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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준비와 운영 
 

1.1. 조직과 지원체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7년 반의   
준비기간을 향유하고 이 기간의 한고비에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1986년)라는   
절호의 점검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시설 . 인력 . 운영의 기술적 축적을 활용한   
이점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서울올림픽은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의 모든 조직을 확대   
운용하고 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개선하는 바탕 위에서 추진되었다.   

서울아시아대회를 치름으로써 조직위는   
올림픽공원과 올림픽주경기장 등 33개   
경기장과 50개 연습장을 확보하였으며,   
5만 6000여명의 운영인력을 활용하는 등   
시설과 인력면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1981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설립된 데 이어 1982년에는 정부지원과   
체육을 총괄할 체육부가 발족되었으며   
IOC는 물론, NOCㆍIF등 올림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체제를 굳혀나갔다.   

조직위는 1988년 들어 대회운영   
종합본부를 설치하고 31개 경기본부, 7개   
행사본부, 25개 지원부서를 운영하는   
본격적인 대회운영체제로 전환하였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 재정ㆍ인력ㆍ시설ㆍ  

장비는 물론 대회여건조성 등 각 부문에   
걸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주도하였으며, 국회는 올림픽지원특별   
위원회를 설치, 지원법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기관ㆍ단체ㆍ기업ㆍ학교 등이   
인력을 파견하고 시설장비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민간차원에서는 범민족올림픽추진   
중앙협의회의 주관 아래 지역단위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해외동포 올림픽   
후원회도 결성하는 등 국내외로 국민적   
참여의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렸다.   

이와 같이 대회운영의 기본골격인 각종   
기구와 지원 내지 협조체제는 국민적ㆍ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어 가위 국민   
총동원체제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스케일이었다.   

대회 전반의 운영시스템은 조직의   
계층을 단절하여 장소별 대회운영본부를   
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본부마다 상황실을   
설치, 종합상황실과 연계활용함으로써   
체계를 파악 조정하였다. 또 인력전산   
터미널을 설치하여 기간중 운영요원의   
배치와 교육사항을 종합적으로 유지관리   
하여 인력투입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지원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밖에도 한국 기술진에 의한   
경기운영시스템(GIONS) 및 종합정보망   
시스템(WINS)의 개발은 각종 정보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서울올림픽대회를 과학올림픽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2. 대회운영인력   

올림픽 운영의 성패여부는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요원의 확보와 활용에   
달려 있다.   

그러나 올림픽은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일시에 많이 소요되므로 기간요원 외에도   
지원, 자원봉사, 단기고용 등 여러 분야의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첫째, 올림픽대회의 핵심인력인 조직위   
직원 1,435명이 대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관리의 기간요원으로 활약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요원은 모두 2만   
7221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개인 및   
단체로 공모한 11만 6294명 중에서 엄선된 

요원으로 개인 1만 4607명, 단체 1만   
1929명, 외국인 352명, 해외교포 333명   
이었다.   

셋째, 지원요원은 올림픽대회 지원법에   
의하여 각 경기단체 및 공공기관 등 대회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1만   
8281명으로 경기단체 3,612명, 공무원   
4,026명, 군인 6,640명, 의무 542명,   
법인단체 2,383명, 기타 1,07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단기고용요원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는 요원으로 경기장에 1,120명,   
행사장에 1,480명, 지원부서에 175명 등   
모두 2,775명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서울올림픽대회에 동원된   
운영요원은 모두 4만 9712명이었으며,   
그밖에 각종 출연요원 등 연인원 60만   
4520명이 대회운영인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운영요원의 확보에 앞서 조직위는   
① 최적정 규모의 운영인력 책정   
② 교육을 통해 소양 및 직무능력을   
키우며 ③ 완벽한 급식운영과 적정한   
수준의 처우를 목표로 설정했었다.   
 

1.3. 시설 및 물자   

 

□ 시설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이끈 가장 큰   
요인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각종 시설의   
확보와 이들 시설의 관리유지가 수준급   
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설의 기본적인 물량을 확보한 조직위는   
국제경기연매의 시설기준과 규격에   
맞도록 경기자의 추가신설 보완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몬트리올올림픽대회의   
미완성 메인스타디움의 경우나 허술한   
기존시설의 응급처방으로 산만했던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와는 달리   
쾌적한 경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서울올림픽에서 채택된 23개   
정식종목과 4개 시범종목 및 전시종목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은 경기장   
34개, 연습장 72개, 관련시설 70개,   
문화행사장 88개 등 모두 264개였다.   
이 가운데 72개의 연습장은 각급학교   
체육관, 운동장 및 사회체육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였으며, 경기장 34개   
중 21개는 장충체육관과 같은 기존시설을   
대폭 보수하여 활용하고, 13개   
신설경기장 중 4개는 올림픽대회와는   
관계없이 건설하기로 되어 있던   
서울대학교 체육관, 한양대학교 체육관   
등을 조기완공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시설을 일부 보수ㆍ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1500억원의 직접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을 위해 신설한   
시설은 올림픽공원 안의 사이클ㆍ체조ㆍ  

펜싱ㆍ역도ㆍ수영ㆍ테니스 등 6개 경기장과   
한강조정/카누경기장, 서울승마공원 및   
부산요트경기장 등이다.   
이들 시설 가운데는 축구 등 예선전을   
치른 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의 지방   
경기장도 포함되는데 경기장의 신설 및   
보수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589억원에   
이르고 있다.   

모든 경기장은 국제연맹이 정한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건설되었으며, 국제연맹   
관계자들의 검사를 필한 만큼 본   
대회기간중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올림픽은 경기만을 치르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며 선수ㆍ임원ㆍ보도진 등   
올림픽패밀리를 위한 숙박, 교통, 통신,   
오락 등 다목적 시설을 수반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부대시설이 요구된다.   

서울올림픽이 시설부문에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경기장 못지   
않게 이들 부대시설이 쾌적하고 운영이   
원활했다는 점이다.   

올림픽공원 맞은편 약 62만㎡에   
자리잡은 5,540가구분의 아파트는   
선수촌과 기자촌으로 이용되어 선수단   
1만 4601명, 보도진 5,186명을 수용   
하였다.   

또 올림픽패밀리를 위한 시설로   
가락ㆍ문정지구에 56개동 4,494가구의   
패밀리타운 아파트를 마련, 1만   
5000여명의 대회관계자와 외국관광객을   
수용하는 한편 메인프레스센터와   
국제방송센터, 청소년캠프장도 역대 어느   
대회의 시설보다 능가하는 완벽한   
기능과 규모였다.   

제 31장 대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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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프레스센터(MPC)는 완전히   
컴퓨터화됨으로써 모든 경기장과 연결,   
어디에서나 단말기의 코드만 누르면   
즉석에서 경기의 기록, 결과, 우승선수의   
프로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KBS본관 뒤편에 마련된   
국제방송센터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중계를 통괄하는 기능으로 1만 9835㎡   
대지에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대회기간중 올림픽대회 사상 최대   
규모인 27개 인공위성회선을 사용,   
85개국 160개 방송사가 9,200시간의   
TV중계를 실시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 실적은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의   
3,000시간보다 3배나 규모가 큰    
것이었다.   
 

□ 물자   

올림픽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여기에 투입되는 물자   
역시 그 규모가 방대함은 재론을 요치    
않는다.   

특히 올림픽에 필요한 물자는 품목이   
다양하고 모든 물자가 대회에 일시적으로   
활용되며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대회용 물자는 사용하고 난 후에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휘장사업, 무료임차 ,   
유료임차 및 구매의 절차를 통하여   
확보하게 된다.   

서울올림픽에 사용된 물자의 총량은   
2,925개 품목에 이르며,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때에 사용한 1만   
2000톤의 배에 해당하는 2만 6000여톤의   
방대한 양이었다. 점수로는   
1696만여점으로 시가 708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휘장사업에 의한 물량확보는   
전체물량확보의 58.6%로서 465개   
품목 415억 2900만원을 기록하였다.   
휘장사업은 서울올림픽대회의 공식명칭 .   
휘장ㆍ마스코트 등을 기업의 마케팅 광고,   
상품 선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대회 개최에 필요한   
돈ㆍ물자ㆍ용역을 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   
제도이다.   

국내기업 96개 업체, 해외에서 46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물자를 포함한 돈과   
용역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139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자의 내역은 경기용기구 1,088개   
품목 109만 5000여점, 기술장비 120개   
품목 16만 3000여점, 안전장비 30개 품목   
1만 4000여점, 등록장비 47개 품목 96만   
4000여점, 기타 의무용품ㆍ유니폼ㆍ  

가전제품ㆍ사무용품ㆍ소모품 등이다.   
특히 유니폼류는 지급인원이 7만   
3741명에 이르며 외국심판ㆍ임원은 물론   
도합 6군 8직종에 정장ㆍ캐주얼ㆍ트레이닝ㆍ 
한복ㆍ소품 등 65만여점이 공급되었다.   
 

 
 

또 무료임차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보유물자를 일시 빌어 사용하였으며,   
대체로 6만여점에 이르고 있다.   

올림픽 관련물자의 확보방법을   
보면 구매가 1,291개 품목에 189억원,   
무료임차 307개 품목에 48억원, 유료임차   
61개 품목에 39억원, 휘장사업 465개   
품목에 415억원, 기증 9개 품목에 2억원,   
그리고 서울아시아대회 연계사용물자가   
792개 품목에 65억원이며, 합계로는   
2,925개 품목에 708억원이었다.   
 

1.4. 대회 재정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상징하는 뚜렷한   
증거의 하나가 흑자대회의 운영이었다.   

우리는 몬트리올올림픽대회의   
적자운영이 가져다 준 심각한 후유증을   
기억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올림픽   
대회가 민간주도로 자원봉사자의 동원,   
성화봉송의 유료화 및 시설비의 절감에   
힘입어 사상 처음 흑자대회를 기록   
함으로써 현대올림픽의 경영관리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배웠다.   

서울올림픽은 1964년의 도쿄올림픽   
대회와는 달리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그쳤다는 특징이   
있다.   

1964년 올림픽을 치른 도쿄는 당시   
국민소득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엔   
(1986년 가격으로 12조원)을 올림픽대회   
관련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사실은   
대회준비 총 투자액의 97.3%를   
지하철ㆍ상하수도ㆍ호텔ㆍ고가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였다. 이에   
비해 서울은 올림픽의 여건조성사업으로   
1조 2700억원을 투입, 전체사업비의   
53.5%를 점했으나, 여건조성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대부분이 이미 올림픽   
유치 이전부터 추진된 경제ㆍ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서   
국민부담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서울올림픽 관련사업의 총 투자규모는   
대회운영사업에 3611억원, 직접투자   
사업에 7473억원, 여건조성사업에 1조   
2742억원 등 모두 2조 3826억원 규모였다.   

올림픽 관련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2조 3826억원은 국고 6052억원, 지방비   
6802억원 등 정부부담이 1조 2854억원   
(53.9%)이었고, 조직위 기금 5684억원   
(23.9%), 그리고 민자 5288억원(22.2%)   
으로 조성되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기금조성은 입장권 330만매의 판매수익   
275억원, 방영권사업 2247억원, 휘장.   
기념품사업 745억원, 기념주화.   
메달사업 1352억원, 기념우표 29억원,   
복권사업 1188억원, 광고 265억원,입촌비   
139억원, 기타 442억원에 이르렀고,   
그밖에 아파트 분양수익과 성금ㆍ기부금   
등 2416억원을 합쳐 9098억원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지출면에서는 시설에 2378억원,   
기획ㆍ안전 501억원, 문화식전 325억원,   
선수ㆍ기자촌 309억원, 기술 311억원, 홍보   
228억원, 수익사업 370억원, 기관운영   
695억원, 인력ㆍ물자 107억원 등 도합   
5684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1989년 4월 20일자로 정산된 조직위의   
대회 수지결산에 따르면 사업수입은   
6682억원, 지출은 5684억원으로 결국   
998억원의 잉여금을 남긴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성금ㆍ기부금 2416억원을   
포함하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대회 수지결산은 총 3414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된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재원조성은 전체규모에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의 경우보다 무려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림픽조직위의 재원조달 규모와   
내용은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도쿄올림픽대회의 경우는 입장료.   
기념우표 판매 . 기념주화 및 광고수입이   
주요 수입원이었고, 프로스포츠 경기수입   
(주로 경륜ㆍ경조 등) 중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규모는 미미한 편이었다.   

또한 몬트리올올림픽대회는 총 수입의   
55%를 복권에 의존하였고, 기념주화.   
우표 및 메달사업이 수입원이었다.   

민간주도라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대회를 치른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는   
TV 방영권에 따른 높은 수입과   
스포츠용기구와 제품의 공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사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등 수입원의 다양화로 흑자대회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제 31장 대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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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기운영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여부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분야가 경기운영이다.   

오랜 경험의 축적,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바탕으로 하면서 참가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도록   
주선하고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차질이 없는 진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올림픽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16일간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일원과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6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34개 경기장에서 23개   
정식종목, 237개 세부종목을 전개하고 1만   
3304여명의 선수ㆍ임원을 통제 관리한다는   
까다로운 문제는 물샐틈없는 계획과   
사전준비 및 종횡으로의 정보소통이   
대전제가 되어야 했다. 특히 경기운영을   
물흐르듯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기   
프로그램의 개발, 참가선수의 등록,   
국제연맹의 기술대표 및 기술임원 확보,   
경기운영요원의 교육, 경기용기구의   
원활한 조달 및 화려한 시상식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였다.   

대회 프로그램 개발은 대회 개최시기,   
경기종목, 경기일정의 작성을 3대   
근간으로 하면서 ① 선수들에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고   
② 최대의 관중을 동원하는 방안   
③ TV관람자의 극대화 ④ 소요경기장의   
최소화 ⑤ 경기지원분야의 부담경감을   
목표로 하였다.   

개최시기는 기온ㆍ강우량ㆍ기타 기상   
요소와 수익사업면, 자연환경, 옥외경기   
진행에 대한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잡았으며,   
경기종목은 23개로 확정하였고 이러한   
모든 결정은 IOC와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이루어졌다.   

또 경기일정은 각 IF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을 해 나갔는데 한 IF와의   
일정변화가 생기면 전체진행일정에   
차질이 오는 등 작업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특히 구기종목의 대진 추첨, 대진표   
확정에는 여러 가지 사정과 변수의   
작용으로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 결국   
1988년 2월에 가서야 경기일정책자를   
발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정변경의 사례가   
속출했으며, 일정변경이 불가피할 때는   
대회기간중 조정을 필요로 하였다.   
참가선수에 대한 등록은 당초 161개   
NOC1만 3674명의 임원ㆍ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추정, 참가신청양식 제작 및 발송,   
참가신청서 접수, 등록 업무 등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국제연맹 임원의 확보에는 기술대표의   
조기확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1986년   
44명, 1987년 54명, 1988년 6월 58명이   
확정되었다.   

또 시범종목을 포함한 국제연맹 임원   
규모는 2,291명에 이르렀고, 국제심판은   
1,700명이었다.   
 

경기운영요원은 종목별 경기본부,   
각 기능부서, 인력국과의 협의를 거쳐   
모두 2만 5209명을 조기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경기운영요원의 확보는 서울아시아  
대회 운영요원을 활용하면서 경기부서   
요원은 해당 경기단체에서, 보조요원은   
유관종목학교와 협약하고 경기단체장   
소속 기업체 직원까지 동원하였다.   

이 운영요원에는 75개 협력학교 학생   
6,440명이 참여하였으며, 일부종목   
특수분야에는 외국인 전문가 74명을   
기용하였다.   

경기용기구는 1,088개 품목으로 서울   
아시아대회 연계사용분이 430개 품목,   
추가확보분이 658개 품목에 이르렀다.   

시상식에서는 1ㆍ2ㆍ3위에 메달을,   
1위에서 8위까지는 상장을, 대회   
공식참가자에게는 참가메달을   
지급하였다.   

시상식운영센터는 이동시상팀 12개팀   
(358명)과 악단 2개조(100명)를 동원,   
정식 237회, 시범 24회, 전시 9회 등 총   
270회의 시상식을 운영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운영에 대한   
준비는 올림픽 개최일을 앞두고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며, 운영요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첨단과학장비,   
세계수준의 경기장시설 등이 잘 조화를   
이룸으로써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그 가시적 성과는 숱한 세계기록과   
올림픽기록으로 이어졌으며, 복싱경기의   
사소한 사건 이외에는 이렇다할 만한   
운영사의 소청이나 사고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선수촌에 종목별 경기안내센터를   
마련하여 200여명의 운영요원이   
교통편에서부터 경기일정, 경기당일의   
상황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한 점이라든가   
경기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준   
첨단과학장비의 등장은 서울올림픽대회의   
운영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한 예로 육상 100m의 경우 사진판독   
→ 판정 → 컴퓨터입력 → 자료산출 → 자료   
배포까지 8분이 소요되었다.   

서울올림픽대회가 매끄럽게 진행된   
것은 자원봉사자 2만 7221명을 포함한 4만 

9712명의 운영인력의 헌신과 쾌청한   
한국의 가을하늘에 그 공로를 돌려야    
한다는 점이다.   
 

1.6.행사운영   

올림픽에 대한 압도적인 이미지 창출은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승패를 가르는   
스릴, 그리고 그 스릴이 엮어내는   
드라마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행위가 일과성 내지 면역성의   
한 단면이 있다고 한다면 저 현란장엄한   
개·폐회식의 이미지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로 사람들을 함몰시키는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글자 그대로   
드라마적 상승효과를 지닌다.   

서울올림픽을 영상화한 9,200시간   
가운데 50억 인구의 정서적 감각을 지배한   
순간은 아마도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연출된 한국인의 모습과 그 문화, 그 얼,   
그리고 그 절묘한 조화의 전개였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서울올림픽의 개ㆍ폐회식   
및 각종 문화행사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청동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선수를 돕고 있는 육상경기장의

운영보조요원. 운영요원의 헌신적인 봉사로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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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들 한국인은 개인적으로는 손색이   
없지만 합치면 모래알처럼 흩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의 개ㆍ폐회식전에서   
보여준 화합과 일치의 미는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가 움직이는 거대한 숲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이 되어 세상에   
비쳐졌다.   

이 성공담의 뒤안에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ㆍ폐회식 관계업무는 1985년 4월   
문화식전국에 개ㆍ폐회식과가 신설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개 . 폐회식을 성공적으로 치른 여세를   
몰아 내리 2년 동안 개회식 47개 단체   
1만 3625명, 폐회식 29개 단체 6,173명이   
준비에 열중한 거창한 작업이었다.   

이 가운데는 푸른 잔디밭 위로 굴렁쇠를   
굴리던 일곱 살 소년 윤태웅 군을 포함,   
국교생 1,400 명, 고교생 7,211명, 대학생   
856명, 전문단체 730명, 군인 2,728명,   
외국인 424명, 기타 276명이 개회식에   
참여하였고, 고교생 2,807명, 대학생   
712명, 전문단체 299명, 군인 2,102명,   
외국인 30명, 기타 223명이 폐회식에   
출연하였다.   

올림픽 개ㆍ폐회식이 전 세계에 화합과   
전진의 계기가 되며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인의 공감대 확대, 한국   
민족문화 창달의 전기로 발전시킨다는   
당초의 목표는 ‘벽’이라는 설정과 ‘화합   
전진’을 표방하는 이념간의 모순을 이들   
출연진의 피와 땀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문화적 벽, 인종적 벽, 분단의 벽,   
경제적 격차의 벽을 뛰어넘어 똑같은   
자격으로 서울올림픽의 광장에 달려온   
올림픽패밀리와 그 국민들에게 서울의    
한마당 무대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했으리라 믿어진다.   

특히 개ㆍ폐회식에서 전개된 18개의   
작품은 초침의 오차와 간격의 틈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완벽에 가까운 진행을   
보여주어 작품내용의 우수성과 더불어   
내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올림픽 개막 1개월 전부터 50일간   
계속된 각종 문화행사의 운영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문화예술행사는 경축문화행사 .   
공연행사 . 전시행사로 대별되며 ①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② 전통과 현대, 지역적 특성이   
조화를 이룬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③ 화해와 전진을 구현하는 범세계적   
축제행사로 운영한다는 기본목표에   
걸맞게 모두 41건의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 문화예술축전에는 미수교국을   
포함하여 73개국 528개 단체(외국 43개)   
3만 722명(외국인 2,399 명)이 참가   
하였으며, 232개 프로그램을 628회나   
공연하여 955만여명이 관람한 실적을   
올렸다. 청소년캠프에는 43개국 882명이   
참가하였고, ‘후기산업시대의 세계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올림픽   
국제학술회의에는 30개국 242명의   
학자들이 참여(외국학자 87명)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밖에 서울올림픽 스포츠과학학술   
대회에는 58개국, 1,670명이 참가, 10개   
분야의 종합학술세미나와 12개 분야의   
분과발표에서 695편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공연행사로는 축전개막제ㆍ전통예술   
축제ㆍ무용축제ㆍ연극축제ㆍ음악축제ㆍ영화   
축제가, 경축문화행사로는 IOC총회   
공연, 경축전야제ㆍ서울축제ㆍ한강축제ㆍ 
거리축제ㆍ선수촌 문화행사ㆍ성화맞이   
지방문화축제가, 전시행사로는   
한국문화재 특별전ㆍ문화소개특별전ㆍ   
한국미술전ㆍ세계현대미술전ㆍ   
올림픽기념종합전 등 화려한   
행사가 이어졌으며, 문화예술축전   
에는 소련ㆍ헝가리ㆍ체코슬로바키아ㆍ  

폴란드 등 미수교국을 포함, 72개국에서   
43개 단체 2,399명의 예술인이 참여,   
서울올림픽이 체육 . 문화ㆍ예술ㆍ과학의   
종합축제임을 과시하였다.   

또한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세계현대미술제 행사로 펼쳐진   
제1ㆍ2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과   
국제야외조각초대전 올림픽공원을   
세계조각공원으로 조성, 영원한 올림픽   
기념 조각공원으로 남겼다.   

세계의 현존작가 32개국 36명이 제작   
전시한 조각들과 66개국 조각가 작품   
155점은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조각공원으로 남겨져 한국의 문화 유산   
으로 후대에 영원히 전승하게 되었다.   

제 31장 대회를 마치고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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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회식 축하비행. 올림픽주경기장 상공에

오색구름을 수놓아 10만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3. 개회식에서 1,525명의 현대무용수들이

서구형식에 한국 민속음악적 요소를 곁들여

유려한 율동으로 무용을 펼쳤다.

4.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에 출품되어

올림픽조각공원에 설치된 멕시코 요르게 듀봉

작품‘무한대의 다리’.

5. 폐회식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참가선수단과 출연요원이 어울려 이별을

아쉬워하였다.

6. 올림픽조각공원에 설치된 아일랜드

피체랄드 작품 ‘M·B를 위한 사원’.

7. 대한민국국악제에서 한국의 전통음악이

선보여 세계음악인의 주목을 끌었다.

8. 올림픽종합전시장의 조각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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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회규모와 기록   
 

2.1. 대회규모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IOC가맹 167개   
회원국 가운데 160개국 1만 3304명의   
선수ㆍ임원이 참가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규모를 과시하였다.   

참가인원의 내역은 남자선수 6,983명,   
여자선수 2,434명, 임원 3,887명(남자   
3,443명, 여자 444명)이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아테네올림픽대회(13개국, 311명) 이래   
올림픽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고비로   
분류했을 때 대전 전에는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가 피크를 이루었고(49개국   
4,308명), 대전 후에 제19회 멕시코   
올림픽대회(125개국 7,470명) 및 제20회   
뮌헨 올림픽대회(123개국 1만 80명)가   
각각 100개군 이상의 참가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대회   
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프리카의   
출전을 놓고 집단보이코트를 함으로써   
올림픽에의 정치오염이 표면화하기 시작,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항의하는   
미국의 입김으로 1980년의 모스크바   
올림픽대회가 81개국 참가라는   
감량체제를 면치 못했으며, 1984년의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역시   
명목상으로는 140개국이 참가했지만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세력이 빠짐으로써   
반쪽대회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와 같은 정치입김의 작용으로   
올림픽이 절름거리는 가운데 남북분단의   
현장인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러나 막상 서울올림픽대회가 동서   
양진영이 골고루 참여했을 뿐 아니라 질과   
양에서 명실공히 새로운 기록을 세울 만큼   
충실, 거대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며 사실상 올림픽운동의 복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대회 개막 직전까지 문호를 개방,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무산되고 쿠바 등   
단 7개 회원국의 불참으로 IOC가맹   
전회원국 참가라는 선까지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참가선수단 규모로는   
미국이 779명(선수 6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련 655명(선수 514명), 한국   
640명(선수 467명), 독일 연방공화국   
536명(선수 404명), 캐나다  501명   
(선수 379명), 영국 504명(선수 369명),   
프랑스 418명(선수 309명)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육상이 148개국에서   
1,727명(남자 1,148명, 여자 579명),   
수영이 80개국에서 944명(남자 599명,   
여자 345명)으로 많았고, 그밖에 조정   
38개국 660명(남자 450명, 여자 210명),   
요트 60개국 456명(남자 402명, 여자   
 

 

54명), 사이클 62개국 455명(남자 391명,   
여자 64명),레슬링 69개국 446명, 복싱   
107개국 442명 순이었고, 근대 5종이   
27개국 79명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ㆍ쿠바ㆍ알바니아ㆍ니카라과ㆍ 
에티오피아ㆍ세이셀ㆍ마다가스카르 등   
7개국이었고, 1개 종목에만 참가한 나라는   
미얀마ㆍ콩고ㆍ차드ㆍ적도 기니ㆍ몰디브ㆍ 
르완다ㆍ소말리아(이상 육상)ㆍ부탄(양궁)ㆍ 
아프가니스탄(레슬링) 등 9개국이었다.   

올림픽에서 실시되는 경기종목은   
올림픽헌장이 규정한 정식종목과 시범   
종목 및 전시종목으로 나누어 주최국과   
IOC가 협의하는 선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서울올림픽대회의 정식종목은   
육상ㆍ수영 등 23개 종목이었으며,   
이는 로스앤젤레스대회의 21개 종목에   
탁구ㆍ테니스가 추가된 것으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이 23개 종목의 세부종목 역시   
237개 종목으로 로스앤젤레스대회보다   
16개가 늘어난 규모이다.   

서울올림픽대회 시범종목으로는   
태권도와 야구가 채택되었고, 전시종목   
으로 볼링과 배드민턴이 추가되는 등   
IOC가 규정한 조건의 모든 것을 충족   
시키는 대회였다.   

서울과 지방으로 분산 개최된   
서울올림픽대회의 일정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 열렸으며,   
경기횟수는 개막일인 17일에 농구ㆍ복싱ㆍ  

축구ㆍ수영ㆍ배구 등 5개 종목의 예선이,   
폐막일인 10월 2일에 육상ㆍ복싱ㆍ  

승마ㆍ배구 등 4개 종목의 결승전이 진행   
되었고, 그밖에는 평균 15개 내지 17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2.2. 경기결과 및 기록   

인종, 이념, 빈부의 벽을 넘어서 12년   
만에 동서가 한자리에 모였던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역대대회와 마찬가지로   
소련 . 독일민주공화국 . 미국의 3강이   
메달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폐막되었다.   

스포츠강국이 강대국이라는 등식은   
서울올림픽대회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소련을 차치하고라도 독일민주공화국의   
엄청난 저력과 주최국 대한민국이 종합   
4위를 기록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었다.   

이들 스포츠 3강은 241개의 시상금메달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28개의 메달을   
차지하여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였으며,   
한국이 중위권을 형성한 독일연방공화국ㆍ   
헝가리ㆍ불가리아ㆍ루마니아 등을 막판에   
밀어냄으로써 새로운 스포츠강국으로   
등장하였다.   

서울올림픽의 종합우승은 금 55개, 은   
31개, 동 46개를 딴 소련이 차지하였고,   
독일민주공화국이 금 37개, 은 35개,   
동 30개로 2위, 미국이 금 36개, 은 31개,   
동 27개로 3위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소련은 로스앤젤레스(1984년)   
대회를 제외하면 뮌헨대회 이후 종합성적   
4연패, 통상 6회 우승의 대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미국은 1968년 멕시코대회   
이후 줄곧 정상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또 한국은 복싱ㆍ유도ㆍ레슬링 등   
투기종목과 양궁ㆍ핸드볼ㆍ탁구 등에서   
개가를 올려 금 12개, 은 10개, 동 11개로   
종합 4위에 올랐으며, 독일연방공화국   
(금11, 은14, 동15), 헝가리(금11, 은   
6, 동 6), 불가리아(금10, 은12, 동13)   
등이 중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만만치 않은   
패기를 보여주었다.   

160개국이 참가한 서울올림픽대회에서   
108개국이 메달이 없었고, 동메달 한   
개씩을 차지해서 종합 46위를 기록한   
타이ㆍ몽고ㆍ파키스탄ㆍ그리스ㆍ필리핀ㆍ 
콜롬비아ㆍ지부티 등 7개국을 포함한   
52개국이 메달을 향유하였다.   

소련의 종합우승 요인은 정책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체조ㆍ사이클ㆍ사격ㆍ  

역도ㆍ레슬링ㆍ육상 등에 강세를   
보임으로써 메달박스를 석권한 것이   
주효했으며, 미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었으나 이를 메달과 연결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모두 42개의 금메달이 걸린 육상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강세를 보여 금메달   
13개로 10개의 소련을 리드하였다.   

특히 트랙경기에서는 미국의 흑인세가   
주축이 되어 엄청난 폭발력을 보였고   
필드에서는 소련ㆍ독일민주공화국의   
동유럽세가, 중ㆍ장거리분야에서는 케냐   
등 아프리카세가 기세를 올렸다.   

기록면에서 육상은 세계신기록 4개를   
수립, 뮌헨대회의 8개, 몬트리올대회의   
8개에 비해 다소 처지는 감이 없지   
않았으나 올림픽신기록은 42개로 체면을   
유지한 셈이다.    

마라톤에서는 이탈리아(남)와 포르투갈   
(여)선수가 개가를 올렸으나 기록은   
저조한 편이었다. 남녀 자유형 50m가   
추가되어 올림픽사상 가장 많은 31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축을 벌였던 수영은   
독일민주공화국이 미국을 앞질러 금메달   
11개를 휩쓸었고, 미국은 8개로 체면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수영종목의 세계신기록은 11개였으며   
올림픽신기록 34개가 기록되었다.   
나임 술레이마놀루(터키)라는   
희대의 역사가 출현한 역도는 11개의   
세계신기록과 38개의 올림픽신기록을   
쏟아냈으며 역시 불가리아 . 소련 등이   
강세를 보였다.   

그밖에 농구에서는 소련(남자)이 16년   
만에 미국을 눌러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핸드볼에서는 한국(여자)이   
구기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제패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한국의 종합 4위   
부상에 크게 기여한 종목은 양궁으로서   
4개의 금메달 중 3개를 차지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였고, 새로 채택된 종목인   
탁구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금메달   
2개씩을 올려 선전하였다.   

제 31장 대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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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대회의 슈퍼스타로는 역도   
60kg급 경기에서 6개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터키의 나임 술레이마놀루, 여자   
수영 6관왕의 크리스틴 오토(독일민주   
공화국)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었다.   
술레이마놀루는 154cm, 59.7kg의   
몸으로 인상 152.5kg, 용상 190kg, 합게   
342.5kg을 들어올려 역발산의 힘을   
과시하였고, 오토는 자유형 50m.100m,   
접영 100m, 배영 100m, 계영 400m,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함으로써   
여성으로는 사상 최다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면서 기록을 경신하였다.   

남자수영 5관왕의 매트 비온디(미국),   
달리는 패션모델로 불린 미모의   
여자육상선수 플로런스 그리피스 조이너   
(금 3개), 세계신기록 2개와 올림픽   
신기록 5개를 낳은 양궁의 귀재 김수녕,   
여자수영 3관왕 재닛 에번스(미국),   
남자육상 2관왕 칼 루이스(미국),   
여자육상 2관왕 재키조이너커시(미국),   
또 왼쪽눈의 실명이란 핸디캡을 극복하고   
개인혼영 200m.4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헝가리의 토마시 다르니, 예선에서   
머리에 부상을 당하고도 선전, 다이빙 2개   
종목을 2연패한 그렉 루가니스(미국) 등   
기라성 같은 서울올림픽대회 영웅들의   
면면은 서울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들이었다.   

이러한 화려한 스타들의 행진에 당연히   
참여하여야 했을 벤 존슨(캐나다)의   
약물복용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벤 존슨은 100m에서 9초 79란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 당당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으나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이 밝혀져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2년간   
자격정지를 받아 실의 속에 묻히는 비운의   
장본인이 되었다.   

서울올림픽에서 수립된 기록은   
세계신기록 33개, 세계타이기록 5개,   
올림픽신기록 227개로 공식집계되었다.   
그 가운데 세계신기록은 수영 11개,   
역도 11개, 육상 4개, 사격 3개, 양궁 2개,   
사이클 2개 등이다.   

10 

9 

9. 개회식은 올림픽찬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올림픽기가 게양되고 평화의 상징인 백색 
비둘기가 비상하면서 열기를 더해갔다. 

10. 5관왕의 미국 수영선수 매트 비온다가 

금메달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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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회의 성과   
 

3.1. 대회목표와 이상의 시현   

서울올림픽대회는 대회의 이념인 ‘화합과   
전진’의 정신을 구현, 대회 5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5대 목표 달성으로   
조직위가 내건 5대 이상을 시현하였다.   
 
□ 5대 목표의 달성   

최다의 참가   

서울올림픽은 역대 올림픽대회 사상   
최다국가, 최다수 선수단의 참가기록을   
세웠다.   

160개국 선수단 1만 3304명의   
참가기록은 그동안의 대회에서 가장 많은   
참가기록이었던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의 140개국 1만   
773명보다 20개국 2,531명이 더 많은   
숫자이다.   

이밖에도 보도진 123개국 1만 5740명,   
심판진 국제회의 대표 1만 288명이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 최다 참가기록을   
세웠다.   
최상의 화합   

서울올림픽은 동서 양진영이 모두 참가한   
명실상부한 화해의 대회를 이루었다.   

체제ㆍ이념ㆍ종교ㆍ인종 등 각각의   
이해관계에 얽혀 상처받아온   
올림픽운동이 1972년 뮌헨올림픽대회   
이후 처음으로 벽을 허물고 동서   
양진영과 제 3세계로 지칭되는 세력권의   
국가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평화와 우의의   
제전을 연출함으로써 올림픽 운동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동서   
화합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최고의 성과   

완벽한 경기운영과 격찬 속에 연출한   
개ㆍ폐회식행사는 한 점 티없는 완벽한   
연출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스포츠행사의 최대목표 중 하나가 바로   
최고의 성과이다. 최고의 성과를   
도출하기 우하여 훌륭한 경기시설과   
경기용기구가 준비되었으며,   
참가선수에게 편안한 숙식과 안정된   
분위기가 제공되었다.   

경기면에서 33개의 세계신기록과   
세계타이기록 5개, 올림픽신기록 227개,   
올림픽 타이기록 42개가 수립되었으며,   
한국이 금메달 12개를 획득, 세계 4위에   
랭크된 것 역시 한국이 이룩한 신화였다.   

또한 올림픽이념에 부응하여 상품   
개발, 관련산업의 진흥, 교역의 증대와   
미수교 30개국의 참가로 넓혀진 외교적인   
영역확대는 한국외교사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다.   

안으로는 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민화합과 자긍심의 고취가 큰 성과로   
지목된다.   
 

 

 
 

 

최적의 안전과 봉사   

서울올림픽은 전 국민과 참가자들의   
협조로 무사고기록을 남겼을 뿐 아니라   
봉사정신이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린   
계기가 되었다.   

11만여명의 안전요원과 국민들의 협력,   
세계 공안관계자들의 협조에 의하여   
완벽한 안전이 보장되었다.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대회시설과 환경   
조성, 그리고 편의시설의 제공으로   
이루어진 안전과 봉사의 대회였다.   
 

최대의 절약   

서울올림픽은 경비 절감 및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로 3414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대회였다.   

대회 재정운영에서 ① IOC와의 관계   
② 후진국 참여를 위한 재정지원문제   
③ 상업주의 탈피라는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재정운영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대회 후 시설과 장비의 다목적 활용,   
예산의 엄격한 통제 및 신규사업의   
억제라는 절약대회의 소신이 흑자대회로   
나타난 것이다.   
 
□ 5대 이상의 시현   

화합   

서울올림픽대회는 동서 양진영을 망라한   
최다국가의 참여로 국가간의 대립과   
분쟁을 모두 극복 청산하고 완벽한   
하나의 올림픽을 달성하였다.   

이념을 초월한 동서의 참가와 인종을   
초월한 남북의 참가는 올림픽 운동의   
이상으로 서울올림픽이 이룩한 가장   
뜻깊은 이상이자 특징이었다.   
 

문화   

서울올림픽은 스포츠ㆍ문화예술ㆍ학술이   
삼위일체로 조화된 문화적 행사로   
승화되었다.   

올림픽 개막 1개월 전부터 50일간   
계속된 41건의 각종 행사에는 미수교국을   
합쳐 73개국이 참여하여 세계축전을   
펼쳤고, 서울올림픽 국제학술회의에   
30개국에서 석학 242명이 참여하였으며,   
스포츠과학학술대회에도 58개국   
1,670명이 참가하였다.   
 

복지   

세계 최초로 장애자올림픽을 동반   
개최함으로써 복지올림픽의 이상을   
구현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에서 축적된   
인력ㆍ물자ㆍ재정ㆍ시설 및 경험과   
프로그램을 장애자올림픽대회에   
연결시켜 세계장애자들을 고무ㆍ격려하여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으며, 인권을   
존중하는 한국민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소개하고 건강인과 장애자가 서로 협동   
조화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번영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하여   
획기적인 국가발전과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세계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번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제적 성장과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은   
한국의 국제지위를 신장시켰으며 국민적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희망   

서울올림픽대회는 성공적인 대회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개발도상국에 용기와   
희망을 준 희망의 올림픽이었다.   

개발도상국인 한국이 보여준   
성공올림픽의 모델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올림픽 개최 희망과   
국제사회에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갖게  
하였다.   
 

3.2. 올림픽운동에의 기여   

올림픽헌장 제1조는 올림픽이 추구하는   
이념을 극명하게 부각시켜 놓고 있다.   

경기의 기조를 이루는 정신적ㆍ신체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도록   
젊은이를 교육함으로써 보다 더 평화로운   
세계의 건설에 이바지하고 전 세계에   
올림픽 원칙을 보급함으로써 국제친선을   
도모한다.   

근대올림픽은 정신적으로나 형식에   
있어서 고대올림픽을 승계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려는 기본적인 구도아래   
부활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백년   
가까운 세월 속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간직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림픽이념을 요약해 보면 인간개발,   
교육, 평화로 크게 나누어진다.   

끝없이 전개도는 한계에의 도전,   
올림픽을 통한 아름다운 우애와 이해의   
증진, 인간성 회복의 수단으로서   
올림픽이 인류에게 공헌한 발자취는   
일찍이 인간의 지혜로 짜낸 그 어떤   
정책ㆍ제도ㆍ문화영역도 미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지였다.   

1896년 제 1회 아테네올림픽대회의 그   
엉성한 조직과 운영으로 시작된 올림픽은   
근 백년의 역사 속에 오늘날과 같은   
물샐틈없는 조직과 운영의 묘를 살리는   
인류 최대의 제전으로 승화시켰으며,   
새로이 대회가 열릴 때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가 개발이 경쟁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시대조류와 취향마저   
반영하는 최첨단종합연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1 

제 31장 대회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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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지의 개발은 올림픽의 확대   
재생산의 과정에서 갖가지 오류를 스스로   
범하는 모순을 자초하였고, 일종의   
제전이라는 기본개념을 행사 위주로   
비약시킴으로써 올림픽이념을 저해하는   
갖가지 독소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평화의 제전이   
무산되었는가 하면 나치의 올림픽 악용,   
검은구월단의 올림픽테러, 집단보이코트   
사태 등 올림픽을 파괴하려는 여러 가지   
음모들이 꾸준히, 그리고 집요하게   
이어져왔다.   

원래 개인의 영예로 끝나게 되어 있는   
우승의 영예가 메달이라는 이름의 숫자   
놀음으로 국가의식이 싹트고 단체경기의   
대항의식이 감정의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치의 개입을   
자초하게 된 것은 올림픽이 지니는 하나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23회의 대회를 거쳐오는 동안   
올림픽운동은 정치적 오염, 아마추어와   
프로의 구분, 인종차별, 상업주의,   
대회규모의 확대와 개최비용의 비대 등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결국 올림픽이념의 퇴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존 루커스 교수는 근대올림픽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2000년대의 새로운   
올림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① 현상유지 ② 올림픽경기 분산 개최   
③ 아마추어와 프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오픈올림픽 ④ 고대올림피아의 재현   
⑤ 영구올림픽 개최지 결정 등 다섯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00년대의 올림픽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올림픽이 지니는 고유의   
기존가치를 살리면서 시대상황에 걸맞는   
올림픽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숙제이다. 그것은 아마도   
영원한 숙제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올림픽의 생리인지도 모른다.   

서울올림픽은 그러나 이 많고 까다로운   
숙제 가운데 몇 가지를 풀어나가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부한다.   

첫째, 서울올림픽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 평화스럽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와   
갈등으로 모스크바대회, 로스앤젤레스   
대회가 분열의 운명을 면치 못한 가운데   
바톤터치된 것이 서울올림픽이었으며,   
더구나 서울은 국토가 분단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분쟁지역의 하나이지만 동서 양진영에서   
사상 최대규모인 160개국이 참여함으로써   
올림픽사에 새로운 화합의 역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시설, 순조로운   
진행으로 차질없는 대회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흑자대회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는 IOC가맹 회원국의 85%를 점하는   
압도적 다수의 개발도상국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만인을 위한   
만인의 올림픽을 실현하는데 한몫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셋째, 서울올림픽은 과학과 문화예술이   
꽃핀 종합무대로서 올림픽을 격상시킨   
메카였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서울올림픽은 예상을 뒤엎고 화합의   
올림픽, 문화의 올림픽, 복지의 올림픽,   
번영의 올림픽, 희망의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올림픽의   
부정적 측면의 일부를 불식, 올림픽   
백년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3.3.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서울올림픽은 대회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상당부분을 기존시설의 활용으로 대체,   
역대 개최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규투자가 적은 것이 특색이며   
TV중계로 등 해외수입의 증가로   
흑자대회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따라서 대회 후의 후유증이나 국민   
부담이 적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거시적 경제효과로는 올림픽    
관련산업의 소득 및 고용의 유발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커진 것은 물론 관광,   
통신, 스포츠, 레저 산업 등에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서울올림픽은 또 컬러 TV, 비디오 등   
가전제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진작시켰을    
뿐 아니라 기술수준을 높이고 한국   
전자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제고시켰으며 자동차ㆍ식음료품ㆍ  

운동용품ㆍ여가용품ㆍ전통공예품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한국 상품, 한국 상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사업의 재정규모는 2조   
3826억원으로 대회 직접사업비가 1조   
1084억원, 여건조성사업비가 1조   
2742억원이었는데 여건조성사업비의   
활용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의   
효과도 평가할 만하다.   

불량주택 재개발, 가로환경 정비 및   
보수, 광고물 정비 등으로 도시면모를   
일신하였고 식품접객업소의 개선,   
공공위생시설의 정비확충,   
위락ㆍ체육시설의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한국 경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북방경제협력의   
계기마련과 국제화 촉진을 들 수 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으로 얻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기술교류의 증진을 꾀할 수 잇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OEM방식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에 의해 수출하던   
패턴에서 고유상표에 의한 수출의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헝가리와는 무역사무소 설치(1987년    
12월)와 상주대표부 설치에 이어 정식으로   
수교를 하였고, 유고슬라비아와는 1988년   
6월 무역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중국ㆍ 
소련ㆍ불가리아ㆍ폴란드와도 무역사무소   
설치합의 및 경제인 상호교류가 활기를   
띠었는데 1988년 공산권을 방문한 한국   
경제인은 5,148명으로 1987년의 14배에   
이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특히 1988년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량은   
36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80%가   
증가하였으며, 1988년 현재 대공산권   
합자투자는 중국과 26개 사업, 헝가리와   
10개 사업, 소련과 4개 사업, 폴란드와 1개   
사업 등 모두 4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기업들도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공산권 국가에 현지지사를 설치하였거나   
이의 확충을 추진중에 있으며, 원자재의   
장기안정 확보를 위해 중국ㆍ소련 등과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방안도   
강구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과 공산권   
10개국 97개 은행간에 코레스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발전과 경제의 좋은 측면만이 대외적으로   
지나치게 홍보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분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   
부터 개방압력을 받는 등 문제도 많이   
남기고 있다.   

11. 개회식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감동하여

환호하는 외국 관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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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EC 제국으로부터 원화절상 및   
수입개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부메랑 효과 등을 우려하여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역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지역의 20여개국에서   
한국에 대한 차관요청이 급증하는   
아이러니도 낳고 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   
경제의 선진국 진입의 기폭제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경제   
및 발전의 실상이 과대 포장되고 과대   
홍보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가지   
역작용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와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격상한 위상에   
맞도록 한국 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는   
물론, 공산권을 포함한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절한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4. 국제지위의 향상   

서울올림픽은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로서의 한국이 세계에 봉사하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을 뿐 아니라 한국과   
한국인을 세계에 정확히 알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대회였다.   

더욱이 한국은 선진산업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등 전기를 맞고 있는   
시기적 이점과 민주ㆍ개방화 시대를 향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세계의 주시를 받고   
있었다는 입장에서 서울올림픽은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한국이 분단국이며 개발도상국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참다운 면모를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인식을 크게 높이고   
지위를 격상시켰음은 역사에 길이 기록될   
만한 놀라운 성과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이며 특히   
식민지였던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올림픽을 개최한 최초의 국가라는 색다른   
점이 있다. 이는 제 3세계의 모든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주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어 주었다.   

올림픽 개최라는 개방의 무대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외교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헝가리와의 수교를 포함, 소련ㆍ중국 및   
동유럽권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외에도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등 대공산권   
외교개척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핑퐁외교로 닉슨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했듯이 스포츠가 정치현안을   
타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자연스럽게 활용한   
대북방외교는 그 어떤 동기보다도 발군의   
효과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올림픽대회는 그동안 정부ㆍ민간   
차원에서 거의 교류가 없었던 소련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냈고 그 여파는 헝가리ㆍ유고슬라비아.   
폴란드ㆍ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권에   
파급되었으며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는 등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올림픽은 또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확충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했으며, 서울올림픽을 다각적으로   
방해하려던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대신   
한국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격상시켜   
주었다.   
 

3.5. 국민적 일체감 조성   

서울올림픽은 문화예술축전이나   
개회식 및 폐회식을 통해 5천년의 전통과   
문화민족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였고, 위성중계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본 세계인류에게 한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현대문명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줌으로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올바른 평가를   
내리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전통문화의 창달과 이의 대대적인   
대내외 전시효과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종전의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국 문화예술과   
창의에 대한 재인식ㆍ재평가의 좋은   
기회가 되었음도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바다 위에 떠있으면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한국인은 오히려 한국 문화,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부여를 하지   
않았던 경향이 짙었다.   

이와 같은 모순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극복되었으며 민족적인 자긍을 되찾는   
전화위복의 전기가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서울올림픽을 통한   
자아의 재발견은 올림픽 종합성적 4위   
획득 이상의 차원 높은 수확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또 한 가지 서울올림픽이 가져다   
준 수확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올림픽의 유치 및 운영은 일종의   
대사건이었다. 만약 서울대회가 폭력이나   
어떤 압력에 의해 차질을 빚었거나   
허점투성이로 전락했다면 한국 민족의   
설땅은 없어지는 셈이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혼란의 잠재적 위험과   
실패의 확률은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5천년 역사를 통해 용하게도   
난관을 극복해 온 그 슬기가 국민적인   
합의라는 이름 아래 서울올림픽에서   
재현된 감격을 한국인들은 잊을 수 없다.   

격변하는 사회변동과 이에 따른 충격 및   
부작용이 엄존해 있는 상황과 아직도   
계층간ㆍ지역간의 마찰계수가 높은   
시점에서 올림픽을 성공시키자는 하나의   
목적의식으로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뭉쳤다는 것은 가위 기적에 가까운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목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사례 가운데 가장 값진   
정신의 승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올림픽의 긍정적   
수확은 성공의 계기에 불과하며 이   
고무적인 성과를 확대 지속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엄청난 반대급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인은 포착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서울올림픽의   
진정한 성공은 올림픽 이후 한국인이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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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고와 평가   
 

 

1981년 9월 30일 IOC 가 일본의 나고야   
대신 한국의 수도 서울을 제24회   
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온 세상은 그 의외성에 놀라고 그   
의외성이 주는 파급효과에 신선한 충격과   
우려의 두 갈래 반응을 나타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솔직한 말로 바덴바덴에서의 결정에   
가장 놀랐던 사람은 바로 한국과 한국인   
자신들이었다.   

어쩌면 사마란치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IOC의 이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이 1백년의 올림픽운동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는지 우려하는 소리가   
높았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로부터 7년, 1988년 10월 2일   
잠실벌의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서서히   
성화가 꺼지고 50억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서울올림픽이 사상 유례   
없는 대성공을 거두면서 대미를 장식했을   
때 세계는 또 한번 탄성을 지르며 새로운   
올림픽운동의 신화를 창조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는 행운을 안았다.   

역사가 선택의 시행착오로 점철된   
기록이라고 한다면 인류화합과 공동전진   
이라는 차원에서 서울올림픽은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한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바덴바덴의 결정은 20세기   
인류가 행한 선택 가운데 최선 최고의    
선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대회   
캐치 프레이즈가 상징하듯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의 시간대는   
지구촌의 모든 이목이 서울을 구심점으로   
하여 일희일비하는 생활 사이클로   
변모하였으며,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는   
요원의 불길처럼 세계   
구석구석으로 확산되었다.   

체제, 이념, 종교, 인종을 초월한다는   
올림픽정신이 국토분단의 상흔을 간직한   
서울의 토양 위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동서 화합의 기운을 타고 160개   
회원국이 참가함으로써 올림픽사상 최대   
규모를 과시한 것은 물론 두 줄기 강물이   
큰 바다로 합일한 올림픽이념의 복원은   
결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한   
현실로 우리를 압도했었다.   

1980년의 모스크바올림픽대회, 그리고   
1984년의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를 편익   
비행으로 맴돌게 했던 이른바 갈등과   
불신의 기운은 12년이라는 세월의 풍화와   
더불어 해동의 봄을 맞았으며, 서울에서   
한마당 화합과 화해의 장을 극적으로   
펼치게 된 셈이다.   
 

 
 

 

 

이러한 경기 외적 여건의 성숙을   
바탕으로 서울올림픽은 세계신기록 33개,   
세계타이기록 5개, 올림픽신기록 227개,   
올림픽타이기록42개를 양산해내는 질적   
풍요와 양적 확대 재생산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더욱이 참가 52개국이 메달을 고루 딸   
수 있었고 주최국인 대한민국이 종합성적   
4위롤 부상하는 등 전후좌우, 일련의   
결과들이 대회 성공의 고리를 연결하는   
촉매가 되어준 것도 축복받은 일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고수준의 경기   
시설을 확보하고 순조로운 경기운영과   
철저한 안전대책에 부심한 조직위와   
관계당국의 치밀한 준비의 소산으로   
풀이된다.   

쾌적한 한국의 가을하늘이 주는 낭만적   
자연의 혜택과 사랑의 정성으로 엮어진   
서울올림픽의 한마당은 결국 3414억원   
이라는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금상첨화가   
되었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올림픽의   
모델을 제시한 모범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수많은 성취의 열매들은   
당초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내건   
야심의 5대 목표인 최다의 참가, 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 최적의 안전과 봉사,   
최대의 절약을 조목조목 충족시켜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없듯이 필경   
인간이 벌이는 이 세기의 잔치도 완벽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5천년의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   
고 있는 우리 민족이 사상 처음으로   
가슴을 활짝 열어 인류를 위한 봉사라는   
대역사를 치르는 자리에 북한이 흔쾌하게   
참여하지 못한 점은 실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겼으며, 세기의 대스타인   
벤 존슨을 비롯, 5명의 선수가 메달을   
박탈당한 헤프닝, 그리고 한미간의   
불편한 관계가 한때나마 대회 분위기를   
흐리게 한 것은 옥의 티였다.   

그러나 사마란치 IOC 위원장으로   
하여금 ‘서울올림픽은 전 세계와   
한국민이 협력해 만들어낸 사상 최대   
최고의 올림픽’이었다는 독백을 부담없이   
털어놓게 했던 것으로서 서울올림픽의   
객관적 평가는 이미 그 모범답안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외연이라면   
그 내포는 한국민의 재발견ㆍ재평가로   
이어져야 된다.   

개ㆍ폐회식의 독특하고도 현란장엄한   
무대는 5천년 역사의 저력과 전통문화의   
절묘한 표출로 엮어진 꿈과 감동의 연출   
이었다.   
 

 

 
 

 

 
 

 

 
 

현대 속에 한국 고유의 얼이 극명하게   
조명된 한마당의 전개는 동방세계도   
서방세계도 아닌 세계인의 눈을 정복   
했다는 평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올림픽이라는 이름의 거울 앞에 비친   
한국인상은 한국인 자신도 놀라울 정도의   
성숙한 모습이었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과소평가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올림픽은 우리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또 선진국의 전유물이 됨으로써 오히려   
안일과 퇴영으로 흐른 올림픽운동의   
역기능은 순화되고 개발도상국의 수도   
서울은 올림픽 개방의 지평을 연 메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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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올림픽대회는 특히 국민들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한 바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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