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바흐 IOC 위원장 31일까지 北체류⋯향후 올
림픽 출전 방안 논의

바흐 IOC 위원장 평양 도착⋯2박3일 체류 예정(평양 AFP=연합뉴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
회(IOC) 위원장(오른쪽)이 29일 북한 평양에 도착, 김일국 북한 체육상의 영접을 받고 있다. IOC는 바
흐 위원장이 2박 3일간 평양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ymarshal@yna.co.kr
(SPACE)

평양 도착한 토마스 바흐(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대표단이 29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018.3.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space)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 일행의 북한 평양 도착
소식을 30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서 전했다.
IOC는 바흐 위원장 일행이 29일 평양에 도착했고 31일 오전 북한을 떠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2박 3일간 평양에 머무는 바흐 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
만 IOC 위원장이 국빈급 대우를 받는 관례상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
바흐 위원장 일행은 평양 도착 후 장웅 북한 IOC 위원, 김일국 북한 체육상의 환대를 받았다.
IOC는 방북한 바흐 위원장 일행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성공적으로 선수를 파견한 북한 스포츠의 더
많은 참여에 초점을 맞춰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화의 주제는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2020년과 2022년 유스올림픽 등
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들의 준비 상황, 출전 자격 획득 목표 등으로 IOC가 어떻게 지원할지를 두고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흐 IOC 위원장, 북한 방문⋯”향후 올림픽 출전 방안 논의”
(평양 AP=연합뉴스) 토마스 바흐 국제올
림픽위원회(IOC) 위원장(앞줄 오른쪽)이 29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김일국 북한 체육상(앞줄
오른쪽 두번째)의 영접을 받고 있다. IOC는 바흐 위원장이 2박 3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한 스포츠의 더
많은 올림픽 참여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ymarsh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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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기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오로지 스포츠에 국한될 것
이라며 IOC의 정치 중립 의사를 강조했다.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격인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 주재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출전 방식을 결정한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 후 바흐 위원장에게 공식으로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공식으로 초청했다.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북측과 적절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 약
10명의 수행원과 함께 29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으로 들어갔다.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이 한반도 깃발 아래 11년 만에 국제대회 개회식 공동 입장을 하는
데 산파 노릇을 했다. 또 남북이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단일팀(여자 아이스하키)을 결성하도록 큰 힘
을 보탰다.
바흐 위원장은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며 전 세계에 던진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한 해빙 무드를 타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는
것에 크게 기뻐하며 “IOC
와 올림픽이 주도해 이런 대화의 문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보
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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