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필

도핑 (doping)은 소변, 액과 같이 운동선수가 제공

하는 샘 (sample)에서 지약물 (prohibited substances),

사산물 (metabolites) 는 이와 련된 표식

(markers)이 검출되는 것을 포함하여 반도핑 규칙 반

(anti-doping rule violation)이 발생하는 것으로 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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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한 태도 척도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

에 해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구조 (factor structure)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엘리

트 선수들에게 합한 한국형 PEAS를 제공하고자 하 다. 355명의 핸드볼 선수를 상으로 17문항의 PEAS를 자기기입식

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 고, 17문항과 11문항, 9문항, 8문항 6문항에 해 각각 확인 요인분석을 시행하 다.

그 결과, 6문항의 PEAS가 한국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청소년 선수에 비해 성인 선수에게

더 좋은 합도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선수의 도핑에 한 태도는 6문항의 PEAS를 사용하여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하고, 청소년 선수의 도핑에 한 태도를 확인하기 해서는 합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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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various factors structure of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 by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to provide a suitable questionnaire for elite athletes to measure 

attitudes toward doping. Three hundred and fifty-five handball play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filled out 

a self-administrated 17-items PEAS. And 17-items, 11-items, 9-items, 8-items and 6-items PEAS were examined by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pectively. 6-items PEAS was suitable to measure attitudes toward doping for 

adult athletes, and PEAS for adolscent should be developed by being consisted of suitable questions for adolscent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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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지약물은 부분 운동수행능력을향상시키는 약

물 (performance enhancing drugs, PEDs)인 것으로 간

주되는데[2], 이러한 PEDs의 사용은 페어 이 (fair

play) 정신을 약화시키는 등 스포츠 자체를 할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신체 ·정신 건강에도 한

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따라서 세계 반도핑

기구 (world anti-doping agency)는 매년 반도핑 표 에

한 최신 규약을 제정하여 공표함으로써 도핑 방지를

한 국제 인 노력과 함께 이와 련된 다양한 로그

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4,5].

최근 운동선수들이 도핑을 행하는 이유에 한 이해

를 높이기 해 도핑 의도 (intention) 행 (behavior)

에 향을 미치는 심리사회학 인 요소 (psychosocial

factor)를 확인하는 연구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1,6].

Petroczi & Aidman[7]은 도핑 행 를 효과 으로 재하

기 해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한 생애 주기 모형

(life-cycle model)을제안하 는데, 이모형은도핑행 가

어떤 근본 인 심리학 과정 (psychological processes)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동수행능력 향상과 련된 의도

(intentional)이고 자기통제 (self- regulated)이며

목표지향 (goal-directed) 행 라고 설명하고 있다[7,

8]. 즉, 운동수행능력향상을 해 선택을 하고 목표를 설

정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고 이에 한 피드백 (feedback)

을 받아 목표를 평가하고 이를 수정하여 반복하거나 포

기를 결정하는 등 여섯 단계를 통해 도핑 행 를 결정하

게 되는데[9,10], 각각의 단계에서 향을 미치는 요소

(factor)의 조합을 통해 도핑 행 (behavior)에 한 선

수들의 신념 (belief) 성향 (disposition)을 의미하는 도

핑에 한 태도 (attitude)가 형성된다[7].

Ntoumanis et al.[6]은 도핑에 한 태도 (attitude)가

도핑 행 (behavior)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측인자라

고 언 하 고, Petroczi & Aidman[7]는 지 약물을 사

용한선수가그 지않은 선수에 비해 도핑에 해더

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 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도핑과 련된 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설문지를 통

해 엘리트 운동 선수들의 도핑에 한 태도를 확인하

고, 성인 선수뿐만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형성되고 기술

규범 (descriptive norm)에 더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

선수를 상으로 시행되고 있다[1].

운동수행능력 향상에 한태도 척도, 즉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는 운동선수들의

도핑에 한 태도를 정량 (quantitative)으로 측정하기

해 2002년 Petroczi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로[11], 2009

년 Petroczi & Aidman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통해 97문항 합하지 않은 80

개의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17개의 문항으로 이 진

PEAS를 완성하 다[12]. 이 설문지는 도핑 행동 모형

(doping behavioural model)을 검사하거나 사회 바람

직성 (social desirability) 효과 도핑에 한 암묵

(implicit) 는 명시 (explicit) 태도 확인 는 도핑과

련된 허 합의 효과 (false consensus effect)를 검사하

는 등 다양한 목 으로 국외 연구에서 지속 으로 사용

되고 있다[5,13-17].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인구통계학

특성, 도핑 련 정보 심리사회학 인 요인

(psychosocial factor)와 도핑에 한 태도의 연 성을 확

인하기 해 한국어로 번역된 PEAS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4,9,18-21].

1.2 연  목

재 PEAS의 신뢰도 (reliability)와 합도 (goodness

of fit)에 해 논란이 많아, 많은 연구자들은 PEAS를 다

양하게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1,12]. 엘리트 운동선수,

감독 코치, 비운동선수 등을 상으로 시행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PEAS의 내 일치도 (internal consistency)

는 .71-.91로 비교 양호한 수 을 보 고[12], 운동선수

를 상으로 시행한 Zucchetti et al.[10]의 연구에서도

PEAS의 Cronbach's alpha 값이 .80으로 확인되었다.

한 국내 엘리트 선수들을 상으로 시행한 다양한 연구

에서도 .66-.91의 Cronbach's alpha 값을 보 다

[4,9,18-21]. 그러나, 11문항과 6문항의 PEAS를 사용한

Gucciardi et al.[16]의 연구에서는 11문항의 PEAS보다 6

문항의 PEAS가 더 합하다고 언 하 고, 8문항의

PEAS를 사용한 Vargo et al.[17]의연구에서는 17문항의

PEAS보다 8문항의 PEAS가 더 합하다고 주장하는 등

설문지의 합도에 해서는 여 히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사용하여 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PEAS에 한 요인구조 (factor structure)

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엘리트 선수들에게 합한 한국

형 PEAS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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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방법 

2.1 연 대상 

본 연구는 한핸드볼 회에 등록된 선수로 본 연구

의 목 과 차에 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자발 으

로 참여한 355명 (범 : 13세-42세, 평균±표 편차:

19.20±5.14세)의 선수에 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 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선수 189명에 해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자료분석을 하 다. 모든 자료는 훈련된

조사자의 감독하에 자가기입식 설문으로 수집되었고 응

답자의 신분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름 등 개인정보에

해서는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철 하게 유지하 다.

No. Items

1 Doping is necessary to be competitive.

2 Doping is not cheating since everyone does it

3
Athletes often lose time due to injuries and drugs can help to
make up the lost time.

4
Only the quality of performance should matter, not the way
athletes achieve it.

5 Athletes are pressured to take performance- enhancing drugs.

6
Athletes who take recreational drugs, use them because they
help them in sport situations.

7
Athletes should not feel guilty about breaking the rules and
taking performance-enhancing drugs.

8 The risks related to doping are exaggerated.

9 Athletes have no alternative career choices, but sport.

10
Recreational drugs give the motivation to train and compete at
the highest level.

11 Doping is an unavoidable part of the competitive sport.

12 Recreational drugs help to overcome boredom during training.

13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drugs, fiberglass poles, and
speedy swimsuits that are all used to enhance performance.

14 Media should talk less about doping.

15 The media blows the doping issue out of proportion.

16
Health problems related to rigorous training and injuries are just
as bad as from doping.

17
Legalizing performance enhancements would be beneficial for
sports.

PEAS: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Table 1. Items of PEAS[12]

2.2 사

Kim & Kim (4)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17문항의 운

동수행능력 향상에 한 태도 척도, 즉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를 사용하 다

(Table 1 참고). PEAS의 모든 문항은 6 리커트 척도

(6 point Likert-type scale)를 사용하여 립 인 응답

(neutral response)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고, 모든 항목에

해 ‘매우동의하지않음 (1)’에서 ‘매우 동의함 (6)’과 같

이 같은 방향으로 수화하도록 되어 있다. 최 17 에

서 최고 102 까지 수화될 수 있고 이론 으로는 59.5

이 평균 수라고 할 수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도핑

에 한 태도가 하다고 해석된다[12].

2.3 료분

17문항의 PEAS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11문항[16]과

9문항[19], 8문항[17] 6문항[15,16]의 PEAS (Table 2

참고)에 한 요인구조 (factor structure)를 확인하기

해 AMOS 20.0 (2011 Amos Development Corporation)

를 사용하여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 고, 이후, 성인 선수와 청소년 선수

를 분류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반복하여 실시하 다.

모형의 합도는 카이제곱/자유도 (χ2/df),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Tucker 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확인하 다. 즉, χ2/df은 3 이하일 경우 수용할

수 있는것으로 해석하 고, RMSEA은 .05 이하와 .08 이

하 경우는 각각 좋은 합도와 괜찮은 합도를 보인다

고 해석하 으며[22], TLI와 CFI는 모두 .09이상일 경우

좋은 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 다[23,24].

Types of PEAS Items No.

11-items [16] 1, 2, 3, 6, 7, 8, 9, 10, 11, 13, 17

9-items [19] 2, 4, 5, 6, 7, 8, 11, 15, 16

8-items [17] 1, 2, 4, 7, 8, 11, 13, 17

6-items [15] 1, 4, 5, 7, 11, 17

6-items [16] 1, 3, 8, 11, 13, 17

PEAS: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Table 2. Various types of PEAS

3. 연 결과 

17문항과 11문항, 9문항, 8문항 6문항의 PEAS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Gucciardi et

al.[16]의 연구에서 사용한 6문항 PEAS에 한 χ2/df가

2.89로엘리트 선수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것으로 확인되

었고 CFI와 TLI는 각각 .98과 .97로 좋은 합도를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RMSEA는 .07로 괜찮은 합도

를 보 다 (Table 3 참고). 특히, 이 6문항 PEAS는 청소

년 선수에게도 좋은 합도를 보이나 (CFI=.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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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92), χ2/df이 3.48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성인 선수에게 더 좋은 합도를 보 다 (χ
2/df=1.57, CFI=.98, TLI=.97, RMSEA=.05).

4. 논

본 연구는 재 도핑에 한 태도를 정량 으로 확인

하기 해 국내외 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버 의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를 확

인 요인분석 (CFA)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합한 한국형 PEAS를 제

공하고자 하 다. 그 결과, Gucciardi et al.[16]의 연구에

서 활용한 6문항의 PEAS가 한국 엘리트 운동선수들에

게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청소년 선수에 비해

성인 선수에게 더 좋은 합도를 보 다.

앞서언 한 바와 같이, 도핑에 한 태도 (attitude)는

도핑 행 (behavior)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측인자로

써[6], 많은 학자들이 운동선수들의 도핑에 한 태도를

확인하기 해 다양한 유형의 설문지를 사용하 다[1,25

]. 그러나, 선행연구[25,26]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운동수

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에 한 선호 등을 확인하는

수 으로 도핑에 한 태도를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없

어 다른 상자들과 비교분석하기 어려웠고이 설문지가

만들어진 이론 배경을 제시하지 못해 도핑에 한 태

도가 어떠한 요인 (factor)에 의해 형성이 되는지에 해

설명하지 못하 다[1]. 이에 반해 Petroczi[11]에 의해 개

발된 후 Petroczi & Aidman[12,25] 에 의해 17문항으로

완성된 PEAS는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한생애 주기 모

형 (life-cycle 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도핑에

한 태도를 정량화할 수 있어 여러 상자들의 도핑에

한 태도를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하 으며, 이러한 도핑

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심리사회학 인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 다[7,11,13-17]. 그러나 17문항의

PEAS는 미국 학 운동선수 코치와 헝가리 학

엘리트 운동선수, 그리고 국 학생 선수를 상으로 개

발되고 완성된 설문지로, 한국어로 번역한 PEAS가 한국

엘리트 선수의 도핑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에 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 다. 그 결과, Gucciardi et al.[16]의

연구에서 사용한 6문항 PEAS가 한국 엘리트 선수, 특히

성인 선수들의도핑에 한 태도를 확인하는데 에 더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자가 핸

드볼 종목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스포츠 종목의 선

수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

구되고 각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을 상으로 그들에게

합한 PEAS를 확인한다면 더정확한 도핑태도 분석을

통해 도핑 행 를 방하기 한 략을 마련할 수 있을

Model χ2 df χ2/df CFI TLI RMSEA

17-items[4] for overall 735.280 119 6.17 .82 .77 .12

17-items[4] for adult 474.667 119 3.98 .76 .69 .13

17-items[4] for adolscent 637.363 119 5.35 .77 .70 .15

11-items [16] for overall 281.098 44 6.38 .89 .86 .12

11-items [16] for adult 174.814 44 3.97 .85 .81 .13

11-items [16] for adolscent 268.590 44 6.10 .84 .80 .16

9-items [19] for overall 242.942 27 8.99 .83 .78 .15

9-items [19] for adult 155.453 27 5.75 .76 .64 .17

9-items [19] for adolscent 159.075 27 5.89 .84 .79 .16

8-items [17] for overall 141.963 20 7.09 .90 .86 .13

8-items [17] for adult 71.779 20 3.58 .89 .84 .12

8-items [17] for adolscent 136.674 20 6.83 .85 .79 .17

6-items [15] for overall 100.347 9 11.14 .88 .80 .16

6-items [15] for adult 52.948 9 5.88 .84 .74 .17

6-items [15] for adolscent 52.166 9 5.79 .91 .85 .15

6-items [16] for overall 26.020 9 2.89 .98 .96 .07

6-items [16] for adult 14.167 9 1.57 .98 .97 .05

6-items [16] for adolscent 31.382 9 3.48 .95 .92 .11

PEAS: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 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various types of P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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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단된다.

도핑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시기는 선수 개인의 운동

수행능력이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운동수행능력이 완성

되기 인 청소년기 때부터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그러므로 도핑 행 를 효율 으로 방하기 해서는 청

소년 운동선수의 도핑에 한 태도를 반드시 확인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27].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와 같이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유형의 PEAS가 청

소년 선수에게 합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선수의 도핑

에 한 태도를 정량 으로 확인하는 데에 있어 PEAS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에는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 국내에서도 PEAS에 한 타당도를검증하고 한국 운

동선수들에게 합한 PEAS 유형을 제시하 으나[19],

이 선행연구에서는 문항의 합도와 척도 성별 등의

요인을 고려한 반면 나이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도 Kim & Kim[19]이 제안한 한국형 PEAS

가 성인 선수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수에게도 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듯 청소년 운동선수에게

다양한 유형의 PEAS가 모두 합하지 않은 이유로

Nicholls et al.[1]은 PEAS가처음 개발될때 성인 운동선

수를 상으로 개발이 되었으므로 각 문항이 청소년 운

동선수에게 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 다. 성

인 운동선수와 청소년 운동선수는 도핑에 한 태도와

도핑에 한 감수성 (susceptibility)에 미묘한 차이가 있

으므로[2],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합한 문항으로 구성

되고 도핑에 한 태도를 정량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

문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도핑에 한 태도에 미치

는 사회심리학 요인을 분석하는 사회과학 인 연구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1,7,13,15-17],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통해 효율 인 반도핑 략을 마련하기 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는 도핑에 한 태도를 정량

으로 측정하는것이필수 이라할 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연구에서 운동선수의도핑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

의 PEAS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 청소년 핸드

볼 선수에게 합한 한국형 PEAS를 제공하고자 하 다.

그러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 핸드볼

선수로 한정하 으나 더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합한

PEAS를 확인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국내 반도핑 략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도핑

방을 한 다양한 질 연구가 심층 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의 도핑에 한 태도를 정량

으로 확인하기 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유형의

PEAS에 한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6문항의 PEAS가

한국 엘리트 선수, 특히 성인 핸드볼 선수에게 더 합한

설문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소년 선수의 도핑에

한 태도를 확인하기 해서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합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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