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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서울울림픽을 통하여 밖으로는 한국인의 
평화의지와 약진을 거듭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려는 한국의 참모습을 증명하고, 안으로는 

민족의 화합과 번영에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명과 민족적 사명을 한몸에 짊어지고 

1981년 11월 2일에 창설되었다. 

  조직위는 주관부서인 체육부와 정부지원위원회, 
대한체육회, 서울특별시,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 

협의회 등 국내관련기구와 IOC를 비롯한 국제관련 

기구와 협조체재를 구축, 대회준비계획의 모체가 

되는 총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과 행사를 단계적으로 수행 
추진하여 대회를 사상 유례없는 성공올림픽으로 

이끌었다. 

  조직위 사무처는 사무총장과 2명의 사무차장, 
1기획실, 정원 36명이라는 규모로 발족한 후 

1983년 2월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를 

흡수·통합하여 양대회의 준비를 단일기구에서 
추진하였다. 

서울아시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 조직위 

사무처는 수차에 걸쳐 필요기구를 증설, 
 

발전적으로 재편성하는 등 확대개편하고 1988년 

7월 사무처 기구를 대회운영체제로 전환, 
현장전개하였다. 대회 개최 당시 사무처 직원은 

1,435명이었다. 

조직위는 제8회 세계장애자올림픽대회의 지원 
등 계획된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창설된 지 7년 

5개월만인 1989년4월3일 올림픽헌장과 조직위 

정관에 의거,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 영예를 안고 
해산하였으며 조직위가 갖고 있던 자원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직흥공단에 인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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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위원회 발족과 운영   
 

1.1. 조직위원회 창설 

□ 조직위원회 설립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창설작업은 

1981년 10월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내에 
19명으로 임시발족된 서울올림픽준비 

기획반에 의해 시작되었다. 

  올림픽준비기획반은 동년10월31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원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이를 근거로 올림픽 기구 
설치방향과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위원회 구성방향과 조직위의 실무 

기구인 사무처의 편성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동년 11월2일, 재단법인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발기인 총회가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발기인 29명 중 26명이 

참석한 발기인 총회는 임시의장에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선출하고 

발기인 29명 전원을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9장36조로 된 조직위 
정관을 의결하였다. 이어 위원총회는 

조직위원회 위원장에 김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선출하였고, 전두환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추대하였다. 

 

발기인 및 설립 당시 임원 

위원장 

김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부위원장 

박영수  서울특별시장 

조상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원경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고문 

 
집행위원 

김택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한병채  국회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이규호  문교부장관 

노태우  정무 제2장관 

이원홍  한국방송협회 회장 
 

위  원 

김  집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박종규  대한사격연맹 회장 

최원석  대한탁구협회 회장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손기정  원로체육인 

이종찬  민주정의당 원내총무 

고재청  민주한국당 원내총무 
이동진  한국국민당 원내총무 

주영복  국방부 장관 

정수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유창순  한국무역협회 회장 

장충식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문태갑  한국신문협회 회장 

김성진  연합통신사 사장 
정한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정의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하대돈  국제관광공사 사장 
조중훈  대한항공 사장 

 

  발기인 총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4명, 집행위원5명, 위원1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수창 위원과 김운용 

위원 2명을 감사에 선출하였으며, 
사무총장에는 이원경 부위원장을 지명 

추천하였다. 

  1981년 11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설립인가를 

받아 다음날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등기번호 제 1916호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행정적·법적 수속을 완료 

하였다. 

동년 12월 16일 국회는 조직위원회 
지원법을 발의, 12월 31일 법률 

제3535호로 서울올림픽대회 지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조직위는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삼환빌딩 3층에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사무실을 
개설,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 조직위원회 성격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제33조 및 제35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올림픽헌장 제35조에는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OCOG)는 

법인격을 가져야 하고, 헌장규칙 
제33조의 규정과 같이 올림픽대회 

조직업무의 집행기관이며, 조직에 관한 

모든 물적 문제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IOC로부터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되 IOC의 권한과 책임을  

침해할 수 없으며, 올림픽대회 폐회식 

이후6월 이내에 청산업무를 개시하여야 
하고, 청산업무는 12월 이내에 종료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이며, 외국에 대하여는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약칭으로 SLOOC 또는 조직위로 
표시된다. 

조직위의 설립목적은 제 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하여 안으로는 국민화합과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의 기여에 두었다.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에 위치한 올림픽공원내의 
올림픽회관이다.  조직위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① 올림픽대회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② 올림픽대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③ 경기시설 및 관련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④ 국제 올림픽위원회(IOC)·국제스포츠 

연맹(ISF)·각국 올림픽위원회(NOC)및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의 연락,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 
⑤ 정부·주최도시·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⑥ 기타 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직위의 기본재산은,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위원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결산상 잉여금 중 

위원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적립금이며, 조직위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② 기부금 및 찬조금 ③ 사업수익금 

④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조직위는 임원 이외에 명예총재 1명과 

50명 이내의 고문을 두기로 설립시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명예총재는 위원총회에서 추대하고, 

고문은 국회의장단·대법원장· 
국정자문회의 의장 및 위원, 각 정당의 
당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원로급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조직위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이상 

6명 이내, 집행위원 25명 이내(위원장 

포함),위원 55명 이내(위원장 및 
집행위원 포함), 감사 2명을 두기로 되어 

있다. 

  위원장의 선임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추천으로 위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올림픽대회 종료 후 조직위원회 해산시 

까지이다. 
임원은 집행위원과 위원이 있으며, 

이를 다시 선출직과 당연직으로 구분 

하였다.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1. 1981년 11월 25일 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12월2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삼환빌딩     
3층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1 

 

제 3 장 대회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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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위원회 임원 

당연직 집행위원 

• 국회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 내무부장관 

• 재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문교부장관 

• 체육부장관 
• 건설부장관 

• 체신부장관 

• 문화공보부장관 
• 총무처장관 

• 서울특별시장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한국방송협회 회장 

• IOC위원 

•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추진본부장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당연직위원 

• 국회교섭단체 중 각 정당 원내총무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대한무역협회장 
•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한국신문협회 회장 

• 연합통신사 사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한국관광공사 사장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행정담당 사무차장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경기담당 사무차장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국제담당 사무차장 

 
이외에 조직위에는 조직위의 최고 

의결기관인 위원총회, 위원장 및  

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올림픽대회의 관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인 자문위원회, 

올림픽대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회, 올림픽대회의 

실무적인 사무집행기관인 사무처가 있다. 

 

1.2. 위원총회 및 집행위원회 

위원총회는 조직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위원장, 집행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총회에서 의결 심의할 사항은 
① 조직위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③ 조직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주요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⑥ 법령과 조직위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조직위 운영상 중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3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원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총회는 1981년 11월 2일 발기인 

총회시 제1차 회의를 개최, 조직위 

위원장 선출, 임원 선출, 명예총재 추대, 
정관 의결 등 안건을 처리한 이래 모두 

36차의 회의를 갖고 92건의 의안을 

의결하였으며 73건의 보고를 들었다. 
1989년 4월 3일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으로써 총회운영을 마감하였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및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에 부의해야 할 안건의 

선정,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 결정, 
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조직위 

규정의 제정과 개폐, 기타 주요사항들을  

심의 의결하였다.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맡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집행위원순으로 

하며, 소집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였다. 다만 재적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1981년 12월28일 

첫 회의를 열어 198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정관계정, 조직위 운용규정, 사무처 
직제,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 여비규정 

등을 의결하고 조직위원회 발기인 총회 및 

제1차 위원총회 회의록 등의 보고를 
접수한 이래 1988년 11월29일까지 총 

49차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 역대 위원장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제1대 

김용식 위원장, 제2대 노태우 위원장, 
제3대 박세직 위원장 등 3명이 

서울올림픽이 성공적 완수라는 국가적· 
민족적 중책과 사명을 짊어지고 열성과 
노력을 다하여 이끌어 나갔다. 

 

제1대 김용식 위원장 

(1981. 11. 2 ~ 1983. 7. 11) 

영사·공사 및 주영·주미대사 등 오랜 

외교관 생활로 국제사회에 지명도가 높고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을 역임한 

경륜으로 초대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선임 당시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였다. 
김용식 위원장의 임기중 

대회준비계획의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올림픽 유치 기념주화 발행, 
올림픽복권 발매 등 기념사업과 

기금조성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서울아시아대회 사무처를 흡수·통합, 
사무처 직원1차 공개채용 등 준비계획의 

초기단계에 조직위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제2대 노태우 위원장 

(1983. 7. 11 ~ 1986. 5. 7) 
정무 제2장관 재직시 올림픽의 

서울유치를 직접 주관하였고, 초대 

체육부장관에 취임,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양대회 총합계획 수립을 

지휘하였다. 노위원장은 

내무부장관 재직을 거쳐 제2대 조직위 
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재임3년간은 대회의 규모, 기금조성, 

인력화보, 시설의 완비 등 대회운영과 
직결되는 모든 계획과 준비가 확정된 

중요한 시기였다.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한 노위원장은 양대회 

총합계획을 수정 보완,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대회이념을 ‘화합과  
전진’으로 설정하고, 대회의 엠블럼도 

확정하였다. 또한 다수국 참가를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초석을 다졌다. 

노태우 위원장은 올림픽의 서울유치 

4주년이 되는 1985년 9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대회의 자원봉사요원 공모계획을 

발표, 범국민적인 참여와 성원을 

요청하고 서울올림픽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의지를 천명하였다. 

노태우 위원장은 양대회 조직위 

위원장직 외에 대한체육회 회장·KOC 
위원장을 겸임하였으며 이후 민정당 
대표위원으로서 올림픽 업무에 전념할 수 
없어 사임하였다. 
 
제3대 박세직 위원장 

(1986. 5. 7 ~ 1989. 4. 3) 
총무처장관, 체육부장관을 

역임하였다. 

양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박위원장은 서울아시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들에게 서울올림픽도 훌륭히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참여의욕을 높였고 

밖으로는 일말의 불안감으로 

서울올림픽의 준비과정을 지켜보던 
세계의 여러 시각에 대하여 한국의 

커다란 가능성과 저력을 입증하였다. 

박세직 위원장은 특유의 추진력으로 
올림픽사상 초유의 160개국 참가라는  

기록을 세워 노태우 전임 위원장이 

설정한 ‘화합과 전진’의 대회이념을 
현실화시켰고, 최다참가, 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 최적의 안전, 최대 절약 등 

5대 대회목표를 완수, ‘가장 완벽한  
올림픽’ 이라는 국내외의 극찬을 받았다. 

한편, 현 IOC위원으로서 의전, 국제, 

등록 등 국제관계업무와 보도·발송업무를 
관장·지휘한 김운용 국제관계 부위원장은 

행정관·외교관으로서의 경력과 국기원 

원장·KOC부위원장 ·올림픽 승인 
국제경기연맹연합회 회장 등 체육계에서 

쌓은 경륜과 경험을 발휘, 위원장을 

보좌하며 대회운영에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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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당시 사무처를 이끌고 대회를 치른 

김옥진 사무총장은 국회의장 비서관· 
대통령 정무비서관·총무처차관 등을  
역임하고 1986년 12월 제4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조직위 사무처를 
지휘. 대회를 사상 유례없는   

성공올림픽으로 이끌었으며. 조직위   

해산시까지 대표 청산인으로 사후관리를 
담당하였다．   

 

□ 역대 사무총장   
• 제１대 이원경   

(1984.11.２∼1982. 7.1)   

• 제２대 조상호   
(1982. 7. 1∼ 1985. 7. 5)   

• 제３대 이하우   

(1985. 7. 5 ∼ 1985. 12. 5)   
• 제４대 김옥진   

(1986. 12. 5∼1989. 4. 3)   

 
조직위원회 임원(1988년 10월 2일 현재) 

위원장   
박세직   

   
부위원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장   
김운용  IOC위원   

김옥진  조직위 사무총장   

   
집행위원   
정대철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이춘구  내무부장관   
사공일  재무부장관   

오자복  국방부장관   

김영식  문교부장관   
조상호  체육부장관   

최동섭  건설부장관   

오 명  체신부장관   
정한모  문화공보부장관   

김용갑  총무처장관   

구자경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정구호  한국방송협회장   

문태갑  범민협 추진본부장   

김종하  대한체육회장 겸 KOC 위원장 
김 집  대한체육회 훈련원장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명예회장   

강영훈   국회 올림픽특별위원회 위원장 

   
위  원   
김윤환  민주정의당 원내총무   
김원기  평화민주당 원내총무   

최형우  통일민주당 원내총무   

김용채  신민주공화당 원내총무   
김상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장충식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남덕우  한국무역협회장   

전봉초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서기원  한국신문협회장   
김종규  연합통신사 사장   

이시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계익  한국관광공사 사장   
최예섭  조직위 행정담당 사무차장   

장주호  조직위 경기담당 사무차장   

전상진  조직위 국제담당 사무차장   
이철승  전 대한체육회장   

신도환  전 대한체육회장 서리   

민관식  아시아정책연구원장   
이영호  전 체육부장관   

김세원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모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한양순  대한체육회 이사   

최원석  대한탁구협회장   

정의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종열  대한럭비풋보올협회장   

박영수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조완규  서울대학교 총장   
최만립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집  대한첵육회 훈련단장   

손기정  원로체육인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김우중  주식회사 대우 회장   

육완식  국가안전기획부 안전조정통제   
     본부장   

문영구  조직위 정책연구실장   

   
감 사   
하영기  제일생명보험（주） 사장   

이맹기  대한해운공사 사장   

   

1.3. 사무처 운영   

   
□ 사무처 구성 및 통합   
사무처는 1981년 11월 2일 조직위원회의 

창설과 동시에 편성방향이 설정되었다. 

  당시 사무처의 구성은 1명의 
사무총장과 2명의 차장 아래 기획실을 

두었으며, 기획실에는 총무과 ·기획과·   

조정과의 ３개과와 재정·경기기술·    
시설환경·교통통신·홍보·개발의 6개   

담당기획위원을 두었다. 정원은   

36명이었다．   
  이후 3차에 걸친 조정으로 1982년 6월 

사무처는 1실, 1본부, 8개부로 확대 

되었고 인원도 96명으로 증가되었다. 
  한편 1981년 11월 26일 제 10 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된 후 1982년 4월 20일 대한체육회 
제10차 이사회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제 7차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33명을 
선임하고, 동년 4월 23일 제1차   

위원총회를 개최하여 서울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SAGOC)를 조직 발족하였다. 
1982년 12월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의 업무가 규모만 다를 뿐.   

내용면에 있어서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SAGOC) 사무처와 동질적인   

것이어서 한 기구에서 일관성있게 다루는  
것이 좋고, 경기시설 등과 같은 업무를 두 
사무처에서 다룸으로써 인력·예산이 

낭비되고 업무한계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무처의 통합문제가 제기되었다.  

  통합문제를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체육부는 통합하는 것이 서울올림픽 
대회나 서울아시아대회 준비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동년 12월 

12일 양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통합안을 
마련하였다．   

 

이 통합안은 두 조직위의 법령상 

독립성은 유지, 위원장 및 의결기구는 
그대로 존속하고 사무총장 이하 

일반직원은 두 조직위업무를 겸직하여 

일괄 수행하며, 업무량이 증가되는 경우 
정부기관·기업체 등에서 파견하는 

지원인력 또는 일반전문인을 받아들여 

보강한다는 것이었다．   
사무처 통합안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는 1982년 12월 29일 제12차   

집행위원회에서 조직위의 목적사업에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1983년 
2월 14일부터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는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사무처에 흡수 통합되어 운영되기 시작   
하였다. 

   
□ 사무처 기구 발전   
1983년 9월 28일 제5차 직제개편으로 

사무처 조직의 기틀이 확립되고 본격적인 

준비업무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국내담당차장. 국제담당차장. 

사업지원담당차장 등 ３명의 사무차장과   

대변인이 있으며, 그 아래 경기국·    
시설국·선수촌국·홍보문화국·의전국·   

사업１국·사업２국·복권국·기획국·    

자료편찬국 등 10국, 31개과로 정원은   
239명이었다．   

1984년 두 차례에 걸친 조정으로   

의전국 안전과는 기획실 기획국으로   
전환되었으며 기획국에 재정과를 신설. 

경기국의 제1·2·3과를 폐지하고   

경기기획과·경기기술과 및 종목   
１·２·３담당관과 의무담당관을 두었다.   

또한 국제담당차장 아래 국제협력   

담당관을 신설, 국제과와 통역안내과를   
두고 의전국의 국제과를 폐지하는 등의   

변동이 있었으나 정원은 300명을 넘지   

않았다. 
1985년 들어서면서부터 사무처의   

기구는 급속도로 팽창. 4월 3일 제8차   

조정에서 사무총장, 3차장, １실,   
1대변인, 17국에 정원 677명으로   

늘어났다．   

   

2. 올림픽 준비상화 파악차 내한한 (1983년 9월 
24-27일) 사마란치 IOC 위원장과 당시의        

노태우 조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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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3월 4월 두 차례의 자체   

조정으로 정원은  742명이  되었으며，   
서울아시아대회가 임박한 7월의 제12차   

조정에서 사무총장, 1차장, 1본부장,   

２차장보, 1실, 16국 규모에 정원이   
848명이었고 감사관과 부산사무소가   

신설되었다．   

서울아시아대회를 성공리에 끝낸   
조직위는 전체기능과 역량을 서울올림픽 

대회의 준비업무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기구와 편제를 단일화·정예화로   
조정하였다. 1986년 12월 18일의 제13차 

조정으로 사무총장이 인사·예산 및 행정   

지원상의 문제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되, 경기운영과 국제협력분야의   

주요업무는 부위원장에게 각각 분담  

시켰고 기구도 대회운영본부 구성에 대비   
현장전개부서와 지원기능으로 구분,  

편성하게 되었다. 이때의 기구를 보면   

３부위원장(사무총장), 3사무차장, 1실장,   
1대변인, 1감사관, 1실, 1조정관, 23국,   

1사무소, 74과, 24담당관으로 정원은   

760명으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림픽 준비업무가 본격화   

되면서 1987년 정원이 848명, 864명,   

869명, 878명으로 조정되었다가 동년 9월 
28일의 제19차 조정시 1,242명으로, 11월 

11일의 제20차 조정시 1,273명으로   

정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대외협력관·  
상황기획관 등 직제도 신설되었다.   

1988년 3월 집행위원회는 사무처의   

기구를 3부위원장(1사무총장 포함),  
3사무차장, 1연구실장(1본부장),   

39국장급(2실장, 1대변인, 1감사관,   

1의전관, 6기획관, 3조정관, 1담당관,   
23국, １사무소), 125과장급(73과,   

52담당관)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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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윈원회의 사무실이며 서울올림픽의

사령탑인 올림픽회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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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회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총본산이며, 조직위원회의 사무소가  

설치되었던 올림픽회관은 양대회 개최시 
대회본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소재 올림픽공원 

내에 건립되었다. 
조직위 사무실은 1981년 11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4층에 임시로 개설되었고, 

곧이어 종로구 운니동 삼환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으며, 1982년 3월부터 중구 

을지로2가 한국외환은행 본점 빌딩으로 

옮겼다가 1986년 5월 올림픽회관에 
입주하였다. 

 

올림픽회관 시설규모 

• 대지면적: 3만3520㎡ 

• 건축면적:2,446㎡ 

• 연건축면적:1만7305㎡ 
• 주차면적:옥외5,155㎡(172대) 

            옥내1,057㎡(22대) 

• 조경면적:1만9565㎡(녹지율53％) 
• 층수:지하2층,지상15층,옥탑1층 

• 구조:저층부−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고층부-철근콘크리트조 
• 수용인원:900명 

• 공사비:총94억9441만원 

 

시설내용 

• 지하 2층(782㎡) : 기계실 및 

       중앙감시실 
• 지하 중 2층 : 주차장 및 

       기사대기실(1,141㎡) 

• 지하1층(2,086㎡) : 직원식당, 
       공조실, 후생시설, 

       전화교환관계실 

• 1층(2,446㎡) : 대·중·소회의실, 
       전시실, 홀 및 로비 

• 2층(2,076㎡) : 상황실 및 부속실, 

      소회의실, 동시통역실, 
      컴퓨터관계실, 기자실 및 

      인터뷰실, 로비, 기타 

• 3층(466㎡) : 도서관계실, 시청각실, 
      기타 

• 4∼12층(6,796㎡) : 사무실, 기타 

• 13층(755㎡) : 주요사무실 및 기타 
• 14층(755㎡) : 임원식당 및 라운지, 

      주방, 기타 

• 15층 : 공조실, 기계실, 기타 
 

주요기능 

• 사무기능 : 서울아시아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 준비업무 및 대회중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는 중추적 기능 

• 회의기능 : 대회중 또는 전후에 
국제회의와 연회를 열 수 있는 기능 

• 서비스기능 : 국제행사에 필요한 식당 

등 서비스기능 
• 전시 및 자료보존기능 : 올림픽자료를 

보관·전시할 수 있는 기능 

• 통신기능 : 텔렉스 등 정보전달을 위한 
기능 

 

 
 

올림픽회관의 설계개념은 저층부에는 

한식의 전통 건축미를 가미하여 지역성 
및 문화성을 강조하였으며, 고층부에는 

현대적 감각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표출시키도록 하여 저층부의 한국적 
전통미와 고층부의 현대적 건축미와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유도하고 있다. 

1989년 4월 3일,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역사적 소임을 훌륭히 

마치고 해산한 후 동년 9월 17일까지 

대회의 사후관리와 그동안 벌여놓았던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청산법인이 

회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집행 

하였으며, 조직위의 뒤를 이어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 역사적 건물에 사무소를 두고, 

국민체육진흥과 올림픽영광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 자문기구 운영 

 

□ 전문위원회 

올림픽대회는 스포츠행사이지만 행사의 

내용ㆍ범위ㆍ규모가 갈수록 복잡하고 

방대해져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이 
점증하였다. 조직위는 시설ㆍ재정ㆍ물자ㆍ 
인력ㆍ기술ㆍ예술ㆍ의학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5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설치, 준비와 운영에 활용하였다. 

 

편찬 전문위원회 

• 목적 : 자료의 수집·처리·배포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 자문, 대회 
공식보고서 편찬에 대한 전문적 자문 

• 구성원 : 11명 

• 위원장 : 최성진(성균관대학교 교수) 
 

유니폼디자인 심의전문위원회 

• 목적 : 전 인류의 제전을 상징하고 대회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며 운영요원들로 

하여금 대회참여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유니폼의 실용적이고 
미려한 디자인을 위한 심의 결정 

• 구성원 : 15명 

• 위원장 : 조영제(서울대학교 교수) 
 

기술 전문위원회 

• 목적 : 관련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 

대회의 사업계획과 집행조정 등의 

기술적 자문기구로 활용 
• 구성원 : 20명 

• 위원장 : 박성득(체신부 통신정책국장) 

 

시설 전문위원회 

• 목적 : 경기장 건물 및 개·보수에 따른 

기술적인 자문기구로 경기장 및 
관련시설 기본설계용역 발주계획, 

올림픽 예선경기 지방분산안 검토, 

조직위 건물 현상설계 응모작품 심사, 
메인스타디움 설계변경 문제점 검토, 

성화대 설치위치 결정 및 출입문 검토 

올림픽회관 기본설계 검토 
 

 

• 구성원 : 7명 
• 위원장 : 윤장섭(서울대학교 교수) 

 

성화대 전문위원회 

• 목적 : 성화대 개ㆍ보수 추진에 따른 

기술적인 자문 

• 구성원 : 10명 
• 위원장 : 이광로(서울대학교 교수) 

 

급식 전문위원회 

• 목적 : 선수촌·기자촌 및 대회운영요원 

급식업무 자문 

• 구성원 : 15명 
• 위원장 : 성낙응(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장) 

 

수송 전문위원회 

• 목적 : 대회 수송업무 자문 

• 구성원 : 18명 
• 위원장 : 김광득(교통부 육운국장) 

 

올림픽 문화예술행사 추진기획 

전문위원회 

• 목적 : 문화예술행사 추진협의회 

심의사항의 사전협의 
• 구성원 : 23명 

• 위원장 : 정양모(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식전 전문위원회 

• 목적 : 개ㆍ폐회식 행사방향의 심의, 
조정, 자문 

• 구성원 : 37명 

• 위원장 : 이해랑(예술원 원장) 
 

경기 전문위원회 

• 목적 : 대회운영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실무적 자문 

• 구성원 : 20명 

• 위원장 : 김광수(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의무 전문위원회 

• 목적 : 대회 의무지원·의료약물검사· 
공해ㆍ방역ㆍ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 

• 구성원 : 16명 

• 위원장 : 김기호(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부장) 

 

생체역학 전문위원회 

• 목적 : IOC 주관으로 이루어질 서울 

올림픽 생체역학 촬영기술 및 분석력 

습득 등을 지원키 위한 사항의 자문 
• 구성원 : 12명 

• 위원장 : 황인승(연세대학교 교수) 

 

디자인 전문위원회 

• 목적 : 대회 디자인 및 마스코트·엠블럼 

선정, 포스터 심사, 유니폼, 
사인시스템 및 스포츠픽토그램 선정 및 

심사 

• 구성원 : 14명 
• 위원장 : 조영제(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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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영화제작 전문위원회 

• 목적 : 서울올림픽 공식영화제작의 

실무적 자문 

• 구성원 : 20명 
• 위원장 : 이형표(영화감독위원회 

부회장) 

 

올림픽 기념 전시장 전문위원회 

• 목적: 대회관련자료, 기념물품의 

수집·보존 및 올림픽 기념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 

• 구성원 : 10명 

• 위원장 : 김철준(서울대학교 교수) 
 

□ 협의회 

조직위는 각종 협의회와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고, 제기되는 안건을 협의케 

함으로써 대회준비와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 

대회운영협의회, 올림픽 문화예술행사 

추진협의회, 보도·방송협의회 등 3대 
협의회와 기타 자문기구로 올림픽 

방송협의회 등 8개 협의회와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대회운영협의회 

• 목적 : 대회 경기분야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체육계의 의견수렴 및 협조 

• 구성원 : 35명 

• 공동위원장 : 민관식(전 대한체육회장) 
김운용(조직위 부위원장) 

 

올림픽 문화예술행사 추진협의회 

• 목적 :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 구성원 : 21명 

• 위원장 : 강원룡(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보도ㆍ방송협의회 

• 목적 : 대회의 보도·방송운영과 대회 
홍보의 성공을 위한 

보도·방송·홍보분야의 자문과 협조 

• 구성원 : 26명 
• 위원장 : 김종규(연합통신사 사장) 

 

□ 기타 자문기관 

• 올림픽 방송협의회 

• 등록업무협의회 

• 전산운영협의회 
• 성화봉송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 올림픽 기념물품 비교전시관 

전시물품선정협의회 
• 세계현대미술제 국내운영위원회 

• 환경장식 심사위원회 

• 올림픽 청소년회관 건립 자문위원회 

4 

 

5 

 

4. 올림픽공원 및 올림픽회관. 전면의 호수는
몽촌토성 해자.

5. 지·덕·행상기를 수여하여 조직위원회의

우주부서를 표창하는 박세직 조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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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회의 이념과 목표 
 

2.1. 서울올림픽대회 이념 

□ 이념제정 

조직위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의의 

및 특징을 부각시키며 서울올림픽대회의 
정신적 바탕이 되는 대회이념을 

제정하였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의 이념 제정을 
위하여 1984년 1월 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계ㆍ언론계ㆍ체육계 인사들로 

부터 의견 청취와 자문을 거쳐 동년 6월 
‘화합과전진’을 모토로 하는 대회이념을 

채택하였다. 

올림픽 이념은 전체가 4절로  
구성되었다.  1절은 한국의 평화의지를, 

2절은 올림픽헌장 준수 및 인류공동의  

화합과 전진 추구를, 3절은 한국의 
전통문화 선양과 모범적인 대회 개최를  

강조하였으며, 4절은 서울올림픽대회의 

의의를 부각시켰다. 
 

□ 서울올림픽대회 이념 

올림픽의 이상인 평화세계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의지이다. 

이에 우리는 ‘화합과 전진’을 

서울올림픽대회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올림픽헌장을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범세계적 화합을 이루며 인류의 오랜 

염원인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고자 한다. 

우리는 5천년 한국문화의 터전 위에 

다양한 세계문화가 조화롭게 만나고, 
한국인의 따뜻한 인정 속에 세계의  

젊은이들이 힘과 기량을 마음껏 겨루는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예인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올림픽운동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에 용기를 심어주며 우리 

민족사에는 영광을 남길 것이다. 
 

□ 이념의 내용 

• 한국의 역사적인 평화의지 천명으로 
올림픽이상에 부합 

• 이념ㆍ체제ㆍ인종ㆍ문화ㆍ종교ㆍ빈부ㆍ지역 

의 차이를 초월한 범세계적 화합 및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 추구 

• 한국의 전통문화 선양 및 즐거운 대회 

개최 강조 
• 올림픽운동에 새로운 활력소 부여 

• 여타 개발도상국에 희망과 의욕 고취 

• 민족사에 새로운 이정표 마련 
 

□ 이념의 구성 

화합 

-서울올림픽대회 휘장인 천·지·인의 

조화 

-이념ㆍ체제ㆍ인종ㆍ빈부ㆍ문화ㆍ지역간의 
차이를 초월한 인류평화의지 구현 

 

 

전진 

-화합과 평화의 귀결로서 전진(번영) 
-선진화 추구 

-국민적 활력 

-인류의 발전과 번영 도모 
-개발도상국의 희망과 의욕 고취 

 

2.2. 서울올림픽대회 목표와 과제 

 

□ 서울올림픽대회의 목표 

서울올림픽은 체제와 이념, 종교와 

인종의 차이를 초월해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한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았다. 
이같은 올림픽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척도로써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내외에 천명하였다 
박세직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국민앞에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다짐한 다섯 가지 
목표는 ‘최다의참가’,   ‘최상의화합’, 
‘최고의 성과’, ‘최적의 안전 및 봉사’, 
그리고 ‘최대의 절약’이었다. 
 

최다의 참가 

조직위는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류의 축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다참가의 목표는 최다수국의 참가와 

함께 국내적으로도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세계적인 축제분위기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 

 

최상의 화합 

최다참가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인류의 

대축제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올림픽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범세계적 
화합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제ㆍ이념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관습ㆍ 
교육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한마당을 마련 

한다는데 목표를 두었다. 
 

최고의 성과 

대회참가자들에게 최고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제공하여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가 설정 

되었다. 
완벽한 경기운영, 차질없는 행사 

운영으로 경기면에서 참가 각국선수가 

최고의 기록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행사면에서 참가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체제를 갖춤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였다. 

 

최적의 안전ㆍ봉사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친절한 

봉사로 안전과 봉사의 조화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천명되고 
있다. 

대회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며,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분단의 상황에서 특히 방해세력의 
테러위협이 상존한 가운데 개최된 대회인 

만큼 안전은 절대과제였다. 그러나 

안전을 강조한는 나머지 친절과 봉사가  
결여될 우려가 있어 그 조화가 

서울올림픽대회의 목표로 설정된 것이다. 

 

최대의 절약 

낭비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서울올림픽 

대회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며 사업수익의 
개발로 흑자대회를 이룩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낭비요소를 배제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대회를 운영하는길은 합리적인 

경영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수준과 격에 맞는 대회를 준비하고 
자원활용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 모범적인 운영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 서울올림픽대회의 과제 

조직위는 서울올림픽의 5대 목표달성을 
위하여 해야할 일을 압축, 그 두문자를 

따서 ACTS로 표시하였다. ACTS에 

5제곱함으로써 주요과제를 20개로 
압축하였다. 

 

(ACTS)5 
A 

• Airport Reception (공항영접) 

• Accreditation (등록운영) 
• Accommodation (숙박지원) 

• Art Programs (문화행사) 

• Accounting and Financing (수익관리) 
 

C 

• Conference (국제회의) 
• Ceremonies and protocol (식전행사) 

• Competition (경기운영) 

• Communication (Language Services) 
  (인어지원) 

• Coverage (Media)(보도지원) 

 
T 

• Torch Relay (성화봉송) 

• Tourism (관광지원) 
• Transportation and Traffic(Control) 

(수송관리) 

• Telecommunication (통신대책) 
• Technical Services (기술지원) 

 

S 

• Security (안전대책) 

• Seating (관객관리) 

• Scouts (Youth Camp) (청소년 캠프) 
• Service Volunteer (봉사활동) 

• Scholastic (Academic Seminars)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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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울올림픽의 5대 특징 

서울올림픽대회의 5대 목표 설정과 함께 

조직위는 이 5대 목표가 서울올림픽을 
올림픽운동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5대 

이상이 실현되는 대회가 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이 1972년 뮌헨 

올림픽대회 이후 체제와 이념, 종교와 

인종의 벽 때문에 상처받아온 올림픽 
이념을 다시 회생시켜 주는 큰 획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합·문화·복지· 
번영·희망의 올림픽이라는 5대 이상을 
대회 특징으로 규정하였다. 

 

화합의 올림픽(The Olympics of Unity) 

사상 가장 많은 참가와 가장 훌륭한  

화합을 이루는 가운데 동서 문화의 만남의 

자리가 될 것이다.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대회(1976년) 

때의 아프리카 및 카리브 연안 26개국의 

불참, 제22회 모스크바올림픽대회 
(1980년) 때의 서방67개국의 불참,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1984년) 

때의 공산권14개국의 불참등 12년간  
화합의 올림픽이념이 빛을 잃었다. 

서울올림픽대회에서는 최다참가 목표의  

실현으로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이며 
동양에서의 올림픽 개최로 동서양 문화의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화의 올림픽(The Olympics of Culture) 

서울올림픽은 스포츠만이 행사가 아니라 

스포츠와 예술과 학술을 망라한 행사로 
스포츠와 육신, 예술과 정서, 학술과 

지식이 일체를 이루는 스포츠·문화 

올림픽으로 승화시키는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복지의 올림픽(The Olympics of 

Compassion) 

서울올림픽은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자올림픽대회를 동반 개최하는  
전통을 세운 대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상부상조의 복지지향대회로 

특징지어질 것이며 서울올림픽에서 
축적한 인력과 물자와 재정과 시설과 

경험과 모든 프로그램을 연결, 

장애자 올림픽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장애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게 될 

것이다. 

 

희망의 올림픽(The Olympics of  Future  

Legacy)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에게 국가발전을 위한 

자신감과 용기를 고취하게 될 것이다.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개발도상국가들의 
선두주자임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성공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번영의 올림픽(The Olympics of New Era)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하여 
획기적인 국가 발전과 국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이룩하고 세계 선진대열에 

진입하는 번영의 계기가 될 것이다. 
대회의 성공적인 완수는 안으로는 

선진조국창조의 신화를 달성, 조국통일의 

대세를 성숙시키는 민족적 이정표가 되며 
밖으로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크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종합기획 
 

3.1. 단계별 대회준비 

1981년 9월 제24회 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 결정에 이어 동년 11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서울 개최가 확정되자 
정부와 체육계는 민족사상 최대의 행사인 

두 대회를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치러 약진하는 한국의 참모습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그 대책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였다. 

서울올림픽의 주관기구인 조직위는 
정부지원위원회, 서울특별시, 범민족 

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IOC, OCA, IF, 
ASF, NOC등 국제관련기구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조직위는  

대회준비에서부터 대회의 운영 및 대회 
후의 사후관리까지 분야별·단계별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합계획을 모체로 한 각종 계획은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계획 

자체의 미비점 노출과 여건의 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되었다. 

  대체적으로 서울올림픽은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해 7단계로 추진 
되었다. 

 

제1단계(1981. 11~12) 

기초준비단계로서 조직위원회 발족, 

사업추진체제 정비, 시설종합계획시안 

작성, 지원법 제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 
대회준비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2단계(1982.1~1983.12) 

기본계획 수립단계로서 총합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등이 추진되었다. 
 

제3단계(1984. 1~1986. 8) 

분야별 사업추진단계로서 투자사업의 
본격추진,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활동,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의 경험을 반영한 

중간점검, 서울아시아대회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요원양성 완료, 수익사업의 

적극개발등의 활동과 사업이 수행 

되었다. 
 

 

 

제4단계(1986. 9 ~1987. 8) 

서울아시아대회 개최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서울올림픽대회 준비상황의 분석  

및 문제점이 보완되고 그 사무처의 기구 

등 제반 조직이 정비되거나 강화되었다. 
 

제5단계(1987. 9 ~ 1988. 7) 

모든 역량을 서울올림픽에 집중, 대회 
준비에 마지막 박차를 가한 종합점검 

단계로서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고, 

선수촌·기자촌이 건설되었으며 각종 
시설·장비 및 요원 등 최종점검을 하였다. 

 

제6단계(1988. 8 ~10) 

대회운영을 위하여 현장전개된 각 부서에 

대한 일일점검체제 확립과 올림픽대회의  

개최단계였다. 
 

제7단계(1988. 11 ~1989. 6) 

올림픽대회의 결산과 조직위원회의  
해산에 따른 청산업무의 개시와 

공식보고서 발간 등 대회 사후관리 

단계였다. 

 

3.2. 종합계획의 수립과 보완 

 

□ 시설확보계획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대회준비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였다. 1981년 11월 20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외무부ㆍ문교부ㆍ 
문화공보부ㆍ국가안전기획부ㆍ서울특별시ㆍ 

대한체육회와 조직위 관계관이 참석하여 

서울올림픽 준비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대회 개최의 목표 및 

기본방향의 설정과 시설준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올림픽대회는 궁극적으로 

경기와 행사가 주된 사업으로 대회준비는 

제일 먼저 장소적ㆍ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따라서 시설준비가  

최우선과제가 되었다. 

  시설확보계획의 수립은 조직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되, 문교부와 

대한체육회의 실무담당자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시ㆍ도의 지역별 

올림픽후원회의 구성, 시ㆍ도의 

올림픽준비위원회 구성과 해외교포의 
후원회 조직방향, 서울올림픽 개최이념의 

홍보대책 및 대공산권 관계개선대책, 

서울올림픽 방해책동 저지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논의되었다. 

6. 1983년 11월 서울롤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발족2주년 기념식에서 케잌을 자르는 노태우 
위원장과 조상호 사무총장. 

6 

 



94

 1981년 12월 10일 조직위 시설환경 

기획위원을 반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대한체육회ㆍ문교부의 관계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에 의해 

시설확보계획이 수립되었다. 
시설준비 기본방향은 ① 모든 시설은 

선수촌에서 하루에 왕복이 가능한 

지역내에 배치하고 ② 기존시설을 가급적 
최대한 활용하며 ③ 시설의 신축은 대체 

불가능한 경기시설에 국한하고 ④ 서울 

인근의 자치단체와 학교에 이미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착공되지 않은 시설을 

조기완공하여 활용하며 ⑤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한 시설은 민자로 대체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 계획 수립당시의 시설현황을 보면 

기존체육시설은 경기장 34개, 연습장 
69개 등 총 103개소이며, 계획추진중인 

시설은 경기장4개소, 앞으로 신설하여야 

할 경기장이 5개소였다. 
경기장 외의 시설로는 1만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촌과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자촌, 기자 8,000명이 
이용할 프레스센터(MPC),방송요원 

1만명이 이용할 방송센터(IBC) 등을 

임대활용 또는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시설로는 조직위의 사무실용 

건물, 청소년캠프등이 있다. 이 모든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는 1826억원, 
그밖에 민간자본 2163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 대회준비 기본방향의 정립 

시설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한 조직위는 

시설 외에도 앞으로의 양대회 준비에 
범국민적 참여체제를 확립하여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림픽대회 

개최국의 자료검토 및 현지조사와 
국제적인 전무가의 자문 등 각종 정보 및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올림픽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대회의 이러한 직접사업의 준비와 

함께 대회 개최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① 녹화ㆍ도로정비ㆍ도심 및 불량지구 
재개발, 광고물 및 옥상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도시정비 

② 김포공항 확장,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개선, 주차장시설 확보, 

위성통신 지구국 보강, 국내통신망 

정비·확충 등 교통통신 정비사업 
③ 여관의 고급화, 통역안내원 확보 등 

관광객 수용대책 ④ 접객업소 위생시설 

및 종사원 자질 향상, 방역대책, 
오물처리 방식개선, 도시 공해방지 등 

보건·위생분야대책 ⑤ 경호ㆍ경비, 출입국 

관리, 대테러 등 안전대책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조직위는 이와 같은 각종 대책을 

포함하여 대회 개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① 완벽한 대회의 개최 
• 범국민적인 노력의 경주 

•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 
• 국제 스포츠기구와의 긴밀한 유대강화 

• 특색있는 대회 추진 

② 창조적이고 경제적인 대회운영 
• 전통문화의 과시로 세계속의 한국 부각 

•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 

•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과 신규투자의 
억제 

• 재원조달을 위한 해외수익사업의 

극대화 
 

□ 종합계획의 수립 

서울올림픽대회와 서울아시아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주무관청으로 

1982년 3월 20일 창설된 체육부는 양대회 

종합계획 수립 작업단을 구성, 각 부처의 
세부시행계획안을 토대로 1차 시안을 

작성한 후 관계부처와 3차에 걸친 협의와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양대회 종합계획을 

완성하였다.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총합계획’으로 명명된 이 
계획안은 1982년 8월 1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향후 양대회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계획이 되었다. 
총합계획은 대회준비의 기본대책과 

기본방향을 올림픽헌장 정신과 국가정책 

방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가운데 
양대회에 관련된 직접·간접사업을 

총망라하였다. 

 

총합계획은 크게 6개 분야로 분류하여 

대회준비의 골격을 제시하였으며, 
투자규모를 직접사업비 6066억원, 

간접사업비 2816억원, 민자 4598억원 총 

1조 3480억원으로 책정하였고 다시 
단위사업과 개별사업으로 구체화하였다. 

총합계획의 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총괄편과 
사업전반을 성격에 따라 분류한 

행사편ㆍ시설편ㆍ환경편ㆍ개발편ㆍ공통편 등 

6개편으로 이루어졌다. 각 편은 다시 
세부내용을 장과 절로 세분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각 절은 관련기관이 선정하여 제출한 
모든 단위사업과 개별사업을 성질에 따라 

체계적으로 묶고 있어 종목 또는 누락된 

사업의 발견이 쉽고 계획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든 사업은 대회에 대한 

관련정도와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직접사업은 대회조직ㆍ운영ㆍ시설에 

직결되는 필수사업으로서 그 재원을  
원칙적으로 조직위의 수익금(대회기금) 

또는 민자로 충당하며, 대회시설에 

있어서 신규시설이 아닌 기존시설의 
보수비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되 

대회기금으로 일부 보조하도록 하였다. 

간접사업은 각 부처 소관사업 중에서 
양대회를 보다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대회준비와 시기를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고ㆍ지방비 또는 민자로 그 
재원을 충당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제 3 장 대회조직위원회 

대회직접사업규모 

여건조성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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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시행계획 

총합계획이 수립된 후 이의 시행을 위해 
조사단이 해외에 파견되어 참고자료를 

수집하였고,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에 관여하였던 체육계 
전문가들이 초청되었다 

총합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동에 

따라 일부 주요시설 배치가 변경되고 
건립주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1년여에 걸친 각종 조사와 그간의 

여건변화를 감안, 수립된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한 양대회 준비 종합시행계획이 

1983년 12월에 확정되었다. 

종합시행계획은 총합계획의 내용을 
발전시켜 구체화한 것으로 전체사업을  

직접사업과 여건조성사업으로 크게 

구분한 후 직접사업은 행사·시설·보건· 
위생·교통관광·통신·개발·문화홍보의 

7가지로 분류하고, 여건조성사업은 환경 

및 국민의식 분야로 분류하였다 
 

직접사업 

직접사업은 49개의 단위사업과 346개의 
개별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사업주체별로는 정부 27개 사업, 조직위 

313개 사업, 민간 6개 사업이었다. 
직접사업의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조직위가 부담하고 경기단체 육성 등 

국가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은 정부가 
부담하며, 기존시설의 개·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시설주가 부담하되 대회를 

위한 추가분은 조직위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직접사업의 투자규모는 6975억원으로 

추산하였으며, 그 중 6664억원은 조직위 
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 및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여건조성사업 

여건조성사업은 기존투자사업의 시기를 

올림픽 준비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었다. 
여건조성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소관사업을 양대회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제5차 및 6차 
5개년계획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사업은 모두 36개 

단위사업에 105개의 개별사업으로 
분류되고 정부가 87개, 민간이 1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었다. 

투자규모는 1조811억원으로 4151억원은 
국고로, 3229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고 

3431억원은 유치한다는 계획 

이었다. 

 

3.3. 운영계획의 수립 

서울아시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조직위는 1987년부터 서울올림픽대회 

준비계획을 기능중심에서 장소중심으로 
전환, 현장중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갔다. 

1987년부터 5단계의 단계별 일정을 
수립, 그 일정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었다. 

 

 
 

제1단계인 1987년 1월부터 동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1983년 
12월에 수립된 종합시행계획 중 개별사업 

계획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표준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단계인 1987년 7월부터 1988년 

2월까지는 세부계획 수립단계로 이 

기간에는 ’87호돌이 연습실시, 장소별 
세부운영계획 작성, 대회운영을 위한  

주요지침 작성 등의 계획 수립과 사업이 

추진되었다. 
제3단계는 실질적인 대회운영 

준비단계로 1988년 2월부터 동년 8월까지 

장소별 세부인력 임명, 장소별 현장전개, 
장소별 예행연습, 대회운영체제 전환, 

종합예행연습 등 대회운영을 위한 

마무리단계 준비 작업들이 추진되었다. 
제4단계는 대회운영(개최)기간인 

1988년 9월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였다. 

제5단계는 대회 종료 후부터 1989년 
4월까지는 현장 사후관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과 조직위 해산에 따른 청산업무 

개시 등의 사후처리단계였다. 
 

□ 표준운영계획 

표준운영계획은 1987년 3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 동년 6월에 확정되었으며 

① 대회중 경기장 및 행사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능업무를 표준화시켜 장소별 
운영수준을 최대한 동일화하고 ② 다음 

단계인 장소별 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하며 ③ 추후 임명될 
해당 기능담당관의 임무숙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표준운영계획은 경기장 및 행사장에서 

기능운영의 모델별 기준을 설정하고, 

기능별 표준운영방침ㆍ상황ㆍ투입자원 
등을 정하여 장소별ㆍ기능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준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대상기능은 상황실(안전포함) 

총무(서무·인력·예산·물자·후생), 의무, 

시설, 출입안내, 의전 기술(통신·전자· 
방송·전산), 보도 및 방송, 출입통제, 

수송, 시상식의 11개 기능이며, 이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능개요(기본방향, 업무범위) 

② 운영계획(운영상황, 가정, 절차, 

기간등) 
③ 기능별 운영을 위한 기본조직 

④ 직책별 주요임무 

⑤ 투입자원소요(인력·물자·시설·공간 
등) 

⑥ 우발상황 처리계획 

⑦ 유관 기관 협조사항 
 

□ 장소별 세부운영계획 

표준운영계획을 근거로 한 장소별 
세부운영계획은 표준운영계획이 확정된 

후인 1987년 10월에 착수, 동년 12월에 

작성되었다. 
 

 

 
 

표준운영계획을 근거로 한 장소별 

세부운영계획을 경기장 및 행사장별로 
작성되었으며 대회기간중의 실제 

운영상황을 가정하여 대회참가자의 

규모ㆍ이동경로를 분석하고 투입자원을 
산정하며, 산정된 총자원 규모를 토대로 

기능별로 운영상황을 전개하고 그에 따라 

인력배치 및 물자배분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경기장 및 행사장 운영을 

위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으로 
장소별 핵심요원인 담당관급 이상이 

습득하여 업무를 파악, 행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경기장 및 
행사장 주관부서에서 작성이 어려운 

전문적인 기능계획은 기능부서 책임하에 

작성, 현장부서에 제공하고 업무의 
주체도 단계별로 현장에 이관하기로 

하였다. 

작성절차를 보면 인력ㆍ물자ㆍ공간ㆍ예산 
등 투입자원과 조직은 장소부서에서 해당 

기능부서와 협의 조정된 사업량을 동 

세부운영계획서에 기술하고, 확정된 
사업량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장소부서에서 기능부서와 협의하며, 현재 

계획 미발전으로 기술이 곤란한 내용은 
공란으로 두거나 합리적인 가정하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장소별 세부운영계획 수록내용 

Ⅰ. 총괄 
• 대회성격 
• 대회개요 
• 대회운영조직 
• 대회일정(경기일정, 세부경기일정) 
• 주요행사계획 
• 경기장 및 연습장 
• 향후 추진과제 및 현안사항 
 

Ⅱ. 부문별 세부운영계획 

• 상황실, 경기, 총무, 시설, 수송, 
출입안내, 보도 및 방송, 의전, 기술 

의무, 시상식순으로 작성 

• 각 기능별로 목적, 방침, 운영조직, 
업무범위 등 업무개요 

• 직무기술, 세부운영계획, 인력·물자 및 

공간계획, 비상계획순으로 작성 
 

Ⅲ. 요소별 종합 

• 인력 
• 경기용기구 및 물자 

• 공간(공간 소요현황, 주변배치도, 

내부배치도, 참가대상 및 차량동선계획) 
• 예산 

7. 1988년 6월 조직위원회를 예방한 사마란치  
IOC 위원장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박세직       

조직위원회 위원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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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운영 주요지침 

각 분야별 대회운영지침을 설정함으로써 
운영기준이 제시되었다. 첫째, 대회운영 

주요지침 세부확정으로 세부운영계획의 

실제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둘째 
지침부재로 인한 대회운영준비의 혼선이 

방지되었고 셋째, 대회운영체제 전환 

이후의 운영기준이 설정되었다. 
조직위 기획국은 1987년 11월 30일 

지침의 종류별 작성부서를 지정하고 

대회운영상황 처리지침 등 16개 분야별 
지침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작성 제출한 주요지침을 1988년 1월에 

종합하였다. 
기획국은 종합된 주요지침(안)의 

검토를 조정간부회의에 요청하였고, 

조정간부회의에서는 지침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검토, 확정하였다. 

대회운영지침은 기획국이 종합관리 

하였다. 지침의 추가 및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시는 해당부서가 사유를 첨부하여 

기획국에 요청하면 기획국은 

조정간부회의(집행간부회의)에 회부, 
최종확정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였다. 

 

16개 대회운영지침 

• 장소별 현장전개 및 근무개시 방침 

• 대회운영상황 처리지침 

• 예산집행 관리지침 
• 문서처리지침 

• 보안업무 운영지침 

•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 장소별 전개에 따른 이동지침 

• 대회운영요원 포상지침 

• 전도자금 운영지침 
• 대회운영요원 복무 및 처우지침 

• 대회운영 물자관리지침 

• 대회운영 시설사용지침 
• 비상사태 발생시 처리지침 

• 기능별 지원업무 한계 

• 위임전결규칙 
• 결과보고서 작성지침 

 
 
 

4. 대회운영체제 
 
 

조직위는 마지막 대회운영준비 점검과 

현장전개를 통하여 직접 대회를 운영, 
철수할 때까지 대회운영체제를 

유지하였는데 그 특색은 기존사무처 

중심의 지원부서와 현장중심의 경기본부 
및 행사본부로 이원화된 조직 속에서 

대회를 운영한 점이었다. 

대회운영체제의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① 대회운영 종합본부 및 개별 

대회운영조직은 원칙적으로 1988년 7월 

1일 시점이며 ② 종목별 경기본부 및 일부 
행사본부는 1988년 5월1일과 6월 1일 

시점이었다 ③ 대회운영체제는 1988년 

10월말 현장철수, 담당관별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점까지의 운영체계를 말한다 

 

 

4.1. 대회운영조직 

대회운영조직은 서울아시아대회, 

서울올림픽대회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946호 : 1986. 7.10)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대회운영조직 구성은 ① 조직의 계층을 
단순화하여 대회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② 경기나 행사본부 

중심의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되 종합지원 및 중앙통제가 

가능하도록 이원적 조직으로 

구성하였으며 ③ 대회준비 및 운영상의 
종합지원, 주요문제점 해결, 정책사항 

결정 등을 위하여 집행회의, 운영회의, 

조정회의 등 의사결정회의를 구성 
운영하였다. 

또한 기능부서 및 대회운영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서는 기존사무처로 존속, 
해당기능을 수행케 하며, 상황접수 및 

전파기능과 상황조정기능을 이원화하여 

상황처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 대회운영 종합본부 

대회운영 종합본부의 체계는 대회장 아래 

4명의 부대회장이 있고 그 산하에 2명의 

운영본부장과 4명의 운영본부장 등 
11명이 있어 조직의 지휘부가 되었다. 

지휘부 산하의 현장조직으로는 31개 

경기본부, 7개 행사본부, 25개 
지원부서가 배치되었다. 지휘부는 조직위 

위원장이 대회장을 겸임하고 4명의 

부대회장은 서울특별시장, 조직위 
국제관계 부위원장, 조직위 사무총장, 

안전조정통제본부장이 보임되었다. 

2명의 운영본부장은 부대회장인 조직위 
국제관계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겸임하였고, 4명의 운영부본부장은 3명의 

사무차장과 정책연구실장이 보임되었다. 
의사결정기구로는 대회장이 주재하는 

위원총회, 집행위원회, 각종 협의회, 

경기본부장협의회와 그 하부 
회의기구로서 집행회의, 운영회의, 

상황조정회의가 설치 가동되었다. 

 

□ 의사결정회의 

대회운영 종합본부는 대회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집행회의, 운영회의 
상황조정회의의 3개의 회의체 기구를 설치, 

수시로 제기되는 안건을 토의하여 의사를 

결정하였다. 
집행회의는 대회장 ·부대회장과 

체육부장관 등 6명으로 구성운영 

되었으며 필요시에는 조직위 사무차장, 
안전통제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하였고 

대회장이 주재하였다. 

집행회의의 주요기능은 경기진행 
중단사태 발생시 조직위 방침 결정 및 

IOC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처리와 

운영회의에서 해결이 곤란한 사항의 
최종결정 등이었다. 

 

 
 

 

운영회의는 조직위측에서 대회장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 41명, 안전통제 
본부측은 본부장 및 부본부장 등 5명, 

정부측의 체육부차관 등 총 47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회장이 맡는다. 
운영회의의 주요기능은 대회운영 

상황의 일일점검과 경기일정변경· 
주요의전사항ㆍIOC 협의사항 등 
주요문제점을 해결하는 일로 

매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소집되었다. 
상황조정회의는 조직위측에서 2명의 

운영본부장 등 14명이, 안전통제본부 

측에서 4명이 참석, 총 18명으로 운영 
되었다.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되는 조정회의의 

주요기능은 각 대회운영본부 
지원요구사항에 대한 부서간 지원협의 및 

조정으로, 경기본부의 인력 ·물자의 긴급 

지원요청 처리, 경기장별 추가입장권 
현장판매 결정, 대회관련자의 서울공항 

사용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ID카드 

미확인, 선수·임원의 선수촌 입촌여부 
결정, 대회관련자의 자국차량 국내 일시 

반입시의 통관, 임시번호 부여문제 등을 

처리하였다. 
 

□ 경기본부 

축구의 지방경기 4개를 포함 27개 
정식종목 경기본부와 2개 시범종목,  2개 

전시종목 등 31개 종목별 경기본부는 

본부장 아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그 
밑에 경기부장ㆍ지원부장ㆍ관리부장· 
보도방송부장ㆍ총무부장을 두었다. 

경기부장 밑에는 국제협력ㆍ경기진행· 
경기지원ㆍ선수임원ㆍ연습장ㆍ국내연맹 

담당관이, 지원부장 밑에는 의전· 
기술담당관이, 보도방송부장 밑에는 
보도·방송담당관이 관리부장밑에는  

시설 ·수송 ·출입안내ㆍ출입통제담당관이, 

총무부장 밑에는 서무ㆍ물자ㆍ예산ㆍ후생 
담당관이 배속되었다. 

1개 경기장에서 2개의 이상의 경기나 

행사가 실시되는 경우 관리ㆍ지원· 
의무분야 인력은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조직을 구성하였고, 대구ㆍ대전ㆍ광주 등 

지방 축구경기장의 경기본부는 선수촌을 
포함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부산의 요트경기본부는 경기운용, 

선수촌, 해상 및 육상 운영을 망라한 
종합조직으로 구성되어 부산축구경기의 

선수촌 운영도 관장하였다. 경기본부의 

본부장은 국내경기단체 회장, 사무총장은 
국내단체 전무이사급, 사무차장은 조직위 

종목담당관을 보임, 경기분야와 

행정분야의 조화를 유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 

 

□ 행사본부 

각 행사장본부의 기본조직은 본부장 

아래 단장과 사무차장을 두고 운영부장· 
지원부장ㆍ관리부장ㆍ총무부장이 각기 
분야별 업무를 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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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은 행사운영, 행사지원, 
행사장관리, 기관운영 등으로 분류 

조직되었으며 행사규모, 업무성격 및  

특성을 감안하였다. 조직위가 전담 
운영하는 조직은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각 본부장 산하로 편성 

운영하면서 개별 운영조직의 독립성을 
유지케 하였다. 

  선수촌운영단, 선수촌병원, 

기자촌운영단이 숙소지원본부에 
소속되었으며 성화봉송운영단, 

개·폐회식운영단, 세계미술제운영단이  

문화식전본부에, 본부호텔운영단, 
올림픽패밀리타운운영단, 등록운영단이 

국제협력본부에 소속되었다. 

방송·보도·영접 등 전문분야이면서 
조직위와 협동적 업무의 특성을 지닌 

본부는 관계기관장을 본부장으로 

영입하여 운영하였다. 
방송본부장에는 KBS사장, 

보도본부장에는 연합통신사 사장 

영접본부장에는 국제공항관리공단 
이사장이 영입, 보임하였다. 

 

□ 지원부서 

지원부서의 기본조직은 단장(소장) 

아래 사무차장이 있고 그 밑에 부장과 

담당관을 두었다. 
 

이러한 기본조직을 근간으로 기능별 

지원업무의 규모, 성격 등을 감안하여 
조직이 구성되었다. 

단장위원회를 설정한 조직은 국장급을 

책임자로 구성하였고 소장직위 설정 
조직은 과장급을 책임자로 구성하였다. 

단장급조직은 인력지원단 ·물자지원단· 
기술지원단·시설지원단·의무지원단· 
언어지원단·수송운영단이, 소장급조직은 

경기안내센터·시상운영센터 등이었다. 

서울종합운동장 시설관리업무는 
시설지원단 소관이었으나 직접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육상경기본부로 

이관하였고, 별도 대회운영조직이 
불필요한 부서는 기존사무처 명칭 및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4.2. 현장운영체제 

 

□ 현장전개 

현장전개란 대회의 운영준비를 위하여 

대회운영조직으로 전환 예정인 부서가 
사무처의 인력·물자·장비·시설 등을 

대회기간중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와 이동 후 대회운영체제 
전환시까지 대회운영준비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말한다. 

현장전개의 목적은 ① 사무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회운영계획을 
현장중심으로 검토 발전시킴으로써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한 지식을 사전에 

축적하고 ②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시설의 장소별 단계적 

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③ 대회 때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휘체계, 업무체계의 
신속한 확립 ④ 대회운영요원의 

현장중심교육 실시로 대회운영 상황을 

가정한 실제적 교육 및 수시 대체능력을 
배양하는 데 두었다. 

조직위는 현장전개계획을 수립함에 

첫째, 각 현장전개부서의 현장전개 
요구일정(주로 3~7개월)을 최대한 

반영하되 불필요한 조기 전개를 배제하고 

둘째, 대회운영요원은 상근 및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동원하며 

셋째, 단계별 인력동원에 따른 소요물자 

및 장비의 적기 배치와 사용공간의 
단계적 인수로 경비를 절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회운영 종합본부 구성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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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본부는 1988년 3월 5일 

복싱경기본부의 현장전개를 시작으로 
핸드볼(6월 1일)ㆍ배드민턴(6월 3일)· 
볼링(7월 1일)을 제외한 전 종목을 

4월중에 현장전개하였다. 
행사본부는 청소년캠프본부를 1988년 

2월 27일에, 개ㆍ폐회식운영단을 5월 

3일에 현장전개하였고, 7월 1일까지 모든 
행사본부가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조직위는 대회운영체제의 전환에 

맞추어 각 부서의 인력보임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보임된 인력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하였다. 상근은 1일 

4시간 이상씩 주 5일이상 계속 근무함을 
말하며, 비상근은 교육훈련과 장소적응을 

위해 또는 개별경기 및 행사본부장이 

계획발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근무로 
규정하였다. 

경기본부의 상근기간은 4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제 1단계는 1988년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해당직책은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비롯하여 부장급과 담당관급 
이사의 간부급요원이었다. 

제 2단계는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제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대부분의 담당관급 이상 간부 및 

운영요원이었다. 

제 3단계는 8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본부장, 의무부장(담당관), 일부 

자원봉사자였다. 

제 4단계는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 대회운영요원이었다. 

조직위는 각 부서의 현장전개 시기와 

상근인력 배치상황에 따라, 물자 및 
장비도 현장부서의 해당 물자ㆍ장비의 

필요성, 공간확보 여부, 소요예산 등 

사정에 따라 배치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배치하였다. 

경기ㆍ행사본부는 단계별 소요물자 및  

장비명세 내역을 각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각 주관부서는 자체내의 

배치계획과 현장전개부서 소요일정 등을 

감안하여 소요물자를 요구, 현장에 
단계별로 배치하였다. 

 

□ 핵심요원 특별교육 

조직위는 410개 기관(단체)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된 

서울올림픽대회의 운영 핵심요원에 
대하여 ① 대회운영 핵심요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지도력을 개발하고 ② 운영요원 

상호간의 횡적인 유대강화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③ 조직위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 및 사기앙양을 통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달성한다는 
대회운영 핵심요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은 각 대회운영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 담당관급 이상 간부 
1,770명과 조직위 직원 중 대회운영 

간부요원 지정에서 제외된 743명이며 

교육일정은 1박 2일로 6차에 걸쳐 1988년 
4월부터 5월까지였다. 

주요교육내용은 ① 정신교육을 통한 

사명감 고취 ② 강의를 통한 직무능력 및 
지도력에 관한 체계적 정리 ③ 행동훈련 

및 워크숍을 통한 친목과 팀워크 

다짐이었다. 
 

특별교육내용 

• 정신교육 : 위원장 특장, 한국인의 얼 
강좌(김동길 교수, 이어령 교수) 

• 직부교육 : 리더십의 안목과 전략(한영환 

교수), 조직 및 인간관리 강좌(윤석철 
교수) 

• 단합워크숍훈련 : 판넬하이킹훈련, 

전통놀이마당(사물놀이·탈춤), 분임토의 
 

 

 

5. 대회운영 상황관리 
 

5.1. 종합상황실 설치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와 관련이 있는 

대회준비 상황과 대회운영 상황 및 
안전분야 상황을 적시에 파악, 

전파·보고하고 처리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1987년 8월 27일부터 동년 10월 15일 

사이에 실시된 ’87호돌이 연습 결과 

대회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적시의 상황파악, 신속한 보고ㆍ조치 및 

체계적인 상황전파 등 종합적인 

상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동년 12월 2차에 걸친 추진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1988년 1월 종합상황실 설치 

추진계획이 확정되었다. 
 동년 4월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이 

작성되었고, 6월에는 종합상황실 상황판 

설치가 완료되면서 종합상황실이 
본격적인 가동체제에 돌입하였다. 

4차에 걸친 예행연습 및 강평회를 

통하여 대회준비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종합상황실은 대회1주일 전부터 24시간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회기간중 

전 경기장, 행사장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통제 관리하고  

상황조정회의, 화상회의를 통한  

본부호텔측과의 긴밀한 연계유지와 
상황조치 처리능력을 발휘, 대회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성공적인 대회운영에 결정적으로 기여 
하였다. 

 

 
 

 

 
 

 

 

종합상황실은 실장 아래 조정실장· 
행사지원국장ㆍ경기1국장·경기2국장이 
있고, 그 아래 차장 8명, 부장 21명 

담당관 28명, 담당자 30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상황실장의 자문기관으로  

정부지원단과 상황점검단이 구성 

되었으며, 별도조직으로 안전상황실이 
설치되었다. 

 

종합상황실 부서별 업무분장 

• 조정차장 : 각종상황의 종합정정, 

주요정책 결정사항의 보고 및 전파, 

종합상황실 방문인사 브리핑, 
일일종합상황보고서 발간 

• 관리차장 : 종합상황실 의사결정회의 

운영, 대회보험처리, 유관기관 협조업무 
• 서무차장 : 상황판 설치ㆍ상황실 유지ㆍ 

기술장비 운영, 종합상황실 ·서무기능 

수행 및 발간업무 
• 행사차장 : 숙소지원본부·국제협력본부· 

보도본부·영접본부 및 방송운영단의 

상황접수ㆍ전파·유지 
• 지원차장 : 지원부서의 상황접수ㆍ전파· 

유지 

• 경기1ㆍ2차장 : 해당종목의 경기운영 
상황접수 ·전파 ·유지 

• 문화차장 : 올림픽 문화행사 상황접수· 
전파 ·유지 

 

종합상황실의 운영인력은 모두 

205명으로 신분별로는 조직위 직원 75명, 
지원요원 109명, 자원봉사자 7명 

단기고용 14명이었다. 

부서별 배치현황은 조정실 52명, 
행사지원국 54명, 경기1ㆍ2국 38명, 

문화차장실 8명, 정부지원단 44명, 

상황점검단 9명이었다. 
종합상황실의 기술장비 설치현황을 

보면 통신장비로 직통전화 53대 

일반가입전화 25대, 구내전화 60대와 
팩시밀리 7대가 설치되었으며, 

전산장비로 GION용 단말기 8대와 

WINS용 단말기 9대가 설치되었다. 
또한 초대형 투영기 (Super projector) 

1세트, 화상회의시스템 1세트, 유선 TV 

20대 등이 갖추어져 있고, 그밖에 
일일상황회의 및 초대형 투영기 활용시 

일반자료와 보고자료를 촬영표출하는 

TV카메라와 VTR 시설이 구비되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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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황실 운영 

종합상황실은 31개 경기본부와 14개 

행사운영본부,  9개 지원단 상황실과 
연계하여 대회기간중 각종 행사 및 

경기결과 통계자료현황 등을 접수하여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 1988년 6월 
28일부터 대내에 배포하였으며 8월 

5일부터는 대외 정부부처에까지 배포하여 

실시 및 예정사항을 전파함으로써 올림픽 
전반의 현황을 소개하고 대회운영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종합상황실은 귀빈 내방시 올림픽 
전반에 관한 소개와 상황실 운영현황 등을 

보고함으로써 서울올림픽의 홍보차원 

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며, 
유선TV, GIONS, WINS 등 최신장비의 

설치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황파악이 

용이하였다. 또한 각 경기장과의 
비상연락망 설치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로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기하였다. 
 

일일상황보고서 수록내용(대회기간) 

일기예보 

 

경기 

• 국가별 메달획득현황 
• 신기록현황 

• 경기진행상황(진행, 휴식, 종료, 미개시 

등) 
• 전일주요경기결과 

• 관중입장현황 

• 금일의 주요경기 
 

행사 

• 주요행사현황(국제회의, 연회, 문화행사, 
관광등) 

• 금일의 주요행사 

• 금일의 주요인사 동정 
• 행사운영본부 운영상황 

• 지원부 운영상황 

 
공지(특기)사항 

• 경기일정 변경, 위원장 지시사항, 

등록카드 분실 등 
 

정비지원 추진상황 

• 참가자 체류현황, 주요인사 입출국현황 
선수촌 ·기자촌 ·패밀리아파트 

입퇴촌현황, 호텔투숙현황, 의무진료현황, 

수송차량 운행현황, 운영요원 근무현황 
입장권 판매현황 중계방송일정 

 

상황처리는 체계를 도식화하여 
처리하되 현장처리가 가능한 상황은 

선처리 후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은 선보고하고 
운영·안전 통제실에서 조정하거나 

조정회의에서 처리하였으며,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황은 정부지원단에서 처리 
하였다. 

상황의 접수는 현장인 경우 

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하며, 정부부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정부지원단의 청구를 

이용하였다. 

상황보고는 ① 일반보고사항 

② 기능고유사항 ③ 상황조정이 필요한 
사항 ④ 비상상황(긴급ㆍ우발상황)의 

4종으로 구분하였고, 보고방법은 

정기보고ㆍ수시보고ㆍ긴급보고 
(비상상황)의 3종으로, 정기보고는 

개시 전 30분까지 하는 준비완료보고와 

종료 후 30분 이내에 하는 종료결과 
보고이며, 수시보고는 오전 10시부터 

종료시까지 매 2시간마다 하는 이상 

유무보고, 귀빈이동사항보고, 세부경기 
종료 후에 하는 경기결과보고, 

계획변경보고 등이 있으며 긴급보고는 

비상상황 발생 즉시에 하는 최초보고, 
세부상황을 파악한 후에 하는 중간보고, 

상황종료 즉시에 하는 결과보고가 있다. 

또한 상황실에서는 일일상황보고회의와 
상황실 간부회의를 열어 상황의 파악과 

처리 및 전파에 대처하였다. 

일일상황보고회의는 대회운영 종합본부 
핵심간부가 매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상황실 간부회의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차(과)장급 이상 간부가 
회동하였다 

종합상황실 운영체계 

종합상황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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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예행연습 

조직위는 대회운영계획 및 안전대책의 

적절성 검토와 보완, 대회 전 단계별 
대회운영과 대회운영의 연계성 제고, 

운영·안전요원의 계획숙지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 대회 유관부서간 
업무협조체제 완비, 우발사태 발생 및 

일부종목 분산 개최시의 대비책 등을 

검토·발전시킬 목적으로  ’87호돌이 
연습과 대회 전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 ’87호돌이 연습 

’87호돌이 연습은 서울올림픽대회의 

예행연습 차원에서 개막 365일 전  

개념을 적용하여 조직위와 안전본부의 
합동연습으로 실시되었으며, 연습범위는 

전 분야를 망라, 도상연습과 부분적 

실제연습이었다. 
연습에는 조직위와 안전본부의 전 조직 

및 구성요원이 참여하여 연속상황하에 

동시 다발적인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위와 

안전본부 각 분야별 운영 및 안전대책을 

장소별ㆍ기능별로 통합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직위ㆍ안전본부의 합동종합 

상황실 및 통제단이 편성 운영되었다. 

통제단은 연습단장 아래 기획통제관ㆍ 
운영통제관ㆍ안전통제관과 그 휘하의 

6개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원은 조직위 

20명, 안전본부 5명 등 총 25명이었다. 
’87호돌이 연습은 4단계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1단계는 1987년 8월 26일 

이전에 상황조성(분야별 대회준비)에 
대한 도상연습이었으며, 2단계는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로 조성경기 

(전지훈련)의 실제연습과 성화봉송ㆍ 
IOC총회ㆍ국제학술행사ㆍ국제회의· 
문화행사ㆍ청소년캠프ㆍ선수단ㆍ귀빈 및 

올림픽패밀리 ·보도진 서비스와 안전에 
관한 도상연습이었다  

3단계는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25개 종목경기 및 개ㆍ폐회식행사의 
실제연습과 도상연습이었고, 4단계는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장애자 

올림픽대회의 경기와 행사의 도상연습 
이었다. 

’87호돌이 연습의 상황보고는 

최초보고, 일일종합보고, 최종보고 
(강평)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장소는 종합상황실이며 조직위 위원장과 

안전본부 본부장이 주관하였고, 보고시 
마다 조직위와 안전본부의 국장급 이상이 

참가하였다. 

최초보고는 1987년 8월 27일 오후8시 
부터 10시까지로서, 운영분야는 연습개요 

및 중점사항을, 안전분야는 대회의 

안전기본운영계획을 각기 주무국장이 
보고하였다. 

일일종합보고는 1987년 8월 28일부터 

10월15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일일상황 
종합보고, 대회운영계획 보고, 대회안전 

계획보고를 하고 대회운영과 대회안전 

대책의 연계성 등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최종보고(강평)는 ’87호돌이 연습이 

끝나는 10월 15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로서, 도상연습은 운영통제관· 
안전통제관이, 실제연습은 종목별 

경기본부 사무차장이 보고하였으며 
보고내용은 ① 연습개요 ② 연습결과 

③ 문제점 및 대책 ④ 안전본부와의 

협조사항 ⑤ 타부서와의 연계성 미비점 
등이었다.  

 

□ 대회 전 예행연습 

대회 전 예행연습은 대회운영과 안전에 

대한 경험축적과 기능별 직무교육을 

통하여 대회운영본부별 통합화를 
도모하고, 본부별로 준비상태를 총점검 

함으로써 문제점을 추출, 이를 보완하여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었다. 

예행연습은 ① 4단계로 구분, 

연계기능과 종합연습이 가능하도록 
대회와 동일한 경기장에서 전 운영요원이 

참가하여 실시하고 ② 국제대회 

이용종목은 전 기간 및 전 기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③ 종합예행연습만으로 

연습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운영본부 

에서는 예행연습 전 개별적으로 연습을 
실시하고 ④ 조직위·안전본부의 

종합평가단 및 각 운영본부의 자체 

통제평가단으로 구분, 편성하여 연습을 
유도하고 평가한다는 추진방침을 세웠다. 

1차 예행연습은 각 경기종목별 ·기능별 

안전분야 및 운영준비상태 점검, 문제점 
도출 및 보완, 제2단계 종합예행연습의 

기초자료 획득 등이 목적이다. 

  기간은 1988년 5월7일부터 7월8일 
까지였으며, 이 기간중에 27개 전 종목을 

운영 ·안전 합동으로 2~3일씩 실시 

하였다. 
행사 ·기능부서는 기간내에 현장적응 

훈련을 완성하고 1차 예행연습시 미진한 

종목은 후일 재실시하였다. 
2차 예행연습은 1차 예행연습시 발견된 

문제점의 보완과 본부별 현장훈련을 통한 

개인별ㆍ팀별 직무지식 숙달에 목적을  
두었다. 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31일 

까지였다. 

3차 예행연습은 분야별 연계 및 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운영ㆍ안전 합동으로 

대회 운영본부장 책임하에 시행되었다. 이 

연습에서는 대회의 일정 및 시간계획을  
적용하여 연습하였으며 분야별 각종 

상황연습에 필요한 자원과 보조재료를 

준비하여 자체통제단을 편성 운영 
하였다.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였으며 대상은 전 경기본부 ·행사본부와 
주요 기능지원단이었다. 

4차 예행연습은 대회운영과 안전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처간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연습이 실시되었다. 방침은 

① 올림픽대회시 실제운영시간계획을 

적용하여 종합적인 예행연습을 실시하며 
② 연습은 대회 개최 전, 경기 및 행사의 

피크데이, 개ㆍ폐회식 연습을 실시, 

연계기능을 강화하였다. 
 

대회 개최 전 연습일은 공항입국으로 

부터 숙소도착 후까지의 일련된 연습을 
실시하고, 경기ㆍ행사연습은 날짜를 선정, 

그날의 경기ㆍ행사를 총망라한 연습으로 

각 기능을 점검하였다. 
개회식 연습은 관중 ·출연진 임원이 

최대로 동원될 수 있는 날짜를 선정, 

운영ㆍ안전 종합연습을 실시하였다. 
대회 전 4단계 예행연습을 통제하고  

연습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통제단과 

평가단이 편성 운영되었다. 
통제단의 기구는 통제단장, 

운영보조관ㆍ안전보좌관 아래 경기ㆍ행사 

운영통제반, 지원기능 통제반, 총괄반, 
경기ㆍ행사장 안전통제반, 안전기능 

통제반으로 구성되었다. 

 
통제반 업무분장 

• 통제단장 : 연습계획 및 통제계획 조정, 

연습통제 및 연습의 종합강평 
• 운영ㆍ안전보좌관 : 대회운영ㆍ안전분야의 

연습통제계획 수립 및 시행, 연습상황 

유도 및 조성, 대회운영·안전분야의 사태계획 
작성 및 통제관 운영총괄, 

강평자료 종합, 종합상황실 운영 

• 총괄반 : 대회운영ㆍ안전분야의 연습통제, 
사태계획 수립, 연습상황 조정, 연습결과 

종합 

• 운영통제반 : 대회운영분야 연습통제, 
사태계획 수립, 현장 연습상황 유도 및 

조정, 해당분야 연습결과 종합 

• 안전통제반 : 대회운영분야 연습통제, 
사태계획 수립, 현장 연습상황 유도 및 

조정, 해당분야 연습결과 종합 

평가단은 종합통제평가단 ·전문평가단· 
자체평가단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으며, 

평가단 요원은 자신이 점검할 분야에 

대하여 현장연출자가 되어서 각 요원에 
행동을 실제로 평가하였다. 

종합통제평가단은 조직위·안전본부의 

지휘부로 구성되었다. 종합연습통제단의 
주관하에 주요연습장소, 주요상황조치, 

상황점검 등을 평가하였다. 

  전문평가단은 각 기능별 전문요원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위 기획국 주관하에 

기능별 전문분야 평가, 평가결과의 

강평이 업무내용이었다. 
자체평가단은 대회본부별 운영ㆍ안전 

합동으로 편성되었다. 대회운영본부 

주관하에 자체진행, 자체평가 등이 
임무였다. 

제 3 장 대회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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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폐회식 에행연습 출연자들을 격려하는       
노태우 대통령.                                     

10. ‘87호돌이 연습(VPX)브리핑.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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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회 사후관리 
 

6.1. 장애자올림픽 지원 

 

□ 목적과 방침 

서울올림픽대회가 끝나고 13일 후인 
1988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서울에서 제8회 장애자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61개국에서 선수·임원 4,232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참가선수의 경기목적이 

승리와 기록에 있지 않고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는 불굴의 정신력과 

의지력을 확인 표명함으로써 인간승리의 

행사로 승화되었고, 그런 뜻에서 전 세계 
5억 장애자와 인도적 시각을 가진 모든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서울올림픽준비업무와함께 추진, 

인력ㆍ물자ㆍ장비ㆍ시설 등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조직위의 동반 추진으로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할 수 있었고 올림픽과 
장애자올림픽의 동반 개최라는 모형을  

정립, 장애자올림픽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직위가 설정한 장애자올림픽대회 

지원방침은 

• 서울올림픽대회시 투입된 인력ㆍ물자ㆍ 
장비ㆍ시설 등 대회운영 지원을 최대한 

연계활용한다. 

• 장애자올림픽 준비업무 추진 
일정관리를 올림픽대회 준비일정과 

연계 추진한다.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합동협의회를 구성, 협력체제를 
제도화한다. 

• 장애자올림픽 휘장사업 등 수입사업의 

대행 추진을 통하여 재원확보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 지원계획 

조직위는 실무자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 1987년 2월 5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서울장애자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SPOC)의 장애자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 조직위의 지원계획 작성 

등 업무를 지원하였다. 
동년 4월 17일 장애자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과 이를 위한 조직위의 

지원에 관한 주요방침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합동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의장은 

조직위와 장애자올림픽조직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고, 부위원장은 조직위의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과 장애자올림픽 

조직위 부위원장이며, 위원은 양조직위의 

주요간부와 체육부ㆍ보건사회부ㆍ 
서울특별시ㆍ대한체육회의 관계관이었다. 

 

 

또한 같은 날 양조직위간에 장애자 

올림픽 지원협약서를 체결, 장애자올림픽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지원협조체제 

구성(합동협의회, 직원의 파견 등) 
② 대회운영 자원의 연계활용(인력ㆍ물자ㆍ 
시설 등) ③ 재정 및 사업 지원(재정지원, 

지원사업의 범위 등) 등이었다. 
 

□ 재정지원 

조직위와 장애자올림픽조직위간 체결된 
협약에 따라 1987년 4월 1차로 67억원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 후 장애자 

올림픽조직위에 추가소요재원이 발생, 
1987년 9월 33억 3600만원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조직위가 장애자올림픽에 

지원한 재정규모는 100억 
3300만원이었다. 

 

□ 인력ㆍ물자ㆍ시설지원 

인력지원 기본방향은 ① 자원별로는 

지원요원·자원봉사요원을 중심으로, 

직군별로는 장애자올림픽조직위가 
확보하기 어려운 통번역ㆍ기술ㆍ행정ㆍ통계 

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 연계활용하고 

② 올림픽대회 운영요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급적 동일 장소나 

동일 경기종목 및 행사에 연계활용하며 

③ 연계활용에 따른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기능분야의 동일 직위 및 
직무에 연계활용하고 ④ 인력확보 
지정절차나 관리가 용이한 지원요원의 
연계활용을 극대화하고 자원봉사요원은 
장애자올림픽대회 참여 희망자 위주로 
단체자원봉사요원을 중심으로 
연계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지원인력은 자원별로 조직위 

사무처요원 195명, 공무원 508명, 군인 
1,731명, 경기단체 820명, 병원 9명, 

자원봉사자 2,370명, 단기고용 33명, 

기타 480명 등 총 6,146명이었다. 
지원인력 6,146명을 직군별로 분류하면 

통역 754명, 경기677명, 의무 143명, 

행정 639명, 사무지원 257명, 기술 136명, 
서비스 2,492명, 문화예술 250명, 통제 

798명이었다. 

물자지원은 1987년 10월 31일 
장애자올림픽조직위 물자주관부서로부터 

지원요청내역을 접수하면서 개시되었다. 

쌍방은 물자주관부서 실무회의 외에 
7차에 걸친 실무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1987년 12월 23일 물자지원의 품목범위와 

지원내용을 정하여 실무적인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물자내역은 총 338품목 7만 1431점 
약 16억원 상당액의 물자를 무료임대하되 

열거된 품목 및 수량에 국한하지 않고 

쌍방간에 협의가 있으면 최대한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조직위는 경기장을 비롯하여 
환경장식물 ·안내표지판ㆍ임시화장실 등의 
대회관련시설도 지원하였다. 

장애자올림픽대회시 사용할 경기장은 
대체로 서울올림픽대회에서 사용한 
경기장을 사용토록 하여 경제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사용에 대한 
기술검토에 있어서도 조직위의 
기술인력을 지원하였으며, 다만 장애자의 
특성으로 인한 특수분야만을 
장애자올림픽조직위가 추진토록 하였다. 

서울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내의 각종 
경기장, 상무종합경기장 등 서울올림픽 
대회에 이어 장애자올림픽대회가 
진행되는 경기장은 장애자 관람객을 
위하여 경사로, 장애자전용화장실, 
휠체어관람석, 보도와 차도 낮추기 등 
편의시설을 장애자올림픽대회에 맞추어 
시설하면서 일반경기시에도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시공하였다. 

주요 대회관련시설은 김포공항, 
잠실놀이마당, 프레스센터, 본부호텔, 
공연장 등이었으나 김포공항은 
공항영접본부와 협의하여 모든 
편의시설을 점검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환경장식물과 안내표지판, 픽토그램은 
서울올림픽대회용으로 이미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자 
올림픽의 이미지 전달을 고려한 별도의 
디자인과 시설 설치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조직위는 환경장식물 
및 안내표지판을 대부분 장애자올림픽 
대회시 연계활용하였다. 

또 부득이 장애자의 특성상 불가피한 
픽토그램의 디자인과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도 서울올림픽대회의 디자인 

설계회사와 협조체계를 이룩, 
장애자올림픽대회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함으로써 서울올림픽대회 

후 구조물이나 기자재를 최소한 변경시켜 
장애자올림픽대회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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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88년 10월 15일 개막된 제8회 서울장애자  

올림픽대회 개회식. 마스코트 곰두리 공연.      

12.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개회식에              
장애자올림픽대회기 입장.                                      

13. 신체적 악조건을 극복한 인간승리의          
순간(장애자올림픽 100m경기).                  

14. 휠체어를 타고 입장한 장애자올림픽          

성화봉송 최종주자.                               

15. 장애자올림픽대회 개회식에서 선수입장.    

16. 기록보다 불굴의 투지가 돋보이는            
장애자올림픽육상의 높이뛰기. 

16 

 

15 

 

14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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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조직위원회 해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모든 경기와 

행사는 1988년 10월 2일 오후 8시, 
성화대의 불이 꺼지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조직위는 대회유치 이후 

종료까지 7년여에 걸쳐 벌여놓은 방대한 
규모의 각종 사업과 물자 ·인력 등의 

자원을 수습처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있었다. 
또한 조직위는 올림픽헌장 제 35조와 

조직위 정관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989년 4월 
3일에 해산하여야 하고, 조직위 해산 후 

6개월이 되는 10월 2일까지 청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직위는 
대회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초기단계부터 

사후관리와 해산업무 등 사후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대회가 임박하여서는 이를 
분야별·사업별로 구체화하였다. 

 

대회 후 주요추진사업 

•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지원 

• 현장 사후처리(물자·시설) 

• 대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운영평가 
• 성공적인 대회 개최결과의 대내외 홍보 

• 수변무대 옹벽 각인사업, 올림픽 

청소년회관 건립 등 계속 사업 추진 
• 조직위 소유시설의 사후대책 추진 

• 휘장·방영권·광고 등 각종 사업의 종결 및 

정리 
• 결산 및 정산업무 수행 

• 대회 공식보고서 발간 및 공식영화 제작 

• 해산 및 청산업무 
 

  조직위는 이와 같이 결정된 주요업무를 

단계적으로 사무처 기구와 인원을 축소 
조정하면서 추진하였다. 

제 1단계는 1988년 10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주요추진업무는 
장애자올림픽대회 지원 및 그 현장 

사후처리, 서울올림픽대회 사후처리 

등으로 각 부서는 대회운영조직에서 
대회 전 사무처 조직으로 전환하여 운영 

하였고 인원은 1,242명으로 조정되었다. 

제 2단계는 1989년 1월 1일부터 
동년 4월 2일까지의 3개월간이며, 

주요추진업무는 각 기능별 업무의 정리 및 

사후종결이었다. 각 부서도 해산준비를 
위한 사무처 조직으로 통·폐합되었고 

인원은 392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제 3단계는 1989년 4월 3일부터 동년 
10월 2일의 6개월간이다. 조직위는 4월 

3일 해산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산되었다. 법인체인 조직위는 
해산일부터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해산에 따른 업무는  
① 조직위 제반사업의 종결 

② 조직위 재산의 결산 및 재산목록 작성 

③ 해산 및 청산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준비 

④ 대회 공식보고서 발간 

⑤ 조직위 해산 의결(위원총회 개최) 
 

 

등이었다. 조직위의 해산과 더불어 

민법상의 청산업무가 개시되었으며 
청산법인 존속 6개월 기간내에 재산정리, 

잔여업무, 취업추진 등 마무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청산단이 조직되었고, 동 청산단은 

사무처 존속기간과 잔여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표청산인 1명, 청산단장 1명, 
청산국장 및 정리국장 각 1명과 8명의 

과장으로 구성되었다. 대표청산인에 

김옥진 조직위 사무총장이, 청산단장에 
전상진 조직위 국제담당 사무차장이 

취임하였다. 

 
6.3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발족 

서울올림픽대회는 국민에게는 대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민족적으로는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였고, 국가적으로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창출하였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을 영원히 기념하고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과 성과를 계승하여 

전 국민에게 그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자는 

높은 목표로 1989년 4월 20일 기존 기구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을 흡수ㆍ통합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창설되었다. 설립목적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사업의 지원과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과 관리 등으로 

설정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목적사업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사업 
• 국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 

• 선수·체육지도자 및 국제심판요원 양성과 
  장학사업 

• 올림픽대회 기타 주요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자 또는 그 
경기지도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원 

• 건전한 청소년체육을 위한 사업 및 재정 

  지원 
• 체육을 통한 국제화합 및 친선교류 사업 

• 서울올림픽대회 기념행사의 개최, 지원 및 

올림픽정신의 구현과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사업 

• 우수체육기구 생산업체 및 체육관 

  건설자에 대한 자금 융자 
• 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업 

• 기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 기금은 

조직위에서 인수한 올림픽대회 잉여금 
3360억원과 공단자체의 기금, 정부 및 

정부 외의 출연금, 광고ㆍ복권ㆍ휘장 및 

기념품사업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운동장ㆍ체육관ㆍ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와 공단소유의 각종 시설과 자산의 

운영 및 활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재원이 
된다. 

공단 시설은 조직위로부터 인수한 

올림픽공원(서울특별시의 지분 제외)과 
공원내의 올림픽회관ㆍ수영경기장을 

비롯한 6개 경기장 및 한강 조정경기장과 

세계평화의 문 등이며 운영인력은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부터 인수한 인원과 

조직위로부터 전입한 조직위 사무처 직원 

등으로 충원되었다. 
주무관청인 체육부장관의 행정직 

관할하에 있는 공단의 조직기구는 

이사장·부이사장 아래 기획이사, 
사업본부장과 공원본부장이 있고, 그 

아래에 8개국 17개과로 구성되었으며, 

이외에 조정호사업소, 올림픽 유스호스텔 
사업소, 비행선사업소, 선수촌 

스포츠센터, 어학연수원 등 

공단직영사업소가 있다. 공단의 정원은 
본부 320명, 사업소 124명 총 4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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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적·민족적 사명을 훌륭히 완수하고       
해산하는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989년      

4월3일 해산식에서 치하를 하는 이현재           

국무총리.                                          

18. 1989년 4월 20일에 있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발단식.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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