.424
(.001)

PEAS: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Table 3.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in adolescent players

B SE β t (p) R2
Adjusted
R2

F (p) df

Dependent variable
: PEAS

0.114 0.109
20.993
(.001)

1, 163

Independent variable

Constant 30.162 1.475
20.696
(.001)

Gender 8.992 1.962 0.338
4.582
(.001)

PEAS: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Table 4. The result of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in adult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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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선수의 8.8%와성인선수의 4.2%만이교육을받은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국가대

표선수들을대상으로실시한김태규, 김은국의연구[22]

와 성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은국, 김

태규의 연구[17]에서 본인종목 스포츠에서 금지된 약물

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 (각각 42.3%와 60.0%)

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고, 도핑에 대한 정보 또한

전문적인 반도핑 교육을 통해 얻어진 정보가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국제적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국내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게도 대한체육회 및 한국도

핑방지위원회 (Korea Anti-doping Agency, KADA)와

같은기관에서시행하는전문적인반도핑교육이의무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선행연구에서는스포츠사회에서금지된약물에

대한 태도가 도핑의 행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고 일관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21,23,24]. 금지된 약물에

대한태도를확인하기위해다양한설문지가사용되었는

데, Barkoukis et al.[25,26]은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약물에대해좋음/나쁨, 유용함/불필요함, 유익함/해로움

등을 선택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Bloodworth et

al.[27]은 2005년 영국에서 개발된 Drug-Free Sport

survey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나 이

러한 설문지들은 도핑에 대한 태도를 수치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문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

(theoretical framework) 또한제공하지못한다고설명하

였다[28]. Gucciardi et al.[29]은 Petroczi[18]이 생애주기

모델 (life-cycle model)을 기반으로개발한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를 사용하여 도핑

에 대한 태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었으며 Nicholls et

al.[28]은 이러한 PEAS가 엘리트 선수들에게 좋은 적합

도 (good fit)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탈리아 엘리트

성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30]에서는 PEAS

점수가 32.3점으로본연구의성인선수점수 (35.12점)보

다낮게나타나, 이탈리아선수가국내선수들보다도핑

에 더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을대상으로 PEAS를사용하여도핑에대한태도를확인

한 연구[19]에서는 팀 스포츠 종목의 성인 선수에 대한

PEAS 점수는 38.30점 그리고 청소년 선수는 35.08점으

로, 본 연구에서의 성인 선수 (35.12점)와 청소년 선수

(28.88점)의 PEAS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금지약물에대

해더관대한성향을보였다. 또한대한민국국가대표청

소년선수와성인선수모두성별에따른 PEAS점수차

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19],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모

두성별이 PEAS점수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

다. 이러한결과의차이를통해, 경기력수준에따라도핑

에대한태도에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도핑에대한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도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력 수준

에따라도핑에대한태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확

인하고 이에 따른 경기력 수준별 반도핑 전략을 마련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성별, 스

포츠종목, 나이등과같은다양한요인이복합적으로작

용하여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30,31]. 그러나이러

한요인들이모든대상자의도핑에대한태도에같은영

향을미치는것은아니라고보고되었다[7]. 즉, 국제적수

준의세일링요트선수의경우도핑에대해엄격한태도

를 보인 반면[32], 국제적 수준의 탁구 선수의 경우에는

도핑에대해관대한태도를보인것으로확인되었다[33].

또한럭비와같은팀스포츠종목선수의경우운동경력

이 적고 보충제 (dietary supplement) 복용이 많을수록

도핑행위에대한잠재적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하

였다[10]. 코소보 (Kosovo)의팀스포츠국가대표선수의

경우남자선수가여자선수보다도핑행위를할가능성이

더높게나타났으며, 스포츠영양 (nutrition)에 대한정보

가많을수록도핑행위를할가능성은낮게나타난것으

로보고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청소년선수의경우여

자 선수가 남자 선수보다,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도

핑에대해더관대한태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반면,

성인 선수의 경우 성별만이 도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두집단모두도핑에대한정

보습득또는반도핑교육경험유무는도핑에대한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우

올림픽에참여한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를대상으로시

행한 연구[34] 에서도 도핑에 대한 지식 및 반도핑 교육

경험은 도핑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수에 대한 걱정 (concern over

mistakes)이 도핑에 대한 태도에 약하지만 유의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핑에 대

한정보제공및반도핑교육과함께도핑에대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반도

핑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고, 이를위해서는도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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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영향을미칠수있는선수주변환경, 믿음등과같

은 사회과학적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35]에 따르면, 2015년 경기기간

중 검사가 2,309건, 경기기간 외 검사가 1,473건으로 총

3,782건의 검사가 시행되었고 이 중 35건이 도핑방지 규

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핸드볼 종목에서도 1

건의 위반사례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팀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스피드 (speed) 및파워 (power)를 요구하는다

른스포츠종목보다도핑에대해엄격한성향을가진것

으로보고되었지만[22], 팀스포츠종목에서도이러한위

반사례가발생함에따라팀스포츠선수또한도핑에대

한 태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7]. 따라서 본 연구는 엘리트 핸드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선수와 성인 선수를 구분하여 도핑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

를시행하였다. 그러나자아지향적인 (ego-oriented) 성

향또는과업지향적인 (task-oriented) 성향과같은개인

적인 요소와 동기 분위기 (motivational climate)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 또한 도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22,36,37], 이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도핑에대한태도와의연관성을확인한다면팀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을 위한 효율적인 반도핑 전략 마

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국내 엘리트 핸드볼 선수의 도핑에 대한

태도를조사하고인구통계학적특성과도핑에대한정보

및반도핑교육경험이도핑에대한태도에미치는영향

을확인한결과, 성인선수가청소년선수보다도핑에대

해더관대한태도를보였고, 청소년선수는성별과나이

가 도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성인선수는성별이도핑에대한태도에영향을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핸드볼 종목의

선수를위한반도핑전략마련에유용한정보가될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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