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스포츠동향 (07월 31일 – 08월 02일자 주요
뉴스)
1. WADA, “러시아 –McLaren 보고서 인정해야 자격 회복 가능”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는 지난 2015년 11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도핑방지위원회(RUSADA, Russian Anti-Doping Agency)에 자격 해제를 위해 준수해야 할
12개의 사항을 전달함.
WADA가 공개한 ‘규정준수를 위한 로드맵(Roadmap to Code Compliance)에는 러시아 정부, 즉 체육
부가 McLaren 조사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항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러시아는 국가적 차원의 조직
적 도핑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McLaren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부정해 온 바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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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청, 수치예보기술 교류로 ‘
베이징 2022‘와 협력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환경부 소속의 기상청이 8월 1일부터 이틀간 ‘수치예보기
술 교류’를 통한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하여 ‘한 중 수치예보모델 협력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라
고 보도함.
이번 워크숍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중국과 공유하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기상정보 지원체계에 도움을 주고자 양국 간 수치예보모델 최신 기술 현황과 협업 방안에 대
하여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상청 공식 엠블럼 (출처: 기상청)

3. 스페인축구협회장, 보석으로 출소
지난 18일, 부패 의혹으로 체포된 스페인축구협회장 ngel Mar a Villar가 31일, 30만 유로(한화 약
4억 80만 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됨. 스페인 고등법원은 Villar 회장의 석방 대신 여권을 반납하
라는 조치를 취함.
한편, Villar 회장과 함께 체포된 그의 아들 Gorka와 스페인축구협회 부회장 Juan Padron 또한 각각 15
만 유로(한화 약 2억 40만 원)와 30만 유로(한화 약 4억 80만 원)의 보석이 허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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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체조연맹, 파쿠르 월드컵 오는 11월 개최 예정
국제체조연맹(FIG, International Gymnastics Federation) 집행위원회는 오는 11월, 첫’ 파쿠
르(parkour) 월드컵 대회(Parkour World Cup Series)’
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힘.
해당 대회는 ‘국제익스트림스포츠페스티벌(FISE, International Festival of Extreme Sports)’
과협
력 하에 중국 청두에서 11월 3~5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FIG는 파쿠르위원회(Parkour
Commission)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FIG의 이와 같은 파쿠르 기반 종목 개발에 대해 많은 파쿠르 단체들이 ‘종목에 대한 침해와 부당
이용’을 이유로 비난한 바 있음.

파쿠르 (출처: FIG)

5. IAAF, 러시아육상협회 자격정지 지속될 것
지난 31일(현지시각), 국제육상연맹(IAA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평
의회는, 러시아육상연맹(RusAF, Russian Athletics Federation)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직

정지 해제를 위한 주요 단계들이 치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RusAF의 자격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함.
RusAF 회장 Dmitry Shlyakhtin이 오는 3일 개최되는 IAAF 총회에서 ‘자격정지에 따른 국제대회출전
금지 처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 IAAF 평의회의 이와 같은 결정으로 부정적인 결
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
한편, 지난 2014년 12월, 독일의 한 언론보도를 통해 러시아 육상계가 조직적으로 도핑을 저지른 사실
이 밝혀져 IAAF는 2015년 11월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러시아육상연맹의 국제대회 출전을 잠정적으로
제한(Provisional Suspension)한 바 있으며, 이로인해 러시아육상연맹의 ‘2016 리우올림픽대회’ 출
전이 좌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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