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iSR 포럼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17 iSR 포럼
❍ 일

시: 2017. 10. 27.(금) 14:00 ~ 17:00 & 리셉션

❍ 장

소: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샴페인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주

제: 스포츠와 평화 (Peace through Sport)

❍ 주

최: 국제스포츠재단(iSR)

❍ 주

관: 국제스포츠재단(iSR), 김운용스포츠위원회(KUYSC)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 프로그램 세부 내용
오늘날 스포츠는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국가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는 상호 이해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 간 ·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인식
부족이나 소통의 단절에 따른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호 국가목표
추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한 테러와 난민·기아 문제 등으로 국제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지금 스포츠의 평화적
기능을 통하여 지구촌의 화합과 평화를 지향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
달할 수 있도록 국제스포츠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iSR 포럼’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 개최를 기원하고자
다양한 스포츠의 평화적 기능 사례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금번 포럼에서
는 국내·외 국제스포츠 전문가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이번 주제에 대한 전문적
견해와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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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 ~ 14:00
(‘30)
14:00 ~ 14:05
(‘05)

14:05 ~ 14:45
(‘40)

등록 및 환영 다과 / 미디어 인터뷰
개회 및 귀빈 소개
개회식
- 환 영 사. 유승민 (국제스포츠재단 이사장, IOC 위원)
- 축
사. Ser Miang NG (IOC 집행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 축사(영상). Thomas Bach (IOC 위원장)
- 기조연설. 제임스 최 (주한 호주 대사, 비상주 북한 대사)
- 사진촬영.

14:45 ~ 15:00
(‘15)

휴식

주제. 스포츠와 평화
발표 1. “Sustaining the unique honour of being a Olympian"
15:00 ~ 16:00
(‘60)

David Miller (Sports Journalist)
발표 2. "미정“

조남기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발표 3. "Thoughts on Sports as a Diplomatic Tool: Israel's Early Relations with
Korea and Malaysia"

Guy Podoler (University of Haifa)
16:00 ~ 16:15
(‘15)

Coffee Break

16:15 ~ 17:00
('45)

패널 디스커션
진행자. 권소영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패널 1. David Miller (Sports Journalist)
패널 2. 조남기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패널 3. Guy Podoler (University of Haifa)

17:00 ~ 18:00
(‘60)

리셉션

▢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Mo_G2LRPoDYYwADj3DfI2dO2iu-YOeLlP4E7NUSAbY6xVcg
/viewform?usp=sf_link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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