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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숙박업무는 대회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하는 올림픽패밀리와   

일반관광객에 대한 숙박문제를 해결하는   

광범외하고 광의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기간을 전후한 1개월  

동안 올림픽과 관계된 숙박대상인원을 24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능력을 객실 5만  
8000여실로 판단, 숙박대책을 강구하였다.  

조직위와 서울특별시 및 교통부는 1984년부터  
숙박대책회의를 거듭, 소요시설의 50%선인   

선수촌·기자촌의 1만 8000실과 패밀리타운의 1만  
3000실을 신규건축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존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존시설로서는 본부호텔인 신라호텔을 비롯한 86개   
관광호텔의 1만 6800여 객실과 300개 지정여관  
9,700실 및 민박 500가구 등을 숙박시설로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필요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지원법령을  

제정하고 협조체제를 구축 숙박대책을   

추진하였고, 조직위는 숙박서비스 수준을   
특급관광호텔 수준을 유지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한편, 숙박업무의 전산화로 예약, 입ㆍ퇴숙,   

객실배정 등을 자동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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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기본대책   
  
올림픽대회 개최도시는 올림픽헌장   

규정에 따라 대회 공식참가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안락한 숙소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 직후부터    
서울시와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대회    

숙박대책을 협의하면서 먼저 숙박수요   

추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올림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울을 찾을 것이며 어느 범위의   

참가자에게 어느 수준의 숙박시설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첫 과제였다.   

조직위의 숙박대책범위는 ① IOC   
사무국과 본부호텔의 설치 및 IOC 위원   

숙박문제 ② 선수ㆍ임원들을 위한   

선수촌과 보도진을 위한 기자촌의   
숙박조건 ③ 올림픽패밀리에 대한    

숙박시설의 확보 ④ 기타 대회관련인사에    

대한 숙박문제였다.   
조직위는 1983년에서 1984년에 걸쳐   

교통부와 합동으로 조사 검토결과   

서울올림픽대회에 찾아올 올림픽패밀리와   
일반관광객을 27만여명으로 추정,   

관광호텔ㆍ여관ㆍ대학기숙사 등 기존의   

숙박시설만으로는 대상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1984년 정부의   

승인을 얻어 선수촌과 기자촌 및   

올림픽패밀리타운을 건설하기로    
확정하였다.   

기존시설에 대한 숙박대책추진   

기본방향은, 관광호텔은 대회 후를    
고려하여 객실을 평상수요에 맞추어   

확보하고, 부족객실은 일반호텔과   

고급여관의 시설을 개선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숙박과 국제친선의   

도모라는 측면에서 민박도 일부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조직위는 대회용 관광호텔에 대해   

객실예약제를 실시하며 예약예치금   

납입제를 활용, 성수기에 가수요 현상을   
방지하면서 국내업계도 보호하기로   

하였다.   

숙박대책은 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되었는데, 교통부는 1983년12월 

숙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숙박대책   

실무위원회와 숙박관리단을 차례로 구성,   
조직위의 숙박시설 확보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1985년 9월 서울올림픽대회   
관광객용 숙박업소 지정 및 운영요령을   

교통부ㆍ보건사회부 공동고시로 정정하고,   

1986년 5월 12일자로 관광ㆍ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동년 7월 시행령(대통령령 제11950호)과   

8월 시행규칙(교통부령 제841호)이   
공포되었다. 동 법률 제 3 조는    

지정호텔이 되면 세제상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조직위는 1985년 4월 의전국에 숙박과를 

신설하였으며, 동년 12월 의전국이    
국제협력국과 통폐합되면서 국제협력국   

산하로 개편되었다.   

1988년 7월 대회운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국제협력본부체제로 개편되고, 선수단 및   

인쇄매체 보도진을 제외한 대회   

공식참가자들에 대한 숙박업무는   
본부호텔운영단의 숙박운영차장이 맡아   

처리하였다. 숙박지원부장ㆍ숙박운영   

1부장ㆍ숙박운영 2부장 등 3부장과   
안내데스크담당관ㆍ편익담당관ㆍ예약금   

담당관ㆍIOC담당관ㆍ공항숙박담당관ㆍ 

IBC숙박담당관ㆍMPC숙박담당관ㆍ 
NOC담당관ㆍ귀빈담당관ㆍIF담당관ㆍ 

NSF담당관 등 담당관 11명이 실무를    

관리하였으며, 본부호텔에 숙박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본부호텔운영단의 숙박운영인력은   

조직위 직원 10명, 지원요원 12명,    
단기고용 11명, 자원봉사자  244명 등 모두 

277명이 근무하였다.   

국제협력본부는 본부호텔 운영단과는   
별도로 올림픽패밀리타운 운영단을 지휘   

감독하며 패밀리타운 운영단장 아래   

패밀리 숙박부장이 숙박업무를 맡았다.   

   
 

 

2. 숙박지원기구   
 

2.1. 관광숙박대책위원회   

교통부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14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 숙박대책위원회가    
발족, 1985년 1월 21일 첫 회의를 가졌다. 

숙박대책위 위원은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심의관, 국가안전기획부 올림픽지원   
기획단 담당관, 교통부 관광국장,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체육부 국제체육국장,   

보건사회부 위생국장, 서울특별시   
올림픽기획관, 인천시ㆍ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조직위 의전국장ㆍ   

관중편익국장, 관광공사 진흥본부장,   
관광협회 부회장, 숙박업 중앙회장,   

요식업 중앙회장 등 관계자들이었다.   

동 대책위는 제 1 차 회의에서 교통부가 
입안한 숙박대책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숙박시설의 능력판단, 운영대책,   

요금기준 및 시설의 개ㆍ보수 등 과제들을   
협의하고 동년 3월 21일 제 2 차 회의에서 

서울올림픽의 숙박기본대책을   

확정지었다.   
숙박대책위원회는 1986년 5월 12일   

‘올림픽 등에 대비한 관광ㆍ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관광숙박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1987년 2월 제 9차 회의에서 

숙박대상인원이 당초의 27만명에서   
24만명으로 조정되었다.   

조직위가 소요 산정한 24만명은   

대회관계자 4만명, 올림픽 관광객 2만명과 
평소 관광객 18만명이었다.   

 

1987년 4월 8일 열린 제10차   

대책위원회는 올림픽패밀리 숙소확보   
방안을 수립, 본부호텔 및 대회용   

지정호텔을 선정하는 등 서울올림픽대회   

숙박기본대책을 확정지었다.   

 

2.2. 관광숙박대책실무위원회   

관광숙박대책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숙박실무조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숙박대책실무위원회가 1986년  
공포된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   

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8 조에 근거를 두어 발족하였다.   
실무위는 교통부 관광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직위ㆍ서울시ㆍ교통부ㆍ보건사회부ㆍ  
안기부 등 정부부처 과장급과   
한국관광공사ㆍ관광협회ㆍ숙박업중앙회   

관계자 등 11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되었다.   
동 실무위는 1987년 1월 24일 첫 회의를 

가진 이래 1988년까지 숙박시설   

요금적용문제, 관광호텔 최종점검,   
지정호텔 사용객실수 최종확인, 숙박시설   

개ㆍ보수자금 융자 추진방안, 지정여관   

요금표시관리, 숙박대책결과보고서 작성   
등 광범위한 내용의 숙박대책실무사항을    

심의 결정하였다.   

 

2.3. 관광숙박관리단   

관광숙박관리단은 관광숙박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돕기 위해   

숙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에   

근거하여 발족되었다.   
관리단은 교통부 관광시설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교통부ㆍ보건사회부ㆍ   

서울특별시ㆍ한국관광공사ㆍ관광협회 등    
5개 기관 12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모두 상근직으로 근무에    

임하였다.   
관리단의 기능은 숙박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의 처리, 위원회 실무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산하기관의 행정지도    

및 감독, 위원회 상정안건 준비 및 기타   

서무업무 등으로 실무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를 다루었다.   

  

1.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올림픽패밀리타운 
개촌식에 참석한 후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1 

제18장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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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시설 확보   
 

1984년 일반관광객을 포함한 전체   

관광ㆍ숙박대상인원을 27만명으로 추정,   
숙박대책위는 1일 기준 최대 숙박인원을   

6만 2000여명으로 보고 1일 소요객실 3만 

8000여실로 계상하였다. 대회관계자   
3만명, 순수관광객 3만 2000명으로 1일   

대회관계자용 1만실, 순수관광객용 2만   

8000실이었다. 소요객실의 확보대책   
으로는 관광호텔 1만 6500실, 대회용   

아파트 1만 2000실, 지정여관 9,000실,   

민박가정 500가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다. 1986년 서울아시아대회를 

치르고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한 업무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서 숙박대상인원과   
숙박시설수급계획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기획ㆍ조정작업이 뒤따랐다.   

숙박대책위는 1986년 12월에 숙박수급 
판단을 위해 작업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조언을 받아 1987년 2월 개최된 제 9 차   

회의에서 전체 관광ㆍ숙박대상인원을   
24만명으로 조정하고, 1일 최대   

숙박인원은 당초보다 늘어난 6만 5000명,   

1일 숙박소요객실은 5만 8000실로   
추정하였다. 소요객실은 관광호텔   

분야에서 1만 6800실, 대회용 아파트에서   

1만 3000실, 지정여관에서 9,700실,   
민박에서 500가구, 선수ㆍ기자촌에서 1만   

8000실을 확보토록 계획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 숙박수급을 위하여   
실제로 확보된 숙박시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광호텔 : 1만 6806실   
대책위원회는 대회 공식참가자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제공을   

위해 1차로 관광호텔의 객실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수도권의 기존호텔과 대회 전에   

완공예정인 신축호텔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에서 75개 호텔 1만 5946실,   

인천지역에서 3개 호텔 390실,   

경기지역에서 8개 호텔 470실 등 86개 호텔 
1만 6806실을 확보하였다. 이 중에는    

1988년도 대회 전에 완공예정인 16개   

관광호텔 3,128실이 포함되어 공사지연의   
경우 차질을 빚을 위험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차질이 없었다.   

확보 호텔을 등급별로 보면 특급호텔    
26개에 1만 1188실, 1급호텔 20개에   

2,813실, 2급호텔 16개에 1,339실,   

3급호텔 22개에 1,272실, 유스호스텔   
2개에 194실 등이었다.   

관광호텔 선정과정에서는 시설의 적격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20여 항목에 걸친   
숙박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조사ㆍ면담ㆍ현장답사 등   

철저한 내용으로 시행되었다. 조사에서는   
특급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호텔의   

전산체제의 미비, 부대시설의 부족,   

증ㆍ개축의 필요성 등이 발견되어   
특급호텔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   

관광호텔의 완공을 독려하였으며, 그   

결과 특급관광호텔이 66%선에 이르렀다.   
•  지정여관 : 9,700실   

대책위는 관광호텔 확보 객실 외에   

부족되는 객실을 지정여관에서 확보키로   
하였다. 1987년 4월 제10차 관광숙박   

대책위에서 9,000실을 목표로 하였으나   

소요량이 늘어나 1988년 2월 숙박기본   
대책의 조정에서 9,700실로 늘려 잡게    

되었다.   

객실확보를 위해 서울지역에서만 300개   
여관업체를 관광ㆍ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조에 의거하여   

지정여관으로 선발하였다.   
재정지원을 받게 될 이들 지정여관의    

선정기준은 ① 외국인 관광객 수용에   

적합하고 깨끗한 외관을 갖춘 건물로   
② 숙박에 적합한 객실이 10실 이상   

있어야 하며 ③ 교통이 편리하고   

차량주차가 쉬울 것과 ④ 자체식당의    
구비여부 등이 대상이 되었다.   

•  민박 : 500가구   
민박가정의 지정은 단순한 숙소제공뿐   

아니라 외국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을 소개하고 국제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선발 기준으로는 건평 132㎡ 이상 가옥을 

원칙으로 하며 아파트ㆍ한옥ㆍ양옥을   

대상으로 하고 교통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였다. 한편 외국어 회화능력자   

보유 가정으로서 한국인의 긍지를 갖춘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민박에서는 지정 500가구 외에도 민박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로   

163가구를 확보해 두었다. 이들 663가구를 
사용 외국어별로 보면 영어 371가구,   

일본어 248가구, 프랑스어 9가구, 독일어   

14가구, 중국어 16가구, 기타   
5가구였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 19가구,   

실업인 343가구, 회사원 120가구, 언론인   

8가구,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20가구였다.   
•  선수촌ㆍ기자촌 : 1만 7920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일원 62만   

6664㎡의 대지 위에 선수촌 아파트 86개동 
3,692세대, 기자촌 아파트 1,848세대 등   

도합 5,540세대에 객실수로는 1만   

7920실을 확보하였다.   
선수촌과 기자촌은 규모ㆍ객실서비스·   

급식 등 숙박과 관련된 서비스면에서   

특급호텔 수준이었다.   
•  패밀리 아파트 : 1만 2960실   
선수ㆍ기자촌과 함께 패밀리 아파트도   

새로 건설된 숙박시설이다.   

 

1985년 10월 조직위는 서울올림픽   

대회시 부족이 예상되는 숙박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아파트를 건립,   

관광객이나 대회관계자의 숙소로 사용한   

후 분양한다는 방안에 따라 패밀리 아파트   
건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80번지 42만 

9754㎡ 대지 위에 56개동 4,494세대가   
건설되어, 이 중 3,890세대 1만 2960실이 

확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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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림픽패밀리타운 셔틀버스 승하차장 

3. 올림픽패밀리타운 안내표지판. 

4. 올림픽패밀리타운 숙소 앞에서 

올림픽패밀리가 모여 담소하고 있다. 

5. 패밀리타운 숙소 전경. 올림픽패밀리 1만 
7781명이 투숙하였다. 

6. 민박가정에서 저녁시간의 담소. 

7. 패밀리타운 전면.. 

2
3

4 

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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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부호텔 및 지정호텔 운영 
 

4.1. 숙소 및 객실 배정   

본부호텔은 대회관련 올림픽패밀리가   

투숙하는 장소로서 IOC 총회 등 주요   
국제스포츠기구의 회의가 열리며,   

대회관계 귀빈들을 위한 조직위의 각종   

업무활동과 서비스가 집중되는 곳이다.   
올림픽헌장 규정은 IOC 총회와 관련,   

IOC 위원 등은 적정한 가격으로   

동일호텔에 투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직위는 1986년 12월 31일 신라호텔을 

본부호텔로 지정하였다.   

신라호텔은 1979년 3월에 개관한    
특급관광호텔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202번지에 위치하여 총 객실   

636실, 식당 11개소, 회의ㆍ연회장 11개소, 
수영장ㆍ이용실 등 부대시설 다수를   

갖추어 본부호텔로는 적격이며, 특히   

조선왕조 말기부터 있었던 영빈관이 있어   
귀빈 접대에 좋은 장소로 손꼽혔다.   

조직위는 본부호텔 선정에 이어 636개   

객실 중 620개 객실에 대하여 객실   
제공기간을 1988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35일간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의 객실요금은   
서울특별시 신고요금으로 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IOC 위원에게는 IOC   

기준을 적용하여 우대하며, 조직위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요금의   

30%를 할인, 행사준비요원 객실은   

신고요금의 50% 할인을 받는 조건이었다.   
또한 회의 및 연회장 사용료는 1988년 1월 

1일 기준가격의 30%를 할인받기로 하였다. 

올림픽대회 숙박대상인원 중 관광객을   
제외한 올림픽패밀리에 대한 숙박처리는    

매우 중요한 분야였다.   

이들 올림픽패밀리의 인원파악 및   
확정작업이 착수되었다.   

숙박대책위원회는 1987년 4월 28일   

올림픽패밀리의 숙소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대상인원을 1만   

5000명, 소요객실수를 1만실로 추정하고,   

관광호텔분야에서 7,700실, 대회용   
아파트에서 2,300실 등 1만실의   

숙소확보대책을 세우고 대회용 지정호텔   

30개를 선정, 이미 선정된 본부호텔인   
신라호텔과 합하여 31개 호텔을   

확정하였다.   

동년 7월 요트경기 및 축구예선전이   
열리는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4개   

지방에 1개 호텔씩 패밀리용 지정호텔이   

선정되었다.   
당초의 패밀리 숙소확보 내용은    

대상인원 1만 5000명에 소요객실수   

1만실이었으나, 1988년 2월 23일 최종   
조정 때 대상인원 1만 8690명에 소요객실   
1만 2059실로 조정되었다. 소요객실은    

관광호텔 7,959실과 대회용 아파트   
4,120실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부 유럽 NOC의 초청인사들을    

위하여 별도로 대회용 아파트 600실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를 대비하여   

본부호텔 및 30개 지정호텔의 보유객실   
1만 1385실 중 70%에 달하는 7,959실에  

대해 대회기간 전후 35일간은 다른 예약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었다.   

본부호텔 및 30개 지정호텔과 대회용   

아파트에 숙박할 1만 8690명의   
올림픽패밀리의 선정 기준은 ① 등록카드   

발급 대상자(IOC, IF, NOC, OCOG,   

유치도시 및 참관단)를 우선으로 하고   
② 방송진ㆍ스폰서ㆍ공급업자ㆍ기술자ㆍ동시 

통역사 등 계약자와 ③ 조직위 초청인사   

및 경비 부담 대상자 ④ 스포츠과학   
학술회의 대표 및 IF총회 참가대표 등으로 

정하였다.   

이들을 대상기관별로 보면 IOC 458명,   
IF 2,491명, NOC 1,125명, OCOG 38명,   

보도방송기관 3,164명, 초청귀빈 710명,   

유치도시 및 참관사 410명, 스폰서ㆍ 
공급업자 7,100명, 기술자 80명, IF 총회   

참가대표 1,350명, 스포츠과학학술회의   

280명, 동시통역사 60명, 개회식 관련자   
122명, 문화예술 관련자 985명, 기타   

307명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에 대한 숙소배정에는 의전절차와   
업무수행의 능률과 특성이 고려되었다.   

 

첫째로 본부호텔에 투숙할 대상자   

선정은 본부호텔의 객실수가 620개로   
한정되어 있어 IOC와 조직위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투숙대상자는 IOC 위원장 및   

위원 200명, IF 회장 및 사무총장 등 55명, 
NOC 위원장 및 사무총장 등 305명,   

OCOG 차기대회 보고자 12명, 조직위   

위원장 등 48명으로 결정하였다.   
둘째로 본부호텔 외의 올림픽패밀리의   

숙소배정 기준은 우선 패밀리의   

희망호텔, 업무수행장소, 숙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고 올림픽패밀리 중 귀빈급은   
관광호텔에, 조직위 부담 대상자 및   

준패밀리는 가급적 대회용 아파트에   
투숙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기본원칙을 지키며 패밀리의       

그룹별 배정방침을 세워 귀빈에게는   
워커힐ㆍ롯데ㆍ힐튼ㆍ하이야트ㆍ조선ㆍ플라자 

등 6개 특급호텔의 객실을 조직위가 확보,   

의전 순위에 따라 배정하였다.   
다음으로 방송진은 IBC 인근 호텔에,   

IF 및 심판단은 경기장 인근 호텔에,   

스폰서ㆍ공급업자는 계약에 따라    
특급호텔이나 대회용 아파트에 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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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부호텔인 신라호텔 건물. 옆의 한옥은 

영빈관 전경이다. 

9. 서울올림픽대회 지정호텔인 
인터콘티넨탈호텔. 오른쪽에 무역회관이 

보인다. 

10. 지정호텔인 플라자호텔. 

11. 지정호텔인 하이야트호텔.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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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패밀리와 일반관광객이 한   

호텔에 숙박하게 될 경우 투숙객실층을   
따로 분리하고, 투숙대상자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안전대책은 대상자 중   

상위카테고리에게 제공되는 수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층별   

분리배정 기준을 지키기 위해 올림픽   

패밀리는 상위층 객실부터, 관광객은    
하위층 객실부터 배정하였다.   

이와 함께 올림픽패밀리의 국가별·    

단체별·기능별 사항을 고려, 능률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적대 국가간의 층별   

분리배정 외에도 정치·종교·언어·풍속 

등에 유의하여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4.2. 숙박관리   

조직위는 이보다 앞선 1987년 11월부터   

객실의 예약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예약업무의 추진을 위해 조직위는   

숙박안내서 및 예약신청서를 제작,   

제 1 차로 1987년 11월 10일 외국   
방송진에게, 2차로 11월 12일 IF,  NOC,   

스폰서, 기타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초청귀빈에게는 1987년 12월, 1988년 3월, 
4월 등 3차에 걸쳐 발송하였다. 예약신청   

마감날짜는 원칙으로 1988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예약신청서를 늦게 보내   
준 IOC인사들에게는 동년 8월까지   

접수일자를 최대한 연장해 주었다.   

예약조건은 조직위 및 정부의   
초청인사를 제외한 올림픽패밀리에게는   

최저 투숙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예약금   

수준은 각 호텔 실투숙 객실료의   
70~90%선으로 하여 사전에 조직위에    

납입토록 하였으며, 잔여금은 입숙시   

투숙호텔에 내도록 하였다.   
만약의 경우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을    

환불받고자 할 때는 대회 4개월 전인    

1988년 5월 31일까지는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회 3개월 전인 6월   

30일까지는 예약금의 5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월 1일 이후의 취소는   
환불하지 않기로 하였다. 객실요금의    

수준은 관광호텔의 경우, 일반관광객에게    

적용했던 1987년도 현행요금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더블/트윈의 객실요금은 1988년 9월 1일   

현재 미달러화 대비환율 717원을 
기준으로 하여 ① 특급호텔 원화 8만   

5000∼11만 2500원, 미화 118∼157달러 

② 1급호텔 원화 5만 3400∼6만 8500원, 
미화 74∼96달러 ③ 2급호텔 원화 3만   

8100원, 미화 53달러 ④ 3급호텔 원화 3만 

5200원, 미화 49달러 등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올림픽헌장의 숙박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거하여 조직위가 객실료를 부담하여야   
할 올림픽패밀리는 ① IOC의 위원·    

분과위원·자문위원·사무국 직원과 IOC   

초청인사 ② IF의 회장 및 사무총장 ③ 각   
NOC 위원장 및 사무총장 ④ OCOG 인사   

등이다. 이들에 대하여는 헌장에 규정된   

IOC 기준의 차액을 조직위가 부담하였다.   
헌장에 규정된 IOC 기준은 1인 1실 미화   

60달러, 2인 1실 미화 90달러 수준으로,   

특급호텔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예약금 관리는 숙박료 담당부서인   

조직위 숙박과에서 맡고 예약금 수납은   
한국외환은행에서 대행하였다. 조직위는    

올림픽패밀리로부터 173억 1300만원   

상당의 예약금을 받아 대회 개최 1개월   
전에 예약금의 80%를 1차적으로   

숙박업체에 전도하였으며, 잔여 예약금   

20%는 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2차적으로 전도, 정산하였다.   

올림픽패밀리가 실제 예약한 인원은    

1만 8740명이었으나 투숙인원은 1만   
7781명을 기록, 투숙률은 95%였다. 이들   

투숙인원은 숙소별로 본부호텔에 793명,    

지정호텔 1만 1433명, 올림픽패밀리   
타운에 5,555명이었다.   

일반관광객이 예약한 숙박시설별   

실태는 ① 관광호텔의 경우 1만 6806실이  
확보된 데 비해 예약 1만 6771실을 기록,   

99.8%의 예약률을 기록하였고   

② 올림픽패밀리타운 1만 2960실 확보로   
전량 예약이 되어 100%를 기록하였으며   

③ 확보된 지정여관 9,700실은 예약이    

4,361실에 그쳐 예약률 40%라는 저조한 
현상을 나타냈고 ④ 민박가정 역시   

500가구가 확보된 데 비해, 예약이   

266가구에 그쳐 예약률은 53.2%에 지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일반관광객도   

고급시설을 찾는 경향이 있었다.   

조직위는 이들 올림픽패밀리와   
일반관광객에 대한 객실배정 및 투숙편의   

제공 목적으로 본부호텔에 숙박지휘소를   

설치하고, 지정호텔에는 숙박안내   
데스크를 설치 운영하였다. 운영인력은   

숙박지휘소에 62명, 안내데스크에   

214명이 투입되었다.   
지정호텔의 각 안내데스크는 입·퇴숙에  

관한 투숙관리를 전담하면서 투숙객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과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었고 종합안내책자 등 20여종의    
홍보물을 비치 배포하였다.   

   

 

5. 패밀리타운 운영   
 

5.1. 패밀리타운 건설   

패밀리타운 건설은 서울 올림픽대회를    

찾는 올림픽패밀리 및 관광객의   

숙소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선수촌 및   
기자촌 건설과 함께 조직위의 ‘3대   

숙박시설 신규건설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또한 대회 기부금부 입찰제   
분양으로 대회기금조성에 기여하고   

분양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주택보급에도   

기여한다는 일석이조의 부차적인 목적을   
가진 패밀리타운의 추진은 대회기간에   

소요되는 약 6만 객실 중 21.7%인 1만   

3000여 객실을 제공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이다.   

패밀리타운은 올림픽주경기장에서 4km   

거리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지구의 총   
대지 42만 9754㎡ 면적 위에 1987년   

3월부터 1988년 5월까지 15개월 기간에   

13∼15층 아파트 56개동 4,494세대의   
규모로 건설되었다. 이 중 대회용   

아파트로 책정된 것은 3,890세대로   

객실수는 1만 2960실, 침대수는 1만   
7322개였다. 전체적인 건설은 올림픽   

숙박대상자를 위한 객실확보에 크게   

여유를 가졌다. 이 여유객실은   
운영요원들의 경비실·안내데스크나   

숙소로 활용되었다.   

패밀리타운에는 이밖에도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가 4동과 동사무소·   

우체국·파출소로 쓰일 공공시설 및   

교육·의료·체육시설 등을 다양하게   
갖추었다.   

동 패밀리타운 건설은 제12차   

서울올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에서    
1985년 6월 건설사업의 형태를 조직위의   

신규수익사업으로 하고 단지개발은   

대한주택공사가 맡아 실비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건원·우양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설계하고,   
(주)대우·럭키개발(주)·롯데건설(주)·   

태평양건설(주)·선경건설(주) 등 5개사가   

합동사업단을 조직하여 총 사업비 약   
2600억원에 건설하였다.   

패밀리타운 4,494세대에 대한   

분양사업은 공사 착공연도인 1987년 5월과 
7월 2차에 걸쳐 실시하였고, 동년   

12월까지는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다.   

이들 분양 아파트의 평형별 규모는   
① 32평A형 600세대 ② 32평B형 900세대 

③ 43평형 900세대 ④ 49평형 1,416세대 

⑤ 56평형 558세대 ⑥ 68평형 120세대이다. 
 

5.2. 숙소운영   

패밀리타운의 숙소 56개동 3,890세대 1만 

2960객실에 대한 운영은 힐튼호텔 40%,   
롯데·워커힐·플라자호텔 각 20%의   

지분율을 가지고 합동으로 운영되었다.   

제18장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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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와의 객실운영 용역액은 88억   

5000만원이며 1988년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30일간 관광호텔방식의 서비스   

수준으로 하여 린넨류의 시트외 5종과   

객실용품류 침대외 15종 및 소모품류   
메모지외 29종은 규격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객실현황은 ① 32평형(이코노미형)이   
1,300세대 2,600객실에 싱글과 트윈이    

각각 1,300실 ② 43평형이 780세대   

3,120객실에 싱글 1,560실, 더블과 트윈이 
각각 780실 ③ 49평형이 1,224세대   

4,896객실에 싱글 2,448실, 더블과 트윈이 

각각 1,224실 ④ 56평형이 482세대   
1,928객실에 싱글과 더블이 각각 482실,   

트윈이 964실 ⑤ 68평형 104세대   

416객실에 더블 312실, 트윈   
104실이었으며, 객실유형은 싱글이    

5,790실로 45%, 더블이 2,798실로 21%, 

트윈이 4,372실로 34%였다.   
객실요금은 1일 싱글 4만원, 더블 4만   

8000원, 트윈 5만 2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대형 싱글 8만원, 대형 더블 14만 4000원, 
대형 트윈 10만 4000원을 곁들였으며   

서비스 차지는 10%를 별도로 가산하였다. 

세대별 요금은 ① 32평형 9만 2000원,   
127달러 ② 43평형 18만원, 251달러   

③ 49평형 18만원, 251달러 ④ 56평형 19만 

2000원, 267달러 ⑤ 68평형 19만 6000원, 
273달러로 책정되었다.   

객실 판매내용은 ① 올림픽패밀리에게   

1,258세대 4,720실 ② 일반관광객에게   
2,632세대 8,240실이고, 일반관광객의   

경우 입장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이   

1,871세대 5,948실, 기타 여행사 판매분이 
761세대 2,292실이었다.   

올림픽패밀리를 위한 예약은 조직위   

숙박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일반관광객을 위한 예약은 예약금   

납부시기별로 각각 규정을 달리 두었다.   

① 1987년 9월 30일 전에는 예약시 20%를 
납부하고 잔금은 3회 분할 납부토록   

하였는데 1차는 동년 12월 31일까지 20%, 

2차는 1988년 3월 31일까지 20%, 잔금은 
투숙시에 내도록 하였다. ②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예약시에 50%를 납부하고 

납부 잔액은 2회 분할 납입토록 하여   
1차에 1988년 3월 31일까지 20%를,   

잔금은 투숙시에 내도록 하였다.   

③1988년 3월 31일 이전에는 예약시   
80%와 투숙시 완불토록 하는 한편, 그   

이후 예약시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토록   

하였다.   
객실배정에는 다음 원칙을 적용하였다.   

대회관계자의 경우 ① 조직위 각 해당부서 

및 국내경기연맹 등이 효율적인   
투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단체별로 동일   

지역에 근접 배치 ② 초청귀빈, NOC   

양도가능카드 소지자와 IF 기술임원 및   
심판단 등 조직위가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사는 패밀리타운 주차장   

인근에 집중 배정 ③ G, GV카드 소지자는   
개인별로 예약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그들의 신분을 고려할 때 상이한 투숙자를   

같은 1세대에 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고급객실보다도 객실유통이   

용이한 32평형(이코노미형)에 배정하고   

④ 등록카드 소지자는 안전경비를 위하여   
일정 지역에 집중 배정하였다.   

일반관광객의 경우에는 단체인원을   

우선하여 집중 배치하고 개인별 관광객은   
요금수준과 기호에 따라 배정하였다.   

패밀리타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에 메인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숙소의 각 동별로도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 관리 및 각종   

안내업무를 맡게 하였다. 사업단은   
객실내의 린넨류의 세탁 교체, 집기류의   

정돈 등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며,   

아파트단지내의 쓰레기 청소 및   
오물수거는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시행케   

하였다.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합동사업단이   
시설점검반과 보수팀을 별도로 편성,   

시설점검반은 일일점검ㆍ정기점검ㆍ   

수시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발생ㆍ   
단전사고ㆍ급수사고에 대한 비상체제를   

갖추었으며, 5개 건설공구별로 보수팀을   

구성 상주하여, 하자 및 영선사유 발생에   
대비하였다.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올림픽패밀리타운에 투숙한 연인원은   
20만 3745명으로 1일 평균 6,790명이   

체류하였다.   

 

5.3. 급식운영    

패밀리타운 급식운영은 1988년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30일단 경내   

대식당에서 카페테리아방식의 뷔페로   

공급되었다.   
대식당은 5,369㎡의 넓은 공간에 6인용   

식탁 500개, 좌석 3,000석으로 주배식대   

10개소, 디저트코너 4개소, 음료코너   
4개소, 커피코너 8개소를 갖추고, 주방   

2,291㎡와 창고 641㎡, 종사원 락커   

357㎡, 기타 시설 1,557㎡ 등이 갖추어져    
전체 규모는 1만 215㎡를 차지하였다.   

급식은 테이블서비스로 양식ㆍ일식ㆍ   

중국식 식단이 제공되었는데, 조직은   
식잔 76여종의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중식은 93여종의 특급호텔 식단 중 대중성 

있는 식단으로, 석식은 98여종의 3일   
주기로 바꾸어 제공되었다.   

식사요금은 조식 6,400원, 중식ㆍ석식은 

1만 2000원 수준이었다. 조식요금은   
패밀리타운 숙박료 납입시에 사전   

징수하였고, 중식ㆍ석식대는 그때그때   

이용객이 필요한 만큼 판매하였는데, 10매   
이상 구입시에는 10% 할인의 쿠폰제를   

병행하였다.   

 

식당시설은 출입구 4개소에 안내센터가   

설치되고 주배식내는 10레인을 마련하여   
일시에 밀리는 식사인원을 충분히   

감당해내게 하는 한편, 대ㆍ소 화분   

380개와 식당내 동선을 지시해 주는   
플랜트박스 40개 및 각종 지시안내봉ㆍ   

서비스코너 등이 준비되었다.   

소요된 식자재의 총량은 21종   
519톤(수입 76톤, 국산 443톤)이며   

금액으로는 11억 2900만원 상당이었다.   

이들 식자재는 생산지나 구매처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안전호송되어 식자재   

창고에 냉동ㆍ냉장으로 저장되었다.   

급식 이용객은 매식별로 조식 19만   
9474명, 중식 5,057명, 석식 1만   

5899명으로 총 22만 430명이었다.   

패밀리타운 운영단은 운영요원들의    
식사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670석 규모의   

종업원식당을 단지내 상가 4층에 설치   

운영하였다. 운영은 대회 훨씬 이전인   
1988년 8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장기 

운영, 대회준비와 사후처리 기간까지   

감안하였다. 음식점 명동이학이 용역을   
맡아 2일 주기의 한식 식단으로   

제공하였다.   

 

5.4. 편익시설 운영   

패밀리타운 편익시설은 합동사업단에서   
업종별 전문업체나 관련기관을   

운영업체로 선정, 19개 종목을 위탁   

운영하였다. 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합동사업단과 운영업체간에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조직위에서는 그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며 운영실태를   
감독하고 행정사항을 지원하였다.   

편익시설 19개 종목은 쇼핑센터와   

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은행ㆍ항공사ㆍ관광   
안내소ㆍ이/미용실ㆍ세탁소ㆍ렌터카ㆍ  

의무실ㆍ비지니스센터ㆍ스넥코너·    

고급식당ㆍ자동판매기ㆍ여행사ㆍ화원 등   
16개 편의시설과 디스코텍ㆍ민속공연장·   

테니스장 등 3개 위락시설이었다.   

운영시간은 주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이고 전신전화국ㆍ의무실·    

렌터카ㆍ비지니스센터ㆍ자동판매기는    

24시간 운영하였으며, 디스코텍은 하오  
6시부터 6시간, 민속공연장은 밤 10시부터 

2시간을 운영하였다.   

 

 

 
 

 

 
 

 

 
 

 

 
 

 

 
 

 

 
 

 

 
 

 

 
 

 

 
 

 

 
 

 

12. 패밀리타운 식당에 게시된 식단안내판. 
좌석 3,000석의 대식당은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뷔페식으로 운영되었다. 

13. 송파구 문정지구 13-15층 아파트 
56개동이 들어선 올림픽패밀리타운. 

12 

13 

패밀리타운 객실 판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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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운영실태를 살펴 보면   

① 롯데쇼핑이 위탁 운영한 쇼핑센터는    
1,266㎡ 공간에 22개 코너를 설치, 6만   

6000명 고객유치에 3억 7000여만원의   

매상을 올렸고 ② 진로유통에서 위탁   
경영한 스넥코너는 7만 7000명 고객유치에 

2억 3408만원 어치를 판매   

③ 동양맥주에서 위탁 경영한   
민속공연장은 1만 5710명 유치에 판매실적 

2318만원 어치를 올렸다.   

19개 편익시설의 총 이용객은 27만    
9265명, 판매액은 7억 5888만원에    

이르렀다.   

 

5.5. 운영조직 및 인력   

올림픽패밀리타운의 운영체계는 이원화   
조직체계로 조직위가 주체가 된   

패밀리타운 운영단과 사업시행자로서의   

‘합동사업단’의 조직체계였다.   
패밀리타운 건설단계에서 조직위는   

5개사로 된 건설합동사업단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였고, 건설사업을 마친 후   
1988년 7월 대회운영을 위한 현장전개   

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직위는 패밀리타운   

운영단을 구성하였다.   
 

패밀리타운은 1단장, 1차장, 1실장,   

5부장, 18담당관으로 편성되어   
합동사업단의 숙소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지원을 하였다. 5개 건설회사와 4개   
호텔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합동사업단은 1단장, 3본부장,   

2총지배인, 1부총지배인, 1실장, 11부장,   
42과장 등 호텔사업의 업무체계로   

편성되었다.   

운영인력은 패밀리타운 운영단에    
조직위 15명, 지원 38명, 단기고용 180명, 

용역 4명 등 총 237명이 투입되었고,   

합동사업단에는 이들 인원의 20배가 넘는 
4,954명이 투입되었다. 이같이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은 패밀리타운의 운영을   

합동사업단이 직접 관장하는 주체였기   
때문이며, 합동사업단의 3대 운영본부인   

객실운영본부에 3,077명, 식당운영본부에   

900명, 지원사업본부에 977명이 각각   
투입되었다. 이처럼 패밀리타운 운영에    

봉사한 총 인력은 운영단과 사업단을    

합하여 5,191명이었다.   
 

 

6. 회고와 평가   
 

서울올림픽에 다녀간 24만여명의   

올림픽패밀리가 편안한 숙소에 투숙,   
불편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조직위와   

교통부·서울특별시 등 유관부서의 치밀한   

사전계획과 종사자들의 희생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소요추정단계에서 24만명 5만   

8000객실의 확보방안으로 계획되었던   
기자촌·선수촌 1만 8000실과 패밀리타운   

1만 3000실 등 3만 1000실이 예정대로 확보 

제공되었고 86개 관광호텔, 300개   
지정여관, 민박 500가구에서 2만 7000실을 

충당한다는 계획도 큰 오차가 없는 

이용률을 보여 계획의 치밀성이   
입증되었다.   

숙박대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부와   

관련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였다.   
1985년 숙박대책 수립을 위하여   

숙박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 숙박기본대책을 세웠고,   
1987년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관광숙박대책 실무 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결정사항을 다루는   

관광숙박관리단이 설치되어   

① 기본정책 결정 ② 실무사항 심의 결정   
③ 실무관리의 체계가 확립되었던 것이   

성공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제18장 숙박 

올림픽패밀리타운 운영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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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제정 공포된 관광ㆍ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호텔에 대한   
세제혜택과 객실예약제 실시로   

객실확보의 확실성이 보장되어   

올림픽패밀리는 예약비 95%의 투숙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수요의 예측이 빗나가 기대했던   

숙박객을 맞지 못한 숙소가 많았다.   
관광호텔과 패밀리타운은 예약률   

100%였으나 지정여관은 9,700실 확보에 

40%, 민박은 500가구 계획에서 53%로,   
올림픽 관광객들도 고급호텔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올림픽에서의 숙박업무는 단순한   
숙식제공 이외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패밀리타운에서는 각종   

편익시설이 제공되어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14. 올림픽패밀리타운 객실 내부. 

15. 투숙자들이 패밀리타운 선물가게에서 
쇼핑하고 있다. 

16. 패밀리타운에 안내센터가 설치되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7. 패밀리타운 OB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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