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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방송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주요 재원조달로서의 방영권 수입과 

홍보기능이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주관방송사로  

한국전기통신공사를 통신주관사로 지정, 협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분담, 방영권 이행 관리 및 
취재를 지원하였으며 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국제방송센터를 건설,  

국제신호제작과 주관방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방송인은 64개국 127개 

방송사 1만 360명이었으며, 이 중  

 

참가외국방송인은 5,797명으로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떄의 약 3배에 달하였다. 

조직위는 방송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대대회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경기장에 

알맞은 공간과 설비 및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고, 

안전문제 등 현장운영에 최선을 다하였다. 
대회 수익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영권 

판매사업은 140개국 227개 방송사와 4억 

700만달러의 계약고를 올렸다. 올림픽기간 중 
주관방송사가 방영권사에 제작 분배한 국제신호는 

2,228시간이며, 해외중계 방송시간은 9,200시간에 

달했다. 주관방송사는 비방영권사 등 모든 방송의 

개별제작도 도왔다. 서울올림픽에 동원된   

방송장비는 한국에서 개발한 문자발생기,  
텔리텍스트, 파노라마 카메라시스템 등 첨단장비 

외에도 특수장비로 셔터카메라, 마라톤거리계 

등이 처음으로 선보였다. 



 699 

 

1.기본사항   
 
1.1 업무개요   

조직위는 방영권 수입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초기에 한국방송공사(KBS)를    
주관방송사(HB)로 지정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KTA)를 통신주관사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올림픽 방송준비에   
착수하였다.   

조직위 방송운영단은 IOC와 방영권   

획득사와의 방송관계업무 전반에 대해   
책임지면서 ① 방송인을 위한 최적의    

취재여건 조성 ② 효율적인 방송운영   

체제의 확립 ③ 방영권 계약상 의무의   
차질없는 이행 ④ 올림픽을 계기로 한   

국가홍보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KBS의 주관방송사 역할을 지원하며,   
방송인을 위한 호스팅 서비스에 힘썼다.   

KBS는 국내 문화방송(MBC)을    

주관방송협력사로 지정, 경기제작 부분과   
장비수요의 상당부분을 분담토록 하였다.   

또 국제방송 경험이 희박한 상황에서   

계획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위는 HB가 주관한 국제회의기구인   

올림픽방송자문위원(OBA)와   

세계방송인대회(WBM)를 활용하였다.   
 
1.2. 추진경위   

조직위는 설립 직후부터 수익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TV방영권 판매사업에 관심이   
컸다. 1982년 초부터 뮌헨.몬트리올   

올림픽대회와 올림픽헌장 등 관련규정을   

검토하는 등 기초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   
1982년 5월말, TV방영권 판매를 위한   

기본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조직위는   

동년 9월 KBS를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동년 10월 조직위·KBS간 서울올림픽대회   
방송에 관한 기본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조직위는 1983년 1월부터 미국 CBS,    
ABC, NBC의 3대 방송사 대표들과 만나   

방영권 판매에 대하여 협의를 가진 결과   

방영권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이와   
관련된 경기일정 작성, 통신설비계획,   

방송계획, 호스팅서비스계획의 작성이   

시급한 업무로 대두되었다.   
1983년 조직위는 주관방송사로 지정된   

KBS와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갖고 방송계획 등 방영권 협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84년 2월 서울올림픽대회   

방영권 판매를 위한 IOC와 조직위간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년 3월   

미국의 CBS와 NBC기술조사단이 내한,   

TV방영에 관한 기술적인 협의가 있었다.   
동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는 IOC 쿠마르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및 조직위   

사무총장, 한국 IOC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3대 방송사 대표와 유선TV   

대표의 설명회가 열렸다.   

 
 
 
 

1985년 초부터 미국 이외에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유럽 등의 기술조사단이   
방한하여 대회 방송과 관련된 각종   

기술협의를 가졌다. 1985년 10월 조직위는 

미국 3대 TV사와 방영권 협상에   
들어갔으며 3사 중 조건이 가장 유리한   

NBC와 3차례 세부협상 끝에 1986년 3월 

서울올림픽 미국지역 방영권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NBC 와의 방영권계약 후 1987년   

일본과 방영권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988년 7월 KBS와 국내방영권계약   

체결을 끝으로 방영권 판매사업은   

마무리되었다.   
대회기간에 방송보도센터가 된 IBC가   

1988년 6월 준공되었고 8월 17일 개소식에 

이어 9월부터 올림픽대회 방송에   
들어갔다.   

 
1.3. 조직 및 인력   

TV방영권사업은 조직위 설립 후 1982년 
3월 설치된 사업지원단 산하 해외사업부   

텔레비전과의 직원 3명이 전담, 과거   

대회의 사례 등을 조사하는 한편,   
TV방영권 판매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방영권 판매사업이 본격 추진되자   
1983년 12월 텔레비전과가 사업국으로   

배속되면서 방영권과로 명칭이 바뀌고   

인원도 5명으로 증원되었다가, 1984년 2월 
다시 7명으로 증원되었다.   

1984년 11월 방영권 판매사업과   

방송지원업무가 분리되어 홍보문화국   
보도지원과가 방송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1985년 5월 방송지원업무가 사업1국   

방영권과로 이관되었다가 방송지원업무와   
방영권 판매사업을 독립조직으로 분리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86년   

4월부터 방송지원업무는 홍보국에 신설된   
방송지원과로 이관, 전담부서가 되었다.   

1986년 7월 1일 서울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 방송운영본부가 발족되어   
아시아방송센터를 운영, 서울아시아대회   

방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동년 10월 20일   

서울아시아대회 방송운영본부가 해체되고   
12월 방송지원국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방영권과·방송운영과·  

방송센터과로 업무가 분리되었다.   
방영권과는 6명으로 방영권 판매사업과   

계약이행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7명으로 구성된 방송운영과는 IOC 및   
방송사와의 협의, 방송인을 위한   

호스팅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방송센터과는 6명의   
인원으로 방송센터의 설치 운영과   

방송인의 각종 예약업무 및 경기장   

행사장의 방송제작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 운영체제로 전환   

되면서 방송본부가 발족되었고, 1988년   
6월 IBC 준공과 함께 현장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서울올림픽 방송본부는   

 
 
 

조직위의 방송운영단과 KBS의 올림픽   

방송 총괄본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방송통신운영단을 총괄하였다.   

조직위 방송운영단은 단장 아래   

상황실장, 제 1·2·3부 단장을 두었다.   
상황실은 상황.안전.출입관리, 제1부   

단장은 총무, 방영권 관리, 방영권 이행   

3부, 제2부 단장은 운영 취재지원부와   
IBC수송부, 제3부 단장은 편의부와   

SPBC부를 관장하였다. 대회기간 중   

방송운영단의 운영요원은 조직위 직원   
36명, 지원요원 76명, 자원봉사자 902명,   

단기고용 27명이었다.   

3개 운영단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 방송운영단   

방송인 편의제공 : 등록·숙박·수송·   

통관·취재지원·정보제공·의무   
편익업체의 운영 : 은행·우체국·식당· 

매점·특사송 등   

• KBS올림픽 방송 총괄 본부   
국제신호(영상.음향)제작   

IBC 운영관리   

개별방송 제작지원   
방송제작 취재소요   

사전예약   

• 방송통신운영단   
방송통신설비 및 서비스 제공   

무선주파수 배정   

일반통신서비스(전화·텔렉스 등)    
 

1. 경기장 해설자석. 자국어로 해설을 곁들여    

IBC를 통해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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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영권 판매   
 
 

방영권은 방송사가 올림픽대회를   
특정방영지역내에서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중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올림픽헌장 제51조에따라   
IOC는 동 권리를 소유하며,   

대회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세계 각   

방송사에 동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방영권 판매사업은 방영권을   

특정방송사 혹은 지역별로 구성된   

방송연맹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일을 계획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조직위는 IOC와 공동으로   

제 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방영권   
판매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직위는 방영권 판매사업으로 2246억   

9400만원의 수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서울올림픽 수익사업의 35%, 대외수입중   

70%에 해당, 대회 재원조달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또한 방영권판매는 재정적인   
측면이외에도 TV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   

50억 시청자들에게 서울의 올림픽 현장을   

굴절없이 생중계함으로써 한국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국가홍보적인 의의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방영권계약이란 IOC와 조직위가 방영권   

획득방송사 또는 방송연맹으로부터   
일정액수의 방영권료를 받는 내용과 함께   

방송을 위한 시설, 기자재 및 취재지원 등   

각종 의무에 관한 내용도 동시에 담고   
있는 쌍무계약이다.   

그러므로 조직위가 방송에 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등 의무이행에   
차질이 생겨 방영권획득사가 서울올림픽   

방송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방영권료의 감액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조직위는 방영권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방송사(연맹)를 5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 담당관을 지정,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각   

담당관이 기능별 업무를 분담, 계약사의    

편의를 돌보도록 하였다. 한편 KBS,   
전기통신공사, 안전조정통제본부 등으로   

구성된 계약이행지원위원회를 구성,   

비상시 방영권 계약이행에 관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였다.   

 

 
 

 

 
 

 

 
 

 

 
 

 

 
 

 

 
 

 

 
 

 

 
 

 

 
 

 

 
 

 

 
 

 

 
 

 

 
 

 

 
 

 

 
 

한편 조직위는 독점방영권사에 대한   

권리보호와 계약이행은 물론이려니와   
대회 및 한국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비방영권사의 역할도 중대함을    

감안, 대회 1년 전부터 독점방영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방영권사에도 출입.방영.등록 및 각종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회기간 중 사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영권, 비방영권사간에 큰 갈등없이   
주요업무가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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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라톤중계에 투입된 무선전기차량은          
기아산업이 특별제작한 것으로 게시판을                   

장착하였다.                                         
3. 보도석이 각 방송사별로                        

배정되었다(복싱경기장).                           
4. 휴대용 ENG카메라. 경기와 인터뷰 등         

근접촬영에 바쁘다.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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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방송과 국제방송센터   
 

3.1. 주관방송사(HB) 지정   

1982년 2월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   

주관방송기관 지정문제를 제 2 차   
조직위집행위원회에 상정하고   

주관방송기관을 결정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조직위는 동 집행위에서   

한국방송공사(KBS)를 서울올림픽대회의   

주관방송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조직위와 정식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올림픽헌장 제51조는 올림픽대회가   
라디오 및 TV에 의해 최대한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도록 배려할 것을 주최국   

조직위에 요구하고 있다.   
또 IOC는 참가국의 방송중계반과   

보도반을 위하여 조직위가 중계 및   

프로그램제작 시설, 장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그 세칙에 규정하고 있다.   

IOC는 ‘올림픽대회 조직에 관한 

지침’에서 주관 텔레비전 방송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17회 로마올림픽대회 이후 도쿄.   

멕시코·뮌헨·몬트리올·모스크바 등 최근   
6회의 올림픽대회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모두 주최국의 국·공영방송국을   

주관방송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였다.   
1982년 1월 내한한 IOC기술고문은   

KBS의 시설을 시찰, KBS가   

주관방송기관으로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고 국제방송센터(IBC)   

설치를 조직위에 건의하였다. IBC의   

건설장소로 경기시설이 집중된 장소는   
운영에 지장이 있으므로 KBS가 있는   

여의도가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직위는 KBS에 주관방송기관   
내정을 통보, 기본계획을을 수립토록 하고   

조직위와 주관방송기관과의 업무분담,   

책임한계, 경비부담계획을 작성하고   
TV중계권 판매를위한 공동전략도   

수립하였다. 1982년 7월 조직위는   

경기장의 확정과 관련시설 및 전송구간의   
보완을 전제로 주관방송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기준 및 시설요건안 등을   

결정하고, 1983년 10월 20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방송에 관한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간의   

기본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기본약정서에 따르면 주관방송기관은   

기본신호의 제작, IBC의 건립,   

방송장비의 확보, 방송에 필요한   
전송수단의 임차 및 이상과 관련된   

기술용역업무를 담당하며, 조직위는   

기본설비 및 용역과 방송인을 위한   
호스팅서비스업무를 담당키로 하였다.   

기본약정체결 후 양기관은 방영권 협상과   
관련된 방송설비와 서비스부문에 대한   
업무협의를 계속하였다. 내한하는   

 

 
 

 

외국방송사들과 협의시 많은 관심을    

표시한 사항은 주관방송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종목별 방송 제작지원, IBC   

건설공정과 공간배치계획, 한국전기통신   

공사가 주관하는 국제위성회선수와   
전송방식, 국내통신회선 공급계획   

등이었다. 조직위 소관사항으로는 각국의    

유망 인기종목의 시간대별 경기일정.   
등록.숙박.수송.취재지원.통관 출입통제   

등이다.   

조직위와 주관방송사는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시 대회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보다 명확한 업무   

협조체제를 이룩하여 올림픽대회   
방송업무의 완벽을 기하고자 1987년 양측 

실무대표로 방송협의회를 구성,  9차례의   

협의를 거쳐 1987년 8월 서울올림픽대회   
방송에 관한 조직위와 KBS간의   

세부약정서를 체결하엿다.   

방송협의회는 그 후 1년간   
세부약정서의 이행과 대회준비에 관하여   

8회에 걸친 협의회를 갖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였다.   
주관방송사의 주요업무는 ① 국제신호   

제작 ② 국제신호 운영센터 운영   

③ 해외용역 제작관리 ④ 그래픽 및   
타이밍 운영 ⑤ 요약물 제작   

⑥ 풍경배경용 카메라 운용   

⑦ 경기장 제작지원 등이었다.   
 

3.2. 국제방송센터 확보   

□ IBC건설과 공간배치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1만여 방송요원의.   
활동 중심이 될 IBC는 대회기간 중    

벌어지는 각종 경기화면과 음향을 위성을   

통하여 전 세계에 송출하는 키 스테이션   
역할을 맡았다.   

IBC건물은 1985년 12월 착공되어 2년   

6개월의 공사를 거쳐 1988년 6월   
준공되었다.   

KBS가 IBC 건립에 투자한 공사비는   

433억원이었다. IBC에 설치된   
방송장비는 각종 첨단장비를 포함해 모두   

312종에 달하며, 이는 KBS가 갖고 있던   

전국 방송망 기자재를 모두 합친 것의   
1.5배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여의도 KBS 본관 뒤편에 건설된  
IBC는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8km,    
MPC에서 16km, 김포국제공항에서 15km 

거리에 위치하며 IBC본건물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7만 3243㎡ 이다. 
IBC는 보조시설로 ABC(아시아대회시   

방송센터) 3,150㎡, 연수동 5,686㎡ 등   

1만 116㎡를 방송공간으로 확보하였다.   
IBC는 크게 주건물(지하 2층-지상    

5층), 서스펜션 빌딩(지상 3-9층),   

공개홀 건물(지상 1-3층)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ABC건물과 연수동 건물이   

IBC별관 I. II로 불리워졌다.   

올림픽기간중 IBC에는 4,007명의   
방송본부요원을 포함, 1만 211명의   

세계방송요원이 이용하게 되고 IBC 에   

입주한 방송기관은 6개 방송연맹을 포함,   
46개국 109개 방송사들이다.   

최초로 시설사용계약을 맺은 미국의   

NBC는 공개홀 건물 1.2.3층을 모두 임차   
6.017㎡의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EBU와   

OIRT( 동유럽권방송연맹)는 5.901㎡의   

개별공간을 서스팬션 빌딩 3.4.5.6층과   
주건물 4층에 확보, 두 연맹이 합동으로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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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림픽 방송의 심장부 국제방송센터(IBC).      
6개 방송연맹, 127개사가 상주, 경기상황을       

제작하여 본국에 송출하였다.                
6 .KBS조정중계차. 카메라와 음향기재를         

장착, 국제신호로 제작된다.                        
7. 주경기장 올림픽방송본부 현장사무실. 

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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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시설 설치   

1988년 6월 말로 모든 올림픽   
방송본부요원이 IBC내에 입주함으로써   

올림픽준비가 본격화되었으며, 9월   

15일까지 모든 방송시설 총점검 및   
예행연습을 끝냈다.   

각 경기장에서 제작된 국제신호는   

전기통신공사 광섬유케이블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로 IBC까지 전송되고   

이들 신호는 분배센터로 보내졌다.   

세계방송기관은 올림픽방송본부로부터   
받은 국제신호에 해설음향신호나   

영상신호를 혼합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 송출조정실로 보내고 이것이 다시   
전기통신공사의 위성송출실로 보내져   

본국으로 전송되었다. 올림픽방송본부는   

기본시설 외에 올림픽헌장 등을 준수하여   
자체방송시설을 갖추지 않은   

군소방송기관에서도 예약에 의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국제송출을 할 수    
있는 TV 스튜디오, VTR 편집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였다. IBC의    

주요기능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분배센터   

모든 경기장으로부터 입력되는   
국제신호(국제영상 및 음향신호)를 분배   

조정하는 곳으로, 영상은 영상분배센터에   

의해 조정되고, 음향은 TV용과   
라디오용으로 구분하여 분배하였다.   

 
송출조정실   

제작구역에서 제작된 각국의 프로그램을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신호를 조정하고 분배하는 곳이었다.   
 
중앙녹화실   

아카이브서비스를 위해 각   
경기장으로부터 공급되는 국제신호를   

녹화하는 곳으로 28대의 녹화기가 설치   

운영되었다. 또한 60×40    
A/V루틴스위쳐를 설치하여 이 중 몇 개의   

출력은 올림픽방송본부에서의 재생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해설분배센터   

각 경기장 해설자석으로부터 입력되는   
해설신호를 세계방송기관의   

기술구역까지 분배하기 위한 곳으로   

대회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선군과   
현장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회선군으로   

분류 운영되었다. 이곳은 각   

경기장으로부터 입력되는 회선수와   
세계방송기관의 기술구역까지 분배되는   

회선수가 매우 많으므로 치밀한 계획과   

조직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했다.   
올림픽방송본부는 24회로 조정스위쳐를   

개발하여 경기장 또는 IBC내   

스튜디오간의 해설신호회선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약물 제작실   

매일 열리는 경기는 일일요약물과   
경기요약물을 제작 분배센터로 보내   

세계방송기관의 기술구역까지   

분배하였다. 이곳은 스튜디오가 없는   
제작구역이라 할 수 있으며 16회로   

비디오 프러덕션 스위쳐와 오디오믹싱   

콘솔이 설치 운영되었다. 특수효과   
장비로 문자발생기와 스틸 스토어를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분배하엿다. 이 스틸 스토어의    
기억용량은 1,470프레임이다.   

 
기술조정실   

IBC에 설치되는 모든 기술시설을   

총괄조정하는 곳이었다. 각   

개별방송사들은 프로그램제작중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을 이곳에   

문의하여 해결하게 하였다. 올림픽기간   

중 올림픽방송본부 기술진은   
개별방송사의 장비운용이나 행정상의   

업무절차 등을 최대한으로 지원하였다.   

 
품질관리실   

각 경기장에서 수행되는   

국제신호제작업무를 직접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각   

경기장의 제작진과 끊임없는 교신을 통해   

신호제작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다. 이곳에는 여러   

대의 폐쇄회로TV가 비치되어 있어    

경기장의 신호제작 현장을 빠짐없이   
모니터할 수 있었다.   

 
유선TV 정보실   

올림픽방송본부는 IBC에 대한 일반정보,   

경기결과, 기타 올림픽 방송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선TV 시스템내에 1개   
채널을 운용하였다. 여러 가지 정보가   

그래픽으로 제작되어 분배센터로   

보내지면 변조과정을 거쳐 유선 TV   
최종채널인 4번 채널로 출력되었다.   

그래픽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정보화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1대의 스틸   
스토어가 가동되고 2대의 보조녹음기가   

배경음악의 재생을 위해 사용되었다.   

정보내용은 1시간 단위의 영어 . 프랑스어   
문자로 제작되어 올림픽기간 중 매일   

18시간 방송되었다.   

 
예약TV 스튜디오   

예약방송사의 TV프로그램을 제작 및   

송출하기 위해 1개의 TV스튜디오가 설치   
운영되었다. 주요시설장비로는 컬러   

카메라 2대, 비디오 프러덕션   

스위쳐(16회로)1대, 1인치 VTR 3대,   
3/4인치 VTR 2대 등이 있었다.   

 
 
 
 
 
 
 
 
 

VTR편집실   

TV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을 위한   
예약시설로 3개의 편집실이 설치   

운영되었으며, 1인치 VTR 3대,    

자동 VTR편집기가 장비로 사용되었다.   
 
VCR 편집실   

ENG카메라로 촬영한 프로그램을 제작,   
편집하기 위한 시설로 6개가 설치되어   

예약 운영되었다. 장비로는 3/4인치 VCR   

2대, 자동VCR편집기 1대가 배치되었다.   
 
라디오 스튜디오   

라디오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을 위한   
시설로 3개의 스튜디오가 설치, 예약   

운영되었다. 국제음향과 해설음향이   

분배센터로부터 직접 공급되었으며   
음성조정기에서 조정되어 송출실로   

보내졌다. 장비로는 음성조정기(16회로)   

1대, 음성조정기 대용으로 사용키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스위쳐와 고정스위쳐   

등이 있었다.   

 
오프튜브 부스   

경기장의 해설자석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선수들이 예기치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26개가 설치 운영되었다.   

유선TV 수신기와 해설자 박스가 각각   
설치되어 세계방송기관의 본국까지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TV 시사실 1개와 라디오 편집실 5개가   
설치되어 세계방송기관에 할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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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스팅서비스   
 
 
서울올림픽대회 방송에 관한   
세부약정서(1987.8.4)에 의하면   

조직위는 KBS가 대회 주관방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회   
방송운영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직위는 MPC에서   

인쇄매체 보도진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서비스를 방송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호스팅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IBC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위는   
등록·숙박·의전·취재안내 및 지원   

일반안내업무와 각종 편익시설 운영으로   

방송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밖에 대회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수신기의 설치, KBS가 별도로   

요청하는 인력동원과 그에 따른 업무를   
조직위가 맡아 처리하였다.   

 
4.1. 방송인 등록   

 

□ 등록방침   

방송인 등록은 대회취재를 위해 올림픽에   

참가하는 방송인의 입국과 경기장 및   
관련행사장 출입을 보장하며, 올림픽   

패밀리로서 방송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ID카드와 등록카드의 발급사무이다.   
방송인 등록은 패밀리 명단을 송부,   

해당 NOC에서 ID카드를 발급하였던   

다른 올림픽 때와는 달리 조직위가   
사전에 방영권을 취득한 방영권사와   

주관방송사에 등록신청서를 송부하고   

해당 방송사가 작성, 송부한   
등록신청서에 의거, ID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방송사에 송부하는 절차를 밟았다.   

조직위는 방송인 등록카테고리를   
RT1(감독자.제작진.해설자),   

RT2 (기술자.카메라맨 및 보조원),   

RT3 (보조 개인참가자)로 구분하고,   
카테고리별로 출입특권을 부여하였다.   

RT1 및 RT2 카드 소지자에게는   

전 경기장의 장소출입특권과 경기장내의 
보도구역과 올림픽패밀리 구역 및 기자촌   

출입특권이 부여되었고, 추가로 IBC와   

MPC의 출입특권이 부여되었다.  RT3은   
IBC, MPC, 기자촌 출입특권이   

부여되었고 경기장과 행사장 출입에는    

임시출입증이 발급되었다.   
 
□ 등록신청서 발송 및 접수   

조직위는 1987년 12월부터 주관방송사   
및 방영권 획득사에 등록신청서를   

발송하였다.   

신청서 송부시에는 쿼터의 10%    
여유분을 포함한 등록신청서와   

취재예비안내서·각서·기자촌 예약양식   

및 WINS 안내서 등을 동봉하였으며   
신청서 뒷부분에 개인별 숙박신청서를   

포함시켰다. 신청서 마감은 올림픽헌장   

규정에 따라 1988년 4월 30일까지로   
정하였으나 실제 4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9%에 불과했으며,  5월 말 37%, 

6월 말 42%, 7월 말 82%, 8월 15일까지   
90%였고 8월 15일 이후 접수분이   

1,200여매에 이르렀다.   

특히 방영권계약서에 규정된   
등록쿼터를 초과하여 추가신청해 온   

경우가 많아 조직위는 IOC와 협의,   

추가분도 수용하기로 원칙을 정하였고   
신청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은 텔렉스로   

보완하였다.   

접수된 등록신청서는 즉시   
전산터미널에 입력되었고 6월부터   

신청순에 의해 ID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카드발급은 먼저 등록신청서와 같이   

접수한 사진(5×5cm) 1매를 신청서에   

붙이고 사진에 안전스티커를 부착,   
위조방지 조치를 취한 후 개별   

방영권사와 연맹단위 방영권사의 각   

회원사로 직접 송부하였다. 카드상 성명,   
생년월일 등 잘못 기재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   

정정하여 입국토록 조치하고 정정이   
어려운 경우는 카드를 재발급하였다.   

카드발급 의뢰인 모두에 대하여   

안전관련기관의 신원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원조회가 실시되었으나   

대회가 임박하여 카드발급이 긴급한   

경우는 방송사 대표의 신원보증각서를   
받고 카드를 발급하였다.   

 

□ 등록센터 운영   

IBC 등록센터는 8월17일 개소하여 10월   

2일까지 운영하였다. 등록센터는 개소 후   

8월 31까지 우선 국내방송인들의   
등록을 끝낸다는 목표로 운영되었으나 이   

기간에 외국방송인도 1,000여명이   

등록하였다.   
9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였고 항공기 도착시간   

등 상황에 따라 카드발급업무를 연장,   
기자촌 입촌 및 취재에 편의를 제공   

하였다.   

등록센터 운영인력은 단기고용 10명을   
포함하여 총 64명이었으며, 등록장비로는   

코닥 비디오 카메라와 부수장비 3개   

라인이 설치 운영되었다.   
등록카드 발급현황을 보면 당초   

조직위가 예상한 참가예상 방송인 규모는   

7,200명 정도였는데 방영권 협상이   
진전되면서 예상인원도 증가하여 9,200명   

가량으로 추계되었으나, 최종 등록신청   

인원은 1만 707명에 이르렀고, 등록카드   
발급인원은 1만 360명이었다.   

64개국 127개 방송사가 참가하였으며   

이 중 국내 방송사가 4,156명,   
외국방송사가 현지인력 1,298명을 포함   

총 6,204명이었다.   

한편 올림픽패밀리 범주에는 들지   
않으나 KBS가 확보, IBC 출입이 필요한   

약 2,000명에게 IBC 제한 출입증이   

발급되었다.   
 

 

 
 

조직위와 KBS간의 세부약정에 따라   

발급업무는 KBS가 대행하였으나   
조직위의 신원조회시스템을 이용,   

신원확인절차를 거쳤으며 제한출입증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하였다.   
 
4.2. 숙박.수송   

□ 숙박   

TV방영권을 획득한 방송사 인원의   
숙박을 위하여 13개 호텔 3,015실과   

기자촌에 2,100명이 투숙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방송연맹 및 개별방송사들에 대한   

숙소배정은 방송인들의 취재편의 및   

조직위와 지정호텔의 효율적인   
숙소관리를 고려, 가능한 한 단체별로   

동일그룹이 같은 숙소에 투숙되도록   

배정되었다. 단체별 숙소배정시에는   
대륙별.방송연맹별.방송사별로 우선   

숙소를 배정하였고, 방송인 참가규모와   

숙박예치금 납부상황 등이 고려되었으며   
선예약 우선 배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또한 숙소배정시에는 방영권계약서의   

숙박부분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방영권사들은 그들 인원이 투숙할   

지정호텔과 조직위와 3자간 호텔   
객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계약한   

연객실의 점유에 따른 일정액수의   

예치금을 조직위에 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실제 투숙시 공실이   

나더라도 방영권사가 숙박료   

지불정산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회식 다음날인 1988년 9월 18일의    

숙박상황은 14개 호텔에 2,675명, 기자촌   
투숙 1,912명 등 총 4,587명으로 집계   

되었다.   

 
□ 수송   

방송보도진을 위한 수송은 IBC . MPC를    

중심으로 투숙호텔  .  기자촌·경기장·선수   
촌간에 셔틀버스를 무료운행하였으며,   

개별수요에 대비하여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지정하여   
개별수요에 대비하였다. 조직위는 1987년 

중에 장소별 주차장 확보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차량·인력·물자·시설을   
단계적으로 배치, 1988년 IBC 수송부를    

설치 운영하였다.   

KBS는 주관방송사로서 IBC의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차시설관리를 위해 조직위와 업무를   

분담 운영하였다.   
조직위는 셔틀버스 운영, 렌터카 주선,   

특별수송지원과 화물운송 및 주차증   

발급, 시설관리를 위한 수송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주관방송사인 KBS 는 IBC 및 인근   

주차시설 제공, IBC 차량통제 및 소통을   
지원하고, 주차선 도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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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공간 확보내용은 ① 여의도광장   

1만 9835㎡ 규모에 주차가능 1,000대분   
② IBC 인근 3,306㎡에 250대분   

③ 중계차량과 방송장비차량을 위해   

경기장 인접지역에 별도의 특별주차장을    
확보하였다.   

 
4.3. 취재안내.지원   

조직위는 방송보도진을 위해 각   
정보자료를 사전에 최대한 확보 제공하며   

IBC내 종합정보센터 설치 운영으로   

GIONS, WINS를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보도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 경기장 시찰   

방송인에 대한 각 경기장 현황 설명이 9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RT카드소지자 중 희망자로   
하였으며, 제1코스와 제2코스로 나누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6시간 소요되었고 무료였다.   
제1코스는 IBC-서울대학교 체육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승마공원-   

상무체육관-올림픽공원-서울종합   
운동장-IBC까지였으며, 제2코스는   

IBC-태릉사격장-동대문운동장-   

장충체육관-한양대학교 체육관-미사리   
조정경기장-IBC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경기장 시찰은 매우 인기가 좋았으며   

안내인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버스안에서 개최도시 서울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특히 안내코스 중 현대미술관   

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소개되는 기회로    
이용되었다.   

  안내는 각 코스당 자원봉사자   

2명(영어·프랑스어 각 1명) 이 맡았으며   
안내인원에 대해서는 사전답사와   

예행연습교육을 반복,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코스별 참가인원은 제1코스 356명,   

제2코스 47명으로 모두 403명이었다.   

 
□ 취재편의데스크운영   

방송인에게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취재편의데스크가 설치   
운영되었다. ① 방송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② 각종 자료수집과 제공   

③ 취재알선업무 등이 취재편의데스크의    
주임무였다.   

동 업무는 취재편의 데스크계.   

취재알선계.자료제공계의 3계장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취재편의담당관실이 총괄하였다.   

취재편의데스크계는 전문직 1명과   
자원봉사자 8명이 2교대로 밤 10시까지   

취재에 관련된 방송인 문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였다.   
자료제공계는 문의예상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요청시 즉각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취재알선계는 취재문의가 있을 경우,   

내용을 파악한 후 관련기관에 팩시밀리나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취재를 알선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였다. 각   

방송사별 문의에 대한 답변실적은   
1,031건이었다.   

 
□ 각종 공보활동   

인터뷰 알선   

취재편의데스크에 인터뷰계 직원   

(영어 . 프랑스어 각 1명)이 배치되어   
신청을 접수하고,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공보사무실 인터뷰계가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연락하여 인터뷰를   
알선하였다.   

정부관계인사에 대한 인터뷰 신청은   

안내센터에 파견된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에게 연락, 알선하게 하였다.   

대회기간 인터뷰 신청은 60건으로   

대상은 조직위, IOC인사, 각국 선수.   
코치 등이었다. 선수.코치에대한 인터뷰   

신청은 선수촌 보도방송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보도자료 제공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선수 입국일정 . 선수   
연습일정 및 경기일정과 그 변경사항을   

전달받아 자료화하는 한편 MPC로부터   

공식발표 뉴스릴리스를 팩시밀리로 받아    
각 방송사 사무실에 배포하였다.   

MPC개소 전에는 보도지원과에서   

제작한 조직위 뉴스 49건을 수신   
제공하였고, MPC 개소 후에는 MPC   

뉴스릴리스 367건을 수신, 보도자료계   

자체제작 통보 67건과 함께 방송인에게   
배포하였다.   

 
게시판 운영   

게시판에 각종 보도자료, 경기일정 및   

셔틀버스 변경내용, 문화행사 일정,   

주간날씨, 기타 공지사항을 게시,   
서비스하였다. 희망자에게는 게시사항을   

복사해 주었다. 공지게시판 위치는 별관   

1층 등록센터 앞이었다.   
 
외신서비스   

IBC 2층 통신사 사무실에는 IOC 공인   
4대 통신인 AP·UPI·로이터.AFP와   

아시아 태평양 통신기구인 OANA,   

연합통신사의 뉴스프린터 6대가 설치되어   
24시간 가동하였다.   

IBC 2층 ‘호돌이라운지’의 통신사   

뉴스게시판에 통신뉴스가 게시되었다. 총   
게시건수는 2만 1398건이며, 게시된   

통신뉴스는 통신사 사무실에 비치해   

방송인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 경기결과 배포   

시범종목을 포함한 27개 전 종목의   
경기결과를 IBC내 105개 방송사에   

신속히 배포하였다. 대회기간 5,111건의   

경기결과표 300만매가 배포되었으며   
종목별 경기결과 입력건수만 1만   

3023건에 이르렀다.   

경기결과는 레이저 복사기로 복사한 후   
3분에서 6분 이내에 개별방송사 사무실   

앞의 경기결과함까지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30명의 인원이 IBC 지하   
1·2층과 지상 8개층 105개함에 투입   

되었다.   

조직위의 MPC 뉴스릴리스와   
공보담당관실의 통보, 상황실의   

방송관련소식 및 유관부서 제작 홍보물   

등 정보자료도 경기결과와 같이   
개별방송사에 직접 배포되었다. 총   

배포건수는 약 300건으로 매건당 260부를 

복사 배포하였다.   
IBC내에 사무실이 없는 방송사 또는   

특정경기결과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 IBC2층 로비에 우편함을 설치   
활용하였다.   

IBC내에 설치한 17개 박스 612개의   

우편함을 경기종목별로 분류한 후   
출전선수 명단 . 경기요약 . 결과요약 . 메달   

수상자·경기진행·기타로 구분   

비치하였다. 비치된 경기결과는 출전선수   
명단을 제외하고는 다음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우편함에서 수거, 별도   

보관하였다. 전일의 경기결과 등을   
요구하는 사람은 GIONS단말기를   

활용토록 하였다.   

 
4.4. 통신 및 전산장비 운영   

 
□ 업무분담   

방송운영단은 대회운영을 위하여   
통신망을 시설 운영하였으며, 종합정보망   

(WINS)용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였다.   

또한 방송인의 경기결과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기운영시스템   

(GIONS)을 설치 운영하였고, 대회운영용   

유선TV를 설치 관리하였다.   
올림픽방송본부는 KBS, 조직위   

방송운영단,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각기   

업무를 분담하였다.   
내외 방송인들의 국제신호 및   

개별방송신호 제작용과 IBC내의   

구내통신망 구성은 KBS가 전담하고,   
방송신호 제작에 필요한 종합정보와   

경기결과정보는 조직위 방송운영단이   

일괄 제공하였다.   
IBC내의 모든 공중통신망과 IBC   

밖에서의 방송신호 전송은   

전기통신공사가 전담하고, 주관방송사와   
조직위는 구내단말기 설비로부터 각   

방송인에게 전달되는 부분을 담당하였다.   

제 25 장  방송 

12 

 

12. 플로런스 그리피스 조이너가 NBC TV와

인터뷰하고 있다.

13. 올림픽주경기장의 방송보도석. 각

방송별로 해설자석·참관자석이 배정되어 있다.

14.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길로 인터뷰에 바쁜

선수.

15. 방송보도요원들도 MPC에 상주 GIONS,

WINS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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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및 유선TV 운영   

방송운영단은 대회운영을 위한   
유선통신설비와 전산용 데이터 회선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방송운영단내에서   

경기진행상황을 모니터하는 유선 TV의   
시설 및 운영을 관계기관과의 협조 아래   

수행하였다. 방송운영단의 통신시설   

현황은 구내교환기 1대, 구내중계차 2대,   
구내전화 199회선과 데이터 82회선,   

유선TV 42 대가 설치 운영되었다.   

전기통신공사는 조직위와 체결한   
‘통신통합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운영만 담당하였으며 시설의 확보,   

설치 및 운용준비는 조직위가   
담당하였다. 전기통신공사는 IBC내에   

통신운용실, 위성송출실, 전송기계실,   

라디오 전송운용실, 전화취급소,   
예약사무소 등 300여명으로 구성된   

방송중계단을 운영하였다.   

KBS는 기존 구내통신망에 1,093회선의   
올림픽용 구내전화를 증설하여   

주관방송사 제작시설, 각 경기장, IBC내   

타방송사, 편의시설 및 유관기관을   
망라한 통신망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전기통신공사와 조직위가 필요로 하는   

구내선로 시설을 제공하였다.   
유선TV의 문자방송은 KBS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되었다. 운영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일 정보수집,   
편집회의를 거쳐 오후 4시에   

일일방송분을 마감, WINS를 통해 KBS   

방송실 컴퓨터에 입력 송출하였다.   
KBS는 이를 주관방송사로서 전체   

시간편성에 맞추어 컬러그래픽으로   

처리하고 편집 및 배경음악을 넣어   
유선TV 방송신호로 송출하였다.   

 
□ 전산운영   

전산업무는 국내외 방송인의 취재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돕기 위한   

일반정보와 경기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IBC내 로비와   

사무실에 WINS 용 단말기 64대와 프린터 

40대가 설치되었으며, 경기정보제공실에   
GIONS용 단말기 15대, 프린터 17대와   

복사기 12대가 설치 운영되었다.   

종합정보망 운영은 한국데이타통신과   
(주)금성사의 지원인원, 자원봉사자 등   

25명이 2개조로 편성되어 IBC내 분산   

설치된 WINS 단말기를 2시간마다 순회   
점검함으로써 완벽을 기하였다.   

입주방송인수에 비해 단말기가 크게   

부족하여 많은 방송사가 유료단말기   
72대를 임차 사용하였다.   

경기운영시스템은 한국과학기술원   

직원 7명, 자원봉사자 15명 전원을   
2개조로 편성 운영하였다.   

IBC 2층 경기정보제공실에 설치된   

GIONS는 레이저 복사기, 정보터미널 등   
40대의 장비에 비해 인원이 적었으나   

무사히 소화해냈다.   

 
 
 
 
 

 
 
 
 
 
 
 
 
 
 
 
 
 
 
 
 
 
 
 
 
 
 
 
 
 
 
 
 
 
 
 
 
IBC정보 사용실적   

선수 신상 및 전적          4만 4700회   

종목별 경기일정            8만 1652회   
종목별 경기결과           13만 9464회   

국가별 경기일정            1만 8476회   

세부종목별 참가선수    4만 1124회   
경기결과                  14만 4232회   

기타                      12만 5756회   

계                        59만 5404회   

14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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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예약사무소 설치 운영   

 

□ 예약사무소 설치   

IBC내 개별사무실 임대로부터 방송시설,   

장비, 위성회선, 통신장비, 해설자석,   

경기장 카메라대 설치 및 통 . 번역요원,   
운전사 등 현지인력 수급에 이르는 제반   

예약업무는조직위, KBS 및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IBC   
예약사무소에서 처리되었다. 1987년   

7월부터 대회운영에 들어간 예약사무소는   

대회기간 중에는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었다.   

예약사무소는 3개 기관이 통합,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였으며 각 기관별   
고유업무는 기관책임하에 별도 운영   

하였다.   

기관별 예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직위 : 해설자석, 참관자석,   

카메라위치 배정, 렌터카 알선,   

유료통역요원, 종합정보망 단말기 배정,   
경기장 인식표 예약신청 및 처리   

② KBS : IBC 공간, 개별신호 제작,   

방송시설장비 임대, 수리, 현지인력   
③ 한국전기통신공사 : 위성회선 청약,   

방송통신회선 청약(영상.음성), 일반통신   

청약(일반가입전화.차량전화.무선호출.   
전화사서함)   

예약사무소는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83명이 운영하였다. 조직위는   
예약담당관, 자원봉사자 등 13명,  KBS는   
예약사무소장, 리셉션이스트, 전산요원   

등 51명, 전기통신공사는 방송중계업무를   
총괄하는 요원을 비롯 국내 . 국제TV와   

라디오 전송청약업무요원 등 19명을 각각   

파견하였다.   
 
□ 조직위원회   

각 경기장 해설자석은 대부분이 사전에   
방송사(연맹)별로 예약이 끝났으며,   

여분은 대회 직전 또는 대회기간중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았다.   
고정카메라대는 조직위가 국제신호   

제작을 위해 주관방송사에게   

제공하였으며, 일부 방송사는 별도의   
개별신호 제작을 위해 조직위와 협의 후   

고정카메라대를 설치하였다.   

 
 
 
 
 
 
 
 
 
 
 
 
 
 
 
 
 
 

렌터카 주선은 조직위가 전국자동차   

대여사업조합을 대행업체로   
지정하였으며, 대회기간 중 IBC 2층   

안내센터에 렌터카데스크를 설치,   

현장에서 처리하였다.   
통 . 번역을 포함하여 현지인력을 필요로   

하는 방송사에 인력회사 3개사를 소개,   

현지인력을 제공하였으며 대회기간중에   
안내센터에 현지인력데스크를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힘썼다.   

IBC내에 공동으로 WINS 단말기를   
설치했으나 개별사무실에 설치를 원하는   

방송사에 대하여는 조직위가 중재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KBS   

주관방송의 방송시설 예약은 KBS의   
평가표를 적용했으며 시설사용계약과   

예약업무를 연계 운영하였다.   

계약처리절차는 예약부에서   
계약체결대상 연맹(방송사)의   

예약내용을 취합, 점검한 후 계약사항을   

전산입력, 임대료를 산출하여 계약서를   
종합 작성하였다.   

주관방송사 시설사용 예약현황은   

1988년 8월 12일 현재 97억 4666만원이며, 
동년 7월말 현재 입금액은 74억   

4516만원이다.   

 
□ KTA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예약사무소에   

파견한 19명의 합동예약운영반요원   
외에도 전기통신공사 고유업무 운영요원   

30명이 예약업무에 종사하였다.   

 
□ 국제TV회선   

①전용회선 17회선의 방송사별   

전용내역은 EBU 4회선, 미국 NBC, 일본   
NHK, 캐나다 CBC가 각각 2회선,   

오스트레일리아 네트워크-10, 영국   

BBC와 1 TV, 독일연방공화국   
ARD/ZDF, 멕시코 IMEVISION 및   

TELEVISA, 에스파냐 TVE가 각   

1회선씩이었다.   
 
 
 
 
 
 
 
 
 
 
 
 
 
 
 
 
 
 
 
 
 
 

② 국제TV 공용회선은 10회선으로   

전용회선을 갖지 않은 40개국 89개   
방송사가 인도양 통신위성, 태평양   

통신위성을 통해 송신횟수 832회에   

2,605시간 25분의 중계실적을 보였다.   
 
국제전용회선   

영국·소련·브라질·미국 등 22개국 62개   
방송기관에 서비스한 국제전화, 사진전송   

등은 137회선이다. 가장 많은 이용은   

일본으로 17개 기관에서 전화 51회선,   
데이터 10회선, 팩시밀리 3회선, 기타   

9회선 등 73회선을 전용, 전체의 53%를   

차지하였다.   
 
4.6. 편익시설   

조직위는 세계방송인이 방송제작과   

취재·편집·송출작업을 하는 IBC에   
최적의 작업환경을조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편익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방송운영단 편의부 산하 편익담당관이   
실내외 안내표지와 후생, 편익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식당(카페테리아)   

IBC 1층 1,155㎡를 차지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대한항공   
기내 식사부에서 운영, 33일간 총 2억   

2644만원의 매출실적을 보였다.   

한식.양식 등 100여종의 식단으로 선택에   
따라 최저 2,500원부터 1만 980원에   

이르는 가격을 책정, 운영하였다. 식당은   

또  야간 도시락(샌드위치)을 주문받아 밤   
10시에 직접 사무실로 배달 서비스하였다. 

 
피자허트   

편익업체 중 가장 빠른 8월 5일에 입주,   

8월말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였고, 9월 1일부터는 24시간   
운영하였다. 주방과 매점이 58.7㎡밖에 안   

되었으나 파라솔 50개를 별도 공간에   

설치, 피자와 샌드위치.음료수.맥주.냉차   
등을 판매하였다. 연고객수 2만 2444명에   

매출 7900만원이었다. 운영주관업체는   

(주)동신식품이었다.   
 
칵테일바   

가격은 시중의 3분의 1수준으로 주류 및   
음료수 18종과 칵테일 13종을 판매,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피아노와    

바이올린.첼로의 3중주 생음악 연주로   
국내외 방송인과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등 모두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되었다.   

동양맥주(주)와 OB시그램(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매출액은 35일간   
2049만원이었다.   

제 25 장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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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센터   

기념품·담배·홍삼·타월 등 35종류로 총   
매출 6540만원이었으며 롯데백화점이   

운영하였다.   

 
테이프판매소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50여종을   

운영업체 3M이 주관, 2억 1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항공안내소   

항공권 예약, 항공화물서비스 제공 등   

항공여행관련업무를 16명의 대한항공   

직원이 운영하였다. 기간중 운영실적은   
예약 및 변경 1,181건을 비롯 항공권 판매 

392건, 소화물 수탁 32건, 편익제공 11건   

등이었다.   
 
속달취급소   

페더럴 엑스프레스사가 운영주관업체로   
서비스범위는 ① 소형속달 위탁에 대한   

업무 ② 올림픽 현장으로부터의 적재작업   

③ 항공화물 적하 위탁·배달 등 업무로   
8명의 요원이 대회기간중에는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다. 실적은 반입 150건   

1만달러, 반출 61건 5,000 달러였다.   
 
비디오·오디오장비 전시장   

일본 마쓰시다전기가 패나소닉상표   
방송장비를 설치 전시하였으며, 동   

장비를 사용하는 방송사에 대한   

기술지원과 올림픽 공식후원업체로서의   
홍보활동을 하였다. 1988년 8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IBC 2층(92㎡)에 설치된   

전시장에는 주로 각국 방송사 관계자 및   
올림픽 관계자, 기술요원들로 연 980명이   

이용하였다.   

 
은행   

공식후원자인 한국외환은행이   

기본외환업무와 예금, 송금업무 및 IBC   
통합예약사무소의 대행수납, 그리고   

전기통신공사의 전신통신료 수납 및 환불   

등을 휴일도 없이 오후 9시까지   
운영하였다. 본점 과장급 1명과 대리 3명   

등 13명이 근무하여 외환거래 9,700건,   

1360만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대외기관업무 거래액도 270만달러에   

이른다.   

 
4.7. 세관분소 운영   

 
□ 사업개요   

조직위는 올림픽헌장 또는 방영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올림픽 방송을 위한   

필요장비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비관세조치 등 법적 조치, 보세운송,   
통관편의 등을 제공하였다.   

조직위는 전문용역업체인   

대한통운(주)을 방송장비 통관 및   
보세운송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관련업무를 담당케 하고, 관세청.체신부.   

문화공보부.안전조정통제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유지하였다.   

 

방송운영단은 통관업무를 관리하고    

보세장치장을 운영, 제반 통관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방송장비 통관업무는 방송장비 통관에   

대한 비관세조치와 무선장비 반입   
허가업무로 구분된다.   

 
비관세조치   

TV방영권사가 대회취재와 관련하여   

반입한 장비는 반입 후 6개월 이내에   

재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였으며, 비관세범위는 관세 및   

이에 상응한 부가가치세였다.   

한편 비관세 반입장비 중 종류에 따라   
반입 후 1년 이내 또는 1988년 12월 31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장비에는 관세를   

소급 부과하였다.   
 
무선장비 반입   

무선장비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임차할    
수 없는 장비에 한하여 반입이   

허가되었으며 체신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반입절차는 주관부서인 체신부   
전파관리국의 승인을 얻은 후    

일반통관철자체 의거 통관하도록 하였다.   

 
□ 통관지원   

여의도 만남의 광장 3만 678㎡를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임차, 통관부지로   
사용하였으며 상공부로부터 기계류   

상설전시관 건물 2,579㎡를 1988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임차, 일반   
보세장치장으로 이용하였다. 보세장치장   

주변에 안전펜스 설치, 소방요원 파견 등   

준비를 끝내고 1988년 2월 NBC 의   
장비도입으로 통관업무가 시작되었으며,   

동년 7월 본격적인 장비 반입이   

시작되면서 보세장치장 설치허가를 얻어   
통관업무를 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임시   

타소 장치허가를 얻어 통관을   

지원하였다.   
NBC이외에도 일본공동방송단, EBU,   

네트워크-10 등 주요방송사들이 장비를   

반입하기 시작, 반입물량도 6월 27톤에서   
7월 119톤, 8월 412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통관실적은 2월부터 6월까지는 NBC   

통관물품뿐이었으며,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9월 14일까지   

방송연맹 및 개별방송사의 방송장비통관   

총량은 930.6톤에 이른다. 가장 많은   
장비도입 방송사는 미국의 NBC로   

382톤이며, 일본의 TV 아사히와 EBU 의 

아일랜드방송이 각각 0.1톤으로 제일   
적었다. 통관업무는 대회 폐막 6일 후인   

10월 8일 펜스철거로 종결되었다.   

16. 테니스경기장의 방송석.                      
17. IBC의 라디오 편집실. 국제음향과            

해설음향이 분배센터에서 직접 공급되면 이를    
편집 송출한다.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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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기장 방송운영   
 

5.1. 기본사항   

경기장 방송운영은 각 경기장에 확보된   

충분한 공간과 방송시설을 활용, 올림픽   

방송운영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① 현장경기본부에 파견된   

경기본부 방송담당관과 방송운영단의   
SPBC담당관의 업무를 연계, 방송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② IOC TV 분과위와   

협의를 거쳐 경기장 방송시설 도면을   
작성, 방송운영을 지원하며 ③ IBC   

예약사무소로부터 방송시설 예약내용을   

통보받아 실제 운영에 대비하고   
④ 현장에서 방송운영의 애로사항을   

접수, 경기본부 방송담당관을 통하여   

관계부서와 협조, 해결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경기장 방송운영은 방송운영단 소속   

SPBC 부가 총괄하였으며, 각 경기본부   
방송담당관이 현장운영을 지원하였다.   

SPBC부는 방송예약사항의 경기장   

통보를 비롯 방송요원 및 방송장비의   
활동상황 점검 등 경기장 방송운영을   

총괄하였으며, 방송관계 공간과   

물자지원을 확인하고 유선 TV 모니터 및   
각종 채널을 통한 경기장 방송운영의   

상황파악과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경기본부 방송담당관은    
① 방송예약사항 접수 및 시행 확인   

② 해설자석에 경기결과 및 자료배포   

③ 카메라석 관리 ④ 인터뷰 알선   
⑤ 방송인 임시출입 협조 ⑥ 취재질서   

확립 ⑦ 경기장내 방송장비 및 방송요원   

이동상황 파악 및 지원 ⑧ 방송운영   
일일보고 등 방송 고유기능뿐 아니라   

보도담당관과의 기능까지 협조,   

방송보도운영을 지원하였다.   
 
5.2. 경기장 방송운영   

경기장의 방송운영은 방송인에게   

인쇄매체 보도진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영권 계약이행의   

철저를 기한다는 원칙에 따랐다.   

조직위는 방송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기장 취재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경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였다.   
 
□ 방송설비 운영   

해설자석 설치 운영   

조직위는 30개 경기장에 1,173석의   

해설자석을 설치, 방송사에 무료로   

제공하였다. 해설자석의 위치는   
경기진행과 스코어 보드를 잘 볼 수 있는   

지역이나 결승선이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방송해설자석 공간확보는 조직위가   

맡았다. 시설장비는 책상 1개와 의자   
3개, 방음판에 14인치 컬러모니터 1대를   

설치하였다. 1987년 3월부터 전 경기장   

현지조사를 통해 위치를 선정, 대부분   
1988년 8월까지 설치완료되었으나   

도로사이클  . 사격  . 양궁은 1988년 9월 초에 

설치되었다.   
1,173석의 해설자석의 음성중계방송   

장비는 각 방송사의 요구로 장비설치석과   

비설치석으로 구분하고, 장비설치석은   
중계장비를 유료로 방송사에 제공하였다.   

경기장에서의 방송사별 해설자석   

중계장비와 선로는 모두 개별방송사   
전용으로써, 음성선로는 IBC를 거쳐   

국제전화국을 매개로 하여 자국방송사로   

직결, 위성으로 연결된 국제선로영상과   
결합되어 녹화 또는 생중계되었다.   

 
참관자석 운영   

IOC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선에서   

경기장별로 해설자석 가까이 참관자석을   

마련하여 방송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메라석 설치 운영   

카메라는 주관방송사 카메라139개소,   

개별방송사 카메라 348개소, ENG카메라   

589개소 등 총 1,076개소에 설치되었다.   
1987년 4월부터 조직위는 KBS와   

합동으로 전 경기장의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그 자료를 토대로 NBC, NHK    
및 EBU 등 주요방송사의 요구를 수용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 최종안을   

작성하였고 경기조정관실을 통해 1988년   
3월 IF의 승인을 받았다. 동년 5월   

조직위는 IOC와 협의, ENG 구역과 스틸   

카메라, 기록영화 카메라위치를 최종조정   
확정하였다.   

주관방송 및 개별방송사 카메라대는   

1988년 8월 초부터 대회 전까지 견고하게 
제작 설치하였고, 2종목 이상의 경기가   

열리는 곳은 관중편의를 감안해 플랫폼을   

이동 설치하였다.   
카메라석은 고정카메라석과   

예약카메라석으로 구별되어 장치되었다.   

고정카메라석은 주관방송사와 중계차를   
이용하는 개별방송사에 할당되었다.   

관중석을 점유하는 개별방송사용   

카메라석은 대회기간 중의 입장료를    
환산하여 유료로 제공되었다.   

각 경기장에 이미 확보된 예약 ENG   

카메라석은 일일예약제로 운영되었으며,   
경기 하루 전 IBC 예약사무소에서   

개별방송사로부터 예약을 받아 올림픽   

방송자문회의가 경기장별 . 방송사별로   
조정할당하였다. 이 예약사항은   

방송운영단에서 각 경기장에 팩시밀리로   

통보하여 시행되었다.   
 

 

 
 
 
 
 

□ 인터뷰 운영   

인터뷰실에서 공식절차에 의한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공식인터뷰는 우승국가의   

방송사에 우선권이 주어졌다. 전 경기장과   

선수촌에 공식인터뷰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시범 및 전시종목은   

제외되었다.   

또한 경기장별로 임원.선수와   
보도방송인이 경기 직후 잠시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설정되어 혼합구역으로   

운영되었고, 보도진은 이곳에서 선수들과   
비공식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경기장 특성에 따라 경기장소   

또는 실내에서 인터뷰가 가능한 경기장은   
방송담당관이 신청을 받아 인터뷰 편의를   

제공하였다.   

 
□ 비표 및 인식표 운영   

개·폐회식   

해설자석이나 참관자석 등 지정좌석이   
있는 방송인에게는 입장권을 배부,   

출입하도록 하였고 카메라맨과   

기술스태프 등 기타 방송인에게는 별도의   
인식표(Bib Armband)를 배부하여   

경기장에 출입하도록 하였다.   

 

주요경기 결승전   

방송인의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경기의   

결승전(축구.농구.   
배구.복싱.테니스)의 해설자석,   

참관자석은 방송사에 일정량의 티켓을   

발부하여 방송운영에 직접 참가하는   
제한된 수의 방송인만이 출입하도록   

조치하였다.   

 
고정카메라석   

경기장의 고정카메라석 근무자는 모두   

인식표를 착용시켜 취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기장과 관중석의   

비표색깔을 적색과 황색으로 구분하였다.   

 
예약 휴대카메라석   

휴대 카메라맨에게는 완장을   

착용시켰으며, 마찬가지로 플로어와   
관중석을 완장의 색깔로 구분하여   

통제하였다.   

 
경기장 별도 완장   

IBC 예약사무소가 발급하는 완장 외에   

육상 . 양궁경기장에서는 자체 취재질서를   
위하여 별도로 통합 완장을 제작, 전체   

유동인원을 통제하였다.   

 
임시 비표, 완장 운영   

비표와 완장을 소지한 방송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를 예상하여 방송담당관이   
비표와 완장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분실한   

방송인에게 임시로 착용시켜 취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제 25 장  방송 

18. 올림픽주경기장에는 135석의

방송보도석이 마련되었다.

19. 수영경기장에서 경기장면을 중계녹음하고

있다.

20. 육상 필드 도약경기를 근접촬영하는

주관방송사(HB)와 NBC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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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차 주차운영   

중계차 동원대수가 106대였으며 보호펜스   
1,656m를 설치하였다. 각 경기장 주차   

공간은 주관방송사 중계차를 우선으로   

전원시설 및 카메라위치를 고려, 방송인   
동선에서 최단거리내에 확보하였다. 특히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경기 . 의전 . 안전 .   
수송국과 수차의 협의를 거쳐 위치를   
최종결정하였다. 개별방송사 중계차는   

주관방송 중계차 옆에 주차토록 하였으며   

안전용 중계차 보호펜스를 중계차   
주차장에 설치하였다.   

 
주차구역   

각 경기장별로 개별방송사의 중계차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나 중계차를 반입한   

개별방송사가 예상 외로 많아 공간이   
부족한 경기장은 별도의 협의를 거쳐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였다. 경기장별로   

중계차 주차지역에서의 방송사별 배정을   
고정시켜 중계차 이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혼잡을 미리 배제하였다.   

 
안전보호펜스   

각 경기장의 중게차 주차구역에는 높이   

2m의 안전방책을 설치하여 외부와   
분리시켰으며, 방책에 45cm의   

적색·청색·황색 발광 테이프를 부착하여,   
경기장 주변의 환경장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중계 전원   

전력용량 총 6,167kW 설비가 필요했으며   

주관방송사 소요는 3, 459kW였다.   

정전에 따른 방송사고를 막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였다. 중계차 전원은 단상 3선식   

110/220V를 주로 설비하였으며, NBC의   
특수장비용은 3상 4선식 120/208V를   

설비하였다.   

올림픽주경기장의 KBS, MBC, NBC   
(뉴스,스포츠)용 오픈 스튜디오   

(앵커석)와 올림픽공원 NBC 앵커석에는   

별도의 전력시설을 하였다.   
경기장 중계차 전원은 1987년 말까지   

개별방송사로부터 경기장별로 중계차   

소요전력을 접수받아 시설하였고,   
중계차의 대회중 전원이 모자라는   

경기장은 중계차 발전기를 이용토록   

하였다.   

19 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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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관방송사의 TV운영 
 
 
주관방송사는 올림픽이 열린 기간 전 세계   
방송사를 위해 올림픽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였으며, 참가방송인들의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주관방송사는 개별방송사에게   

국제신호를 제작 분배하며, IBC를   

건립하여 각 경기장에서 들어오는 각종   
신호를 다시 개별방송사에 분배 송출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서울올림픽에서 24개의   

생방송신호를 포함하여 모두 38개의   
국제신호가 IBC로 송출되었다. 전 세계의   

방송사들은 IBC로 송출되는 국제신호   

중에서 각기 관심있는 신호를 선별하여   
자국에 생방송하거나, 특히 관심있는   

장면만을 골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송출하였다.   
주관방송사는 이러한 기본임무 이외에   

개별신호 제작대행 및 개별제작 지원업무   

등 세계방송사들의 올림픽 취재를 보조   
수행하였다.   

 
6.1. 방송준비   

 
□ 인력운영   

주관방송사의 올림픽 운영인력은 KBS   

기존인력 중 2,101명과 MBC 지원   
566명을 주축으로 하여 단기고용인력   

818명, 외국용역 지원 216명, 교육방송.   

스포츠전문가 지원 77명 및 229명의   
자원봉사요원 등 모두 4,007명이었다.   

자원별 인력확보 방침을 보면   

① KBS의 기존인력은 올림픽방송본부에   
일괄 겸직 발령하였다.   

② 단기고용인력은 1988년 5월부터   

5단계로 직무기능별로 확보했으며,   
청소.경비 등 일부 직무는 외부용역으로   

충당하였다. ③ 자원봉사인력은 KBS와   

조직위가 합의하여 일반자원요원과   
언어서비스요원으로 구분, 1988년 8월   

충원을 마쳤다. ④ MBC에서 파견된   

지원요원은 MBC주관하에 확보하여   
KBS와 분야별로 함께 근무하였다.   

⑤ 외국용역 제작인력은 제작사 자체   

인력 및 현지 채용으로 확보하였다.   
⑥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지원협력   

차원에서 기술중계차 2대 및 스태프   

지원이 있었다. ⑦ 경기해설자는 종목별   
경기전문가들로 협회임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확보되었다. 주관방송사의   

인력충원은 1988년 8월에 완료되었다.   
주관방송사 운영인력 총 4,007명에   

대한 분야별 투입현황은 기술 43%, 제작   

34%, 기획 . 운영 23%의 비율이며,   
투입장소별로는 경기장 . 행사장 62%,   

IBC 38%이고, 국제신호 대 국내방송   

비율은 국제신호가 3,344명으로 83%를   
차지하였다.   

 

 
 
 

□ 방송회선 운영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서울올림픽대회에   
국제TV방송중계를 위하여 대회사상   

최대규모인 총 27회선을 확보하여 국내   

7개 위성지구국에서 태평양위성(2개)과   
인도양위성(3개) 등 5개의 통신위성을   

동원, 전 세계에 중계하였다.   

이 중 17개는 전용회선이었으며,   
10개는 공용회선이었다. 17개 전용회선은   

방송사가 자사방송을 위하여 24시간   

전용하는 회선이며, 10개의 공용회선은   
전용회선을 갖지 못한 방송사들이   

시간별로 조금씩 신청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선으로 사용료는 한국측   
요금이 최초 10분에 67만 5000원, 추가   

1분에 2만 2500원이었다.   

서울올림픽대회에서 IBC로부터 27개   
TV채널의 위성통신을 이용, 85개국   

160개 방송사에 총 9,200시간 국제송출을 

했으며, EBU가 878시간, HNK 485시간,   
멕시코(TELEVISA, IMEVISION)   

626시간, 미국(NBC)486시간, 영국(BBC, 

ITV)486시간, 캐나다(CBC)402시간,   
독일연방공화국(ARD/ZDF)251시간,   

에스파냐(TVE)283시간,   

오스트레일리아(네트워크-10) 272시간   
등을 사용하였다. 기타 공용회선으로는   

5,021시간을 중계했는데, 이중에는   

말레이시아 . 홍콩 . 브라질 . 뉴질랜드 . 중국 .    
싱가포르가 많은 시간 동안 국제 TV   

방송중계를 실시하였다.   

한편 소련을 비롯한 유고슬라비아 .   
헝가리 . 폴란드 . 독일민주공화국 .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권 국가들은   

별도의 TV단독중계를 하지 않고 EBU와   
합동으로 공동송출회선(3회선)을 이용,   

중계하였다.   

전기통신공사는 모든 전송로에   
광케이블을 사용하였고, 광통신방식에   

의한 방송중계는 전송품질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6.2. 국제신호 제작   

국제신호는 주관방송사가 개별방송사에게   

분배를 목적으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작한 국제영상 및   

국제음향을 말한다. 국제영상에는 특정한   

나라나 선수에 치우치지 않은 경기장면과   
각 선수나 나라를 표시하기 위한 각종   

자막, 그래픽 및 타이밍이 포함된다.   

또 국제음향은 각 경기장의 현장음과   
심판의 목소리, 관중의 함성, 확성기소리   

등 부수음향으로 이루어진다   

 
□ 추진경위   

주관방송사의 주된 임무인 국제신호   

제작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제작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올림픽방송본부는 제작기술진의 확보를   

위해 1984년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동계올림픽을 비롯, 동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1985년 일본   

고베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및 1988년   
2월 캘거리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각   

분야별 전문조사단을 파견, 대비하였다.   

올림픽방송본부는 1986년 6월   

전국체전에서 최초로 국제신호 제작을   
시험한 이래, 그해 9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25개 전 종목을   

국제신호로 제작하여, 아시아 및 전 세계   
각국에 위성 송출하였다. 아시아대회사상   

최초로 주관방송제하에서 실시된   

서울아시아대회는 아시아대회에서의   
국제신호 모델 제공이라는 점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예행연습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1987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월드컵마라톤대회가 국제신호로   

제작되어 주관방송사로서의   
임무수행능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 제작개요   

서울올림픽의 국제신호 제작은   

장비동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생방송 중계로 시행하며 종목에 따라   
생방송과 요약물로 구분 제작하고, 일부   

종목은 외국용역을 의뢰, 국제신호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제신호는 525/60Hz   

NTSC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제작현황   

국제신호로 제작된 25개 종목의 총   
제작시간은 2,228시간에 이른다. 이는   

생방송 제작이 1,664시간으로 75%에   

이르며, 요약물 제작은 28시간, 기타   
녹화물은 536시간에 이른다. 한편   

개별신호 제작시간은 총 344,30시간으로   

TV 252,30시간과 라디오 92시간이었다.   
국제신호 제작에 동원된 연인원은 1만   

4900명(KBS:9,634명, MBC:3,708명   

타용역 방송기관 : 1,558명)에 달한다.   
제작장비 동원현황은 방송중계차 연   

566대이며, 각종 카메라 연 2,293대가   

활용되었다.   
 

제작시설 및 장비   

국제신호 제작에 여러 가지 특수제작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그 제작기술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 중계차 : 61대(중계차 45대, 임시조정실 
16개소)   

• 헬리콥터 : 4대   

• 전기자동차 : 2대   
• 방송정 : 4정   

• 수중카메라 : 2대   

• 파노라마카메라 : 2대   
• 원격조정카메라 : 3대   

• 무선카메라 : 5대   

• 셔터카메라 : 4대   
• CCD카메라 : 5대   

• POV카메라 : 6대   

• 슈퍼슬로모션 : 3대   
• 마라톤거리계 : 1대   

• 이동차 : 2대   

• 모터사이클 : 3대   
• 보조설비(트레일러) : 7대   

• ENG 카메라 : 18대   

• 음향회선(경기장 -IBC) : 2,789회선   
• 영상회선(광케이블) : 129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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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종목 분담(괄호안은 feed수)   

KBS(14종목)   

개.폐회식,양궁, 육상(1), 카누, 펜싱,   

축구(4), 핸드볼, 하키, 근대 5종, 조정,   

사격, 수영(1), 레슬링(2), 야구   
 
MBC(8종목)   

농구, 복싱(1), 축구(2), 유도, 탁구,   
테니스, 배구(2), 태권도   

 
KBS.MBC 합동제작   

생중계로는 마라톤(남.여) 이 있고,   

경기요약물로는 양궁, 하키, 경보, 펜싱,   

테니스, 탁구 등이 있다.   
 
외국용역제작   

올림픽방송본부는 제작경험이 부족한 7개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의 전문방송사에   

용역을 주어 제작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대회 후의 잉여인력 및 장비를 최소한   
줄이고 각 종목 제작에 양질의   

국제신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체조 : 일본 NHK(136명)   
• 역도 : 일본 TV아사히(26명)   

• 사이클 : 네덜란드 NOB(15명)   

• 승마 : 영국 BBC(5명)   
• 육상(종합신호) : 핀란드 YLE(2명)   

• 요트(요약물) : 오스트레일리아   

네트워크 - 10(10명)   
• 다이빙 . 수구 예선 : 미국 MTI(21명)   

 

□ 종목별 제작형태   

올림픽방송본부는 종목에 따라 전 경기를   

생방송으로 제작하거나 일부 VTR, 일부   

요약물로 구분 제작하였다. 전 경기를   
생방송으로 제작한 종목은 농구·승마·  

복싱·축구·핸드볼·배구·역도·유도·수영·  

카누·체조·태권도·조정·개/폐회식   
이었다.   

경기의 성격이나 기술상 생중계가   

적합하지 않은 종목에 대하여는 요약물로   
제작하였다.   

전 경기를 약물로 제작하는 종목은   

양궁·요트·사격이며, 이 중 요트는    
부산에서의 개막식을, 사격은 최초의   

시상식을 생중계하였다. 육상의 경보,   

사이클 도로단체경기, 하키의   
제2경기장경기, 펜싱과 탁구예선,   

근대5종의 사격, 테니스의 제1경기장 및   

제2경기장 이외 코트경기 등은 일부가   
요약물로 제작되었다.   

경기요약물의 송출시간은 경기당일   

오후 8시부터이며, IBC에서   
개별방송사로 분배되었다.   

세계방송사들의 제작편의를 위하여   

‘일일요약물’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그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60분 길이로 요약 편집하여 경기당일   

오후 10시 각 방송사에 제공했는데,   
내용선별 기준은 올림픽 세계신기록   

수립종목, 세계유명선수 출전종목,   

세계적인 관심종목 및 준결승 이상 경기   
등이다.   

21. KBS의 이동중계차량.                        
22. 체조경기를 분담 제작한 NHK의              

특수카메라.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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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개별방송 지원   

□ 지원범위   

주관방송사는 세계방송사의 개별신호   
제작을 지원하였다.   

제작지원 주요내용은 경기장의 중계석   

제공, 인력 및 장비지원, 방송정보 제공   
등이며 이들 지원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별방송시설(예약, 전용) :   
주관방송사는 전용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세계방송기관들을 위한 시간제   

예약시설로서 TV 스튜디오(1실),   
라디오 스튜디오(3실), 편집실 (표준형   

및 유매틱 다수) 및   

오프튜브 부스(26실) 등을 운용하였다.   
• 개별방송장비 : 예약에 의한 임대   

• 개별방송요원 : 예약에 의한 대행   

• 생방송 혹은 VTR제작 : 개별신호   
제작대행   

• 협동개별제작 : 국제신호 제작 진전 . 후   

각 30분간 국제신호 제작장비를 이용한   
개별제작 지원   

• 개별방송 지원 : 예약에 의한 것으로   

송출장비 제공과 회선망구성 지원   
 
□ 경기장조정관 운영   

올림픽방송본부는 세계방송기관(사)들의   
방송업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장조정관제도를 운영하였다.   

1988년 8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경기 
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2시간   

후까지 경기장에 1명의 경기장조정관을   

두어 경기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경기장조정관은 보조 1명, 통역 1명과   

함께 현장 해설자석 옆에 올림픽방송본부   

경기장조정관석에서 근무하였다.   
경기장조정관은 ① 국내외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지원 ② 경기장 예약사항   

이행확인(방송시간 배정, 취소, 확인,   
이동, 신규발생 처리 등) ③ 긴급상황   

응급대처 및 경기장상황을 IBC   

경기장운영센터에 통보하는 일이다. 22개   
경기장에 조정관 22명과 보조, 통역요원   

등 70명이 근무하였다.   

 
□ 유선TV정보실 운영   

유선 TV정보실은 주관방송기관 정보와   

조직위 정보 이외에도 한국에 관한 각종   
문화정보를 필름과 그래픽을 사용,   

프로그램화하여 세계방송인들에게   

제공하였다.   
IBC 3층에 있는 주관방송사 유선 TV   

정보실(60㎡)은 채널 4번으로,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교차 사용하였다.   
운영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35일간이며 대회 전에는 세계방송사의   

기술자 및 선발대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1일 9시간 운영하였다.   

대회기간에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을 운영하였으며, 주로 IBC 상주   
세계방송인들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직위 정보시스템인 WINS나 GIONS   

또는 KBS올림픽 방송 핸드북의 정보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보를 기획,   

IBC 상주 세계방송인들에게 방송정보 .   

생활정보 . 취재정보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래픽의 다양한 화면과 색채 및   

배경음악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피로를   
덜고, 즐겨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한국과   

한국방송인들에 대한 세계방송사들의   
이해증진에도 도움이 컸다.   

 
6.4. 영상기록 복사서비스   

KBS는 서울올림픽의 주관방송사로서   
참가국 방송기관을 위해 국제신호로   

제작된 각종 경기는 물론, 문화행사.   

성화봉송자료 등 필요로 하는 영상기록을   
편집없이 복사하여 각 방송사에 유료로   

제공하였다. 대회기간 영상기록   

복사서비스를 위한 녹화테이프 소요량은   
모두 1,758개로 60분용 1,685개와 90분용 

73개였다.   

영상기록 복사서비스는 방영권이   
체결된 방송기관의 요구자료를 복사   

판매하는 것으로 ① 모든 복사는 NTSC   

방식으로 하고 ② 공테이프는   
복사신청자가 지참(공테이프 판매소 별도 

운영) ③ 보관녹화물은 복사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녹화물 대출은 금지   
④ 모든 녹화 및 예약된 복사업무는   

중앙녹화실에서 관리 ⑤ 한국관계자료는   

국제협력실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다.   

영상기록복사센터는 IBC예약사무소   

내에 위치하며 영어.일어.프랑스어에   
능통한 방송보조요원 각 2명씩(6명)을   

활용, 영상기록 복사서비스에 관계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모든 예약은 각 경기종목에 따라   

전체복사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복사단위는 각 경기 세부종목 또는   
경기시간단위로 복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구기·투기 등의 세부종목 중   

전·후반전·1세트,  1회 등의 세부사항은   
신청을 받지 않았다.   

 

6.5. 종목별 방송제작   

16일간 34개 경기장에서 펼쳐진 대회의   
각종 경기는 23개 정식종목, 237개   

세부종목에 이른다.   

주관방송사는 종목별 제작계획을   
세우고 각 경기장에서의 카메라 활용과   

상황별 진행표에 따라 국제신호   

송출시간에 맞춰 특색있게 제작을   
진행하였다.   

 
□ 생방송 제작종목   

개.폐회식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베풀어진 개 . 폐회식   

생중계는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서울을   
부각시킨다는 연출목표로 제작되었다.   

119명의 제작요원이 개회식 200분,   

폐회식 83분짜리로 제작하기 위해   
고정카메라 18대 등 22대의 카메라와   

슬로모션 12대, 슈퍼슬로모션 1대,   

문자발생기 1대 등 장비를 투입,   
입체음향과 함께 최신 첨단기재와 연출로   
제작되었다. 특히 개막 피날레를   

장식한 스카이 다이버들의 고공낙하   
묘기는 4,000피트 상공에서 헬멧에   

장착한 카메라로 생중계,   

올림픽주경기장의 10만 관중을   
매료시켰다. 한편 강상제용 중계차 1대가   

주경기장 앞 고수부지에 배치되어   

수상축제를 식전공연의 첫순서로 10분   
동안 생방송하였다.   

 
육상 트랙   

8일에 걸쳐 전 종목의 경기와 시상식을   

국제신호로 생방송 제작하였다.   

투입인원은 51명, 장비는 카메라   
11대(특수 3대), 슬로모션 3대,   

슈퍼슬로모션 1대 등을 활용하였다.   

 
육상 필드 I (도약경기)   

7일에 걸쳐 도약경기 전 종목을   

국제신호로 생방송 제작하였고, IRF,   
ISC 등 특수카메라와 슬로모션을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도약경기의   

특성을 살려나갔다. 투입인원은 제작   
12명, 기술 19명, 지원 5명 등 모두   

36명이었다.   

 
육상 필드II(투척경기)   

8일간 19회에 걸쳐 전 종목을 국제신호로   

생방송 제작하였다. 투입인원은   
36명이었다.   

 
마라톤   

남자·여자 모두 생방송으로 KBS와   

MBC가 합동중계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 1. 2호 및 MBC 중계차 등의   
이동차는 전 구간을 녹화, 영상기록으로   

복사서비스하기도 하였다. 1호 차는   

선수들의 선두그룹을, 2호 차는 나머지   
선수들을 적절히 비교 방송하였고,   

고정중계차(기지차) 22대(여자마라톤   

9대)는 주변 경관과 이동차량 통과 후   
달리는 선수모습을 커버하였다. 헬리콥터   

2대는 카메라 1대씩을 장착, 공중   

촬영하였고 63빌딩 전망대에   
부감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였다. 코스   

가운데 국립묘지 . 한강 . 63빌딩 . 국회   
의사당 등 주변 명소는 별도의 화면을   
삽입했으며, 이동 1호 중계차에   

거리표시기와 스위스 타이밍사의   

러닝타임이 화면에 제공되었다.   
투입인원은 남자마라톤 303명,   

여자마라톤 179명이었다.   

 
경보   

출발과 골인은 올림픽주경기장 카메라로   

생방송 제작하였다. 그리고 경기중간   
과정은 각각 10분 요약물로 제작되었다.   

 
농구   

14일간 MBC 중계차와 장비로 전 경기를   

생방송 제작하였으며, 43명의 인원이   

제 25 장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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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었다. 슬로모션 카메라는 멋진   

슛과 파울장면을 재생하는데   
활용되었다.   

 
복싱   

체급별 12세부종목 전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하였는데 A링(예선, 준결승,   

결승경기)은 MBC분담이고,   
B링(예선)은 KBS가 커버하였다. 장비는   

A링의 경우 중계차 1대에 카메라 6대,   

슬로모션 카메라 2대 등이고, B링의 경우   
중계차 1대.카메라 3대 등이 투입되었다.   

투입인원은 모두 58명이었다.   

 
사이클   

네덜란드 NOB사에서 용역 주관방송사와   

합동제작하였다. 트랙경기와   
개인도로경기는 생방송으로 제작되고,   

100km 단체도로경기는 30분 요약물로   

제작되었다. 도로경기 제작에는   
모터사이클을 동원, 박진감 있는 화면을   

잡았다. 벨로드롬 스프린트와 추발경기는   

각각 카메라 7대(이동 2대)씩   
동원되었으며, 제작인원은 트랙경기에   

44명, 개인도로경기 79명, 100km   

단체경기에는 52명이 투입되었다.   
 
조정/카누   

전 경기가 생방송중계되고, 조정/카누   
제작인력 및 장비는 합동운영되었다.   

인력은 77명이었고 조정 제작 7일간,   

카누 제작 6일간이며, 3대의 중계차에   
카메라 13대, VCR 2대, 슬로모션 4대가   

동원되어 스카이 리프트 위에서는   

출발선에 정렬한 선수들을 풀샷으로   
잡았으며 50m 크레인에서는 아름다운   

경기장면과 1,500m 이후 레이스를   

롱샷으로 잡아주었다.   
 
승마   

13일간에 걸쳐 전 경기를 생방송   
제작하였으며, 영국 BBC 출신의 후레드   

바이너 등 5명에게 용역을 주어   

주관방송사와 합동제작하였다.   
원당종합마술경기장에서 열린 하루   

동안의 경기(지구력경기)에 중계차 5대,   

카메라 14대 등 25대의 각종 장비를   
타경기장으로부터 이동,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룬 국제신호를 제작하였다.   

 
펜싱   

10일간 8개 세부종목 가운데 결승은   

생방송으로, 예선은 ENG 요약물로   
제작하였다. 투입인원은 28명이었다.   

 
축구   

전 경기를 KBS와 MBC가 각각 경기장을   

분담, 생방송으로 제작하였다. KBS는   

결승전을 치른 올림픽주경기장과   
대구·광주·부산경기장의 예선 및   

준준결승전(부산은 준결승까지) 등을   

맡고, MBC는 동대문(예선 및 준준결승)   
과 대전경기장(예선)을 담당 중계하였다.   

 
 
 

 
 
 
 
 
 
 
 
 
 
 
 
 
 
 
 
 
 
 
 
 
 
 
 
 
 
 
 
 
 
 
 
 
 
 
 
 
 
 
 
 
 
 
 
 
 
 
 
 
 
 
 
 
 
 

 
 
투입인원은 KBS가 주경기장에 49명, 

대구 27명, 광주 31명, 부산 29명이며, 
MBC는 동대문에 34명, 대전 

32명이었다. 

 
체조 

13일간의 전 경기를 생방송중계로 일본 

NHK가 맡아 제작하였다. 

23. 촬영중 비가 올 것에 대비, 카메라에          
비닐을 씌운 조심스러운 기자.                    

24.마라톤 선두그룹에 앞서 선수들의             
건투모습을 중계하는 보도차량들.                

25. 다이빙경기에는 수영경기장 천장에서         
수중까지 1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26. 카누 레이스를 따라가며 중계하는            

이동방송차.                                       
27. 마라톤 우승자 이탈리아의 젤린도 보르딘    
선수가 피로한 기색도 없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4 

 

26 

 

2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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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호(1개의 종합프로그램을 포함한   

3개의 프로그램) 제작관련장비는 3대의   
중계차에 콘트롤룸 4실, 고정카메라   

18대, 파노라마카메라 1대와   

슈퍼슬로모션 1대, CCD카메라 4대 등   
특수장비가 동원되었다. 동원요원 중   

PD, 디렉터, 기술관리, 카메라맨은 모두   

NHK요원이며, 컴퓨터 . 그래픽운영 . 통역   
등 일부가 지원 동원되었다. 모두   

153명이었다.   

 
핸드볼   

12일간의 전 경기를 생방송으로   

제작했는데 수원실내체육관내   
콘트롤룸을 이용했고, 남자결승과 3.4위   

결정전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중계차를 사용, 제작했다. 투입인원   
38명이었다.   

 
하키   

13일간 경기중 제 1경기장 경기는   

생방송으로 제작되었고, 제 2경기장   

경기는 1일 10분 길이의 요약물로   
제작되었다. 인원 35명이 동원되었으며,   

생방송을 위해 콘트롤룸 1실과 카메라   

6대가 동원되었다.   
 
유도   

7일간 전 경기를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결승까지 카메라 4대와 MBC 인력   

41명이 동원되었다. 한 체급내의 모든   

경기는 결승전을 포함, 하루에   
실시되었다. 여자유도는 시범경기였으나   

역시 전 경기를 커버하였다.   

 
근대5종   

승마 . 펜싱 . 수영 . 크로스컨트리는 생방송,   
사격은 요약물 제작이었다.   
승마(서울승마공권) . 펜싱 . 수영 . 사격은   
각 경기장의 제작기술 인력이 담당한   

반면에 크로스컨트리(올림픽공원내   
크로스컨트리코스)는 별도 인력(40명)을   

투입하였으며, 3대의 중계차 등이   

동원되었다.   
 
수영   

경영 8일간, 다이빙 8일간, 수구 7일간,   
수중발레 5일간에 걸친 전 경기는   

생방송 중계하였고, 잠실실내수영장의   

경기(수구예선.다이빙)는 미국   
MTI사에서 용역 제작하였다. 인력은   

올림픽 수영장 52명, 잠실 수영장 43명이   

동원되었다.   
 
탁구   

9일간 남.녀 단식.복식 등 4개   
세부종목으로서 준준결승 이전 경기는   

매일 10분 길이 요약물로 제작되었고,   

준준결승부터는 생방송으로 제작되었다.   
투입인원은 37명이었다.   

 

 
 
 
 
 

테니스   

12일간에 걸쳐 제1경기장 경기는   
생방송중계하고, 제2경기장은 VTR로   

제작하였으며, 나머지 경기장은 ENG   

요약물로 커버하였다. 인력은 64명이   
투입되었다. 중계차 2대, 카메라 8대는   

모두 고정배치되었으며, 슬로모션 3대,   

VCR 2대, 문자발생기 2대 등의 장비를   
동원하였다.   

 
배구   

15일간의 전 경기를 MBC가 담당,   

생방송으로 제작하였다. 잠실체육관은   

1일간 남자결승 3. 4위전만 치르고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14일간, 새마을   

체육관에서 4일간 제작 중계하였다.   

투입인원은 한양대학교체육관 39명,   
새마을 체육관에서 34명, 잠실체육관 39명 

등이었고, 장비도 중계차 1대, 카메라    

4-6대 등 세 곳이 비숫한 수준이었다.   
 
역도   

11일간의 전 경기를 생방송중계하였는데   
일본 TV아사히에 용역 제작케 하였다.   

동원인력은 KBS지원요원 포함   

40명이었고, 장비는 TV아사히가 들여온   
중계차와 트레일러, 카메라 7대(이동   

2대), 슬로모션 2대 등이었다.   

 
레슬링   

10일간 20개 세부종목을 생방송 및   

VTR로 제작하였으며, 3매트 중   
센터매트는 생방송으로, 다른 1매트는   

VTR로 제작하였다. 투입인원 46명 및   

콘트롤룸 1실, 중계차 1대, 보조트레일러   
1대, 카메라 6대, VCR 2대 등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 요약물 제작종목   

사격.양궁   

전 경기를 요약물로 제작하였는데,   
사격의 첫 번째 시상식은 생방송으로   

중계하였다. 사격 . 양궁 제작팀은   

합동운영으로 28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중계차 1대에 고정카메라 3대, ENG   

카메라 2대 등 제작 관련장비가   

동원되었으며 태릉보조센터에 VCR 4대,   
문자발생기 1대 및 비디오   

스위쳐(10회로) 1대를 설치 운영하였다.   

 
요트   

8개급 8일간 경기를 모두 국제신호   

요약물로 제작하였는데 개회식은   
생방송으로, 기타 경기는 1일 24분   

길이의 패키지물로 제작하였는데 급별 약   

3분씩이었다. 중계관련 장비로 4척의    
방송정과 헬리콥터가 동원되었으며,   

중계차 1대에 카메라 3대 및 ENG카메라   

5대와 통신시설 등이 통일되었고 부산   
요트경기장에 제작보조센터가 별도로   

설치 운영되었다. 요트경기 방송제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네트워크-10사 요원   
10명과 KBS 37명, 총 47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다.   

 
 

□ 시범종목   

야구   

8일간 16개 경기 중 준결승 2경기와   

3.4위전 및 결승전만 생방송중계되었고,   

인력동원은 27명이었다.   
 
태권도   

4일간 남.녀 각 8개 세부종목 전 경기를   
생방송으로 제작하였는데 MBC   

담당종목으로 29명이 투입되었다.   

카메라는 유도와 같이 4대를 활용하였다.   
 
 
 

7.회고와 평가   
 
 
서울올림픽대회는 사상 최다국가,   

최대선수단 참가의 기록과 함께 사상   

최고인 4억달러의 방영권료, 최대규모의   
국제방송센터와 140개국 227개사의   

중계방송과 50억 지구촌 가족의 시청기록   

등 올림픽 방송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   
놓았다.   

조직위는 일찍 주관방송사를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주관통신기관의   
지정으로 복잡한 국제신호 제작과   

방출업무를 각기 분담 처리하여 원만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방송인을 위한 설비와 호스팅서비스는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였다. 최신의 전산 및 통신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정보자료 제공과 방송인   

취재안내센터, 14개 고급호텔과 기자촌을   

방송인의 숙소로 제공한 일 등은   
방송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서울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대회준비의 주요관련기관인   
조직위와 주관방송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협조관계가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더 긴밀하였으며,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은 IOC TV위원회와    

올림픽방송자문회의 도움으로 보충할 수    

있었다. 장래 대회를 위해 재고되어야 할   
과제는 올림픽대회 방송이 전문기술을   

요하고 방송인의 요구에 잘 부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방송에 필요한 설비와   
함께 기본서비스 업무를 주관방송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이었다.   

또한 올림픽대회는 원활한 경기운영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방송과 경기운영이   

조화를 이루는 데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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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갓쓰고 턱받이(BIB)를 한                      
카메라맨(테니스경기장).                         

29. 조정경기장에 특수설치된 리프트 위          
중계장비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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