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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s toward doping, sport orientation, and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anti-doping strategy.
Methods: A total of 567 athletes in 21 sports completed four questionnaires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 Sport Orientation Questionnaire (SOQ; competitiveness orientation, win orientation, goal orientation),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TEOSQ; task orientation, ego orientation), and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PMCSQ-2; ego-involving and task-involving climates). They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speed/power (n=201), endurance (n=154), motor skill (n=119), and team (n=93). We
identified the difference of variables among four categories and verified possible factor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doping.
Results: The PEAS of athletes in both speed/power sports and Team sports was higher than motor skill sports,
and the team sports athletes also showed higher PEAS than endurance sports athletes. In speed/power sports,
the task of TEOSQ and the win of SOQ were related to PEAS, and in endurance sports, the task of TEOSQ and
the ego-involving of PMCSQ were related to PEAS. In motor skill sports and Team sports, the task-involving of
PMCSQ and the goal of SOQ were associated with PEAS, respectivel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new insights into the psychosocial mechanisms of attitudes toward
doping, and it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effective anti-doping strategies based on spor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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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국 외.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과 스포츠 성취목표 성향 및 지각된 동기분위기의 관계 분석

서

성향인 반면, 자아 목표지향성은 상대보다 좋은 기록 또는 우위의

론

7

성적을 내는 데 관심을 갖는 성향이다 . 과제 목표지향 성향일수록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와 한국

즐거움 또는 재미 등 긍정적 정서와 연관성이 높고, 자아 목표지향

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와 같은 국

성향일수록 우울 또는 불안, 피로와 같은 부정적 정서와 연관성이

가 도핑방지 기구는 운동선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금지약물과

높으며, 시합에서 패배할 경우 과제 목표지향 성향을 가진 선수들

금지방법 사용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보다 패배에 따른 정서적 지각에 있어 덜 유연한 성향이 나타난다8.

도핑방지 규정 위반사례는 여전히 2%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1,035명 체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성취목표 성향과 동기

1

있다 . 2017년 러시아는 도핑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국제올림

및 도핑에 대한 태도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과제 목표지향성이

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로부터 ‘회원 자격

내적 동기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내적 동기는 도핑에 대한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9년에도 도핑검사 샘플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WADA가 4년 동안 국제스포츠대회에 참가를 제재하

태도와 부(– )적인 관계를 보여, 결과적으로 과제 목표지향성이
9
도핑에 대해 엄격함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과제 목표지

는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2019년에 실시된 6,655건의

향 성향을 가진 선수보다 자아 목표지향 성향을 가진 선수에게서

도핑검사 중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례가 12건(0.2%) 발생한 것에

나타나는 패배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가 도핑을 하는 행동과 관련

반해, 2020년에 실시된 3,150건의 검사 중에는 16건(0.5%)이

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발생하였다.

동기분위기는 스포츠 활동에서 코치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운동선수들이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물질 및 방법

형성되는 학습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학습의 과정과 참여가

(performance-enhancing substances and methods)을 사용하는 행

강조되는 과제 지향 동기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고 대인간의

위인 도핑(doping)은 일시적인 심리적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쟁이나 대중 평가를 강조하는 자아 지향 동기분위기가 형성되

2

10

의도적이고 자기통제적이며 목표지향적인 행위이다 . 이러한 행

기도 한다 . 이러한 지각된 동기분위기는 시합 또는 경쟁자를

위는 스포츠 상황에서 목표 선택과 실행, 목표에 대한 몰입, 목표

어떻게 인지할지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수의

달성을 위한 피드백, 목표 평가 및 수정 등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도덕적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11. 즉, 자아 지향 동기분위기는

도핑 행위(behavior)에 대한 신념(belief)과 성향(disposition), 즉

도덕적 행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 과제 중심 분위기는

3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attitude)과 관련이 있고 , 도핑에 대한 사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등의 스포츠

방식 형성에 있어 개인적(personality-related) 요인과 상황적

인 정신(sportspersonship)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도핑 행위로부터

(situational) 요인 및 사회환경적(systemic)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선수를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2

12,13

. 실제, 국내 골프선수를

14

관여한다 .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에서도 코치의 차별 등의 자아 지향 동기분

성취목표지향은 운동선수가 스포츠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측

위기가 도핑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게 하고, 경쟁의식 등의

면을 더 높이 추구하며 수행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수들이

과제 지향 동기분위기는 도핑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게

성취상황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과 자신의 능력 유무

한다고 설명하였다.

4

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성취목표 성향은 경쟁지향(competi-

현재까지 도핑 행위와 관련된 많은 국외 선행연구는 도핑

tiveness orientation), 승리지향(win orientation), 목표지향(goal

의도(intension)와 행위(behavior)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orientation) 등 3개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쟁지향은

요인을 탐색해왔으나 , 국내 도핑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반도핑

스포츠가 지닌 경쟁적 상황에서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을 의미하

의 정당성, 도핑의 문제점 등과 같은 도핑에 대한 윤리문제와

고, 승리지향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에 초점은 두는 반면, 목표지

처벌 등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고, 국내 선수들을

향은 자신이 정해놓은 수행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도핑 실태와 인식 수준 등을 확인하는

5

있다 . 특히, 경쟁심이 강하거나 극도의 승리지향 성향이 있는
3,6

선수가 도핑을 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15

데에 그치고 있다16. 최근에는 도핑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핑에 대한 신념과 태도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성취목표 성향과 함께 스포츠 상황에서 확인되는 또

단일 종목에 한정되어 있고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과 성향에 영향

다른 성취목표 성향은 과제 목표지향성과 자아 목표지향성이다.

을 미치는 요인 또한 나이,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

과제 목표지향성은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

제한하였다.

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달성하는 데 관심을 갖는

운동선수의 도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핑 의도 또는 도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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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고방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학적인 요인을
17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속도(speed)와 힘(power)를
요구하는 종목의 선수가 금지약물 사용 권유를 가장 많이 받고
지구력을 요하는 종목과 운동기술을 요하는 종목 및 팀 종목

2. 평가도구
1)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 척도(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18

순으로 금지약물 권유를 받는다고 보고된 바와 같이 , 종목이
요구하는 특성에 따라 도핑 행위 위험이 높은 환경이 조성될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엘리트

번역된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PEAS)을 사용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종목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따른 도핑에

하였다

대한 사고방식과 성향의 차이를 확인하고,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부터 ‘매우 동의함(6)’까지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6점 Likert rating

과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scale을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대상자들의 문항에

측정하여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도핑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약물/방법(performance-

종목에 대해 효과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반도핑 전략 마련에

enhancing drugs/methods)은 WADA 및 KADA에서 금지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약물 및 금지 방법이라는 내용과 기분 전환을 위한 약물

19,20

. PEAS는 17개의 문항에 대해 ‘매우 동의하지 않음(1)’

(recreational drugs)은 운동 목적 이외에 유흥을 목적으로 사용하
는 흥분제, 환각제 등의 약물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설문지 서두에

연구 방법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PEAS 점수 산출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을 합한 것으로 최소 17점에서 최대 102점까지 정량화할 수

1. 연구대상

있는데, 점수가 높은 선수가 도핑에 대해 더 관대한 사고방식

본 연구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하여 훈련 중인 엘리트 선수

및 성향을 나타낸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PEAS를 구성하는

들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각 문항 중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참여에 동의한 21종목(하계 18종목, 동계 3종목) 567명의 운동선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10문항에 대해 응답한 자료만

수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Table 1).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누적설명력=55.64%, Karser-Meyer-Olkin

선수들은 1대 1 개인 면담을 통해 설문 문항에 대한 자세한

[KMO]=0.914, χ =2,955.91, degree of freedom [df]=66, p＜0.001),

설명을 들은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가 기록하는 방법으로

10문항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0.882로 확인되었다.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 동안 참가자의 자발적 참여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고, 설문지 응답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모든 질문에

2

2) 스포츠 성취목표 성향 설문지(Sport Orientation
Questionnaire)

대해 답변자의 신분이 유추에 의해 밝혀지지 않는다는 철저한

5

익명성 및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 면담으로

스포츠 성취목표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 Gill과 Deeter 에 의해

설문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참여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이나 컴퓨

개발되고 한국어로 번역된 Sport Orientation Questionnaire (SOQ)

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수행의 모든 절차는

를 사용하였다8. SOQ는 총 25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

K대학교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200612-01).

터 ‘매우 그렇다(5)’까지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5점 Likert rating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information
Variable
Sex
Male
Female
Age (yr)
Height (cm)
Weight (kg)
Career (yr)

Speed/power (n=201) Endurance (n=154) Motor skill (n=119)

135 (67.2)
66 (32.8)
20.04±1.53
174.11±8.65
77.16±18.49
8.24±1.88

120 (77.9)
34 (22.1)
20.37±1.34
176.21±8.01
71.86±11.14
8.15±2.45

74 (62.2)
45 (37.8)
20.26±1.43
168.53±7.83
66.03±13.06
8.97±2.1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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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n=93)

Total (n=567)

43 (46.2)
50 (53.8)
19.97±1.25
170.65±10.39
67.57±12.95
8.72±1.96

372 (65.6)
195 (34.4)
20.17±1.42
172.94±9.08
71.81±15.41
8.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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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을 사용하여 응답함으로써 경쟁 지향(SOQ-Com, 13문항)과
승리 지향(SOQ-Win, 6문항) 및 목표 지향(SOQ-Goal, 6문항)

4) 지각된 동기분위기 설문지(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등 세 가지 유형의 성취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

SOQ를 구성하는 각 문항 중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기

지각된 동기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해 Newton 등 이 제안하고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SOQ-Com

한국어로 번역된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은 6문항, SOQ-Win은 3문항, SOQ-Goal은 5문항에 대해 응답한

Questionnaire-2 (PMCSQ-2)를 사용하였고8, 자아 지향성(PMCSQ-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누적설명력=62.72%, KMO=0.958,

go) 16개 항목과 과제 지향성(PMCSQ-Task) 17개 항목에 대해

2

χ =9,572.34, df=300, p＜0.001). 각 유형을 측정하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한 방향으로

대한 Cronbach’s α값은 각각 0.866 (SOQ-Com)와 0.758 (SOQ-

진행하는 4점 Likert rating scale을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in) 및 0.870 (SOQ-Goal)으로 확인되었다.

있다. 본 연구에서는 PMCSQ-2를 구성하는 각 문항 중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

3) 스포츠 성취목표 지향성 설문지(Task and Ego

고, 그 결과 PMCSQ-Task 15문항과 PMCSQ-Ego 10문항에 대해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응답한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누적설명력=55.91%,
7

2

성취목표 지향성에 대한 측정은 Duda와 Nicholls 가 개발하고

KMO=0.942, χ =9,561.17, df=435, p＜0.001), 각 유형을 측정하

한국어로 번역된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는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각각 0.930 (PMCSQ-Task)과

8

(TEOSQ)를 사용하였으며 , 과제 지향성(TEOSQ-Task) 7문항과
자아 지향성(TEOSQ-Ego) 6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
터 ‘매우 그렇다(5)’까지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5점 Likert rating

0.903 (PMCSQ-Ego)으로 확인되었다.
3. 자료 처리

scale을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TEOSQ를

본 연구에서는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태도가 개인적 요인인

구성하는 각 문항 중 설명력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요인분

성취목표 성향과 사회환경적 요인인 지각된 동기분위기와 어떤

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TEOSQ-Task 7문항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0

TEOSQ-Ego 3문항에 응답한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누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2

적설명력=70.55%, KMO=0.947, χ =6,428.91, df=78, p＜0.001),
각 유형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각각 0.943
(TEOSQ-Task)과 0.761 (TEOSQ-Ego)로 확인되었다.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별 문항을 선별하였고, 선별된 문항에 대한 누적설명력 및
KMO값과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확인하였다. 이후 21개 종목을
종목별 신체활동 요구량, 스포츠 활동 요구량, 스포츠 활동의

Table 2. The difference of each variable
Speed/powera
(n=201)

Enduranceb
(n=154)

Motor skillc
(n=119)

Teamd
(n=93)

F (p)

Post hoc

PEAS

15.51±6.34

14.58±7.13

13.71±6.25

16.34±6.41

3.459 (0.016)

SOQ_Com
SOQ_Win
SOQ_Goal
TEOSQ_Task
TEOSQ_Ego
PMCSQ_Task
PMCSQ_Ego

22.1±4.16
12.62±2.10
21.26±3.02
26.27±5.31
10.19±2.67
58.83±9.61
25.33±7.65

22.38±4.59
12.06±2.41
20.73±3.33
26.99±5.25
10.19±2.63
58.79±9.36
26.60±8.54

22.85±4.96
12.24±2.67
21.37±3.65
28.28±5.55
10.33±2.56
58.02±10.76
22.91±7.04

21.72±4.03
12.51±1.91
20.27±3.21
23.73±5.43
9.49±2.57
58.68±8.46
28.76±7.73

a, d＞c
d＞b, c
a, c＞d
c＞a, b＞d
d＞a, b＞c

Variable

1.130
1.970
2.824
13.147
2.083
0.206
10.705

(0.336)
(0.117)
(0.038)
(0.001)
(0.101)
(0.893)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EAS: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SOQ: Sport Orientation Questionnaire, TEOSQ: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PMCSQ: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Com: competition-oriented, Win:
win-oriented, Goal: goal-oriented, Task: task-oriented, Ego: ego-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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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 종목 범주별로

TEOSQ_Task, TEOSQ_Ego, PMCSQ_Task, PMCSQ_Ego의 차

PEAS와 SOQ, TEOSQ, PMCSQ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

이를 확인한 결과(Table 2), PEAS는 스피드/파워 종목(15.51±6.34

다. (1) 스피드/파워 종목(speed/power, n=201): 태권도, 유도,

점)과 단체 종목(16.34±6.41점)이 운동기술 종목(13.71±6.25점)

수영(단거리), 육상(단거리, 필드), 레슬링, 역도, 빙상(단거리);

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단체 종목(16.34±6.41점)은 지구력

(2) 지구력 종목(endurance, n=154): 근대 5종, 수영(장거리), 육상

종목(14.58±7.13점)보다도 높았다(F=3.459, p=0.016). SOQ_Goal

(장거리), 배드민턴, 카누, 사이클, 조정, 테니스, 빙상(장거리);

은 스피드/파워 종목(21.26±3.02점)과 운동기술 종목(21.37±3.65

(3) 운동기술 종목(motor skill, n=119): 체조, 썰매, 양궁, 골프,

점)이 단체 종목(20.27±3.21점)보다 높았고(F=2.824, p=0.038),

사격, 스키; (4) 단체 종목(team, n=93): 핸드볼, 하키. 종목 범주간

TEOSQ_Task는 운동기술 종목(28.28±5.55점)이 스피드/파워 종

변인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alysis

목(26.27±5.31점)과 지구력 종목(26.99±5.25점)보다 높았으며 단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최소 유의차 검정(least significant

체 종목(23.73±5.43점)보다도 높게 나타났다(F=13.147, p=0.001).

difference test)을 사용하여 사후검정(post hoc)을 실시하였다.

PMCSQ_Ego는 단체 종목(28.76±7.73점)이 스피드/파워 종목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태도에 개인적 요인인 성취목표 성향과

(25.33±7.65점)과 지구력 종목(26.60±8.54점)보다 높았고 운동기

사회환경적 요인인 지각된 동기분위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술 종목(22.91±7.04점)보다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F=10.705,

확인하기 위해 PEAS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SOQ_Com,

p=0.001).

SOQ_Win, SOQ_Goal, TEOSQ_Task, TEOSQ_Ego, PMCSQ_Task,

종목 범주별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태도에 성취목표 성향과

PMCSQ_Ego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지각된 동기분위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인들의

(Table 3), 스피드/파워 종목은 TEOSQ_Task (β=–0.195, p=0.008)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여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평가하였다. 모든 통계의 유의 수준은 α=0.05

와 SOQ_Win (β=–0.146, p=0.044)이 PEAS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회귀모형은 유의하다고 판단

로 설정하였다.

되었으나(F=8.338, p=0.001) 분산설명력이 6.8%인 것으로 확인

결

되었다. 지구력 종목은 TEOSQ_Task (β=– 0.257, p=0.001)이
PEAS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MCSQ_Ego

과

(β=0.189, p=0.016)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종목 범주별 PEAS와 SOQ_Com, SOQ_Win, SOQ_Goal,

었고, 이러한 회귀모형의 분산설명력은 8.8%으로 나타났다

Table 3.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for Performance Enhancement Attitude Scale
Sport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TEOSQ_Task
SOQ_Win

27.182
−0.233
−0.440

2.968
0.086
0.217

9.157 (0.001)
−0.195 −2.700 (0.008)
−0.146 −2.029 (0.044)

Constant
TEOSQ_Task
PMCSQ_Ego

19.825
−0.350
0.158

3.333
0.105
0.064

5.949 (0.001)
−0.257 −3.333 (0.001)
0.189
2.446 (0.016)

Constant
PMCSQ_Task

22.350
−0.149

3.064
0.052

7.294 (0.001)
−0.256 −2.869 (0.005)

Speed/power

R2
0.078

Endurance

Team
Constant
SOQ_Goal

25.467
−0.450

4.174
0.203

6.101 (0.001)
−0.226 −2.212 (0.029)

F (p)

df

VIF

0.068 8.338 (0.001) 1,198
1.116
1.116

0.100

Motor skill

Adjusted
R2

0.088 8.424 (0.001) 1,151
1.000
1.000

0.066

0.058 8.230 (0.005) 1,117

0.051

0.041 4.895 (0.029)

1.000
1,91
1.000

SE: standard error, df: degree of freedom,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SOQ: Sport orientation questionnaire, TEOSQ:
Task and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 PMCSQ: Perceived Motivational Climate in Sport Questionnaire-2, Win:
win-oriented, Goal: goal-oriented, Task: task-oriented, Ego: ego-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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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424, p=0.001). 운동기술 종목은 PMCSQ_Task (β=–0.256,
p=0.005)만이 PEAS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태도를 확인한 연구 에서는 스피드/파워가 요구되는 종목보다

고(분산설명력=5.8%, F=8.230, p=0.005), 단체 종목에서도 SOQ_

종목에서 요구되는 특성뿐 아니라 나이 또한 도핑에 대한 사고방

Goal (β=–0.226, p=0.029)만이 PEAS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분산설명력=5.1%, F=4.895, p=0.029).

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

지구력 종목과 운동기술 종목의 PEAS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인 특성까지 고려하여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

스포츠 성취목표 성향이란 운동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그들의

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으로, 이러한 성향은 운동선
본 연구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리트 선수의 도핑에

수의 도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24. 경쟁에서

대한 사고방식에 개인적 요인인 성취목표 성향과 사회환경적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승리 지향성향이 높은 선수는 도핑

요인인 지각된 동기분위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행위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제기되었고 , 자아

하였다. 그 결과, 스피드/파워 종목과 단체 종목은 운동기술 종목

지향성향이 강한 선수도 타인보다 우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데

보다 PEAS가 높아 도핑에 대해 더 관대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핑 행동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고, 단체 종목은 지구력 종목보다도 도핑에 대해 더 관대함

보인다

을 보였다. 스피드/파워 종목과 지구력 종목은 단체 종목보다

지향성향이 강할수록 도핑에 대해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취목표 성향 중 목표 지향성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운동기술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국내 라켓 종목 선수들을

종목은 스피드/파워 종목과 지구력 종목보다 성취목표 지향성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에서는 오히려 성취목표 성향이 도핑에

중 과제 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체 종목은 다른

대한 사고방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종목 범주보다 지각된 동기분위기 중 자아 지향 동기분위기가

국내 엘리트 선수가 지닌 특성이라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피드/파워 종목은 성취목표

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스피드/파워 종목은 승리 지향성향과

지향성 중 과제 지향성과 승리 지향성이 증가할수록 도핑에 대해

함께 과제 지향성향이 높을수록 도핑에 대해 엄격함을 보였고,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구력 종목은 성취목표 지향성

지구력 종목 또한 과제 지향성이 증가할수록 도핑에 대해 더

중 과제 지향성이 증가할수록 도핑에 대해 더 엄격해졌으나 지각

엄격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제 지향성이 높을수록

된 동기분위기 중 자아 지향 동기분위기가 강할수록 도핑에 대해

도핑 성향이 낮아진다고 주장된 선행연구의 결과12와 관련이

더 관대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동기술 종목은 지각된 동기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성취목표 성향의 하위요인 관계를 확인함

분위기 중 과제 지향 동기분위기가 강할수록 도핑에 대해 더

으로써 국내 엘리트 선수에게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반도핑

엄격해졌고, 단체 종목은 성취목표 지향성 중 목표 지향성향이

프로그램 적용을 뒷받침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할수록 도핑에 대해 더 엄격함을 보였다.

24

12,25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피드/파워 종목에서 승리

8

동기분위기는 코치 및 감독의 행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11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태도는 도핑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성취와 관련된 학습환경을 의미하는데 , 과제 지향 동기분위기보

강력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다 자아 지향 동기분위기가 형성되면 선수들은 경쟁에서 승리에

19

태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Petroczi 등 이 개발한 PEAS가

만 집착하게 되고, 패배에 대해 지나친 자기비판적인 성향을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 국가대표 선수를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핑에 대해 관대한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

실시한 연구22에서는 스피드와 파워를 중요시 하는 종목 선수들의

본 연구에서는 지구력 종목은 자아 지향 동기분위기가 강할수록

PEAS 점수가 지구력이 요구되는 종목과 단체 종목의 선수들보다

도핑에 대해 더 관대해지는 반면 운동기술 종목은 과제 지향

높게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도 스피드/파워 종목이 운동기술 종목

동기분위기가 강할수록 도핑에 대해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확인

보다 PEAS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

되었다.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동기분위기가 도핑에 대한 사고

는데, 이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근력을 사용하는 종목 선수들은

방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 에서는 과제 지향

다른 종목 선수들에 비해 영양보충제의 사용빈도가 높으므로

동기분위기가 낮을수록 도핑에 관대한 성향을 보였으며, 국내

이러한 선수들이 경기력 저하 및 불안한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10에서도 과제 지향 동기분위

되면 도핑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기가 강할수록 도핑에 대해 엄격한 성향을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한

23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에 대한

26

12

결과가 도출되었다. 과제 지향 성향이 낮은 선수들은 코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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