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IOC 올림픽 정상회담 주요 논제 정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지난 12월 6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올림픽 정상회담(Olympic Summit)을 진행함.

스위스 로잔에서 제8차 IOC 올림픽 정상회담이 개최됨(출처:IOC)
제8차 올림픽 정상회담은 IOC Thomas Bach 위원장을 비롯해서 총 23명의 올림픽 무브먼트의 대표들
이 모여 올림픽의 중요한 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비공개 회담으로 이틀간 진행되었음.
제8차 올림픽 정상회담 주요 논제:
선수지원 프로그램
정상회담에서 국제연맹(IFs, International Federations)과 IOC는 직간접적으로 선수들을 지원하는 방
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합의함. 이 프로그램에는 도핑 방지 노력, 의료 지원, 폭력 방지, 스포
츠 직업 프로그램, 코칭 등이 포함되어 있음.
스포츠의 정치개입
정상회담에서는 공공기관 및 정부에게 스포츠의 정치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
명함. 대표적인 스포츠의 정치화 사례로는 대회 보이콧, 정부가 선수 또는 팀에게 특정 경기 참가 제한,
특정 국기를 게양 및 국가 주제를 연주하는 것에 대한 저항 등이 있음. 스포츠의 정치화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대회 같은 국제대회들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도쿄 2020
정상회담에서는 도쿄 2020의 준비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로 신청하고,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입하는 등 엄청난 관심을 모은 국가적인 마케팅을
주목함.
또한, 도쿄 2020이 역대 올림픽들보다 더 젊고, 도시적이고, 양성평등을 중요시 할 것이라고 언급함. 도
쿄 2020은 참가자의 49퍼센트가 여성으로 구성될 전망임.
도핑과의 전쟁
WADA Sir Craig Reedie 회장의 발표이후, 정상들은 다가오는 WADA 집행위원회 회의와 러시아 도핑

스캔들 및 데이터 조작 사건에 대해 논의함.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Russian Olympic Committee)
Stanislav Pozdnyakov 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음.
‘국제스포츠의 전망’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하계올림픽종목협의회 (ASOIF, Association of Summer Olympic
International Federations) Francesco Ricci Bitti 회장이 ‘국제스포츠의 전망’에 대해 진행한 연구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IF들이 단순히 대회 주최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교육, 도핑방지 및 사회 활동에 투자
하여 스포츠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e스포츠
정상들은 국제사이클연맹(UCI, International Cycling Union)회장이자, IOC e스포츠 그룹(Esports
and Gaming Liaison Group)의 대표인 David Lappartient의 ‘e스포츠가 올림픽 가치를 포함하기 위한
권고안’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정상회담에서는 2단계 접근에 동의함.
-가상현실과 증강현실(AR & VR) 덕분에 많은 스포츠 게임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스포츠
와 접목하는데 큰 잠재력이 보임. IFs는 종목들의 전자적, 가상적 형태를 고민하여 게임 출판업자들과
기회를 탐색할 것을 권장함.
-현 단계에서 e스포츠는 특정 게임보다는 선수와 게이머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엘리트 e스포츠 선수들을 위한 건강관리 계획을 마련해야함.
디지털 전략
정상회담에서는 스포츠의 대회 구성 및 커뮤니케이션이 디지털 시대에 지속적으로 맞춰 나가야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디지털 전략의 목적은 스포츠이벤트를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디지
털 커뮤니케이션은 스포츠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층 또한 확보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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