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F, 사상 초유의 도핑 스캔들
세계 육상계가 사상 초유의 도핑 스캔들에 휩싸임.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도핑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World AntiDoping Agency)가 2014년 말 발족한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가 약 11개
월만에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함.
독립위원회는 러시아 당국과 러시아 육상연맹(ARAF: All-Russian Athletics Federation)이
선수들의 도핑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여하였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러시아 육상연맹의
자격을 정지하는 한편, 육상선수들의 올림픽 등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함.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International Association Athletics Federation)의 전 회장도 이
번 도핑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음.

WADA 독립위원회 수사 보고 및 권고 사항

2015년 11월 9일, 독립위원회는 러시아의 도핑 혐의를 고발하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
[INDEPENDENT COMMISSION – REPORT 1]를 공개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러시아연방보안국(FSB: Federal Security Bureau)이 이번 도핑 사건에 광범위하게 연
루되어 있음.
- 특히 FSB의 담당자가 모스크바에 위치한 WADA가 인가(accreditation)한 도핑
시험실에 정기적으로 출입함.
- FSB 담당자는 모스크바 도핑 시험실 관계자와 정기적인 회의를 가짐.
※ FSB의 전신은 소련시절 KGB임.
러시아가 WADA의 인가를 받지 않은 또 다른 도핑 시험실을 모스크바에서 운영하고 있었
음.
이 시험실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1,400여개의 도핑 샘플이 의도적으로 폐기됨.
러시아 선수들은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시료를 사용했으며, 러시
아 도핑 관리관(Russian doping control officers)들은 선수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
을 받아옴.
러시아도핑방지기구(RUSADA: Russian Anti-Doping Agency)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인해 경기 참가가 금지된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승인함.

독립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을 발표함.
모스크바 도핑 시험실의 책임자인 Grigory Rodchenkov의 제명(permanently
removed from his position)
모스크바 도핑 시험실의 WADA 인가(accreditation) 취소

러시아도핑방지기구(RUSADA)가 도핑방지규정(Code)을 지키지 않았음을 선언
러시아육상연맹의 자격정지 및 2016리우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참고자료: WADA 독립위원회 보고서

한편, WADA는 독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Rodchenkov에게 영구제명(Ban for life) 처분을
내리는 한편, 모스크바의 도핑 시험실 인가를 취소함.

도핑스캔들에 Lamine Diack 전 IAAF 회장 연루

한편, 이번 스캔들에 IAAF의 전 회장 Lamine Diack 또한 연루된 것으로 밝혀짐.
지난 2015년 11월 8일 프랑스 경찰은 러시아 육상 선수들로부터 100만 USD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Diack을 체포함.
또한 Lamine Diack의 아들인 Papa Massata Diack 또한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 검사에 적발
되지 않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남.
IOC는 11월 9일 Lamine Diack의 IOC 명예위원직을 임시 정지(provisional suspension)함.
이에 Lamine Diack은 11월 11일 IOC 명예위원에서 자진 사퇴함은 물론 국제육상재단
(IAF: International Athletics Foundation)의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난다고 밝힘.

국제육상재단(IAF: International Athletics Foundation)
○

1986년 IAAF를 후원하기 위해 IAAF 회장인 Primo Nebiolo에 의해서 설립됨.

○

육상에 대한 지식의 전파와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개
최하고 IAAF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제공함.

○

1년에 한번 IAAF와 함께 ‘World Athletics Gala’
를 통해 그 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선수들에게 상을 수여함.
(출처:http://www.iaaf.org/about-iaaf/foundation)

Lamine Diack은 1999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IAAF 회장으로 재직했으며, 1999년부터
2013년까지는 IOC 위원직을 수행함.
2013년 IOC 위원 임기 만료 이후에는 IOC 명예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함.

IAAF 회장, 육상의 잃어버린 신뢰 회복할 것

한편, 지난 2015년 8월 19일 Lamine Diack에 이어 신임 IAAF 회장으로 선출된 Sebastian
Coe IAAF 회장은 세계 육상계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언급함.
또한, 이번 사태에 매우 놀라움을 드러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Coe는 러시아육상연맹의 모든 혐의를 추궁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독립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러시아육상연맹의 자격을 정지하고, 2016리우올림픽을 포함한 국제 대회에서 러시아 육
상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IAAF 이사회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IAAF는 11월 28일로 예정되었던 올해의 선수 시상식(IAAF Annual Award Gala) 행사
개최 계획 또한 취소함.

국제 스포츠계의 반응

충격적인 도핑 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거센 비난과 더불어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Thomas Bach IOC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매우 충격을 받았으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밝힘. Bach는 IOC가 도핑사건과 연루된 러시아 선수들의 메달을 모두 박탈하고, 향후 올림픽
대회의 출전권 또한 박탈할 것이라고 언급함.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IOC에 없다고 밝히며, IAAF가 직접 해결할 문제
라는 입장을 나타냄(“The IAAF will have to deal with its member Federations. It’s not
for the IOC, we have no authority. But we are in contact, we are assisting and we are
encouraging”).

한편 Greg Dyke 영국축구협회(FA: Football Association) 회장은 러시아 정부와 도핑 사건
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러시아 스포츠 장관(Sports Minister) Vitaly Mutko가
FIFA Executive Member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함.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 스포츠 장관(Sports Minister) Vitaly Mutko는, 도핑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며, 러시아만을 지목하여 문제를 삼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냄.
또한 지난 11월 10일, 러시아의 육상 국제 경기 출전 제한 조치를 받아 들이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그는 출전 제한 조치 때문에 정직한 선수들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 결
과가 하루 아침에 무산 될 수 있다며 선수들을 보호 할 것이라고 덧붙임.
한편, Vlad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대변인 Dmitry Peskov는 11월 10일, 이번 도핑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언급함.

그러나, 대변인의 발언이 있은 하루 뒤인 11월 11일에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대
변인의 발언과 상반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섬.
Putin 대통령은 Mutko 장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WADA의 수사에 완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함.
Putin은 도핑과의 싸움은 긴급한 문제이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도핑을 하지 않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선수들(clean athletes)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한편, 다음날 12일에 Mutko 장관 또한, 2016리우올림픽에 대한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출
전 제한 조치가 부과되더라도, 2016리우올림픽 참가를 거부(boycott)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도핑 스캔들, 어디서부터?

지난 2014년 말 독일의 TV채널 ARD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국가차원의 도핑을 광범위하
게 자행했다고 고발함. ARD는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에서 러시아의 메달리스트 중 80%
이상이 금지약물 복용이 의심되는 선수들이라고 보도하고, 이들에게서 인체성장호르몬(human
growth hormone)이 검출된 증거가 있다고 폭로함.
관련자료: IAAF, 도핑과의 전쟁
논란이 가중되자, WADA 회장이자 IOC 집행위원인 Craig Reedie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나섬. WADA는 캐나다 IOC 위원이자 전 WADA 회장인 Richard Pound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를 발족시킴.
관련자료: 러시아, 지속되는 도핑혐의로 몸살

Thomas Bach IOC 위원장은 이번 도핑스캔들이 발생한 이후 11월 12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
최된 SportAccord IF Forum 연설 중, ‘굿 거버넌스’
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
조함.
‘거버넌스의 위기’
를 겪고 있는 국제스포츠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주목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국내 스포츠계에는 무엇을 시사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같이보기
WADA, 도핑 조장한 선수지원인력 명단 공개
IAAF 회장에 Sebastian Coe 당선
WADA, 러시아 봐주기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