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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로 하나된 남북 단일팀 ‘코리아’

* 남북 단일팀은 남한과 북한 선수들이 같이 국제 경기 등에 나가기 위해 이룬 팀을 말하며
국제적인 이름으로 ‘Korea(코리아)’, 단일팀의 기는 ‘한반도기’, 국가는 ‘아리랑’을 사용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첫발, 남북 체육교류의 시작

ㅇ 최초의 남북 간 체육교류에 대한 논의는

년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57

년

1960

로마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구성 및 출전을 제의하면서 시작
하지만 전후 상황과 정치적 선전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 우리정부의 소극적

-

ㅇ

자세로 인해 협상 결렬
년대 후반까지 남북 단일팀 및 체육교류 논의를 위한 수차례의 남북 간

’80

체육회담이 열렸지만 양자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모두 성사되지 못함
□ 남북 체육교류의 결실 남북 단일팀의 탄생

ㅇ

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 참가는 무산되었으나, 남북한 공동

1990

응원팀을 결성하여 처음으로 국제행사에서 ‘한반도기’를 사용

ㅇ 최초의 단일팀은

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결성, 여자부 는 중국을

1991

*

꺾으며 우승, 남자부는 4강에 진출

* 남한(현정화, 홍차옥), 북한(리분희, 유순복)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세계 최강 중국을 상대로 우승
* 12년 개봉된 영화 ‘코리아’는 사상 최초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

일시
1991.04
1991.06
2000.09
이후~

<남북 단일팀 현황>
내용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최초로 남북 단일팀(코리아), 국기(한반도)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으로 세계대회 8강 진출
시드니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최초의 올림픽 동시 입장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아테네(2004), 토리노(2006), 평창(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2018 세계탁구선수권

자료 : 통일부(’18)

<남북 동시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농구 단일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출처 : IOC, AFP, 언론뉴스

ㅇ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 여론 엔트리 확대 등 논란에도
,

불구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 단일팀 출전(올림픽 사상 최초의 남북 단일팀)

ㅇ 남북 체육교류가 시작된 이래 탁구

(’91, ’18),

축구(’91), 아이스하키(’18) 등 총

번의 단일팀이 구성

4

□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시안게임 최초로 남북
단일팀 출전 예정

ㅇ 국제 종합스포츠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출전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두 번째
-

이번 대회에서 남북은 공동으로 입장하며 단일팀이 출전하는 종목은 여자농구,
조정, 카누 등 세 종목이며, 나머지 종목에서는 남과 북이 각각 출전

-

단일팀 선수 규모는 남한 36명, 북한 34명(지원인원 4명 포함)으로 총 70명

* 농구: 남(12), 북(4), 조정: 남(9), 북(8), 카누: 남(15), 북(18)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여자아이스하키: 35명)

ㅇ 특히 여자농구는 남북 단일팀으로 종합대회 단체 구기종목 사상 첫 우승을 목표
□ 최근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종목에서
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미 농구스타인 로드맨과 친분이 두텁고, 남다른 농구팬인 김정은은 축구보다 농구부터 교류하자고
제안하며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 월)
*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18.8.11, 서울),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18.8.13~18, 평양) 등
’18.7

’

’

ㅇ 또한 배구 사격 등 다양한 종목에서 민간부문의 스포츠 교류가 더욱 확대될
,

수 있도록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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