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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의 등록업무는 대회의 안전확보, 

대회참가자의 신분보장을 통한 대회의 원활한 

운영이 지향하는 목표였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등록업무에 전산시스템을 도입, 

신속 정확을 기하였고, 등록카드 제작장비를 
개선, 능률제고와 함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등록운영센터를 분산설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조직위는 등록운영단을 조기에 발족, 161개국 
199개기관에 ID카드 3만 9779매를 발송하였으며, 

등록카드 21개 카테고리 13만 3132매를 

발급하였다. 올림픽패밀리 3만 9332매, 운영요원 
9만 3800매였다. 

이밖에 임시출입증 2종 3만 2672매가 제작되어 

출입통제 주관부서에 이관되었다. 

등록업무에 525명의 인력과 장비·물자 85종 
6,082점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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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1.1. 목표와 업무범위 

등록업무란 올림픽대회 참가자의 원활한 

대회 임무수행과 대회의 질서유지 및 

대회의 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하고 출입특권을 부여하는 

업무로 ID카드ㆍ등록카드ㆍ임시출입증 

발급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올림픽대회 참가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목적은 신분확인과 권한 및   

임무수행 보장, 합리적인 출입제한구역   
설정으로 대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등록업무 운영의 기본방침은   
① 올림픽헌장 관련규정 준수 및 적용   

② 계획 수립시 역대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전례 반영 ③ 아시아   
경기대회의 경험활용으로 업무능률 제고   

④ 등록업무 전산화로 신속 정확하며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⑤ 등록센터의   
분산운영으로 등록카드 발급대상자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 ⑥ 유관부서간   

합리적인 업무분장으로 유기적인 등록   
체제 구성 등이다.   

등록업무는 단위사업으로 ① 등록계획   

수립 및 자원관리 ② 운영요원 등록   
③ 올림픽패밀리 등록 ④ 등록전산업무로   

분류된다.   

등록계획 수립 및 자원관리업무는   
등록운영단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록업무   

계획 수립 및 발전, 공간ㆍ물자ㆍ인력확보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록업무협의회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운영요원 등록업무는 운영요원의   

등록카테고리 구분 및 대상인원 산정,   
운영요원 등록절차 수립, 등록카드 및   

임시출입증 제작, 운영요원 등록센터   

운영 등이었다.   
패밀리 등록은 출입국방침 설정 및   

절차수립, 패밀리 등록카테고리 구분 및   

대상인원 산정, ID카드 제작 및 발송,   
IOCㆍNOC 및 IF와의 협의, 그리고   

패밀리 등록센터를 운영하는 업무이다.   

등록전산업무는 등록전산프로그램   
개발, 전산장비 설치 운영, 등록업무   

전산처리 및 시스템 운영 등이었다.   

등록업무는 조직위내 관련부서와   
법무부, 체육부 등 국내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IOCㆍIFㆍNOC 

등 국외 관련기관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조직위내 관련부서인 인력국은   

운영요원을 지정, 등록대상을 확정   
하였고, 안전국은 신원조회방침 수립과   

신원조회를 지원하였으며, 기술국은   

전산운영체제의 개발운영을 지원하였다.   
법무부는 ID카드 발급 및 대회 공식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수립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위와 협조관계에 있었다.   
 

 

 

체육부는 정부 주무관청으로서   

행정지원 및 정부 각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지원하였다. 등록업무의 협의 조정과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등록업무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었으며, 출입특권의 합리적인   

부여를 위하여 출입특권심사위원회가   

운영되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대회   
공식참가자의 등록 및 출입국 절차는   

안전대책위원회 산하 출입국관리대책   

본부와 관계부서와의 협조로 수립되었다.   

 

1.2. 추진경위   

조직위는 등록업무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작업으로 OCA헌장과 올림픽헌장 및   

올림픽대회운영편람의 관계규정을   
발췌하고, 역대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의 공식보고서와 참관보고서   

중에서 등록분야만 검토 분석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1984년 5월 등록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조직위는 1984년 9월 올림픽주경기장   

개장행사 때 처음으로 등록카드를 발급   

하였다.   

조직위는 동년 11월 멕시코 제 4 차   
ANOC총회, 1985년 동베를린 IOC총회와   

고베유니버시아드대회, 1986년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등에서 등록분야   
자료를 수집, 업무에 반영하여 1986년   

4월의 제 5 차 서울 ANOC총회와 제 10회  

아시아경기대회의 등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조직위는 서울아시아대회를   

치른 후 동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1987년 1월부터 올림픽대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 등록업무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자원관리계획, 세부운영계획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 기본계획 수립(1987. 1∼1987. 6)    
1987년 1월 서울올림픽대회 등록업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등록업무의 목적,   

범위, 절차 등이 설정되었다.   
기본계획 수립시 대회 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방침도 결정되었다.   

등록카드 발급대상 인원은 올림픽   
패밀리 3만 2069명, 운영요원은 8만명으로  
추정하였다.   

등록업무 기본계획에는 특히   
아시아경기대회의 경험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심층있게 검토,   

반영되었다.   
규모면에서 사상최대의 참가자를 예상,   

조직을 확대 조정하고 조기에 운영체제로   

전환할 것과 인력면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핵심요원을 조기에 확보,   

현장적응교육을 강화할 것, 물자면에서   

등록카드 제작장비의 성능을 개선할 것,   
운영면에서 등록전산시스템간의 연계   

활용성 강화, 운영요원 카테고리 단순화,   

출입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이   
권장되었다.   

 

 
 

조직위는 1987년 3월 관련부서간   

등록업무협의회를 구성, 회의를 거쳐   
등록카테고리 분류안을 확정하였다. 동년   

4월 미국 코닥필름회사가 휘장사업으로   

개발 공급한 등록카드 제작장비시스템의   
성능 및 효율성을 점검하였다.   

 

□ 자원관리계획수립(1987.7∼1987.8) 

1987년 7월부터 8월까지 등록업무에 관한 

자원관리계획이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기본계획의 지침에 따라 13개 등록센터   
설치 및 그에 따른 인력·장비·물자·    

공간·예산 등에 관한 수급계획이었다.   

자원관리계획 수립시 고려한 원칙은    
등록처리 능력으로 1개 정상 라인에   

시간당 100명씩으로 하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하며, 지리적 여건을   
감안, 서울과 지방에 13개 등록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자원관리계획 작성시 가장 먼저 고려된   
사항은 참가예상 패밀리와 운영요원수를   

추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센터별로   

어떻게 분산시켜 신속하게 등록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점이었다.   

세부운영계획 작성시 추정인원은   

올림픽패밀리 3만 4553명, 운영요원   
9만명이었다.   

등록운영단의 소요인력은 568명,   

장비·물자는 94종으로 산정되었고,   
등록운영단본부와 13개 등록센터 설치에   

필요한 소요공간은 3,844㎡으로   

책정되었다.   
 

□ 세부운영계획 수립(1987. 9∼1988. 4) 

세부운영계획은 자원관리계획을 통하여   
확정한 필요자원을 배치 운영하여 카드   

발급, 출입특권 부여, 임시출입증 발급   

등 업무의 진행절차와 업무범위를   
설정하였다.  

세부운영계획 수립시에 조직위는   

대회참가자의 신분증을 출입국용   
신분증(ID카드)과 경기장 출입용   

신분증(등록카드)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올림픽헌장 규정 및 역대대회   
관례와 조직위의 필요사항을 반영,   

참가자 카테고리를 설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조직위는 ID카드, 등록카드 및   

임시출입증 용지의 디자인을 확정하고   

시제품을 제작했으며, ID카드 매뉴얼을   
작성하고 IOC와 협의를 가졌다.   

1987년 12월부터는 세부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계획을 추진한   
기간으로 운영요원이 확보되었고 장비와   

물자의 규격이 확정되었으며, 공급자   

선정이 마무리되었다. ID카드 일괄 발송,   
등록카드와 임시출입증 용지 인쇄,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시험   

가동되었다.   

제17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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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운영(1988. 5∼1988. 10)    
대회운영체제로 전화, 각 부서별로   
계획이 시행에 옮겨졌다.   

1988년 5월중에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현장적응교육이 실시되었고,   
임시출입증이 제작 완료되었다.   

운영요원 등록센터는 1988년 6월 7일에 

개소하였으며, 패밀리 등록센터는 1988년   
8월 17일부터 9월 3일중에 문을 열었다.   

등록운영본부는 등록센터 개소 전까지   

인력·물자·장비를 충원조달 배치하고,   
등록카드 발급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등록센터 개소기간에는    

각종 자원조달,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   
하였다.   

 

1.3. 조직 및 인력   

 

□ 등록운영단 구성   
등록업무를 처음 추진한 부서는 1982년   

12월 조직위 의전국에 신설된 섭외과   

였으며, 1985년 4월에 등록과로 독립되어   
등록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1986년   

7월에는 서울아시아대회 운영체제로   

전환, 대회 등록업무를 수행하다가 동년   
12월 등록국으로 승격하면서 2개과로   

나뉘어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등록업무를 준비하였다.   
1988년 5월 1일 등록운영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에 들어갈 때까지 등록국의    

인원은 모두 22명이었다.   
 

 

 
 

 

 
 

 

 
 

 

 
 

 

 
 

 

 
 

 

 
 

 

 
 

 

 
 

 

 
 

 

 
 

1988년 5월 등록운영단이 조직되어   

13개 등록센터에 현장전개되었다.   
등록운영단장에는 등록국장이   

보임되었으며 2차장 7부장 24담당관이   

등록운영단을 운영하였다.   
등록운영단의 직할조직은 아니나   

기자촌ㆍ국제방송센터ㆍ청소년캠프 및   

4개 지방 등록센터 등 7명의 담당관이   
등록업무를 수행하였다.    

등록운영단 사무1차장은 총무부와   

운영요원 관리 및 등록부장을 지휘   
하였으며, 지방분촌 등록센터의 지원과   

등록카드 제작 확인 등 업무를   

관장하였다. 사무2차장은 기자촌, IBC,   
청소년캠프 등록센터와 공항, 호텔의   

올림픽패밀리 등록업무를 관장하였다.   

 

□ 인력확보 및 교육   
등록운영단에 확보 보임된 인력은 조직위   

직원 25명, 자원봉사자 321명, 지원요원   
59명, 단기고용 120명 등 모두 525명   

이었다.   

담당관급 이상 간부요원은 조직위   
직원과 공무원 등 지원요원으로 보임   

하였다.   

자원봉사자는 업무기능상 기술요원은   
기술국에서, 통역안내요원은 언어자원   

담당관실에서, 통제요원은 안전국에서   

확보하여 배정하고 그밖의   
사무지원요원에 대하여는   

인력국으로부터 배정받아 등록국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인력국에 지정   
요청하였다.   

 

 
 

 

 
 

 

 
 

 

 
 

 

 
 

 

 
 

 

 
 

 

 
 

 

 
 

 

 
 

 

 
 

용역요원은 조직위와 용역계약에 따라   

(주)쌍용컴퓨터에서 26명을 확보 배치   
하였다.   

확보된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인력국이   

전체운영요원 합동교육계획에 의거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직무교육과   

장소적응교육은 등록국이 실시하였다.   

1987년 10월부터 1988년 5월까지 자원 
봉사요원과 지원요원 및 단기고용요원을   

대상으로 5회의 일반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88년 4월과 7월에는   
지방 등록센터와 운영요원 등록센터에서   

7회에 걸쳐 일반직무교육이, 동년   

5월부터 8월 사이 3회의 등록전산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되었다.   

1988년 5월 등록운영단의 현장전개와   

함께 9월 2일까지 13개 등록센터가   
운영전반에 관한 현장적응교육을 실시,   

운영 예행연습을 가졌다.   

 

□ 등록업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록업무와 관련이 깊은 조직위내   

관련부서와 정부유관 인사로   
등록업무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었다.   

1985년 6월 서울아시아대회 및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제 2조에   
의거, 조직위내 9개국 및 정부유관 8개   

기관 관계인사로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등록업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서울아시아대회를 치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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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1987년 3월 일부 위원을   

교체하고 서울올림픽대회   
등록업무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등록업무관련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하였다.   
등록업무협의회는 ① 대회 등록업무의   

종합검토 조정 ② 등록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연계추진 및 검토분석 ③ 대정부   
관련사항 및 국내외 협력사항 협의   

④ 출입국관리대책본부 등 관련기구와   

연계업무 상호협의 조정기능을 수행   
하였다.   

   
 
 

 

 
 

 

 
 

 

 
 

 

 
 

 

 
 

 

 
 

 

 
 

 

 
 

 

 
 

 

 
 

 

 
 

 

 
 

 

 
 

 

 
 

 

 
 

 

 
 

 

 
 

 

 
 

 

 
 

 

 
 

 

 
 

 

 
 

 

 
 

 

 
 

1.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에 설치된 
지정호텔 등록 센터. 

1등록업무협의회 구성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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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카드 발급   
 

2.1. 카테고리 분류   

ID카드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공식참가하는 선수ㆍ임원ㆍ초청인사 등   

올림픽패밀리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대한민국에의 입국을 허가하는   

여행문서로 인정되었다.   

서울올림픽대회를 전후로 1개월간인   
1988년 8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78일  
동안에는 ID카드 소지자에게   

복수출입국이 허용되었다.   
ID카드는 올림픽헌장 관계규정에 따라   

올림픽패밀리 카테고리 인사에 한하여   

발급되며, ID카드 제작시 보안장치   
강구로 안전성을 확보, ID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회관련 업무수행을 보장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었다.   
ID카드는 올림픽헌장 개정규칙   

제59조에 의거, 10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카테고리별 색상은 조직위에서   
역대대회 전례를 고려 선정한 후 IOC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ID카드 발급대상은 1982년도판   
올림픽헌장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1987년 개정규칙 제59조 및 제60조와   

역대대회 전례를 감안, IOC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2.2. 카드제작 및 발송   

 

□ 디자인 및 인쇄   
1987년 1월 등록국은 홍보보도국   

디자인실에 ID카드의 도안제작을   

의뢰하였으며 ID카드 도안은 예술성과   
전통성이 표현되어야 하며 색상과 구도의   

조화 및 선명도 유지, 식별이 용이하면서   

위 변조를 방지할수 있고 한글을 일부   
사용하여 주체성을 부각시키도록 할 것   

등이 요청되었다.   

동년 6월 디자인실은 완성된 3종의   
도안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하여, 동년   

7월 개최된 디자인전문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였고, 전문위원회는 이 가운데   
시안 1종을 채택하였다.   

조직위는 그 후 대회명칭 등 문자가   

바탕 문양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1987년 8월 한국조폐공사에   

시제품 인쇄를 의뢰하고, 동년 9월   

시제품을 인수받아 10월 IOC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하였다.   

ID카드는 168X140mm 규격으로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카테고리별로 다른   
색상을 사용하였다.   

표지 전면에는 전통장식무늬를   

바탕으로 카테고리 색상과 바탕색의 조화   
속에 전체적으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표지 후면에는 출입국   

확인을 위한 공용란을 만들었으며, 카드   
내면에는 개인별 인적사항 기재란과   

조직위 및 해당기관 대표자 확인 서명란   

등이 포함되었다.   

ID카드 기재란에는 올림픽헌장 제59조   

부칙에 따라 신분증명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었다. 기재내용은 전면에 대회   

엠블럼ㆍ신분증 명칭(한글ㆍ영어ㆍ   

프랑스어)ㆍ카테고리 표시, 후면에    
대회명칭(한글ㆍ영어ㆍ프랑스어)ㆍ출입국   

확인란 표시, 신분증 내면에는 카테고리   

표시ㆍ사진ㆍ본인서명ㆍID카드 유효기간· 
IOC 위원장 서명ㆍ조직위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서명ㆍID카드 번호ㆍ성명ㆍ   

생년월일ㆍ성별ㆍ출생지ㆍ국적ㆍ주소ㆍ직업ㆍ 
올림픽 기능(스포츠 종목), 발급기관 및   

장소, 일자ㆍ발급기관위원장 및 사무총장   

서명 등이었다.   
ID카드 인쇄는 보안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였다.   

한국조폐공사는 1987년 12월까지 견본   
1,000매를 포함 총 4만 8800매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1988년 2월 ID카드 발송 후 

각 NOC의 추가요청이 있어 F카드   
1,000매를 추가인쇄하였다.   

조직위는 ID카드가 대한민국의   

입국사증 효력을 지닌 여행증명서여서   
대회 안전차원에서 보안장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카드용지에 특수문양과 특수잉크가   
사용되고 특정문자가 비표화되었으며,   

지면 바탕에는 특수은화를 삽입,   

여권감별기로 위·변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진 위에 안전용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였다.   

 
 

 

 
 

 

 
 

 

 
 

 

 
 

 

 
 

 

 
 

 

 
 

 

 
 

 

 
 

 

 
 

 

 
 

□ 할당 및 발송   
1988년 2월 조직위는 카테고리별로   
ID카드 발급대상 인원을 결정하고 기관별   

예상발급 수량과 10% 범위내의   

추가분을 산정, 1988년 2월 15일부터 3월 
18일 사이에 서울올림픽 참가의사를   

공식통보한 161개 NOC에 ID카드 매뉴얼   

및 올림픽대회 참가자 명단 등 ID카드   
발급신청 관련서류를 발송하였다.   

ID카드 신청서류는 공식후원업체인   

페드럴 엑스프레스와 특사송업체인   
DHL을 통하여 발송되었고, 특사송편이   

곤란한 12개 NOC에 대하여는 IOC를   

경유 발송되었다.   
보도요원과 초청인사에 대한 ID카드는   

홍보보도국, 방송지원국 및 의전국의   

자체계획에 의거 발송되었다.   
보도요원은 등록양식을 각 NOC에   

발송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을 받은 후   

조직위가 직접 ID카드를 작성하여   
NOC나 보도 또는 방송기관에 발송   

하였다.   

초청인사는 의전국이 IOC와 NOC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었으나, 초청인사 선정   

지연으로 964매만 발송하였다.   
카테고리별 ID카드 발송수량은 모두   

3만 9779매였다.   

2. 카테고리별 ID카드 발송수량은 모두 
3만 9779매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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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1. 대회명칭 

2. 공식휘장 
3. 사진 

4. 조직위원회 압인 

5. 카테고리 표시문자 
6.  인적사항(성명ㆍ기능ㆍ소속기관ㆍ국적) 

7. 출입특권(장소) 

8. 출입특권(구역) 
 

 

 
 

 

 
 

 

 
 

 

 
 

 

 
 

 

 
 

 

 
 

 

 
 

 

 
 

 

 
 

 

 
 

 

 
 

 

 
 

 

 
 

 

 
 

 

 
 

 

 
 

 

 
 

 

 
 

 

 
 

 

 
 

 

 
 

 

 
 

 

 
 

 

 
 

 

 
 

 

 
 

 

 
 

 

 
 

 

 
 

 

 
 

 

 
 

 

 
 

 

 
 

 

 
 

 

 
 

 

 
 

 

 
 

 

 
 

 

 
 

(후면) 

 

9. 등록카드 번호 

10. 소지자 서명 
11. 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서명 

12. 분실신고 안내 

13. 자기테이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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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별 ID카드 발송수량   

IOC                      225매   

IF                        117매   
NOC                     644매   

B                    1,110매   

C                      258매   
D                    2,015매   

E                    5,045매   

RT                         11,329매  
F                             18,072매 

G                         964매   

계                                39,779매 
 

□공식참가자 명단 접수   
조직위는 각 NOC에 1조 4매의   
대회참가자 명단양식을 송부하였으며,   

그 중 1부는 해당 작성기관에서 보관하고   

3부는 1988년 7월 15일까지 조직위에   
도착토록 하여 원본은 등록카드 발급   

준비자료로 쓰고, 사본 2부는 법무부와   

안전국에 각 1부씩 보내 출입국 심사   
관련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7월 15일 마감기일 내에 접수된   

것은 IOC와 16개 IF, 27개 NOC에 불과,   
출입국관리 및 등록카드 발급업무에   

혼란이 많았고 시간이 지연되었다.   

ID카드는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기 또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참가자   

명단 송부시 동봉하거나 대한민국 도착   

즉시 해당 등록센터에 반납토록 하여   
IOC, NOC, IF로부터 3,229매가 반납   

되었다.   

ID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이 미비된 24건이 공항 등록센터   

등에서 재발급되었다.   

 

2.3. 출입국관리   

조직위는 1987년 6월 등록업무협의회에서 
ID카드 발급 및 출입국관리업무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동년 7월 세부시행   

계획을 세워 법무부에 법적절차를   
마련토록 정식 요청하였다.   

출입국관리 기본방침은 ① ID카드   

소지자 전원에게 여권소지 의무화   
② 무사증 입국 허용 ③ 대회관련행사   

참가자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④ 대회참관자 등에 대한 무사증 입국   
허가기간 연장 ⑤ 자원봉사자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등이었다.   

법무부는 1987년 12월 31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임시 특례규칙’  을 법무부령   

제303호로 제정 공포하여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올림픽패밀리   
대회참가 올림픽패밀리로서 ID카드   

소지자는 1988년 8월 17일부터 동년 11월  
2일까지 사증없이 입국을 허용받고   

국내체류를 보장받았다. 또한 ID카드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허가 없이 재입국이   
허용되었으며, 출입국 전용심사대가   

설치되어 출입국시 최대의 편의가    

제공되었다.   
 

 

대회관련행사 참가자   
관련행사 참가자는 ID카드 소지자의   
동반가족 및 수행원, 대회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회의· 

문화행사·전시종목(배드민턴, 볼링)· 
청소년캠프 참가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대회관련행사 참가자에 대하여는   
참가자 증빙서류를 소지한 경우 체류기간   

60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 입국을   

허가하였다. 지정 미수교 국가   
국민으로서 대회관련행사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외 공관장 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 60일   
범위 내에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및   

사증발급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비자발급   

업무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대회참관자   
대회참관이나 대회관련 관광 등의   

목적으로 1988년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35일간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허가되었다.   

또한 지정 미수교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대회참관 또는 관광 목적으로 10인 이상의 

단체를 구성, 당해국 NOC 등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한 외국인   

입국허가서 또는 여권상에 발급한    

사증으로 입국하여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자원봉사 외국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하였다.   
조직위는 외국인 자원봉사활동자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조직위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3. 등록카드 발급   
 

3.1. 발급개요   

 

□ 개념 및 방침   
등록카드는 올림픽대회 공식참가자 및   
운영요원의 신분을 증명하고, 이들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정 대회시설에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직위가 발급한   
신분증 겸 출입증으로 ID카드 및   

임시출입증과는 구별된다.   

등록카드는 ① 올림픽패밀리 또는   
대회운영요원에게 1인 1매가 발급되었고   

② 등록카드상의 출입특권은 가급적   

불필요한 장소에의 출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부여되었다. ③ 등록카드발급은   

대회운영종합본부 등록운영단이   

주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된   
등록센터에서만 시행되었다. ④ 식별이   

용이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검색장치가 부착된 등록카드를   
제작하였다. 조직위는 등록업무 전산화   

및 효율적인 등록센터 운영으로 등록카드   

발급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다.   

 

□ 형태 및 종류   
등록카드는 신분증명, 출입특권 표시,   

검색장치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세부기재사항을 보면 등록카드의   
전면에는 대회명(한글ㆍ영어ㆍ프랑스어)ㆍ 

대회엠블럼ㆍ사진ㆍ카테고리 표시문자ㆍ 

인적사항ㆍ출입특권 등이 기재되었으며,   
인적사항에는 성명과 기능, 소속기관   

또는 국적이 표시되었다. 출입특권이   

부여된 장소는 픽토그램으로, 구역은   
숫자 및 문자코드로 표시되었다.   

등록카드 후면은 카드 표시·등록카드   

번호ㆍ소속부서ㆍ주민등록번호ㆍ추가기능ㆍ  
추가출입특권ㆍ소지자 서명ㆍ올림픽대회   

조직위 위원장 서명ㆍ분실신고 안내와   

전자검색장치인 자기테이프띠가   
부착되었다.   

등록카드의 기본디자인은 1종이며,   

색상 및 카테고리를 기준할 경우   
올림픽패밀리 13종, 운영요원 8종 등   

모두 21종이고 색상은 올림픽패밀리   

13종, 운영요원 2종 등 모두 15종이다.    
 

□ 발급대상   
등록카드 발급대상은 올림픽대회   
공식참가자와 운영요원으로 대별된다.   

공식참가자는 올림픽패밀리와   

준패밀리이며, 따라서 등록카드는 정당한   
ID카드 소지자 전원과 그밖에 대회   

참관단, 공식후원자 및 청소년캠프   

참가자에게 발급되었다. 최종 등록대상은   
4만 78명으로 확정되었으나, 대회운영   

기간중 O 및 G 카테고리에 대한 등록이    

일부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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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요원은 운영ㆍ자원ㆍ지원ㆍ편익ㆍ   

안전의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영문으로 
세부카테고리를 부여하였다.   

운영요원의 신분을 분류하고 등록카드   

발급범위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등록카드에 운영요원의 신분과   

기능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   

하여야 하며, 등록카드 발급범위에 따라   
등록장비ㆍ물자ㆍ인력ㆍ발급일정 수립 등이  
결정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운영요원의 등록카드 발급규모는   
1987년 9월 인력국이 대회운영부서와   

지원부서로부터 취합한 소요규모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결정하였으나,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1988년 9월 최종적으로   

조정된 운영요원 등록카드 발급대상은   

10만 1477명이었다.   
서울올림픽대회와 관련 등록카드를   

발급받은 인원은 공식참가자 3만 9332명,   

운영요원 9만 3800명으로 모두 13만   
3132명이었다.   

 

□ 카드제작   
등록카드는 예술성, 국제감각,   

위ㆍ변조방지, 식별용이, 색상구도의 조화   

및 선명도 유지의 조건을 갖춘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제품 인쇄, 본제품 인쇄의   

과정을 거쳐 확정 제작되었다.   

카드도안은 1987년 6월 홍보보도국   
디자인실이 맡아 8개의 디자인안을   

제작하였다. 조직위는 8개 디자인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여러 지종으로   
인쇄하여 등록카드 제작시범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미비점을 보완,   

비디오 인쇄시스템에 의한 제작시범을  
거쳐 8개 중 3개 디자인안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3개 디자인안을 다시 보완, 1987년 

10월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1개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등록카드는 보안을 위하여 인쇄용지와   

부착사진, 포장비닐에 특수대책이   
강구되었다. 사용용지는 ① 특수지를   

사용하여 단면인쇄하고 개인 인적사항   

등은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하여 접어서   
양면 사용하였으며 ②  ‘Seoul 1988’  이라는 

지문과 전·후면 각 1종의 특정비표가   

삽입되고 ③ 조직위원회 위원장 서명으로   
보안조치가 강구되었다.   

등록카드 사진에는 ① 코닥비디오   

ID시스템 의한 사진촬영 ② 사진촬영   
배경막을 하늘색으로 통일(편익요원은   

분홍색)하고 ③ 비디오 인쇄용 특수   

인화지를 사용하였다.    
포장비닐에는 ① 전자검색장치를   

부착하고 ② ‘SLOOC’ 문자를   

압인하였다.   
등록카드 용지 인쇄는 안전요원   

입회하에 실시되고 경찰의 무장호송 아래   

인쇄용지를 운송하여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였다.   

 

 
 

 

 
 

인쇄는 시험용 인쇄, 시제품 인쇄,   

본제품 인쇄의 과정을 거쳤다.   
시험용 인쇄는 1987년 5월과 8월, 9월   

3차에 걸쳐 적성시험과 지종 선택을 위한   

시험을 거쳐 1987년 11월 시제품을   
인쇄하였다.   

1988년 1월 20만 8800매가 인쇄되었고, 

운영기간중 필요에 의하여 1만 9000매가   
추가인쇄되었다.   

카드내용은 용지크기 82X123mm,   

사진크기 42X54mm, 지종 스노우화이트   
100g/㎡, 절취선은 3mm 마디로 천공된   

절취선을 사용하여 레이저 인쇄의 결함을   

극소화시켰고, 카드용지는 전·후면에   
영수증란을 포함하고 있으며 레이저   

인쇄로 등록내용을 사전인쇄할 수 있도록   

용지의 크기를 고려하였다.   

 

3.2. 발급절차   

 

□ 공식참가자   
공식참가자는 올림픽패밀리 및   
준패밀리로 지정된 대상자이며 등록카드   

신청부서는 ID카드 소지자인 경우,   

올림픽패밀리는 IOC·IF·NOC 등   
소속기관을 통하여 신청하고 준패밀리는   

조직위내 관련국을 경유하여 등록신청   

하였다. 카테고리별 조직위 관련부서 중   
O 카테고리는 국제국·의전국·    

경기조정관·기획국 등이며, Sp   

카테고리는 사업국, Y 카테고리는   
문화예술국을 경유하였다.   

신청기간은 1988년 3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였다.   
등록신청 절차를 보면 ① IOC, IF,   

NOC , B, C, D, F 카테고리의 경우,   

등록운영단은 IOC, IF, NOC에서 보내온    
패밀리 명단의 신원조회를 의뢰, 결과를   

통보받아 등록센터에 송부하면 본부호텔· 
지정호텔·선수촌 등록센터는 명단을   
확인, 카드를 발급하였다.   

② E, RT 카테고리의 경우 E   

카테고리는 기자촌 등록센터에서, RT   
카테고리는 IBC 등록센터에서 각각   

카드가 발급되었다.   

등록카드 신청은 운영부서인   
홍보보도국과 방송지원국에서   

보도기관과 방영권사에 신청서를   

발송하는 한편, 송부되어 온 신청서류를   
모아 등록센터에 보내어 발급되는 절차를   

밟았다.   

③ G 카테고리의 경우 초청인사는   
해당기구에서 조직위 의전국에 신청하면,   

의전국이 등록서류를 해당기구에   

발송하며 해당기구는 등록운영단에   
패밀리 명단을 송부한다.   

등록운영단은 지정호텔 등록센터에   

명단을 송부, 등록카드를 발급하였다.   
④ 차기대회 유치도시 대표단·참관단·   

NOC 관계자와 공식후원자·청소년캠프   

참가자들은 조직위 관련국이 해당기구에   
요청, 명단을 송부받아 해당기구별로   

 

 
 

명단을 작성하였다. Y 카테고리의   

경우는 작성된 명단을 청소년캠프   
등록센터에 송부, 카드를 발급받았으며,   

O 및 Sp 카테고리의 경우는 명단과   

신원조회 결과사본을 함께 등록운영단에   
송부하며, 등록운영단에서 지정호텔   

등록센터에 명단을 송부, 등록카드를   

발급받게 하였다.   
 

□ 운영요원   
등록카드 신청자격은 ① 서울올림픽대회   
운영종합본부로부터 대회운영요원으로   

지정된 대상자 ② 안전조정통제   

본부로부터 대회안전요원으로 지정된   
대상자 중 신원조회결과 정상인 자와   

신원조사 면제자, 또는 대회참가자   

신원조사 세부시행계획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주어졌다.   

그러나 조직위는 등록신청 실적이   

부진하여 1988년 4월 신청절차를 일부   
변경, 신청부서는 신원조사와 관계없이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후에 신원조사결과를 등록운영단에   
통보토록 하였다.   

신청기간은 1988년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등록실적이   
부진, 조직위는 1988년 9월 20일까지   

등록신청을 계속 접수하였다.   

신청부서는 각 경기본부, 행사본부 및   
기능부서에 국한하였으나 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정부부처, 공공단체,   

기업체, 일반사회단체 등에서도   
대회참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였다.   

발급요원은 임무수행상 지정된   

시설에 상근 또는 상시출입이 필요한   
요원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한 요원으로 규정   

하였다.   
대회운영요원 가운데 개·폐회식   

행사요원, 도로경기 관련요원, 성화봉송   

및 문화행사 관련요원과 같이 상근하지   
않거나 상시출입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등록카드 발급을 제한하였다.   

등록카드 발급이 제외된 운영인력은   
• 성화봉송 주자, 운송단 및 호송단 요원   

• 마라톤, 사이클, 경보 등 도로경기   

관련요원   
• 대회시설 외곽경비 안전요원   

• 대회 경축전야제에 참가하는 문화   

행사요원   
• 개·폐회식 행사요원   

• 올림픽회관, IBC, MPC 시설관리   

요원   
• 호텔종사원   

• 공항 및 항만의 기존 근무요원   

• 연습경기장 기존 관리요원 등이다.   
 

 

 
 

3. 기자촌 등록센터. MPC 출입특권의 

등록카드를 제작중. 

4. 등록카드를 프린트하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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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요원에 대한 등록카드 신청절차는   

운영본부나 기능부서에서 인력국에   
운영요원 지정요청을 하면 인력국이   

안전국에 신원조회 의뢰 후 결과통보를   

받아 지정요청한 운영본부에 지정명부를   
통보한다. 운영부서에서는 등록운영단에   

등록카드 발급신청을 하며, 등록운영단은   

운영본부에 발급대상자 및 일정을   
통보하고 카드 발급일정을 잡는다.   

운영본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일정을   

통보하고 그 일자에 대회운영요원이   
등록운영단에 가서 카드를 교부받는다.   

지방 등록센터에서도 등록카드가   

발급되었다. 부산 등록센터에서는   
등록운영단으로부터 확정된 발급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이중등록 여부를   

전산검색 후 인서트 용지를 제작하고   
일정계획을 수립 해당기관에 통보,   

제작일자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카드를 제작, 현장에서 교부하였다.   
광주, 대구, 대전 등록센터에서는 대한   

축구경기본부가 소속운영요원에 대한   

등록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   
등록운영단에 제출하면 등록운영단은    

발급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전산입력 및   

인서트 용지를 제작한 후 이를 해당 지방   
등록센터에 이관하였다.   

각 등록센터는 인서트 용지를 받은 후   

등록카드 발급일정계획을 세워 본인에게   
통보, 해당요원이 찾아오면 본인 여부   

확인 후 카드를 제작 교부하였다.   

등록카드는 자격을 구비한 운영요원   
에게만 발급되어 대회질서를 유지하였다.   

 

3.3. 출입특권 부여   

 

□ 출입특권의 종류   
출입특권이란 올림픽패밀리 및   

운영요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신분과 기능에 따라 대회관련시설   

및 그 내부 특정구역에 출입 또는 통행할   

수 있도록 등록카드상에 부여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한이다.   

출입특권은 크게 장소에 대한 출입   
특권과 내부구역 출입특권으로 분류되며,   

장소 출입특권은 1개의 픽토그램으로   

표시되고 내부구역 출입특권은 4개까지의   
문자 및 숫자코드로 표시되었다.   

 

장소출입특권   
단일장소 출입특권 50종, 다수장소   

출입특권 4종, 전 장소 출입특권 1종 등   

55종으로 분류된다.   
단일장소 출입특권은 정식종목,   

시범종목, 전시종목 등 경기장과   

행사장 중 1개 종목 경기장 또는 행사장만 
출입가능한 장소로 지정한 경우이다.   

다수장소 출입특권은 4종으로   

서울종합운동장, 올림픽공권,   
경기도지역 경기장, 부산지역 경기장   

등이며 전 장소 출입특권은 모든 경기장   

및 행사장 출입특권으로 지방 경기장과   
 

 

행사장도 포함되나 별도로 입장권이나   

비표가 요구되는 개·폐회식의 경우는   
출입이 제한되었다.   

이상 55종의 장소 출입특권 구분과는   

관계없이 카드소지자에게는 올림픽회관   
및 별관출입이 허용되었다.   

 

내부구역 출입특권(12종)   
경기장, 선수촌, 기자촌, 기타   

행사장으로 구분되며 종류는 12개   

구역으로 분류된다.   
 

추가 출입특권   
전 경기간 또는 전 행사장 출입특권 카드   
발급을 억제하면서 출입제한으로   

업무수행에 곤란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카드 뒷면에   
추가출입특권(Additional Access)란을   

설정, 경기장 및 행사장 2개까지를 추가   

부여하며 해당 장소명으로 표시하였다.   
 

□ 부여기준   
공식참가자   
대회 공식참가자에 대한 출입특권은   

올림픽헌장과 역대대회 관례를 근거로   

참가자의 신분과 기능을 고려, 선별   
부여되었다. E, RT 카테고리에게는 ‘IOC   

Media Guide’ 규정이 준용되었다.   

운영요원   
단일장소 출입특권은 각 경기본부 또는   

행사장 운영본부에 소속된 요원에게   

해당경기 및 행사장 픽토그램을   
부여했으며, 기능부서는 주근무장소   

운영본부와 협의 후 부여하였다.   

전 장소 출입특권, 다수장소 출입특권,   
추가 출입특권은 각 경기본부, 행사장   

운영본부, 기능부서에서 전 장소 또는   

다수장소 상시출입이 필요한 사유를   
소정양식에 따라 기재한 출입특권   

신청사유서와 등록카드 발급신청서를    

등록운영단에 제출하면 등록운영단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안전부서, 해당   

신청부서, 관련장소 운영본부와 협의를   

거쳐 부여하였다.   
 

 

 
 

 

 
 

 

 
 

 

 
 

 

 
 

 

 
 

 

 
 

중복경기장 출입특권은 경기운영   

준비나 운영요원 연계활용 목적으로 해당   
운영본부간 합의된 증빙자료를   

등록운영단에 제출한 경우에 부여되었다.   

주요 간부요원으로서 운영본부장,   
사무총장, 기능부서의 장에게는 임무    

수행상 전 장소 출입특권이 부여되었다.   

이밖에 내부구역 출입특권은 단일장소,   
전 장소, 다수장소, 경기장 외곽구역으로    

분류,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부여되었다.   

단일장소 내부구역 출입특권은 각 경기   
본부, 행사장 운영본부 또는 기능부서가   

부여주체이며, 전 장소 내부구역 출입   

특권과 다수장소 내부구역 출입특권은   
등록운영단이 구분 부여하였다.   

경기장 외곽구역 출입특권은 해당   

운영본부 또는 기능부서가 부여주체이다.   
대회질서 확립차원에서 전 장소   

출입특권은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다수경기장 출입특권을 활용토록 하였다.   
내부구역 출입특권의 경우 역시   

경기진행과 선수구역 보호차원에서 전   

구역 부여는 가능한 한 제한하였다.   
운영요원 9만 3800명에게 출입특권이   

부여되었는데 전 장소 2만 6661명,   

서울종합운동장 3,700명, 올림픽공원   
2,728명, 겅기도지역 경기장 1,577명,   

부산지역 경기장 807명, 선수촌 2만    

9277명, 기자촌 2만 2199명, 단일장소   
4만 6534명이었다.   

 

3.4. 초과임원(Extra Official)   

초과임원이란 NOC가 파견한 선수단에   
속한 임원이긴 하나 올림픽헌장에 규정된   

공식임원수를 초과한 임원을 말한다.   

올림픽헌장 제59조 부속규칙은 ‘조직위가   
IOC의 승인을 얻어 초과임원을 인정하여   

ID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림픽헌장에는 초과임원에 대한   
선수촌 숙박, 출입특권 부여 등 제반   

예우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초과임원에 대한 예우수준은 조직위와    
NOC간의 상호 양해사항으로서 협의   

처리되었다. 조직위는 초과임원에 대하여   

참가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조직위   
내부적으로 최대 허용치를 두어   

5.운영요원 등록카드 발급현장. 
6. 작성된 등록카드에 서명하고 있는 

보도기자. 

제17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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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였으며, Fx로 등록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숙박도 선수촌 Fx지역과   
일반숙소에 알선하였다. 숙박비는 1일   

미화 75달러로 책정되었다.   

선수촌 식당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해당종목 경기장 출입이 허용되었고,   

선수단 셔틀버스 이용이 가능하였다.   

1987년 2월 ID카드 매뉴얼 작성시   
초과임원을 400명선으로 설정하였으나,   

그 후 계속 추가요청이 들어와 최종적으로   

1,529명에게 등록카드를 발급하였다.   
이들 중 926명이 선수촌에 체류하였다.   

 

3.5. 양도가능카드   

올림픽헌장은 IOC에 양도가능 B카드   

12매, 각 IF에 양도가능 C카드 12매, 각   
NOC에 선수 20명당 1매의 양도가능   

C카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가능카드는 등급격상용과 개인별   
지정용으로 구분된다.   

등급격상용(Upgrade) 카드는 IF, NOC   

등록카드 소지자가 허용된 장소 이외의   
곳에 출입하려 할 때 본인의 등록카드와   

함께 등급격상용 카드가 사용되었다.   

등급격상용에는 사진없이 성명란에   
전환가능을 표시하였고, 소지인의   

NOC명이 기재되었다.   

개인별 지정용(Assigned) 카드는 IOC,   
IF, NOC 소속인사 가운데 해당기관에서   

지정한 등록카드가 없는 인사에게   

발급되었다. 카드에 사진·성명·기능·국적   
등이 기재되었으며, 카테고리 문자 옆에   

‘TR’이 레이저 인쇄로 표시되었다.   

양도가능카드의 경우 IOC, IF는   
사무총장이, NOC는 선수단장이 서명한   

신청서를 등록센터에 제출 발급되었다.   

IOC용은 본부호텔인 신라호텔   
등록센터에서 발급되었고, IF 및   

NOC용은 인터콘티넨탈호텔   

등록센터에서 발급되었다.   
IOC에는 양도가능 B카드 11매를   

개인별 지정용으로 발급하였으며, IF에는    

등급격상용 카드 189매와 개인별 지정용   
카드 65매를 발급하였다.   

NOC에는 등급격상용 카드 245매와   

개인별 지정용 카드 224매를 발급하였다.   
NOC용 양도가능 C카드는 당초 선수   

20명 미만 NOC에 대하여는 발급치   

않기로 하였으나, NOC 및 IOC 요구에   
따라 선수 20명 미만 NOC에 대해서도    

1매의 C카드가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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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센터 설치 운영   
 

4.1. 등록센터 설치   

카드발급업무를 숙소와 기능에 따라   

분산설치된 등록센터가 처리함으로써    

신속과 편의를 도모하였다. 조직위는   
공식참가자와 대회운영요원에게   

등록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9개소, 지방 4개소에 등록센터를 설치   
운영하였다. 공식참가자에 대하여는   

숙소와 기능을 고려, 신라호텔,   

인터콘티넨탈호텔, 선수촌, 기자촌,   
IBC, 청소년캠프, 부산 등 7개소에서   

등록카드를 발급하였으며, 김포와   

서울공항에도 등록센터를 설치하였다.   
서울, 경기지역의 운영요원에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조직위 별관 운영요원   

등록센터에서, 지방 운영요원에게는   
근무지별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록센터에서 등록카드가 발급되었다.   

서울지역의 9개소와 부산 등록센터간에는   
전산장비가 온라인화되어 신속하게   

운영되었으나, 3개 지방센터는 전산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13개 등록센터 중 IBC 등록센터는   

방송지원국, 기자촌 등록센터는    

홍보보도국, 청소년캠프 등록센터는   
문화예술국 주관하에 운영되었으며,   

나머지 10개 센터는 등록운영단의   

지휘통제 아래 운영되었다.   

 

4.2. 등록장비 확보   

등록카드 제작장비는 조직위와   

공급업체인 코닥사간에 1987년 1월부터   

1988년 1월까지 1년간에 걸쳐, 협의· 
시험제작ㆍ견본제작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작장비의 선택은 조직위로서는   
장비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성능을   

제시해야 하고 공급업체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공급해야 하며 최첨단의   
장비개발업무였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몇   

차례의 시험을 거쳐야 했다.   

1987년 1월 서울올림픽대회 등록카드   
제작장비 및 물자확보를 위한 1차 협의를   

시작으로 동년 4월 조직위는 코닥사에   

코닥비디오 ID카드시스템 시범을 요청,   
동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직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시험용   

등록카드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동년 6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진촬영   

시험과 리시버카드 시험, 등록카드   

디자인을 사용한 견본제작 시험을 시행한   
결과 사진 2매 제작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동   

시스템은 서울올림픽 등록카드   
제작장비로 사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년 7월 코닥사는 새로운 장비 비디오   

인쇄등록시스템을 제시, 시범을 실시   
하였는데 사진의 선명도가 개선되었고   

사진의 크기가 적절하며,  2매 동시제작이   

가능하고, 제작속도가 향상되어 조직위의   
요구에 부응된다는 결론이 내려져 동년   

8월 동 장비를 등록카드 제작   

장비로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년 8월과 9월 최종시험을 거쳐   

최종장비 및 공급일정을 코닥사에   

제공하고, 10월 플라스틱파우치의   
디자인을 통보하였다. 동년 12월 등록카드 

제작장비의 수량, 공급일정, 교육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등록센터 설치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확인하였다.   

1988년 1월 최종적으로 등록카드   

제작장비를 확정하였다. 코닥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제작장비는 카메라 49대,  

인화기 132대, 포장기 82대, 조명기 102대  
등이었다.   

전산장비와 통신장비는 기술국으로부터   

휘장사업으로 확보, 임차공급되었다.   

그밖의 카드제작 부속용품이나,   
카드제작소모품은 국내 구매로   

충당하였다.   

 

4.3. 등록센터 운영   

 

운영요원 등록센터   
1988년 6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운영되었으며, 동 등록센터에서 발급된   
등록카드는 8만 2387매이다. 운영원칙은   

철저한 신원확인 및 이중등록 방지를 통한   

효율적인 카드발급에 두었다.   
카드 제작장비는 등록카드 검색기 8대,   

앤코더 8대 등 8개 라인으로   

운영되었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1988년 8월 22일부터  
28일 사이 8,277매가 발급되어 가장   

많았다.   
 

김포공항 신청사   
1988년 8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김포공항 등록센터에서는 입국예정   

패밀리의 54.6%인 1만 2738명이 경유   

입국하였다.   
이 기간 ID카드 재발급 8건, 보완 3건,   

수정 188건, 참가자 변경 1건, 이중등록   

무효화 3건, 사진 및 스티커 미비 53건,   
미입력 882건 등 1,138건의 트러블을   

처리하였다.   

근무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7시간이었다. 트러블처리 건수는   

9월 13일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포공항 구청사   
1988년 8월 17일부터 10월 5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입국 3,458명 중 ID카드   
재발급 7건, 미등록 입국각서 38건,   

ID카드 수정 23건, ID카드 회수 29건,   

사진 및 스티커 미비 7건, 법무부 미입력   
335건, 처리불능 일반입국 303건, 법무부   

전산수정 29건, ID카드 미소지 28건, 기타 

2건 등 총 801건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서울공항   
1988년 8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운영되었으나 서울공항을 통해서는 영국   

앤 공주, 스웨덴 구스타프 국왕 등 95명이 

입국하였다.   
국빈 영접과 전용기 및 일부 전세기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입국항공기가   

4회뿐이어서 이곳에서는 업무가 거의   
없었다.   

 

본부호텔   
1988년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운영되었다.   

본부호텔 등록대상은 IOCㆍIFㆍNOC의   
3개 카테고리로 제한되었으나, 동반자 및   

인근 호텔에 투숙한 BㆍGㆍOㆍGV 카테고리 

인사 중 일부가 본부호텔에서 등록카드를   
발급받았다. 운영인력은 9월 3일부터   

17일까지는 33명이, 그 후 10월 2일까지는  
22명이 운영하였다. 2개 라인의   
카드발급업무를 통해서 1,046명에게   

카드가 발급되었다.   

 

지정호텔   
1988년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운영기간 6,936매의   
등록카드가 발급되었다. 운영시간은 9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9월 15일과 16일은 밤 11시까지  
업무를 처리하였다. 일자별로는 9월   

16일에 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인력은 9월 17일까지 68명이, 그 후    
37명이 투입되었다.   

 

선수촌 등록센터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24시간   

운영하여 1만 4447명에게 등록카드를   

발급하였다. 9월 1일부터 17일 사이   
152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이 기간 6개   

라인에서 등록카드를 발급하였으며, 15일   

하루에 1,640건을 발급하였다.   
올림픽경기의 핵심인 선수ㆍ임원에 대한   

등록카드 발급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였다.   

 

기자촌 등록센터   
1988년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1일 평균  
11시간 이상 운영하여 4,888명에게   

등록카드를 발급하였다. 일자별로는 9월   
15일의 846명이 최고치였다. 9월   

17일까지는 85명, 그 후 10월 2일까지   

38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IBC등록센터   
1988년 8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운영,   
1만 266명에게 등록카드가 발급되었는데   

9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하루 15시간   

운영되었다. 일자별로는 9월 2일이   
6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인력은 9월   

17일까지 59명이 투입되었다.   

제17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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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캠프 등록센터   
1988년 9월 9일부터 1988년 10월 1일까지   
24시간 가동되었으며, 878명에게   

등록카드가 발급되었다. 26명이 1개   

라인에서 카드를 발급하였으나 큰 혼잡이   
없었다.   

 

부산 등록센터   
1988년 7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운영하여 6,767건을 발급하였는데,  7월   

중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8월   
한달 동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밤 12시까지   

운영하였다. 이 지역 운영요원 외에도   
요트경기에 참가한 선수ㆍ임원 등   

올림픽패밀리 871명에게 등록카드를   

발급하였다.   
 

대구 등록센터   
1988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운영   
되어 1,896명에게 카드가 발급되었다.   

17명이 운영하였고 전산장비 미설치로   

미리 신청하여 제작된 인서트 용지를 받아   
카드를 발급하였다.   

 

광주 등록센터   
1988년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14명의  
요원이 1,644매를 발급하였다.   

 

대전 등록센터   
1988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7명의   
요원이 1,977매의 카드를 발급하였다.   

   
 

 
 

 

 
 

 

 
 

 

 
 

 

 
 

 

 
 

 

 
 

 

 
 

 

 
 

 

 
 

 

 
 

 

 
 

 

 
 

 

 
 

 

 
 

 

 
 

 

 
 

 

 
 

 

 
 

 

 
 

 

 
 

 

 

7. VIP 등록. 인터콘티넨탈호텔 등록센터에서 
직접 등록절차를 밟아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8. 부산에 도착한 소련선수단은 부산 
등록센터에서 등록하였다. 

9. 인터콘티넨탈호텔에 설치된 VIP 등록센터의 
복도 휴게실. 

7

8 9

등록센터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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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산시스템 운영   
 

5.1. 시스템 개발   

등록관리시스템은 서울올림픽대회의   

관리정보체제를 구축하여 올림픽패밀리와   

대회운영요원에게 출입특권을 부여하는   
제반업무를 컴퓨터를 이용, 유기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참가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며, 국내외 관련기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정보를 제공하여   

완벽한 대회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개발방침은 대회통합   

정보은행의 구축, 정보제공의 즉시성   

유지, 무결점 시스템의 구축, 정보의   
안전성 보장, 사용자 편의주의 시스템의   

구축, 업무에 따른 분산처리시스템 지향   

등에 두었다.   
전산시스템의 대상업무는 신청접수,   

등록확정, 등록카드 발급, 관리정보 제공,   

ID카드 수급관리 등의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것과 대회운영을 위한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작업 등이다.   

등록관리시스템은 용역업체인   
(주)쌍용컴퓨터가 1984년 7월부터 1986년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개발하였다.   

개발된 등록관리시스템은 1986년 4월의   
서울 ANOC총회,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국제요트대회 등에서 시험   

운영되었다.   
조직위는 1988년 3월 완벽한   

등록관리시스템을 확정, 서울올림픽   

등록관리시스템 전산운영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다.   

등록전산실은 ID카드 발송자료를   

입력처리하는 한편, 운영요원 명단도   
입력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6월 기자촌과 IBC 등록센터   

업무가 개시되었고, 운영요원   
등록센터에서 카드발급이 시작되었다.   

동년 8월 서올올림픽 전산시스템   

종합리허설이 조직위 종합상황실에서   
있었고, 선수촌 등록센터에서 통합시스템   

연결테스트가 시행되었으며, 기자촌   

등록센터를 시작으로 동년 9월 올림픽   
패밀리에 대한 등록카드가 발급되었다.   

전산운영장비는 CRT 54대, 매트릭스   

인쇄기 35대, 레이저 인쇄기 11대, CCU   
9대, MODEM/DSU 31대, MSD/DSD   

3대 등이었다.   

 
 

 

 
 

 

 
 

 

 
 

 

 

5.2. 시스템 운영   

전산처리 과정은 패밀리와 운영요원으로   

구분되고 패밀리는 일반패밀리와 선수· 
임원·보도요원으로 세분된다.   

대표적으로 일반패밀리의 전산등록처리   

과정을 보면 IOCㆍIFㆍNOC의 패밀리   
명단이 등록운영본부에 이관된 후   

인적사항을 본부호텔 등록센터가   

전산시스템의 등록정보은행에 입력시키고   
수정 요청시 수정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전산시스템에 보내 수정하여 통합데이터   

베이스에 정보를 보낸다.   
호텔등록센터가 ID카드 재발급   

신청이나 등록카드 발급정보를 등록정보   

은행에 보내게 되며 동 정보는 1개 라인은 
등록정보은행으로, 1개 라인은   

등록운영본부의 각종 현황 및 통계와   

개인등록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전산시스템의 등록정보은행은 입력된   

인적사항을 본부호텔영접본부와   

안전기관, WINS, 김포공항,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로 제공하였다.   

업무별 처리실적은 운영요원 및 패밀리   

등록자료 14만 4482건을 입력, 그 중   
6,091건의 이중등록자를 검색 취소처리   

하였다. 등록확정을 위하여 1만 2478건을   

취소하였고 등록카드 분실자처리는   
392건이었다.   

법무부에 7차례 올림픽패밀리 자료를   

이관하였고, WINS에 28회 정보를   
이관하였다.   

   
 
 

 

 
 

 

 
 

 

 
 

 

 
 

 

 
 

 

 
 

 

 
 

 

 
 

 

 
 

 

 
 

 

 

6. 회고와 평가   
 

대회참가자 및 운영요원 13만 3132명   

에게 21개 카테고리별로 출입특권을   
부여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안전과 질서유지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등록업무의 큰   
성과였다.   

대회운영체제로 조기전환하여 인력· 
물자ㆍ예산의 조기확보 및 배치는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조치는   

공항에서의 체류시간 단축과 특히 미수교   
참가국에게 편의와 호감을 주었다.   

등록센터의 분산운영으로 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었으며, 기능별 분류로 특징에   
따른 운영이 가능하여 효율적이었다.   

최신 전자장비인 전자검색장치의   

도입은 위ㆍ변조 및 분실 도난을 즉시   
발견할 수 있어 안전확보에 큰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출입검색에 이용되어   

불쾌감을 배제할 수 있었다.   
등록신청절차를 체계화하여 소속부서가   

등록카드를 일괄 신청토록 한 것은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높였다. 성능 높은   
등록카드 제작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서울아시아대회보다 제작속도가 2배나   

빨라져 1일 2,000명 이상의 등록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안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신원조회업무와 신속한 회보체계가   
유지되었고, 선발급 후확인 제도의   

활용으로 대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운영요원의 등록지연으로   

등록카드 발급업무가 대회가 끝나는 10월   

2일까지 계속된 것과 등록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신원조회 의뢰와 동시에 등록신청    

되어 혼란이 빚어진 것 등은 흠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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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수단 등록현황. 

11.  등록카드를 교부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선수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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