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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자질높은 인력을 
조기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한 후 반복적인 

교육과 연습을 통하여 정예화함으로써 대회의 

차질없는 운영을 이룩한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조직위는 서울아시아대회의 인력운영 경험을 

토대로 인력수급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 계획과 
방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총 4만 

9712명의 대회운영요원을 확보하였고 대회가 

임박하면서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배치,반복적인 
교육훈련과 예행연습을 통하여 전체 인력의 

정예화에 성공, 원활하고 합리적인 대회운영이 
가능하였다. 

대회운영인력은 조직위 직원 1,453명, 

자원봉사요원 2만 7221명, 지원요원 1만 8281명 
단기고용 2,775명이었다. 서울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봉사는 대회의 성공적 완수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땅에 자원봉사정신을 

활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언어서비스를 담당할 요원 5,725명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발 확보되었으며, 이들은 

공식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외에 실무어인 
에스퍄냐어ㆍ독일어ㆍ러시아어를 비롯 23개의 각국 

언어를 구사, 외국인 대회참가자와 관중에게 

봉사하였다. 
운영요원들에 대한 급식은 도시락과 

패스트푸드로 나누어 각기 업체를 선정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단을 구성 
공급하였으며, 식음료는 19개 업체로부터 22개 

품목을 휘장사업으로 확보, 공식참가자와 

운영요원들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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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1.1. 목적과 방침 

모든 조직, 모든 행사는 그 조직의 
구성원인 인력의 질에 의해 성패가 

결정된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완수가 적정수의 우수인력 확보와 
그 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관리에 있다는 

판단 아래 ① 최적정 규모의 대회운영인력 

책정 및 우수인력의 조기 확보 지정 
②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소양 및 

업무처리능력 배양과 현장적응력 향상 

③ 대회 참여요원에 대한 완벽한 
급식운영과 적정수준의 처우 및 격려 등의 

3대 목적을 설정하였다. 

조직위는 3대 목적달성을 위하여 
인력관리업무 추진방침을 수립하였다. 

적정규모의 소요인력 책정 
경기장ㆍ행사장운영본부 및 기능부서와 
구체적으로 협의, 기능별 근무기간과 

근무시간대별 교대근무를 감안한 

실소요인력을 면밀히 검토 책정한다. 
일정수준 이상의 우수인력 조기 확보 및 
지정 
확보인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언어ㆍ지식ㆍ 
품행의 3요소에 대한 요건을 정립, 

우수인력이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사후 

교육부담을 경감하며 책임과 난이도 높은 
직무를 담당할 기간요원은 조직위가 

경기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확보하고, 

자원봉사요원은 1985년 10월 공개모집시 
응모한 개인ㆍ단체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운영인력 선발과정에서 
서울아시아대회 유경험자를 가능한 한 

계속 참여토록 유도하며, 우수통역안내원 

확보와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재외동포 활용분야와 인원수를 

미리 정하여 참여시키고, 

국내자원봉사자와 동일수준의 처우가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배려, 

조기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의 적절한 활용 
내실있는 교재 개발과 교육방법 개선 및 

신중한 강사 선택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며 

교육과정을 통하여 참여의지와 품행을 
점검, 요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양교육과정에서부터 각 대회운영본부가 

직접 참여토록하여 대회운영본부와 
소속요원간 적절한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소집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에 관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안전한 급식운영 및 식음료 공급  
근본적으로 식중독 사고 및 안전위해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표준위생시설 및 

식단을 개발하며, 특히 이동급식(도시락 
및 간편식)의 경우 선진국수준의 

제조ㆍ보관ㆍ수송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위가 앞장서 관련 행정기관 및 업계를 
계도한다는 것이다. 

 

 

식음료는 휘장사업으로 확보된 물품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최소한으로 유상구매하고 

급식대상은 업무수행상의 경중에 따라 

품목과 수량을 차등 공급하며 식음료의 
특성상 신선도와 안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 및 공급장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적정수준의 처우와 격려품의 제작 배부 
대회운영요원의 교통비는 실비보상 

측면에서 자원봉사자와 지원요원에게 
지급하고 출장비는 용역업체요원을 

제외한 모든 대회운영요원에게 지급하며, 

대회 직ㆍ간접 참여인원 모두를 대상으로  
기여도에 상응한 증표를 조기에 제작 

배부하고, 참여기념 증표는 장소별로 

대회 종료와 동시에 격려회 등의 
의식절차를 통하여 개인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것이었다. 

 

1.2. 추진경위 

서울올림픽대회 인력관련업무는 수급계획 
수립, 모집 및 확보, 선발 및 교육, 배치 

및 운영의 4단계로 구분 추진되었다. 

제1단계인 수급계획 수립에서는 
장소별ㆍ자원별 소요인원, 장소별ㆍ직군별 

소요인원, 직무별ㆍ근무시간별 소요인원의 

책정과 급식 및 식음료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단계 모집 및 확보에서는 

자원봉사요원의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지원요원과 단기고용요원을 확보하였다. 

제3단계 선발 및 교육에서는 

자원봉사요원의 선발과 이들에 대한 
기본소양교육, 신원조사 의뢰 등이 

추진되었다. 

제4단계 배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장소별 배분 및 직무 부여, 장소별 

적응교육 및 예행연습, 등록카드 발급 및 

유니폼 지급, 급식 및 식음료 운영, 
대회투입 운영 등의 업무가 추진되었다. 

위의 추진업무를 연도별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대회운영인력의 소요산정, 모집, 선발, 

확보 등의 업무는 서울아시아대회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양대회 
조직위 사무처가 단일기구로 통합되어 

있어서 인력의 수급계획과 계획의 집행이 

양대회를 종합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요원은 1985년 9월에 

공모를 개시, 동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11만 6294명의 응모자 중 1만 7411명을 
서울아시아대회 요원으로 선발 

확보하였다. 

1986년 9월에 개최된 서울아시아대회시 
총 5만 5990명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동년 

12월부터는 서울올림픽대회 운영요원 

현황파악 및 분석에 착수하였다. 
대회운영인력의 소요책정은 1987년 

1월부터 착수하여 동년 3월에 끝냈고 

담당관급 이상 간부요원은 동년 7월부터 
확보에 착수, 1988년 3월에 지정을  

완료하였다. 

 
 

자원봉사요원은 1987년 2월부터 선발에 

착수, 1988년 3월에 배치완료하였으며, 
지원요원은 1987년 4월부터 1988년 3월 

사이에 확보, 지정을 완료하였다. 

대회운영요원의 수급업무를 주관할  
인력지원단은 1988년 7월에 발족, 대회 

종료시까지 운영되었다. 

대회운영요원 교육은 1987년 3월에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9월에는 교육교재를 개발하였다. 

운영요원에 대한 급식문제는 1987년 5월에 
급식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0월부터 

1988년 5월 사이에 급식 공급업체의 

선정을 마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6월에는 식음료 확보 및 운영지침을 

확정하였다. 

대회운영인력에 대한 처우 및 격려 
사항은 1987년 7월부터 동년 12월 사이에  

처우ㆍ격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였으며, 1988년 3월에는 동 계획을 
확정 시행하였다. 참여증서와 대회 

지원ㆍ협력기관에 대한 감사패의 제작, 

배부 및 수여는 1988년 4월부터 착수하여 
동년 12월에 완료하였다. 

 

1.3. 조직 및 인력 

대회운영인력의 선발ㆍ교육ㆍ배치ㆍ운영 등 

인력수급업무의 주관부서인 인력국은 
1986년 3월 인력물자국에서 독립하여 

인력1과와 2과의 기구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인력1과의 업무범위는 
대회운영요원의 확보ㆍ지정 및 관리였고, 

2과는 대회운영요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자원봉사요원의 소양교육 및 
기간요원의 직무교육을 담당하였다. 

1986년 7월에는 인력국에 

후생담당관실이 신설되었고, 1987년 
11월에는 인력관리담당관실이 

신설되었다. 후생담당관실은 

대회운영요원의 급식계획 수립 및 운영, 
식음료 공급계획 수립 및 운영, 대회 

참여요원에 대한 처우 및 격려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력관리담당관실은 
긴급대책 인력의 확보와 운영, 자원봉사 

친목회 및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였다. 

대회가 임박한 1988년 7월 1일에는 
인력업무의 현장체제 전환을 위해 

인력지원단을 편성 발족하였다. 단장 

휘하에 관리차장ㆍ교육차장ㆍ후생차장의 
3차장과 상황부ㆍ운영부ㆍ관리부ㆍ교육 

1부ㆍ교육2부ㆍ급식부ㆍ처우격려부의 

7개부로 조직되었으며, 그 인력구성을 
보면 조직위 직원 31명, 자원봉사 486명 

지원요원 9명, 단기고용 30명 등 총 

556명이다. 

1. 시상요원의 활동은 우아한 한복만큼이나  
시선을 끌었다. 

1 

 제 4 장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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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위원회 직원 
 

2.1. 직원 인사제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체로서 사무처 인력은 

자체시험에 의해 선발한 채용직원과 
행정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의 

파견직원이 한 조직 속에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회가 
임박해지면서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경기ㆍ행정ㆍ문화예술ㆍ서비스ㆍ통신 등 

다양한 업무와 직결되고, 정부·군ㆍ학교 
체육회ㆍ경기단체 등 법인ㆍ단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이질적이면서 
전문성을 지닌 올림픽대회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채용직원과 파견직원의 처우에 

있어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과 대회 
종료 후 해산될 조직위 채용직원에 대하여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 인사관리상 특성으로 나타났다. 
조직위 사무처 직원은 대회준비단계 

에서부터 대회가 끝나기까지 조직위의  

대회준비 및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인력으로서 1981년 12월 28일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자체에서 채용한 

자체직원과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제9조(경기대회요원의 파견요청)에 따라 

파견된 파견직원(공무원, 법인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직원의 직종은 별정직ㆍ일반직ㆍ전문직· 
기능직 및 조무직의 5개 직종으로 
분류되었는데, 별정직은 사무총장· 
사무차장ㆍ기획조정실장이며, 일반직은 

기술·연구 또는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1급에서 6급까지 분류되었으며 

1급은 국장급, 2급은 과장급 직위에 

보직되었다. 
전문직은 채용계획에 의해 일정한 

기간 특수전무분야에서 조사·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자이며, 기능직은 
3개 등급으로 분류, 전기ㆍ통신ㆍ기계 등 

기능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무직은 

타자ㆍ계리ㆍ전산 등의 업무로 단순업무를  
처리하였다.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원소속기관의 직급을 고려하여 보직 

임용되었다. 
조직위 사무처 직원은 올림픽대회의 

경기분야와 행사분야 전반에 걸쳐 

기획·준비하고 운영관리하는 핵심적 
존재인 만큼 그 선발과 확보에 엄격한 

규정과 일정한 정령이 필요하였다. 

본격적인 대회준비단계에 돌입하면서 
대회인력의 필요가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대회 종료 후 직장보장 등 사후관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의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부족인력은 

정부기관, 각급법인, 단체 등의 직원을 

파견받아 보충하는 한편, 직원이외의 
추가소요 인력은 수습사무관과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각 부서에 배치 활용토록 

하였다. 지원요원으로 충원이 곤란한  
일부직종에는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전문직을 채용하였다. 

또한 조직위 사무처 직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타자원ㆍ조무원ㆍ방호원 등 

조무직 직원의 사기진작과 서울올림픽 

대회 종료 후 취업보장의 합리화를 위하여 
1987년 9월 조무직 직종을 폐지하고 

일반직 7ㆍ8급으로 임용하였다. 

조직위는 인사권이 원소속기관에 있는 
파견직원의 사기저하와 채용직원의 

지휘통솔 곤란 및 대회 종료 후의 

직장보장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 
등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전 직원의 사기앙양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 1981년12월31일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1983년8월25일에는 그 시행령도 

마련하였다. 공무원 및 법인ㆍ단체 직원의 

조직위 파견근거를 제공하고 파견직원의 
승진ㆍ근무성적 평정ㆍ포상 등 인사상 

권익을 보장하며, 채용직원들의 대회 

종료 후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취업보장위원회를 설치, 1987년 

12월 31일까지 취업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였다.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시험은 

직종별 또는 직급별로 실시하였다. 시험은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시험의 
공고는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5일 이전에 

하였다. 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실기시험 및 서류심사와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 실시되었는데 필기시험의 

출제수준은 일반직 5급 이상이 대학졸업 

학력 정도로, 일반직 6급은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정도로, 기능직 및  

조무직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심사할 수 있는 정도로 하였으며, 
면접시험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그리고 창의력ㆍ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5가지 평정요소로 

능력과 적격성을 심사하였다.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ㆍ경력 및 기타 능력을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직종의 
하위직급 직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 1급의 승진은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 2급 직원 중에서 조직위 
업무발전에 공헌한 실적과 능력ㆍ경력 및 

인품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임용 

하였다. 우수직원의 경우 특별승진하여 
임용할 수 있는데 우수직원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조직위의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나 
창안의 채택으로 특별상을 수상한 경우 및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경우이다. 
 

일반직3급 이하 직원과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ㆍ경력ㆍ교육성적 평정 
등을 실시하여 승진 임용,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였다. 근무성적 평정은 

당해직원의 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고, 경력평정은 

조직위에서 근무한 기간을 대상으로 

당해직급의 근무경력과 당해직급의 
하위직급의 근무경력으로 구분 평정하였다. 

교육성적 평정은 평정대상 직원이 

선택한 외국어 해득능력으로 평정하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자체시험으로 평가하였다. 

보직관리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휴직, 
직위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부여를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2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직급의 직원을 겸임시킬 수 있고, 
사고발생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또한 임용권자는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타부서의 
업무폭주로 인력자원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하였다. 

직원의 보수는 일반적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급별로 정하고, 보수 외에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하였다. 
조직위원회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이 정부기관에 
포상을 추천하거나 표창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 포상의 추천 및 자체 표창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직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하며 조직위의 제규정을 

준수,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4 장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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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의 허가없이 직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직원이 정관 또는 조직위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경우, 직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조직위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조직위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는 

파면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되는데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며,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회개하게 하는 것이다. 

파견직원은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단체로부터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분하였다. 임용권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와 채용직원만으로는 
조직위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및 조직위의 인력운영상 

파견직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행정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직원의 자격요건은 위원장이 

정하고, 파견직원의 보직은 원소속 

기관에서의 직급, 경력, 본인의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도록 하며 

직급별 대우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파견직원의 포상 추천은 조직위에서 
6개월 이상 파견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파견직원을 파견기간 만료 전에 

복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직권면직ㆍ휴직ㆍ 
직위해제 및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와 

위원장이 파견직원의 기간 전 복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2.2. 직원충원 

조직위는 자체 채용직원을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성적순에 따라 충원했는데 
1983년 7월, 1985년 3월, 1986년 5월 세 

차례에 걸쳐 196명을 공개채용하였고, 

시험은 서류전형,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 실시하였다. 

자체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ㆍ경력ㆍ학력ㆍ연령ㆍ사명감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함으로써 우수인력을 확보하였다. 

선발기준은 1급에서 6급까지 6개의 
직급별로 심사대상 항목에 차등을 두고 

어학수준은 1급이 토익성적 730점 이상, 

6급이 350점 이상으로 하였고, 경력은 
6급이 1년 이상, 3급부터는 5년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학력은 6급이 

전문대학졸업, 나머지는 4년제 대학졸업 
이상으로 하였다. 연령은 1급이 50세 

이하, 그 다음부터는 각 급별로 5세씩 

차이를 두고 5급과 6급은 30세 이하로 
정하였다. 단, 특정분야의 우수 

전문경력자는 어학수준을 1등급씩 

하향조정하였고, 사명감 평가는 면접에 
의하였다. 

 

한편, 조직위는 1981년부터 

공개채용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기· 
문화행사ㆍ의전 등 특수분야의 필수요원에  

대하여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별로 

임용예정부서의 추천에 의한 
특별채용으로 충원하였다. 

공무원의 파견은 1984년 이전의 경우 

조직위에서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총무국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였고, 

지원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기관에 
개별적으로 파견 요청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그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였다. 

조직위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 
총무국에서 기관별ㆍ직급별 인력수급 

계획서를 작성하고 총무처ㆍ체육부· 

경제기획원 등과 인력수급계획을 협의, 
각급 기관에 직급별 파견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며 토익(TOEIC) 시험 및 면접실시 

후 적격자를 결정,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기관에 파견을 요청하였다. 

2. 조직위 직원 인사관리에 여념이 없는 
인사과 직원들. 

2 

직급별 채용기준 

연도별 인력확보현황 

직급별 인력확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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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조직위는 대회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우수  
민간기업 직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 1984년 11월 21일 현대ㆍ삼성ㆍ럭키 

금성ㆍ선경ㆍ대우ㆍ쌍용ㆍ국제 등 7대 그룹 
회장 초청간담회를 갖고 인력지원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이 협약서에 따라  

조직위에서 필요로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 의뢰하고, 

추천받은 자에 대하여 시험 및 면접실시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체육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파견 요청하도록 

하였다. 

또 조직위는 대한체육회ㆍ 
한국방송공사ㆍ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조직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직원을 파견 요청하였는데, 
조직위 각 부서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면 

토익시험 및 면접실시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체육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기관에 파견 요청하도록 하였다. 

 

대회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41개 

정부 부처에서 382명의 공무원을, 74개 
법인ㆍ단체에서 197명의 직원을 

파견하였다. 

 

2.3 직원 재취업대책 

□ 채용직원 취업대책 수립 

조직위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제전인 

서울아시아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각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공개경쟁시험 및 

특별채용으로 충원하여 양대회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었다. 

당초 조직위는 직원채용시 올림픽 종료 

후 타직장을 알선해 준다는 전제하에 
직원을 충원하였기 때문에 직원모집과 

동시에 이들의 재취업이라는 중대사를 

떠안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2535호로 제정 공포된 
서울아시아대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 제9조 4항에서 ‘각 

조직위원회에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회 종료 후에 취업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채용직원의 

재취업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으며, 1983년 
8월 25일에 제정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취업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10월 28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장관, 

체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취업보장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

제 4 장 인력 

부서별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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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장위원회의 기능은 

• 취업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취업대상기관 및 단체의 선정 

• 취업기준 설정 

• 취업대상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 
• 기타 조직위 직원의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취업보장위원회는 실천방안으로써 
1988년 3월까지 조직위 직원들로부터 

취업희망 대상기관에 대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취업대상기관과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취업보장위원회는 직원들의 

희망사항과 최대한 부합되는 취업을 

알선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1988년 5월 
취업대상기관 선정 및 취업인원 선발과 

올림픽이 끝난 10월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희망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추진일정을 설정하여 

단계별로 취업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올림픽대회를 몇 달 
앞두고부터는 자원봉사요원 교육, 

예행연습 등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밀려 

취업추진업무는 당초 예정되었던 
계획보다 지연되어 대회가 끝날 때까지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 직원 재취업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때까지  

직원들은 취업문제보다 올림픽이라는 
범국가적 행사에 더 큰 비중을 두어왔고, 

이러한 대의명분에 따라 취업추진 실적이 

답보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인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직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직원 

취업문제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조직위와 체육부는 상호 

필요인력을 차출, 취업보장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직원 취업추진작업을 
개시하였으며 그 1단계 조치로서 

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ㆍ금융기관ㆍ일반 

사기업체 등과 협의하여 152개 기관에 
조직위 직원을 취업시키도록 합의하였다. 

대회 당시 조직위 직원은 총 1,435명 

으로서 대회가 끝나면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할 공무원 및 법인ㆍ단체 

파견직원과 취업불원자를 제외한 

실질적인 취업대상자는 736명이었다. 

 

조직위와 체육부는 조직위 해산 전까지 

해당직원 전원의 취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이를 152개 대상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취업협의를 하여왔으나, 직원 재취업 

실적은 당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로 인한 

① 노동조합의 권한강화로 조직위 
직원채용 기피 ② 취업대상기관의 

협조자세 결여 ③ 특수기술 및 전문지식 

소지자만 특채하려는 경향 ④ 경영합리화 
및 기구축소 등으로 인원을 감축하려는 

각 기업체의 추세 등이었으며 이와 함께 

취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수용기관과 조직위 취업희망자간의 

직급이 불일치함에 따른 직원들의 

취업거부 사태였다. 
취업추진 실적이 부진하자 직원들은 

1988년 12월 정부와 조직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하기까지 했었다. 정부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신설예정인 상수도공사, 도시개발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제2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에 조직위 직원 100명을 

취업시키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1989년 들어서부터는 정부가 

취업대상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고 취업대상기관들도 
조직위 직원 채용에 협조적인 자세가 

되어 직원취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동년 4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98명의 조직위 

직원이 취업확정됨으로써 취업업무는 

마무리되었다. 
 

 

  

3. 대회운영요원 확보 
 

3.1. 대회운영요원 소요 

 

□ 운영요원의 특성과 구분 

서울올림픽대회의 운영요원은 대회가 

종합예술적 성격을 띠고 구성요소와 직무  

또한 다양하여 정확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분야에서 풍부한 식견을 가진  

총1,158개의 유관기관 인력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조직위는 대회를 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치렀다는 자긍심을  
높이고 대회 자체를 민족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전체 운영요원의 

55％를 자원봉사요원으로 충원하였는데, 
이는 타대회에서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커다란 특성이며 성과였다. 

대회운영요원은 자원별로 크게 
① 조직위원회 직원 ② 자원봉사요원 

③ 지원요원 ④ 단기고용요원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4    5 

3. 자원봉사자들은 청소하는 데도 내집을

청소하듯 알뜰히 봉사하였다.

4. TV·라디오·신문 등 모집관련 홍보와 함께

 거리에 설치된 자원봉사요원 모집 현판.

5.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뒤 조직위

직원들의 취업대책회의가 올림픽회관

상황실에서 열렸다.

직원재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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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ㆍ직군별 구분 

자원별구분 

• 조직위원회 직원 : 대회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파견 또는 채용되어 

근무하는 요원 
• 자원봉사요원 : 대회운영을 위하여 

개인별 또는 단체별로 자원하여 근무하는 

요원 
• 지원요원 : 대회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체육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요원 
• 단기고용요원 : 지원이나 자원봉사요원 

으로는 확보가 곤란한 전문인력으로 

단기간 유급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요원 
직군별 구분 

• 통·번역 : 동시통역, 순차통역, 

외국어안내, 번역 
• 경기 : 경기진행, 경기지원, 연습장운영 

대외협력 

• 기술 : 전산, 통신, 방송, 전자, 시설관리 
• 의무 : 의사, 간호사, 약사, 진료지원, 

AT요원, 약물검사, 환경위생 

• 행정 : 운영행정, 지원행정, 기술행정, 
관리행정 

• 사무지원 : 업무보조, 사무보조, 

사무용품관리 
• 서비스 : 차량관리, 환경관리, 후생편익, 

일반안내, 물자보조, 기술보조, 일반봉사 

• 문화예술 : 종교, 연출, 공식제작, 
행사진행 

• 통제 : 출입통제, 출입증관리, 안전지원, 

소방지원, 상황안전 
 

 

□ 단계별 소요책정 

대회를 원활하고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몇 명의 운영요원이 가장 

적정수인가를 결정하는 소요인력 책정은 
적용 가능한 과거의 자료가 부족한 만큼 

운영조직 자체의 탄력성, 신규직무의 

발생가능성, 구성인력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직무분석과 경험축적에 의한 

점진적 수정방법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한 전체 구성직무를 정형화 
가능 직군과 가변성 직군으로 분류하여 

각각 최적 소요책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정형화가 가능한 직군은 통ㆍ번역, 
기술, 의무, 통제, 경기 등으로, 해당 

기능부서에서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별 소요인력을 
산출하되, 인력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하였다. 

가변성 직군은 행정ㆍ서비스ㆍ사무지원ㆍ 
문화예술 등으로 이 역시 인력국과 

운영부서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적정소요 

산출에 노력하였다. 
소요인력 책정사업은 1986년 12월부터 

단계적을 개시되었다. 1987년 1월까지 

계속된 1차 책정에서는 소요인력이 7만 
2904명으로 나타났다.  

 

 
 

 

 
 

  1987년 9월에는 대회운영요원의 

범주에서 용역업체요원과 행사출연 
요원을 제외시킴으로써 소요인력을 4만 

9892명으로 대폭 감소시켰고, 이후 

대회운영조직의 수정 보완에 따른 조정과 
교육훈련 및 예행연습 실시결과에 따른 

조정 등을 거쳐 1988년 9월 

최종소요인력은 5만 276명으로 
확정되었다. 자원별 소요로 보면 조직위 

직원 1,437명, 자원봉사자 2만 7072명, 

지원요원 1만 8608명, 단기고용 
3,159명이었으며, 이 범주와는 별도인 

용역업체요원이 1만 4843명이었다. 

장소별로 보면 경기본부 2만 5207명, 
행사본부 1만 6414명, 지원부서 

8,655명이며 이를 직군별로 보면 통·번역 

5,725명, 경기 6,679명, 의무 1,671명. 
행정 6,613명, 사무지원 4,861명, 기술 

3,565명, 서비스 1만 7107명, 문화예술 

1,203명, 통제 2,852명이었다. 

 

3.2. 자원봉사요원 

 

□ 모집 

자원봉사란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개인 또는 단체가 

스스로 참여하여 시간·기술·지식 및 

능력을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에 제공, 
봉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에서 

보여준 미국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은 대회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그에 대한 성취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확인함으로써 올림픽대회사에 훌륭한 

선례를 남겼었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에 있어서도 
대회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대회 

경비의 절약을 기한다는 목표로 전체 
대회운영요원의 과반수를 자원봉사자로 

충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집대상은 개인요원과 단체요원으로, 
개인요원 모집대상은 만16세 이상의 

일반국민 및 주한 국제기구와 국제공관· 
상사의 임직원, 유학생, 주한 외국군인과 
그 가족 등 주한 외국인으로서 

신원조회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단체요원 모집대상은 10명 이상을 
대회기간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체 및 

사회ㆍ문화ㆍ종교단체의 만16세 이상 

임직원이나 회원으로서 신원조회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응모방법은 개인별 응모일 경우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면담이 실시되므로 본인이 
직접 대회운영요원 신청서를 접수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응모인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날인한 
대회운영요원 신청서를 접수장소에 일괄 

제출토록 하였다. 

 
 

 

 
 

신청서는 1985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소재 
한국외환은행 각 지점과 시ㆍ구청 민원실, 

대한체육회 등 124개소에서 교부하였고, 

한국외환은행 본점, 서울시청· 
한국증권거래소ㆍ서울역삼지하철역ㆍ 

부산구덕운동장ㆍ대구시민운동장ㆍ광주 

무등경기장ㆍ대전시청 등 8개소에서 
접수하였다. 

 

□ 모집홍보 

조직위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제 1 단계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제반 

필요사항의 사전준비단계로서 1985년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의 약 1개월간 

이었다. 이 때는 서울아시아대회의 

개최가 1년 앞으로 임박해 있어서 
서울아시아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병행 실시하였다. 

실시내용은 자원봉사자 모집관련 홍보물 
제작과 배포, 모집공고 작성 및 배포 

등이었다. 

제 2 단계는 동년 9월 30일에 노태우 
조직위원장의 담화내용을 중심으로 

TVㆍ라디오ㆍ신문 등 모든 보도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다.  노태우 위원장은 이 
담화에서 올림픽의 서울유치 과정과 

올림픽의 한국사적 의의를 언급하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것을 역설하였다. 

제 3 단계는 동년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모집기간으로 TVㆍ라디오· 
신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정부 유관기관ㆍ사회봉사단체ㆍ 

기업체 등에서는 지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국 5,000여 단체· 
기관ㆍ학교에 모집안내서를 발송하였고, 

경인지역 62개 대학 체육교수 275명을 
초치, 간담회를 가졌다. 

모집관련 홍보물 제작실적을 보면 

포스터 5만매, 캠페인보드 6개, 홍보탑 
5개, 현수막11개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에 설치ㆍ부착하였다. 

제 4 장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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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위원장 담화문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국민여러분! 
오는 9월 30일은 바로 4년전 

독일연방공화국의 바덴바덴에서, 제24회 
올림픽대회의 서울 개최가 결정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앞으로 3년 후의 오늘에는 이 서울 하늘 
아래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인류의 ‘화합과전진’을 다짐하는 
서울올림픽대회가 한창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본인은 서울올림픽의 
민족사적 의미와 올림픽운동사에서의 
의의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대 그리스는 올림픽이라는 
스포츠제전을 창시 발전시킴으로써, 
부단히 대립ㆍ반목해 온 도시 국가들을 
화합과 친선의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주변 열강의 위협에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한반도는, 말하자면 
‘민족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과 
‘반도국가’라는 지리적 여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위대한 평화운동의 발상지였던 
고대 그리스와 가장 유사한 처지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6천만 우리겨레가 
지정으로 민족의 일체감을 확인함으로써 
오랜 분단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지는 대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정치적 이유로 시련을 겪어온 
올림픽운동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놓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며, 궁극적으로는 긴장과 갈등이 
상존하는 오늘의 세계에 화합과 조화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크나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오늘날의 올림픽대회는 인류로 하여금 
인간능력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환희를 공유토록 하는 축제인 동시에, 
현대문명의 정수가 총체적으로 집약, 
표현되는 최고의 종합예술입니다. 
그러므로 개최국으로서는 국가의 역량과 
국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 
분출시킴으로써, 민족 저력에 대한 
세계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5천년의 면면한 
민족사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찬란한 전통문화를 가꾸어 왔으며, 
평화세계에의 염원을 역사적 의지로 다져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40여년 동안에는 
내외의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눈부신 국력신장을 이룩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올림픽대회는 우리 민족의 
이같은 우수성과 평화의지를 인류 앞에 
분명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서울올림픽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에 대한 
이같은 ‘자랑’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우리모두가 같이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올림픽 개최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정치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는 명실공히 세계수준에 접근,  
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은 국민 개개인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변모 발전시키고, 조국에 
대한 긍지와 민족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드높일 것이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유사 이래 우리 민족이 염원해 온 
부강한 조국에의 꿈이 실현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이처럼  
영예로운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완벽한 
대회로 치르기 위해, 출범 이후 치밀하게 
모든 준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림픽주경기장의 
역사적인 개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필요 시설들이 이미 완공되었거나 1986년 
초까지의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으며, 대회운영을 위한 289개 
사업, 1만 548개에 이르는 세부업무의 
전산화까지도 모두 완료하고, 이제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이르렀습니다. 

8 

7

6 

6. 자원봉사요원 모집 접수.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11만 6294명이 응모. 

7. 외국인 자원봉사자 접수. 

8. 자원봉사요원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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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일은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것 뿐입니다. 

국민여러분! 
서울올림픽대회의 개막을 3년 앞둔 

지금은 또한 대회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서울아시아대회가 불과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시점에서 대회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자원봉사요원을 범국민적으로 
공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에서는 213개 직종에 
걸쳐 7만 500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대회운영요원을 필요로 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의 인력은 자원봉사자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에서 
보여준 미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은 대회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그에 대한 성취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확인함으로써 올림픽대회사에 휼륭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우리 국민도 
서울올림픽의 자원봉사야말로 바로 
‘나에게는 보람, 조국에는 영광’을 
안겨다주는 명예로운 역할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이 보람과 영광을 위하여 
각자가 솔선하여 맡아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올림픽은 거듭 강조할 필요도 

없이 우리 시대에 향유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운이며,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의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엄숙한 소명을 완수함으로써 유구한 
민족사에서 이 시대야말로 ‘영광의 시대’ 
였으며, 오늘의 우리야말로 ‘조국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진력한 세대’였다고  
뚜렷이 기록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노 태 우 
 
□ 응모현황 

1985년 10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기가 개최되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 
대전 등 5개 도시에서 자원봉사요원을 

모집한 결과 11만 6294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응모하였다. 

 

응모현황을 총괄적으로 보면 남자는 

4만 9243명, 여자는 응모자의 58%인 6만 
7051명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전체의 

73%인 8만 4817명이었고, 직장인 1만 

1412명, 자유업 5,672명, 무직 1만 
439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9만 901명, 부산 

9,222명, 대구 6,259명, 광주 4,204명, 
대전 5,708명이었으며, 내외국인별로 

나누어 보면 내국인이 11만 6095명으로 

전체 응모자의 99.8%를 차지하였고 
외국인은 199명이었다. 응모방법별로 

보면 개별응모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아서 

9만 8001명에 달하였으며 단체별로는 
234개 단체에서 1만 8293명이 

응모하였다. 

  응모현황을 직군별로 나누어 보면 
서비스 6만 8156명, 통·번역 1만 4524명, 

행정 2,862명, 사무지원 4,688명, 기술 

7,707명, 경기 6,575명, 의무 5,287명, 
통제 3,784명, 예술 및 종교 2,711명 

이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서울아시아 
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의 자원봉사요원 

모집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응모내용도 

대회별로 나누어졌다. 즉 양대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9만 9031명에 

이르렀고, 서울아시아대회에만 참여한 

요원이 5,150명, 서울올림픽대회에만 
참여한 요원이 1만 2113명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희망자가 이처럼 많았던 

것은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와 각 대학 
교수들의 협조, 국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의 결과였다. 자원봉사자 

모집기간에는 130명의 YWCA 회원, 
99명의 대한적십자사 회원,  50명의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원 등 총 279명의 

자원봉사 응모 접수요원들이 모집업무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당초 자원봉사 신청접수 마감은 1985년 

10월 말까지였으나 계속 밀려드는 
신청자의 접수를 위해 마감일을 10일간 

연장하였다. 

 

□ 선발 및 확보 

자원봉사요원 선발은 개인과 단체를 

구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1단계는 1987년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1차 선발된 7만 

88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다. 한편, 우수 

단체자원봉사요원을 신규로 확보하기 

위하여 1986년도 결산결과 연간 매출액순 
48대 기업체를 선정하여 2,800명의 

임직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99개교를 

협력학교로 지정하고 6,046명의 학생을 
단체로 참여토록 하였다. 

특히 대기업체 우수인력 2,800명은 

경기장ㆍ행사장 등 각 대회운영본부의 
행정, 사무지원 및 통ㆍ번역 분야의 

핵심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2단계는 배정단계로서 1987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1단계에서 
참여의사가 확인된 개인자원봉사자 2만 

9057명을 대상으로 학력, 외국어수준, 

자격증 소지여부, 서울아시아대회 
참여경험 유무, 연령 및 거주지 등의 

요소를 점수화하여 희망근무장소 및 

분야별로 개인별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소요인원의 200% 수준에서 각 

대회운영본부 및 기능부서에 배정하였다. 

단체자원봉사자로서 참여의사를 표시한 
43개 기관 1,176명과 48개 기업체 직원 

2,800명은 단체의 특성 및 분야를 

감안하여 단체별로 각 대회운영본부에 
배정하였다. 

3단계는 2차 선발단계로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추진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인력국에서 받은 배정명단을 

기초로 신분확인ㆍ품행ㆍ학력ㆍ외국어수준ㆍ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서울장애자올림픽 
대회 참여가능 여부, 올림픽 상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면접을 실시, 

소요인원의 120% 범위내에서 선발하여 
인력국에 지정요청하였다. 

4단계는 지정단계로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추진되었다. 
인력국은 각 대회운영본부 및 

기능부서에서 지정 요청한 내용을 토대로 

전산 신원조사 회보결과 및 소요 
세부내역을 감안, 대회운영본부별로 

근무부서(부ㆍ담당관실)까지만 

지정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보된 

자원봉사요원은 총 2만 7221명으로, 이를 

자원별로 구분하면 개인자원봉사자 1만 
4607명, 단체자원봉사자 1만 1929명, 

해외동포 333명, 외국인 352명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1만 5513명, 직장인 
3,929명, 주부 1,300명, 자영업 767명, 

기타 5,712명이며, 성별로 보면 남자 1만 

2746명, 여자 1만 4475명이었다. 
본부별로는 경기장 1만 4461명, 행사장 

8,904명, 지원부서 3,856명이었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1만 951명, 
21~25세 7,733명,  26~30세 2,573명, 

31~35세 1,540명, 36~40세 992명, 

41~45세 902명, 46~50세 785명, 56세 
이상이 1,174명이었다. 

 

3.3. 지원요원 

□ 확보 및 배치 

지원요원은 대회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체육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요원으로, 조직위는 경기 개최도시 

가까운 지역에 소재하면서 대회운영 
요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의 공무원ㆍ 

교사ㆍ학생ㆍ의료진ㆍ임직원의 일부를 

정부지원위원회 및 내무부ㆍ문교부ㆍ 
국방부ㆍ체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운영요원으로 활용키로 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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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회운영본부와 기능부서에서 

직접 확보한 지원요원은 대회운영요원 
참여신청서에 의거 인력국으로 

지정요청하였고, 인력국이 주도적으로 

확보한 지원요원은 공무원 및 군인으로 
각 운영본부별 소요에 따라 배치하였다. 

확보된 지원요원은 전체 

대회운영요원의 37%인 1만 8281명 
이었다. 이들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경기단체 3,612명, 공무원 4,026명, 군인 

6,640명, 의무 542명, 법인단체 2,383명, 
기타 1,078명이었고, 이들은 경기장에 

9,366명, 행사장에 5,526명, 지원부서에 

3,389명이 배치되었다. 
지원요원은 소속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주 교체되었고, 조기배치가 어려웠으나 

대부분이 우수인력으로서 운영에 기여한 
바가 컸다. 특히 조기에 확보된 

수습사무관과 군 지원요원들은 인력ㆍ물자 

등 주요업무를 착오없이 수행하였다. 
 

□ 공무원 

조직위는 대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단기간 지원받아 

활용키로 하고 의무, 통신, 기술,  
기존시설요원, 통역안내 등 다른 

요원으로는 확보가 곤란한 전문요원을 

확보,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공무원은 가능한 한 서울아시아대회 

참여자로서 담당관 및 담당관실 

행정요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경기장 
기존시설요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담당관실요원으로, 기타 기능부서의 

인력은 해당 담당관실요원으로 배치 
활용하였다. 지원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일반행정요원이 1988년 8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66일간, 수습사무관이 6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127일간, 경기장 

기존시설요원이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35일간이며, 담당관급 이상 
간부요원은 표준운영계획상의 

인력투입계획에 의한 기간을 근무하였고, 

기타 공무원 지원인력은 기능부서의 
활용계획에 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행정요원에 준하였다. 

공무원 지원인력 확보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인력국에서 담당하였고, 

기능인력은 인력국의 협조를 받아 각 

기능부서에서 확보한 후 인력국에 
통보하였으며, 확보된 요원의 장소별 

배정 및 최종지정은 인력국에서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확보 지정된 공무원은 
총 4,026명으로 그 배치현황을 보면 

일반행정에 1,254명, 통역안내 500명,  

경기장 기존시설 1,760명, 의무·환경 
366명, 수송 78명, 기술 68명이었다. 

공무원 지원인력 중 수습사무관은 5급 

공무원 신규채용예정자로서 이들은 각 
대회운영본부에 배치, 담당관 및 

담당관실의 핵심운영요원으로 

활용되었다. 
 

 

 
 

□ 군 지원요원 

대회운영에 참여한 군의 인력지원 효과는 
매우 컸다. 단일 지휘체제로 구성된 군 

요원은 다른 요원에 비해 보다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대회운영을 가능케 

하였다. 

조직위는 1987년 2월 서울올림픽대회 
군 지원인력 소요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3월 국방부와 

조직위원회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4월에는 
인력소요를 확정하여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1988년 2월에는 국방부로부터 

출연요원 3,736명을 포함한 총 9,146명의 
지원가능한 군 요원을 통보받았다. 

동년 3월 조직위는 국방부 올림픽 

지원단에서 서울올림픽 지원사령부로 
기구가 변경된 국방부측과 협의,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517명, 6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696명, 8월 
20일부터 9월 16까지 7,646명 등 총 

8,859명을 3단계로 나누어 배치키로 

합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1988년 
10월 2일 현재의 군 지원요원은 총 

6,640명이었다. 

군 지원요원의 장소별 배치현황을 보면 
경기본부 1,075명,  행사본부 3,816명, 

지원부서 1,749명이었다. 

이들은 가장 조기에 동원되었고, 
대회가 끝난 뒤에도 일부 요원들은 

파견근무기간을 연장, 뒤처리를 담당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3.4. 단기고용요원 

단기고용요원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원으로서 조직위 직원, 자원봉사요원, 

지원요원, 용역업체요원 등으로는 확보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하였다. 

단기고용요원의 장소별ㆍ직무별 

소요인원은 인력국의 대회운영 
인력수급계획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들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급료를 지급하였는데 월 
보수 100만원 이상은  조직위 위원장이, 

60~100만원 미만은 운영본부장이나 

사무총장이, 60만원 미만은 장소별 본부장 
또는 조직위 국ㆍ실장이 채용권을 가졌다. 

단기고용요원의 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장소별 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간을 
고려, 본부별 운영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은 1988년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총 2,775명이 채용된 단기고용요원의 

배치현황을 보면 종합상황실 14명, 경기장 

1,120명, 행사장 1,480명, 지원부 
161명이며, 이들의 일당기준을 보면 

전문직인 번역사 5만원, 언어서비스요원 

1만 5000원, 청소ㆍ창고 관리 등의 노무원 
8,650원, 사무보조원 8,000원, 아나운서 
3만원, 행사진행 전문가 1~4만원이었다.

10 

11 

9. 피킷요원으로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이 

행진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10. 부산에서의 자원봉사증 수여식. 최예섭\ 

조직위 사무차장이 수여하였다. 

11. 대회운영요원 유니폼. 각 기능을 색깔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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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회운영요원 관리 
 

4.1. 교육훈련 

 

□ 교육훈련계획 

조직위는 대회운영요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하였다. 
교육훈련의 목표는 전 운영요원이 

올림픽에 관한 기본소양을 지니며 자신의 

담당직무에 정통하고 늠름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대회를 앞장서서 이끄는 

운영요원으로 최적의 봉사와 최고의 

친절을 구현하는 데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위는 ① 교육훈련을 대회운영요원 

으로서 직무내용 및 실제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하에 현장적응력을 배양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②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훈련의 실시 ③ 교육목표에 
상응한 교육훈련과정의 설정 

④ 소양교육은 인력국 주관하에, 
직무교육과 현장적응훈련은 
소관기능부서 및 각 대회운영본부 
책임하에 실시 ⑤ 기능부서별, 장소별 
교육훈련을 체계화ㆍ조직화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배제한다는 추진방침을 
수립하였다. 

단계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과 
예행연습의 두 과정으로 나누었으며, 
교육훈련은 다시 소양교육ㆍ직무교육ㆍ 
현장적응훈련으로 구분하고 예행연습은 
3차에 걸쳐 실시키로 하였다. 
 

교육훈련 

• 소양교육 : 교육시기는 1987년 10월부터 

  1988년 3월까지로 인력국 주관하에 

올림픽에 관한 기본소양 함양교육을 
실시한다. 

• 직무교육 : 기능별ㆍ장소별로 

구분하였다. 기능별 직무교육은 1988년 
2월부터 3월까지의 1개월간으로 조직위 

사무처 각 국ㆍ실 주관하에 각 

기능담당관 및 핵심요원의 직무 정통을 
도모키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장소별 

직무교육은 1988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각 운영본부(경기장ㆍ행사장 지원단) 
주관으로 각 담당관의 산하 요원에 

대한 업무내용 숙지 및 처리능력을 

제고키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현장적응훈련 : 1988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각 운영본부 주관으로 

현장적응력 함양을 통하여 실제상황에 
대한 감각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장소별 예행연습 

전까지 완료키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예행연습 

• 제1차 : 1988년 5월부터 6월까지, 
상황기획관실 및 각 운영본부장 

주관하에 개인별 업무 및 동선 숙지를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 제2차 : 1988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차 예행연습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한다. 
• 제3차 : 1988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2차 분야별 

현장적응훈련의 내용을 경기장별로 
실시한다. 

위의 3차에 걸친 연습을 마치면 

종합적으로 리허설을 실시,  모든 
교육훈련을 마감하고 대회운영에 

임하기로 하였다. 

 

□ 소양교육 

소양교육의 목적은 대회운영요원 

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여 
사기를 앙양함과 동시에 대회관련 소양을 

함양하여 대회적응력을 키우고, 

대회운영요원으로서의 참여의식을 고취, 
교육참석을 극대화하며 교육소집과정을 

통하여 조직위와 요원간의 연락체계를 

점검ㆍ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었다. 

조직위는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교재용 

책자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부제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운영요원 

길잡이)’를 10만부 발행, 대회운영 
요원에게 배부하였고 시청각 교육용으로 
1편8벌의 슬라이드와 1식2면의 
전광판을 통한 교재도 마련하였다. 

또한 조직위는 근무시 대회운영 
요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과 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망라하여 
운영요원에게 길잡이가 될 ‘나의 작은 
미소로(부제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운영요원 종합안내서)’5만부를 발행 
배부하였다. 

이 책자의 내용은 대회이념, 
대회준비현황,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꼭 지켜야 할 사항, 외국인을 대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비상시 행동요령, 
등록카드ㆍ유니폼 안내, 서울올림픽 
참가국 소개, 서울올림픽 안내자료, 부록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조직위는 대회에 임하는 
운영요원들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하여 스스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나아가 자발적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음의 소리 한마디’를 
모집하여 우수작에는 상금을 주는 등 
시상하였다. 

응모대상은 단기고용, 자원봉사, 상근 
단기사병 등 지원요원을 포함한 조직위 
직원이며, ‘마음의 소리 한마디’의 
내용은 대회에 임하는 운영요원들이 
대회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스스로 
외치고 다짐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한마디를 20자 내외로 
압축 표현한 것이다. 

접수된 응모작품은 인력국에서 
예비심사하고 다시 심사위원에 의한 
정밀심사 끝에 1988년 8월 23일 10편의 
작품을 선정, 최우수작 1편에는 상금 
20만원, 우수작 3편에는 10만원, 장려상 
6편에는 각각 5만원의 상금을 
지급하였다. 최우수작 한마디는 ‘밝은 
미소, 깊은정성, 세계인의 가슴속에’ 
였다. 

조직위는 이 ‘마음의 소리 한마디’를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활용, 각종 

인쇄물내에 삽입 홍보하였고, 당선된 
‘한마디’는 종류별로 스티커를 제작, 각 

운영본부에 배포, 운영요원들이 평소 

근무시 사무실·책상 등에 부착 
활용함으로써 자발적인 대회참여 및 

헌신적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소양교육의 실제적인 현황을 보면 
인력국 주관으로 1987년 10월 24일, 동년 

11월 7일, 1988년 3월 19일의 3차에 걸쳐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교육하였고, 부산과 대전 등 

시ㆍ도에서는 1987년 11월 7일 부산ㆍ대전 

시민회관에서, 대구와 광주는 동년 11월 
24일 대구어린이회관과 

광주시민회관에서 교육하였다. 

제 4 장 인력 

소양교육 실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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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부서 주관교육은 

부산사무소(요트)주관하에 1988년 3월 
19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실시하였고, 

올림픽 지원사령부에서는 1988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4회에 걸쳐 중앙군사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대회운영본부에서는 

1988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26회에 걸쳐 

보충교육을 실시하였다. 
소양교육장에서는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씀, 전광판을 이용한 시청각교육, 

위원장 및 장소별 자원봉사요원(3명)과 
피교육자간의 질의응답, 위원장의 

당부말씀 등의 순서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소양교육에는 자원봉사 2만 5442명, 

지원요원 1만 1384명, 단기고용714명 등 

총 3만 7540명이 참석하였다. 
 

□ 직무교육·현장적응훈련 

직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의 바탕 위에 
운영요원으로서 담당직무에 대한 사무 및 

기술능력을 함양하고 업무에 정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현장적응훈련은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바탕 위에서 

자기가 근무하게 될 경기ㆍ행사장에 대한 

현장감을 높이고 원활한 직무수행과 
부서간 협조체제를 확립하며 상황대처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무교육은 기능별 직무교육과 장소별 
직무교육으로 구분 실시하였다. 

12. 역도장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통역안내요원. 

13. 운영요원에 대한 소양교육장. 

전광판에 환영자판이 뚜렷하다. 

14. 개회식 ‘화관무’ 출연요원들이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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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 직무교육은 각 경기장 및 

행사장에 배속된 요원을 담당직무 
기능별로 분류하여 해당직무를 관장하는 

소관기능부서 주관으로 2회 이상 

실시하였다. 1회의 교육기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장소별 직무교육은 각 경기장 또는 

행사장 단위로 장소별 대회운영본부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1회 교육시간은 

4시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 

현장적응훈련은 장소적응훈련과 
예행연습으로 구분 실시하였다. 

조직위는 위와 같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직무교육 및 
현장적응훈련에서 거양한 직무경험 및 

전문지식을 반복적으로 숙달시키고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1988년 7월 교육훈련일정 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 인력지원단 

교육차장 산하 직원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동년 8월 13일까지 전 부서를  

1회 이상 점검하였다. 

점검방법은 피교육생의 평가서인 
설문지 및 출장자 점검표로 이원화하여 

수집 분석하는 내용으로서 그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직무교육 및 예행연습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시정 보완 여부 

• 기능담당관 재교육 및 보충교육 실시 
여부 

• 산하요원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상황 

• 교육소집체계 및 준비상황 
• 개개요원의 직무기술숙지도 및 

상황대처능력 

• 운영·안전의 조화를 위한 상호교환교육 
실시상황 

• 교육진행 및 준비상태 등이다. 

직무교육과 현장적응훈련의 
교육횟수를 보면 기능별 직무교육 148회, 

장소별 직무교육 480회, 현장적응훈련 

537회 등 총 1,165회이며, 교육인원은 
기능별 1만 3308명, 장소별 10만 4330명, 

현장적응훈련 17만 4249명의 연인원 29만 

1887명이었다. 
또한 1인당 평균 교육횟수는 기능별 

2회, 장소별 2.1회, 현장적응훈련 

2.1회로서 전체 평균치는 7.2회로 
나타났다. 

 

초기단계에서는 소속기관에서의 

업무ㆍ생업 등의 사유로 교육참석률이 
저조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여름방학과 함께 대회가 임박해 옴에 

따라 대회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면서 
7월부터는 교육참석률이 80%를 

상회하였다. 직무교육 및 현장적응 

훈련에서 발생한 각종 미비점은 이어 
실시된 운영본부별 예행연습 및 

종합예행연습 등에서 충분히 보완하여 

대회시에는 그간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고 원활한 대회운영과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 핵심요원 특별교육 

조직위는 410개 기관(단체)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된 대회운영 
핵심요원에 대하여 대회운영 

핵심요원으로서의 사명감과 리더십을 

개발하고, 운영요원 상호간의 횡적인 
유대강화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조직위 직원 상호간의 인화단결 및 

사기앙양을 통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하고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1988년 4월  27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1박 2일로 6차에 걸쳐 용인 플라자 
패밀리타운에서 실시되었다. 

교육은 전문교육훈련업체인 

한국산업교육개발원에서 맡아 하였는데 
강의ㆍ워크숍ㆍ훈련ㆍ경기ㆍ평가 등의 내용을 

합숙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교육대상은 각 대회운영본부의 본부장을 
제외한 담당관급 이상 간부 1,770명과 

조직위 직원 중 대회운영 간부요원 

지정에서 제외된 743명이었다. 
주요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교육 : 위원장 특강, 한국인의 얼 

강좌(김동기ㆍ이어령 교수) 
• 직무교육 : 리더십의 안목과 

전략(한명환 교수), 조직 및 인간관리 

강좌(윤석철 교수) 
• 단합워크숍훈련 : 판넬하이킹훈련, 

전통놀이마당, 분임토의 

 

 

4.2. 인력관리 

 

□ 소집 및 근무체제 확립 

개별 대회운영본부가 현장으로 이동되고 

1988년 5월부터 대회운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인력ㆍ물자ㆍ장비ㆍ시설 등을 확보 
관리하고, 필수 핵심요원인 담당관급 

이상 간부요원들의 경험축적과 현장감을 

고취시키며 이미 수립된 세부운용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에 의해 소집체제를 구축 

운영하였다. 
소집체제를 위한 업무범위를 보면, 

대회운영 조직별 특성에 따라 근무기간을 

설정, 인력을 활용하되 원칙적인 사항을 
기획국의 주요지침상의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에 따르고 담당관급 이상 

간부요원 및 필수 핵심요원에 대해서는 
인력국에서 주도적으로 유관기관에 

협조하여 소집체제를 구축하고 

일반운영요원에 대해서는 각 운영본부의 
인력활용계획에 따르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소집체제에 따라 현장전개한 

부서의 기존사무처 직원은 현장전개와 
동시에 상근하였고, 지원기관인 

경기연맹ㆍ정부기관ㆍ국영기업체 등의 

단기파견요원은 조직위에 파견됨과 
동시에 역시 상근하였다. 

또한 조직위의 타부서에서 지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상근기간을 설정하였다. 
즉, 단계별 상근시기에 따라 

대회운영본부의 요청에 의거, 소속부서의 

업무를 타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대회운영조직에서 상근케 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요원, 군 지원요원, 용역업체 등 

기타 요원도 인력국 대회운영요원 투입 
일정 및 대회운영본부 자체 소요판단에 

의거, 단계적으로 활용하였다. 

상근기간은 각 부서별로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1단계 상근기간은 1988년 6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32일간으로 대상직위는 
각 대회운영본부의 필수 핵심요원인 

담당관급 이상 간부요원으로 사무총장ㆍ 

사무차장ㆍ총무부장ㆍ경기부장ㆍ관리부장ㆍ 
지원부장ㆍ기술부장ㆍ예산담당관ㆍ 

사무담당관ㆍ물자담당관ㆍ후생담당관ㆍ 

상황담당관ㆍ경기지원담당관ㆍ시설담당관 
등이며, 대상인원은 297명이었다. 

2단계의 상근기간은 1988년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2일간을 각 
대회운영본부의 1단계 상근 간부요원 

이외 기타 담당관, 담당관실 일부 

핵심요원으로 대상인원은 462명이었다. 
3단계의 상근기간은 1988년 8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66일간으로 

대상직위는 본부장, 의무부장(담당관) 및 
일부 자원봉사요원이며, 대상인원은 

639명이었다. 

제 4 장 인력 

월별 교육훈련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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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의 상근기간은 원칙적으로 1988년 

9월 1일부터이나 각 운영본부의 특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근무하였다. 대상직위는 

전 대회운영요원이며, 대상인원은1만 

5114명이었다. 
이와 같이 담당관급 이상 간부요원 및 

필수 핵심요원이 조기에 상근하여 

운영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행사 및 대회의 경기진행을 

원활하게 치를 수가 있었다. 

 

□ 참여학생에 대한 학사조치 

서울올림픽대회에는 각급학교 학생 1만 

6379명이 자원봉사요원으로 참여하며, 
각종 행사에도 학생들이 대거 출연하게 

되므로 조직위는 이들 참여 학생 및 

교원들에 대한 학사조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직위는 문교부에 대하여 

대회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학사조치를 

강구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방학기간 조정 
• 대회기간중(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에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방학 

실시, 즉 법정수업일수를 감축 
조정하지 않고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조정하여 실시 

• 대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경기관람 등 대회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대회기간 이외의 근무에 따른 
수업결손 처리 

• 교육, 예행연습 등 방학기간 이외의 

초과참여자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발급한 근무확인서에 의거 출석처리 

• 실업계 학교의 경우 동일계 

실습시간으로 인정 
• 개인자원봉사자의 경우 조직위에서 

발급한 근무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처리할 수 있도록 문교부의 
행정적인 조치 

• 방학기간 초과근무자의 수업결손은 

학교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실질적인 보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충수업비의 확대 

지원 
• 대회 직전ㆍ후에 시험 등 대회참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중요한 학사일정 조정 

참여학생에 대한 혜택부여 
• 올림픽 참가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유지 

• 학교별 취업희망자 추천시 올림픽 
참여자를 우선 추천토록 유도 

교원 참여여건 조성 
• 대회지원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회기간 전 

사전참여자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 대체강사 채용 
조직위의 이와같은 요구에 대해 

문교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는 경기 

개최지역의 시ㆍ도 교육감이 판단하여 
지역 또는 학교 실정에 맞게 대회기간중 

학교장이 휴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지역별ㆍ학교별 실정에 따라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휴업 또는 휴강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이외에 문교부는 
자원봉사요원에 대한 학사조치 후 추호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 대학에 다음과 같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① 수업불참시 
근무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② 중간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기말시험만으로 
성적평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③ 졸업 후 취업 추천시 혜택부여 
④ 자원봉사자 명단을 교수 등에게 
알려주고 교무과에도 비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⑤ 교무처(과)장 등 보직교수들이 
자원봉사자를 직접 면담하여 수업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고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 복무관리 

조직위는 대회운영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서울올림픽대회 
운영요원 복무지침’을 제정하였다. 3장 
26조로 된 이 지침은 대회운영요원의 
책임과 의무·복장ㆍ근무자세ㆍ금지사항 
등을 제시,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복무토록 하였다. 

또한 장소별 대회운영본부 
인력담당부서는 운영요원들의 근무부서 
및 해당직무가 결정되는 즉시 이들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명부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장소별 대회운영본부의 
인력실태를 항상 정확히 파악하였다. 

대회운영요원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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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운영요원의 복무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인력담당요원은 업무 개시 전에 
출근하여 각 부서의 운영요원 근무상태 
점검, 사고인원을 파악하고 사고원인 
처리를 협의 결정한다. 
② 인력담당부서의 장은 대회운영요원 
점검결과와 사고원인 처리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③ 인력담당부서는 대회운영요원의 

일일근무상황과 사고원인 처리결과를 
업무 종료 전까지 처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수당지급을 의뢰한다. 

④ 인력담당부서요원은 교대근무인원의 
근무상태 점검결과와 사고원인 

처리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⑤ 인력담당부서는 대회운영요원의 
근무일정에 따른 석식 및 일일조식대상 

인원을 파악하여 급식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⑥ 인력담당부서는 업무 종료 후 

인력지원단(관리차장)에 대회운영요원 

일일근무상황을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⑦ 전산요원은 사고원인현황을 

소정양식에 의거 전산입력하고 부서별 
근무상황 및 사고현황을 전산처리하여 

보고한다. 

 

□ 긴급대처요원 운영 

대회기간중 긴급히 인력을 추가하여야 할 

소요가 발생하거나 사고원인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을 때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긴급대처요원을 확보, 

운영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① 긴급대처요원의 확실한 긴급동원체제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요원 
상호간의 인적 친화력, 소속단체 및 

주소지 등을 감안, 조직화하여 운영한다. 

② 임무수행중 긴급상황 발생장소로 
이동하더라도 대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유임무를 부여, 

대기요원으로서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운영요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③ 대회운영중 인력운영 및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능동적으로 점검하여 
인력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④ 긴급인력 요청시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처를 위한 통신 및 수송망을 확보한다. 

⑤ 인력지원단 운영요원만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여성단체 등 
사회봉사단체와 인력지원체제를 

확립한다. 

 
 

 

 
 

 

 
 

 

 
 

긴급대처요원은 종합운동장권에 176명, 

올림픽공원권에 48명, 기타지역권에 
195명 등 총 419명이 지정되었다. 이들은 

각 권역별로 30명에서 50명 단위의 반을 

4~5명의 최소활동 인원수로 구성하여 
조를 편성, 대회기간중 예상 외의 

추가인력 소요 발생시, 식중독 사고 등 

긴박한 상황 발생시, 집단적인 근무거부 
사태 및 결근자 다수 발생 등 사고인원 

과다 발생시, 핵심요원 결근 등으로 인한 

긴급대처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 긴급인력 

지원을 하였다. 

긴급인력 지원절차를 보면, 각 
운영본부 총무부장은 인력지원단 

으로부터 긴급인력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결재를 얻은 후 
‘긴급인력 지원요청서’에 의거 지원을 

요청하며, 인력지원단은 그것을 접수하는 

즉시 운영요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 
‘긴급지원명단’과 함께 해당 운영본부에 

지원하였다. 

인력지원단 운영요원만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조된 

사회봉사단체로부터 인력을 긴급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 인력전산운영 

7만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운영인력의 
확보ㆍ교육ㆍ배치 등 요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조직위는 인력전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요원의 보임은 41개 터미널 

설치장소에서 직접 온라인 변경 
처리하며, 그 외에는 인력지원단 

인력전산실에서 취합하여 일괄 또는 

온라인 처리한다. 모든 업무처리는 
온라인 마스크에 의한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운영이었고, BATCH 처리업무는 

일정 기간 및 시간에 일괄 처리하고, 
무결점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비팀을 

운영한다는 등의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인력전산운영 대상업무 

수급계획 

• 소요내역 입력  
• 사업별·직종별 소요인원 산출 

• 목표인원 조정처리 

• 수급계획인원 산출 및 현황 
• 목표 대 실적 현황처리 

 

모집 및 확보 

• 자원봉사신청서 입력 

• 경기운영요원 기록표 입력 

• 통역안내원 기록표 입력 
• 개인별 인적사항 대장 관리 

• 직종별 선발조건 검색처리 

• 확보인원 명부·현황·통계 
• 전산신원조회 처리 

• 소집·교육통보서 발행 

 
 

 

 
 

배치업무 

• 대회 운영요원 선발·배치요청 입력 
• 개인별 보임사항 유지 관리 

• 대회운영요원 보임 명부 작성 

• 통계 및 조건 검색처리 
• 전산 및 일반신원조회 처리 

• 유니폼 지급대상 명부 및 현황 작성 

 

인사운영 

• 개인별 근무일정 입력  

• 근태상황(사고자)입력 
• 운영본부별 근무자 명부 및 현황 

• 운영본부별 사고자 명부 및 현황 

• 운영본부별 근무내역 통계 
• 운영본부별 급식대상 현황 

• 운영본부별 교통비 지급 현황 

• 운영본부별 수시요구보고서 작성 
• 인력운영 상황일보 처리 

 

인력활용 현황 

• 통계 및 검색 명부 작성 

• 각종 통계그래프 작성 

 

코드표준화 관리 

• 코드목록 및 운영목록 관리 

• 시스템 개발관리 
 

위와 같이 인력전산운영 결과 

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적합직종의 분류가 
가능하였고 수급인원을 직업별로 분석, 

계획인원 산출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었다. 모집 및 확보에 있어서는 국민적 
차원의 응모성향 파악이 가능하였고 

관리방법의 과학화를 도모하였으며 

변경처리 요구에 신속화를 기하였다. 
지정업무에 있어서는 적재적소 

인력배치의 효율화, 최소의 처리절차로 

업무의 간소화, 수급계획 대비 
실배치현황 유지 신속성,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보안유지 관리를 기하였다. 

인력운영면에 있어서는 일정별 
근무인원 파악의 효율적 관리 도모, 단순 

반복적 업무처리 간소화, 관리업무의 

최첨단과학화 과시의 효과를 거두었다. 
전산운영에 투입된 인력은 개발 4명, 

운영 41명, 경기장 22명, 행사장 4명, 

전산실 9명, 유니폼 4명 총 
84명이었다. 운영장비는 CRT 41대, 

PRT 41대,  MODEM 23대이며, 이를 

장소별로 보면 인력지원단에 CRT 1대와 
PRT 1대, 행사장에 CRT 4대와 PRT 

4대,  MODEM 2대, 유니폼에 CRT 4대와 

PRT 4대, 인력전산실에 CRT 10대와 
PRT 10대, 23개 경기본부에 CRT 22대와 

PRT 22대, MODEM 21대였다. 

15. 임시출입증 교부처에서는 신청을 받고
해당부서에 연락한 후 출입증을 교부하였다.

16. 주전산실 기술운영요원.

17. 선수촌 주방은 1급요리사가 운영요원으로

종사하였다.

제 4 장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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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식요원 급식 및 처우 
 

5.1. 급식 

 

□ 기본방침 

올림픽대회에서 급식은 선수ㆍ임원 등  
올림픽패밀리에 대한 급식과 대회준비와 

진행을 담당하는 운영요원 급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올림픽패밀리 급식은 선수촌ㆍ 

기자촌ㆍ본부호텔ㆍMPCㆍIBC 등 소관 

행사장에서 담당하고, 운영요원 급식은 
인력지원단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대회의 성공요소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운영요원의 사기야말로 대회 
성공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양질의 급식을 필요한 장소와 시기에 
공급하는 과제는 운영요원의 사기와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급식 기본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대회운영요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위생 및 안전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으며, 각 
대회운영본부별 급식운영은 소요장소별 

제반 여건과 운영상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① 도시락 및 패스트푸드 공급 

② 구내식당 이용 ③ 주변식당 활용 

④ 임시식당 설치 ⑤ 현금지급 등 5가지 
급식방법을 선택하였다 

급식 제공기간은 1988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3개월간으로 
교육훈련ㆍ대회준비ㆍ운영 및 사후정리를 

위하여 실소요가 있는 기간으로 하며, 

급식 공급대상은 대회운영요원ㆍ 
행사출연요원ㆍ성화봉송요원 및 

대회운영을 위하여 현장에서 24시간 

상주하는 전기ㆍ통신ㆍ소방분야의 
간접지원요원이었다. 단 대회운영요원 중 

조직위직원, 단기고용요원, 

용역업체요원은 보수 또는 용역비에 
급식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급은 하되 급식비는 개인 또는 

소속업체에서 부담키로 하였다. 
급식대상 소요인원을 보면 

대회운영요원 4만 7692명, 행사출연요원  

17만 4065명, 성화봉송요원 2만946명 
(교육시만 공급)이었고, 간접지원요원은 

전기 355명, 통신 1,875명, 소방 802명등 

총 24만 57835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급식 제공기준을 보면 1식 

2,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6시간 이상 

근무자는 1식, 10시간 이상 근무자는 2식, 
13시간 이상(특근)근무자는 3식이었다. 

위 방침을 확정한 후 급식단위장소별로 

급식형태 및 급식소요량 조사를 위하여 
2차에 걸친 현장답사 및 급식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급식형태 결정과 타당성 

및 일자별 급식소요량을 파악하였다. 
 

 

 

  급식 형태별ㆍ단위장소별로 보면 도시락 

및 패스트푸드가 23개소, 구내식당 
18개소, 주변식당 8개소, 임시식당 

3개소, 현금지급 8개소 총 60개소였다. 

급식소요량은 도시락 및 패스트푸드 
54만 4259식, 구내식당 41만 9431식, 

주변식당 25만 9712식, 임시식당 52만 

7035식, 현금지급 29만 2711식 등 총 
204만 3148식으로 약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 업체선정 및 급식운영 

급식단위장소인 각 경기장 및 행사장별로 

급식형태 및 급식소요량이 결정되자 그 
다음 문제는 완벽한 위생시설과 제반 

능력을 갖춘 급식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능력과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ㆍ서울시ㆍ경기도ㆍ 

안전조정통제본부 등 외부 관련기관과 
검사관실ㆍ안전국ㆍ의무국ㆍ인력국 등 내부 

관련부서의 전문가 및 실무자 15명으로 

실사반을 편성하고, 1987년 8월24일부터 
9월 5일까지 도시락업체 20개소, 

패스트푸드업체 10개소를 실사한 후 

미비점 보완기회를 부여하여 동일한 
인원과 방법으로 1988년 2월 20일부터 

29일까지 도시락업체 20개소, 

패스트푸드업체 10개소를 실사하였다. 
이 결과 도시락업체 15개소, 

패스트푸드업체 7개소를 선정하여 

급식단위장소별 소요량과 업체의 
생산능력을 참고하면서도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체별 

공급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하였다. 
급식업소에 대한 위생감독기능 중 

종사원 건강진단은 인근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하였고, 관할 구청 
위생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식자재 구매단계에서부터 공급완료시 

까지 철저한 위생감시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관서와 협의하여  

위생감독관으로 임명 조치하였다. 

도시락 식단작성은 영양ㆍ기호ㆍ위생ㆍ 
능률성 등을 고려, 한끼에 900칼로리 

이상 7일 주기의 식단을 작성하였다. 

주식은 쌀밥 400g이며, 부식은 약 
10종류의 식단으로 구성하였다. 

도시락 용기는 저발포성으로서 

강도가 높고 가벼우며 단열성이 뛰어난 
PS용기를 선택하였다. 

 

17 

장소별 급식형태 및 급식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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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푸드 식단은 업체별 

시중판매용을 급식단가에 맞게 조정하여 
간편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식단으로는 햄버거ㆍ치킨ㆍ피자ㆍ한식떡 

등이었다. 
  대회 종료 후 급식공급 결과는 도시락 

및 패스트푸드 51만 4880식, 구내식당 

29만 5660식, 주변식당 21만 770식, 
임시식당 37만 7480식, 현금지급 28만 

4150식으로 당초 계획된 소요량 204만 

3148식보다 적은 168만 2940식을 
공급하였다. 

 

급식운영 업무분담 

인력지원단(후생부) 

• 운영요원 급식계획 수립 

• 급식납품업체 선정, 배정 및 계약체결 
의뢰 

• 위생ㆍ안전기관과 협조 

• 납품업체 신원조회 및 차량스티커 발부 
• 공급물량 조정 및 통제 

• 직무교육 및 평가반 운영 

 

대회운영본부(후생담당관) 

• 급식 소요판단과 식단을 선택하여 24시간 

전 주문요청 
• 검수ㆍ수송ㆍ보관ㆍ배식 및 사후정산 

• 운영요원 라운지 (급식장소) 확보 및 운영 

• 기타 경기장에서 필요한 사항 
 

급식납품업체 

• 위생ㆍ안전책임자 감독하에 급식 제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수송 및 납품 

• 기타 조직위 계약조건 이행 

 

급식형태별 운영방법 

구내식당 및 주변식당 
• 각 대회운영본부장 책임하에 가능한 한 

위생시설과 능력을 갖춘 모범업소를 지정 

• 위생 및 안전 측면에서 관리가 용이한 

식당 
• 좌석수가 많아 단체식사가 가능한 식당  

• 지정된 식당과 계약을 체결, 식권을 발행 

• 대금결재는 발행된 식권수에 의거 3일 
단위로 회계처리. 

• 선정된 업체는 위생·안전관련 

지원기관에서 지속적 관리 
임시식당 
• 각 대회운영본부장 책임하에 능력과 

시설을 갖춘 업체를 엄선하여 운영 
• 선정된 업체는 위생·안전관련 

지원기관에서 지속적 관리 

• 시설설치, 식단구성, 대금정산은 
운영본부별 특성을 고려, 계약체결 후 

집행 

현금지급 
• 수행하는 업무성격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급식이 불가능한 운영본부는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 
• 일일 출근 및 근무 확인 후 교통비와 같이 

개인별로 일일 지급원칙 

 
 

 

 
 

5.2 식음료 

조직위는 대회운영요원에게 제공할 

식음료의 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① 식음료의 공급은 휘장사업으로 확보된 

품목과 물량의 범위내에서 공급하되 

대회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면서도 
휘장사업이 불가한 생수와 빵은 

최소한으로 구매하여 공급 

② 각 운영본부 및 공급대상에 따라 
품목과 수량을 차등공급하며, 식음료의 

특성상 최상의 안전도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와 공급장비를  
확보하여 공급 ③ 대상별 배정 우선순위는 

도핑검사용, 선수·임원, 귀빈, 

보도진(기자촌ㆍMPCㆍIBC), 청소년캠프, 
운영요원, 행사출연요원, 성화봉송요원 

순으로 배정 ④ 안전한 제품생산 및 

배송을 위하여 원자재 구매에서 생산 및 
취식과정까지 관계기관이 지도와 

감시ㆍ감독 실시 ⑤ 식음료는 부패성과 

비부패성 품목으로 구분하여, 부패성 
품목은 일일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비부패성 품목은 대회 개최 전에 일괄 

공급하도록 운영방침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비부패성 품목은 생수· 

맥주·커피ㆍ인삼음료ㆍ국산차ㆍ라면ㆍ크래커 

ㆍ간장약ㆍ소화제 등이며, 부패성 품목은 
빵ㆍ우유ㆍ요구르트ㆍ아이스크림· 

햄버거 등으로 구분되었다. 

식음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수였다.  조직위는 보건사회부에서 

허가한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수 공급에 

관련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공장시설 등을 실사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업체선정에는 ① 수질이 우수하고 

국제적인 지명도 또는 공인도  ② 대회에  
필요한 0.5ℓ, 1.5ℓ, 15G/A의 3종류의 

생산이 가능하고 공급에 필요한 쿨러기 

임차설치가 가능 ③ 일괄된 공정에 의하여 
완제품을 생산 ④ 주변환경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 ⑤ 수송능력인 

차량과 인력의 보유(11톤 화물차 20대, 
인력 100명) ⑥ 서울 근교에 대형 

유개 창고의 보유 ⑦ 경비상 취약점이 없고 

자체 경비능력을 갖춘 업체 ⑧ 제한된 
기일내에 물량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주요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한 결과 4개업체를 선정, 
생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3. 대회운영요원 처우 및 격려 

조직위는 대회운영요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격려를 계획하였다. 

대회운영요원의 처우는 인력활용에 
대한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급식비ㆍ교통비ㆍ숙박비ㆍ합숙비 

지급수준을 마련하고, 처우수준은 
운영요원의 신분ㆍ직책ㆍ연령ㆍ소속기관 및 

경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수혜대상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였으며, 대회운영요원의 
격려는 운영본부별 행사 종료와 동시에 

격려회를 개최하여 참여증서와 

참여메달을 수여하고 참여기관ㆍ단체는 그 
지원 및 공헌도에 따라 대리석 기념동판, 

감사패, 감사장을 제작 수여하였다. 

제 4 장 인력 

식음료 공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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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수준을 보면 1식 2,000원의 급식비 

외에 교통비를 자원봉사자 및 
지원요원(경기장 기존시설요원은 제외)을 

대상으로 1인 1일 2,000원을 지급토록 

계획하였다. 교통비 지급기간은 
직무교육, 장소적응훈련 및 예행연습 

기간과 사전배치, 대회 개최 및 대회 

마무리 기간이었으며, 원거리 경기장ㆍ 
행사장에 근무하는 운영요원 및 심야에 

출퇴근하는 운영요원에게는 5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출장비는 대회운영요원이 업무상  

출장명령을 받았을 때 조직위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하였다. 
숙박비는 조직위 여비규정상 출장비 

적용을 받지 않는 요원을 대상으로 하며, 

1일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주거지나 원소속 직장을 떠나 2일 이상 

장기간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운영본부장의 허가를 얻어 1인 1일당 
6,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조직위는 대회운영요원과 대회에 

참여하여 지원, 협력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에서 참여증서 · 
참여메달 및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참여증서 및 메달은 사마란치 IOC 
위원장과 박세직 조직위원장 공동명의로 

제작하여 경기 및 행사 운영본부별로 

해단식과 함께 개인에게 수여하였으며, 
참가메달도 이와 동시에 지급되었다. 

참여증서 및 메달 지급인원은 

자원봉사자 2만 5706명, 운영요원 3만 
6768명, 행사출연요원 2만 1493명, 

대회관련 위원회위원 1,383명, 외국인 

2,220명 등 총 8만 7570명이었다. 
올림픽 지원ㆍ협력기관에 수여하는 

대리석 기념동판ㆍ감사패ㆍ감사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ㆍ폐회식 
출연학교 등 대회에 직접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 인력ㆍ물자ㆍ시설 등을 지원한 

기관이나 단체, 성금을 모아준 
해외동포후원회 등 각 부서별 사업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2,478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각기 공헌도에 따라 
A,B,C,급으로 등급을 분류하였다. 

• A급 : 최고의 공헌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개ㆍ폐회식에 출연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군부대(대리석 

 기념동판 설치) 

• B급 : 상당한 공헌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인력ㆍ물자ㆍ운영분야의 

 지원기관, 단체 및 법인체(기념패) 

• C급 : 경미한 공헌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소수인원ㆍ물자ㆍ장비 지원기관 

 및 단체 법인체(감사장) 

증표의 수여는 대회 종료 후 
대표기관에 대해서는 올림픽회관에 

초대하여 위원장이 직접 수여하였고, 

기타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책임하에 수여하였으며, 

해외 주재기관에 대해서는 외무부와 

협의, 현지공관을 통하여 수여하였다. 
 

 

 
 

 

 

18. 운영요원들 급식으로는 주로 도시락이 
지급되었다. 

19. 자원봉사 접수요원을 위한 리셉션. 

20. 운영요원 참여증서가 조직위 직원 및 

대회운영요원에게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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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요원 사후관리 
 

6.1 장애자 올림픽 지원 

조직위는 대통령의 지시와 

서울장애자 올림픽대회 추진 합동협의회 

운영규정, 장애자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한 
협약서 등에 의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SPOC) 

와 협의체를 구성, 장애자 올림픽의 준비 
업무에서 대회운영 및 대회 종료시까지 

지원뿐만 아니라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수행키로 하였다. 

따라서 서울올림픽대회에 투입된 

인력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대한 
연계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자원별 

연계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직위 사무처 직원 
• 양대회 상호 업무간의 동일성 유무, 

동일장소내에 인력 연계활용 규모를 

감안하여 조직위 사무처 직원이 
연계지정되어야 할 직위를 결정하여 

SPOC에서 지원요청 

• 이를 토대로 조직위 사무처 직원의 
서울올림픽대회시 근무장소 ·담당직무 

등 지정결과를 고려, 연계대상자를  

지정하여 지원 
공무원 
• 서울올림픽대회 참여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연계지정되어야 할 직위를 
양대회 상호 업무간의 동일성 유무, 

담당직무를 숙지하는데 장기간을 

요하는 직위 등을 토대로 각 부처의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계인원 및 대상직위를 

결정하여 조직위가 지원요청 
• 이를 토대로 서울올림픽대회 

참여공무원의 근무장소·담당직무 등 

지정결과를 감안하여 지원 
군인 
• 군 지원인력의 특성상 대회운영업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인사 ·물자관리 등 
단순 반복적인 행정보조업무와 

수송ㆍ통신ㆍ의무 등 기능업무 또는 

단일한 지휘명령체계 도입이 
대회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숙박업무와 여타 인력으로는 확보가 

곤란한 통역안내분야 인력 등은 
근무기간ㆍ계급 등 자격요건을 제시한 

지원인원을 SPOC로부터 접수 

• 이를 토대로 지원대상자를 지원받아 
서울올림픽대회 근무장소·담당직무 

등을 감안하여 지원 

경기연맹요원 
• 서울올림픽대회 참여 경기연맹요원 

명단 제공 

• 서울올림픽대회 참여 경기연맹요원 중 
연계대상자를 SPOC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아 지원 

 
 

 

 

자원봉사요원 
• 1988년 1월 서울올림픽대회 

자원봉사자요원 선발 및 지정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장애자 올림픽 연계참여 희망자 명단을 
제공해 줄 것을 SOPC에서 요청 

• 1988년 3월 이후 수차에 걸쳐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연계참여 희망 
자원봉사요원 명단을 SPOC에 제공 

이와 같은 지원절차를 거쳐 지원된 

인력의 규모를 자원별로 보면 조직위 
사무처 직원 195명, 지원요원 3,548명 

자원봉사요원 2,370명, 단기고용 33명 등 

총 6,146명이었다. 
이를 장소별로 보면 경기장 2,497명, 

행사장 3,227명, 기능부서 422명이며, 

직군별로 보면 통역 754명, 경기 677명 
의무 143명, 행정 639명, 사무직원 257명, 

기술 136명, 서비스 2,492명, 문화예술 

250명, 통제 798명이었다. 

 

6.2. 자원봉사 친목회 ·협의회 

□ 자원봉사 친목회 

 

조직위는 1986년 10월 8일 자원봉사 
친목회 구성 등 자원봉사요원의 

사후관리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입각하여 자원봉사 
친목회 구성지침을 마련, 각 운영본부에 

시달하였다.  이로써 1987년 2월에는 각 

운영본부 단위로 45개 친목회가  
구성되었고, 1988년 3월에는 

자원봉사요원의 행동강령인 ‘우리의  

다짐’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5월에는 각 
운영본부 단위로 50개 친목회의 구성을  

완료하였다. 

자원봉사 친목회의 구성목표는  
① 자원봉사요원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감 

고취 ② 서울아시아대회에 큰 공헌을 한 

자원봉사요원을 서울올림픽대회 운영의 
주도적 모체로 유도 ③ 자원봉사요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하여 서울올림픽에 

대한 범국민적 봉사의식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데에 있었다. 

친목회 구성의 기본방향 
• 자원봉사요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조직위가 적극 지원 

• 서울아시아대회 참여 자원봉사요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서울올림픽대회 
신규지정 자원봉사요원은 해당 

운영본부 친목회원으로 추가영입 

• 각 운영본부별로 구성하되 
서울올림픽대회 추가종목 및 행사장인  

카누ㆍ근대5종ㆍ야구ㆍ기자촌ㆍ청소년캠 

프는 자원봉사요원 지정 이후 구성 
• 각 운영본부의 실정을 감안 30~50명 

단위로 분회를 조직하고 이 조직을 

기초로 각 운영본부 친목회를 구성 
• 각 운영본부 친목회원들을 해당종목 

또는 행사장의 특성에 맞추어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관시키거나  
연계활용함 

 

 
 

자원봉사 친목회는 회장ㆍ부회장ㆍ간사 · 
분회장ㆍ총무와 회원으로 조직되었으며, 
사무차장ㆍ사무국장 또는 조직위 직원 

중에서 선임된 자문위원이 친목회 운영에 

관한 자문과 친목회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였다. 

자원봉사 친목회는 각 운영본부별 

자원봉사요원 선발과정에서 수많은 
자원봉사 공모자들을 대상으로 면접통보 

및 면접결과 정리 등 행정보고업무에 

기여하였고, 자원봉사요원들의 각종 교육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서신 및 전화연락 

등 교육 참석률 제고에 공헌한 바 컸다. 

또한 서울올림픽대회기간중 
자원봉사요원들의 결원이 발생치 않도록 

회원 상호간에 독려함으로써 대회기간, 

특히 추석명절기간에도 전혀 애로없이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 

운영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다. 

 
□ 자원봉사 협의회 

자원봉사 협의회는 1987년 5월 19일 

제1차 자원봉사 친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시 회장단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연구 검토가 시작되었고, 

동년 8월 27일에 발족을 보았다. 
협의회의 구성목적은 자원봉사 친목회 

회장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대회운영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에 응하며, 협의회를 통하여 

자원봉사요원들에 대한 조직위의  

전반적인 업무사항을 전달하는 등 
조직위와 자원봉사자간의 교량역활을 

담당, 화합분위기 조성에 모체가 되게 

하는 데 있었다. 
자원봉사 친목회 회장 5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기구는 협의회 의장 밑에 4명의 

부의장과 총무 1명, 각 친목회장 
45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올림픽회관 

7층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제 4 장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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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언어서비스 
 

7.1. 기본방침 

언어서비스의 목적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의 공식참가자들에게 최대한의 

외국어서비스를 제공,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룩함으로써 대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있었다. 

160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서울올림픽대회에서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언어는 공식언어인 

영어ㆍ프랑스어를 비롯하여 
에스파냐어ㆍ독일어ㆍ 

러시아어ㆍ아랍어ㆍ일본어ㆍ중국어의 

실무언어가 있으며, 위의 8개 언어 이외에 
이탈리아어ㆍ스웨덴어ㆍ그리스어 등 세계의 

모든 언어를 망라한 23개 기타어(특수 

외국어)를 통역 또는 번역으로 
서비스하여야 했다. 

이렇듯 각양각색이고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라 

의사전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난 서울아시아대회시에는 대회 

공식언어나 사용언어가 10여개 정도에 

불과한데도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언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사후평가가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경험이 

부족하였다는 점과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어 교육방식이 
왜곡되었다는 점,  언어서비스요원 선발 

후 실효성 있는 언어능력 향상 교육이 

미흡하였다는 점, 또 언어서비스요원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의 원활하고 
만족한 언어서비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서울아시아대회의 경험을 

거울삼고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첫째, 
장소별ㆍ언어별ㆍ수준별로 언어서비스 

적정소요를 정확히 책정하고 둘째, 

언어능력평가를 통한 우수자원 선발 및 
해외동포 등 언어능력 우수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우수요원의 적극적 확보 

셋째, 다양한 교육훈련의 기회부여를 
통해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조직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세웠다. 

첫째, 언어서비스는 공식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를 포함하여 에스파냐어ㆍ 
독일어ㆍ러시아어ㆍ아랍어ㆍ일본어ㆍ중국어 

등 8개 언어에 대한 언어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단 8개 언어 이외의 특수 
외국어는 국내의 자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보한다. 

 
 

 

 

둘째, 언어서비스대상은 선수단 · 
보도진·귀빈 등 공식참가자로 한정한다. 

셋째, 언어서비스요원은 동시통역사 · 
순차통역사·통역안내요원·번역사의 

4종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동시통역사는 IOC 총회 등 국제회의 

통역, 경기장 우수선수 인터뷰 통역 

주요인사 기자회견 통역 등을 담당하고, 
순차통역사는 경기장 우수선수 인터뷰 

통역, 공식통역을 담당한다. 

통역 안내요원은 동시통역사 및 
순차통역사가 제공하는 이외의 일체 

언어서비스를 담당키로 하였다. 

따라서 동시통역사는 본부호텔운영단 
및 보도운영본부에, 순차통역사는 경기장 

및 행사장 운영본부별로 소요인원을 

배치하고, 번역사는 보도운영본부에 일괄 
배치하여 집중관리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통역안내요원은 각 대회운영 

본부별로 소요인원을 배치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직위는 각 대회운영본부별 

언어서비스요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언어지원단을 설치 운영키로 

하였다. 

21. 조직위 운영요원들은 장애자올림픽대회도
지원하였다.

22 통역안내원이 외국선수단에 언어서비스를
제공.

23. 통역안내원의 언어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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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소요책정 

언어서비스 소요인력 산정은 1987년 

3월부터 시작하여 1988년 4월까지 4단계에 
걸쳐 조정을 거듭하여 확정하였다. 

제1단계는 1987년 3월 통역안내소에서 

167개 NOC 모두가 참가하리라는 전제 
아래 5,000명을 추정하였다. 이때 대상별 

서비스언어의 선정기준을 보면 귀빈 및  

기자단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으며, 선수단도 

영어 또는 프랑스어권 참가국 선수는 

영어나 프랑스어 사용에 지장이 없고, 
나머지 참가국 선수단의 경우 

공식기자회견시 등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회운영요원 중 귀빈 
수행, 선수단 수행, 회의통역 등 언어를 

주업무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며, 직무상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제외하였다. 

경기장은 팀담당 통역요원과 

풀요원으로 구분, 팀담당요원은 각 
팀별로 1명, 풀요원은 각 경기장의 기능과 

규모를 고려한 적정인원을 산정하였고, 

행사장은 분야별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였다. 

제2단계는 1987년 7월 대회운영조직에 

따라 제1단계 소요를 참고로 하여 각 
운영본부로부터 소요를 받고 동년 8월에 

각 실ㆍ국 협의를 거쳐 5,563명으로 

소요인력을 확정하였다. 
제3단계는 1988년 4월에 조정되었는데 

안전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는 제2단계 

소요와 변동이 없었다. 
제4단계는 1988년 4월 대회운영본부 

직제가 최종확정됨에 따라 인력국에서 각 

운영본부의 확정된 직제에 맞춘 소요를 
받아 언어자원담당관실 소요를 감안, 

7월에 5,725명으로 최종확정하였다. 

언어별로는 영어 3,311명, 프랑스어 
958명, 에스파냐어 385명, 독일어 363명, 

러시아어 151명, 일본어 178명, 중국어 

236명, 아랍어 143명이었고, 장소별로는 
경기장 1,646명, 행사장 3,452명, 

지원부서 627명이었다. 

 

7.3 통역안내요원 확보 

 

□ 언어 

언어서비스요원의 확보는 소요산정을 

토대로 하여 모집ㆍ평가ㆍ선발ㆍ배정의 

순서로 추진되었다. 
조직위는 대회에 소요되는 

통역안내요원을 국내외의 모든 

언어자원을 총망라하여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언어별 협의회를 거쳐 분야별로 

모집하였으며,  모집대상은 대학생ㆍ 

서울아시아대회 참여자ㆍ일반인ㆍ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산하기관 임직원ㆍ 

대학재학 외교관 자녀 및 상사 직원 자녀· 
대기업체 직원ㆍ군인 등이었다. 

대학생은 1987년 3월 수도권 35개 

대학 학생처장회의를 소집, 어문학과를 

전공한 대학(원)생 어문학과 이외의 
학생 중 외국어 구사능력 우수자, 한국어 

구사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자국어 외에 

기타 외국어를 1개 이상 구사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하여 주도록 

의뢰하였다. 

서울아시아대회 참여자는 동년 3월 3일 
인력국에서 올림픽대회 참여여부를 묻는 

서신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면서 3월 

31일까지 회신토록 요망하였으며, 
일반인은 일본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의 

구사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되 각급학교를 통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을 통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1985년 
10월의 자원봉사요원 응모 및 

서울아시아대회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제외하였다. 

 

모집기간은 1987년 4월 26일에서 5월 

15일까지의 20일간이었다.  조직위는 위의 
사항을 1987년 4월 25일자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였다. 

대학재학 외교관 자녀 및 상사 직원 
자녀는 1987년 12월 문교부에 파악 협조를 

의뢰하였고, 1988년 1월 문교부로부터 

326명의 명단을 접수하였다. 
대기업체 직원은 1987년 6월 

인력국으로부터 780명의 참여희망자 

명단을 접수하였으며, 군인은 1988년 5월 
서울올림픽 지원사령부로부터 2,200명에 

대해 선발시험 협조의뢰를 접수하고, 

동년 6월에 각 군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신청자현황을 보면 영어 1만 563명, 

프랑스어 1,661명, 에스파냐어 858명, 
독일어 1,089명, 러시아어 327명, 일본어 

2,121명, 아랍어 321명, 기타어 178명 

이었다 
 

□ 평가와 선발 

언어서비스요원응모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방법의 평가를 통하여 선발키로 

하였다. 이상적인 평가방법은 필기와 

구술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지만 
제한된 기일내에 많은 인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기란 곤란하였다. 따라서 

조직위는 평가대상 인원에 따라 언어별로 
평가방법을 달리하기로 하였다. 

 제 4 장 인력  

평가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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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기자에게 경기결과 등 언어서비스를
하였다.

25. 언어자원봉사자에게 그룹지도 교육이

시행되었다.

언어별 평가방법 

• 영어 : G-TELP(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문법 

20분(15문항), 청취력40분(30문항), 독해 

50분(40문항) 
• 프랑스어 : 1,2차 구분하여 실시. 

1차는 30~60분간 이해능력 

평가(객관식), 2차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강사와 5~10분간 인터뷰 

• 독일어 :  1,2차로 구분하여 실시. 1차는 

45분간 필기시험과 청취력 평가(객관식) 
2차는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강사와 

5~10분간 인터뷰 

• 에스파냐어 :  1,2차로 구분하여 실시. 
  1차는 청취력과 이해력 평가(객관식, 

주관식 혼용). 2차는 외국인과 내국인 

교수조와 5~10분간 인터뷰 
• 러시아어 : 1,2차 구분하여 실시. 

1차는 청취력과 이해력 평가. 2차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강사와 
5~10분간 인터뷰 

• 일본어 :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10분간 인터뷰 

• 중국어 :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와 
10분간 인터뷰 

• 아랍어 :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모슬렘사원 협조)와 10분간 
인터뷰 

   

위와 같이 언어별로 평가방법이 달라 
통일적이고 비교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직위는 서울아시아대회시 

영어평가시험 때 적용하였던 MPPT  
방식을 적용, 언어능력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선발기준은 4등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다. 
 

 

국내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평가ㆍ선발은 1987년 4월부터 1988년 
2월까지 각 언어별로 1~4회에 걸쳐  

평가시험하여 6,979명을 선발하였다. 

해외동포에 대해서는 ① 대회운영 
언어서비스수준 제고 ② 해외동포의 

올림픽 참여기회 확대로 자긍심과 

동포애를 고양한다는 목적하에 이들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조직위는 내무부· 

외무부ㆍ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25개국 45개 재외공관 
및 올림픽 추진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모집홍보와 아울러 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아 681명을 평가 339명을 선발하였다. 

해외동포의 거주국별 내역을 보면 미국 

242명, 프랑스 15명, 독일연방공화국 
26명, 아르헨티나 13명, 캐나다 8명, 

파라과이 6명, 기타 29명이었다. 

지원요원은 총 951명을 
평가ㆍ선발하였다. 이 중 군 지원요원은 

서울올림픽 지원사령부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평가요청이 있어,  1988년 6월 
1,467명의 시험응시자를 시험한 결과 

4등급 이상자 356명을 선발하였다. 

외국인 자원봉사자는 101명을 
선발하였다.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선교사, 외국인 단체, 국내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남자 33명, 여자 68명을 
선발하였다. 

24   25 

통역안내요원 교육실적 

언어별ㆍ자원별 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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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언어교육 

조직위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① 통역안내요원 언어교육 ② 조직위 
직원의 언어교육 ③ 자율학습 운영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였다. 
또한 조직위는 언어교육을 보다 

입체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언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였다. 1987년 
5월에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동년7월에  

개원식을 가진 언어교육센터는 조직위 

별관1층 및 지하1층 일부에 112명을 
수용가능한 언어실습실 4실, 375명을 수용 

가능한 토론실 15실 및 강사대기실 1실, 

휴게실 2실, 자료실 1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언어실습실은 자율학습용으로 자기녹음  

및 문장반복기능이 있는 수강생용 
녹음기가 설치되었고, 1실에는 

주종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TV와 

입체강의가 가능한 사운드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채용하였다. 

토론실은 비디오세트와 카세트녹음기를 

설치하였고, 자료실에는 테이프 · 
고속복사기ㆍ카세트테이프ㆍ슬라이드 등의 

각종 자료를 비치하였다. 

 

□ 통역안내원 언어교육 

통역 및 외국어 안내요원의 

교육훈련계획은 1987년 2월에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동년 4월에는 주임강사 

7명이 지정되었다. 

영어 2명, 프랑스어ㆍ에스퍄냐어ㆍ 
독일어ㆍ러시아어ㆍ아랍어 각1명의 

주임강사 역할은 언어별 통역안내요원 

선발 및 교육지원과 교재 편찬, 강사 확보 
및 강의시간 배정, 교과과정 수립 및 반 

편성, 강사교육과 기타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 등이었다. 
주임강사 명단 
• 영어 : 이흥훈(연세대학교 교수) 

양성자(대한체육회 강사) 
• 프랑스어 : 백마리조(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에스파냐어 : 김은중(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독일어 : 윤순호(성균관대학교 교수) 

• 러시아어 : 동  완(고려대학교 교수) 
• 아랍어 : 김성언(명지대학교 교수) 

일반강사는 유급강사와 자원봉사 

강사로 나누어 확보하였다.  유급강사는 
주임강사가 대학 및 학회의 협조로 

확보하였고,  영어를 담당할 자원봉사 

강사는 미8군과 미공군의 협조로 미군 
중심의 영어권 외국군인을 확보하였다. 

강사의 확보현황을 보면 영어 22명, 

프랑스어 13명, 에스파냐어 17명, 독일어 
6명, 러시아어 6명, 아랍어 4명 등 총 

68명으로 이 중 44명이 외국인 강사이고 

이외에 자원봉사 강사가 8명 포함되었다. 
 

 

 
 

 

언어교육용 교재는 언어별 주임강사가 

주축이 되어 내국인 교수 및 외국인 
교수진으로 교재편찬회를 구성, 교재를 

개발하고 전반기(하계), 하반기(동계)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전반기 교재 
• 청각교재  

- New English Course(시사영어사) 
- 교재 6권, 카세트 테이프 72개로 구성 

- 20unit를 발췌하여 1권으로 편집 

• 시각교재 
- Living Abroad(대우) 

- 교재 1권, 비디오테이프 6개로 구성 

• 부교재 
- 민병철 올림픽영어 

하반기 교재 
• 올림픽 각종 상황적응연습에 초점을  
맞춘 회화용 교재로서 8개국어 책자로 

편찬하고 녹음을 병행하였다. 

교육은 1학급당 25명 내외로 하여 
1987년도와 1988년도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교육 연인원은 7,318명, 

학급수는 295개, 강사수는 236명이었다 
 

□ 자율학습 운영 

조직위는 통역안내요원 및 조직위 
직원들의 어학 향상과 대회업무 

사전숙지에 기여하고자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센터내의 
언어실습실 및 자료실을 개방하였고, 

올림픽 회화서클을 조직 운영케 하였다. 

자료실에는 올림픽 홍보도서, 각종 
어학교재 및 어학테이프를 비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용으로 

대출하고 복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언어실습실은 이용효과와 듣기연습의 

이중효과를 목적으로 중식시간에 

정기적으로 외화를 상영하였다. 
올림픽 회화서클은 ①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자신감 배양 ② 현장실습을 

통한 실용적 언어구사능력 향상 
③ 상호문화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1987년 

9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운영되었다. 

조직구성은 통역안내요원 5명과 외국인 
1명을 1개조로 하였고, 각 조에는 

조직책임자를 지정, 자율운영케 하였다. 

조직위는 회화서클에 대하여 
대회관련장소 출입협조, 올림픽시설 

견학, 홍보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하였고 참여 외국인 전원에게는 감사장 
및 기념메달을 수여하였다. 

회화서클의 편성현황을 보면 외국인 

361명, 통역안내요원 1,457명으로 
회화서클은 314개조였다. 

 

□ 직원 어학교육 

조직위는 1986년 11월에 수립한 

서울올림픽대회 대비 교육훈련계획의 

일환으로 1987년 2월 조직위 직원 
어학교육계획을 수립하였다. 

 

 
 

 

 
 

외국인 공식참가자와의 접촉은 

통역안내요원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위의 
핵심요원들도 접촉기회가 많을 것이 

예상되어 이들에 대한 언어능력 

향상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이었다. 
직원 어학교육은 영어반과 

프랑스어반으로 구분한 어학교실제를 

채택하여 운영하였다. 
장소는 올림픽회관의 강의실2개소와 

강의실1개소, 별관의 강의실3개소와 

강사실1개소이며, 교육방법은 듣기와 
말하기의 회화중심 교육으로서 교재는 

영어 ‘Listening In ＆ Speaking Out’ 
‘Olympic English’, ‘Handouts’, 프랑스어 
‘Sands Frontiere (ⅠㆍⅡ권)’를 채택하였다. 

교육실시 인원은 토익 470점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의 외국어 관련도 
및 실ㆍ국별 직원수를 고려하여 

대상인원을 배정하였으며 학급수는 

10학급, 학급당 인원은 20명으로 하였다. 
강사는 영어가 침례교회 선교회 

외국인 자원봉사자 28명, 프랑스어가 

알리앙스 프랑세즈 소속 프랑스어 강사 
3명이었으며, 교육기간은 영어가 1987년 

3월~12월(1기), 1988년 1월~5월(2기), 

프랑스어가 1987년 5월~12월(1기), 
1988년 1월~5월(2기)이었다. 

  위의 1~2기의 걸친 교육기간을 통한  

교육인원 현황을 보면 영어 10학급 200명, 
프랑스어 3학급 65명이었다. 

조직위는 이들의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 3월부터 1988년 9월까지 
올림픽회관 및 별관 방송실을 이용하여 

매일 40분간 BBC-올림픽영어 및 민병철 

올림픽영어 테이프를 방송하여 자율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매일 출퇴근시 

통근버스 노선별로 방송을 실시, 

교육효과를 높였다. 

 

7.5 배치 및 운영 

□ 배정과 지정  

선발된 통역안내요원에 대한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능력에 맞는  
직무를 부여하여야 원활한 언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자원봉사요원도 

활동하는 데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소요에서 제기된 장소별ㆍ 

언어별ㆍ등급별 소요를 기준하고 거주지와 
근무지와의 거리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각 운영본부에 

배치하였다. 
각 운영본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후 참여가능자에 대해 근무부서를 

대회운영본부 직제상의 담당관실까지 
정하여 언어자원담당관실로 지정을 요청, 

이를 전산에 입력관리함으로써 최종  

확정하였다. 

제 4 장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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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통보받아 사안에 따라 관리하였으며, 
활용가능한 사람은 다시 타부서에 

배치하여 지정토록 하였다. 

지정인원은 소요인원 5,725명보다 
165명이 많은 5,890명이었으며, 

언어별로는 영어 3,348명, 프랑스어 

948명, 독일어 376명, 에스파냐어 387명, 
러시아어 163명, 중국어 246명, 아랍어 

158명, 일본어 182명, 기타어 82명이었다. 

장소별로 경기본부 1,670명, 
행사본부 3,559명, 지원부서 661명 

이었다. 

 

□ 언어지원단 운영 

조직위는 ① 경기장과 행사장의 

언어서비스 실태파악 및 지도점검 
② 미예측 또는 일시적인 언어서비스 

소요에 탄력적 대처 ③ 기동인력 

편성으로 긴급상황에 대처 ④ 희귀언어 
소요의 지원과 해외동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등을 목적으로 

언어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였다. 
언어지원단의 조직은 단장, 운영차장, 

관리차장 아래 통역안내부ㆍ해외동포부ㆍ 

교육부ㆍ지원부의 4개 부장과 그 휘하에 
경기장ㆍ행사장ㆍ관리ㆍ숙소ㆍ교육ㆍ기획ㆍ총 

무의 7개 담당관, 단장 직속으로 

상황실이 있다. 
인력은 총 207명으로 지휘부 4명, 

상황실 5명, 통역안내부 155명, 

해외동포부 6명, 교육부 4명, 지원부 
33명이었다. 

 

언어지원단 업무분장 

• 상황실 : 전체 언어서비스 지원상황 유지 

및 각 운영본부 언어서비스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통역안내요원의 
운영본부별 배치 및 활동현황 기록유지, 

종합상황의 보고 및 업무연락, 전산실 

운영관리 
• 통역안내부 : 전 경기장 및 행사장 

언어서비스 운영상황 파악, 경기장· 
행사장 추가소요 발생시의 지원, 기타 
현장 통역안내업무 지원, 해당 

통역안내요원 관리 및 교육 

• 해외동포부 : 해외동포 인력관리 및 각종 
행사준비 주관, 해외동포 합숙 및 교육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 

• 교육부 : 언어지원단 운영요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시행, 각 

운영본부 언어교육업무 지원 및 

언어평가, 언어서비스 관련책자 확보 
• 지원부 : 언어자문위원회, 자원봉사자 

친목회 운영관리, 자료실ㆍ언어실습실 

관리 
 

 

 
 

 

 
 

 

 
 

각 부서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소속된 

통역안내부의 인력은 통역안내요원 전체 
소요의 3％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이 

요원 중에서 언어기동반을 편성하여 

경기장 및 행사장에서의 긴급소요 및 
일시적 소요에 대처하였다. 

언어기동반의 근무방법을 보면 

제1단계는 1988년 9월1일부터 9월 
10일까지 1일 20명 내외의 각 언어별 

필수요원이, 제 2단계는 9월11일부터 

10월5일까지 전 요원이 2교대로 근무, 
경기장 및 행사장 59개 부서에 총 연인원 

2,116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언어지원단에서는 각 경기장 및 
행사장에서 외국어 소요가 발생하여 자체 

해결이 곤란할 때 문의자ㆍ통역사ㆍ 

질문받은 자 등 3자간의 통화방법을 
이용, 해결하기 위한 전화통화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각 언어별로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4,000매의 스티커를 제작,  각 
운영본부에 배부한 후 활용토록 하였고, 

대회시 통역안내요원뿐만 아니라 

 

 

대회운영요원 중 외국어 구사 가능자에게 

언어인식표(영어의 경우 I  SPEAK 
ENGLISH)를 유니폼 상의 왼쪽에 부착케 

하여 외국인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26. 시청각실에서 교육받는 통역요원들.

27. 외국인 언어자원봉사자 접수장에 찾아온

응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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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언어자문위원회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에서의 

언어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렵하고, 

언어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주한 외국인사와 국내인사를  
포함한 전문인사로 구성된 

언어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언어자문위원회는 종합언어 
자문위원회와 언어별 자문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종합언어자문위원회는 각 

언어별 자문위원 1~2명과 기타 관계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였다. 언어별 

자문위원회는 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 

에스파냐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일본어 
아랍어의 언어별로 10명 내외로 

구성하였다. 

주한 외국인사는 대사관 근무자, 
문화원장, 선교사, 기타 외국인 교수 

등이며, 국내인사는 외국어관련 

대학원장, 대학 부설 연구소장 또는  
연수원장, 어문학과 학과장, 어문학회 

학회장, 기타 교수 등이었다. 

언어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였다. 

• 서울올림픽대회의 언어서비스대책에 

관한 사항 
• 통역안내요원의 확보,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어학능력이 필요한 기타 
대회운영요원의 어학능력 향상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회와 관련한 언어문제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지만, 종합언어자문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임된 자와 조직위 

국제관계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었다. 
 

 

종합언어자문위원회 위윈 

• 김용운(서울올림픽대회조직원회 
국제관계부위원장) 

• 김재민(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연수원장) 
• 존 M.리드(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겸 

문화원장) 

• 데이비드 로저스(주한 영국대사관 
문정관 겸 문화원장) 

• 정지영(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 로랑 마다르(주한 프랑스대사관 무정관) 

• 김이배(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서어서문학회장) 
• 마리아 푸엔테스(주한 에스파냐대사관 

문화담당 서기관) 

• 오한진(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장) 
• 요하임 뷜러(주한독일문화원장) 

• 동  완(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노어노문학과장) 
• 곽영철(한양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 김시준(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 이두선(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어학과장) 
• 신두병(외무부 정보문화국장) 

• 주순호(문교부 대학정책실 대학행정 

심의관) 
• 박영일(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8. 회고와 평가 
 

조직위의 지휘부와 인력관련부처는 

대회준비계획 수립의 초기단계부터 
인력의 적정수 확보, 양질의 인력 선발, 

효율적ㆍ경제적 인력운영이야말로 대회의 

성공적 완수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가장 
역점을 두고 부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그 각고의 노력이 성공적 개최라는 빛나는 

결실이 되어 돌어왔다. 
조직위 직원 1,435명, 자원봉사요원 2만 

7221명, 지원요원 1만 8281명, 단기고용 

2,775명이 서울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주역들이다. 

이들 4만 9712명의 운영요원은 1,158개 

소속기관과 73개 대회본부에서 개인별 
적성과 사정에 따라 187개에 달하는 

직무를 개인별로 부여받아 고유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다양한 운영요원을 같은 목적의 

사업에 최고ㆍ최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교육훈련의 시행은 그 계획과 
운영면에서 치밀한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학생 자원봉사요원을 비롯한 

대회운영요원들의 학업이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교육에 참여시키는 

문제와 토요일 오후나 휴일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면서 응소율을 높이는 
문제가 연구되었고, 사실상 믿기 어려운 

참석률을 보였다. 

대회성공의 영예는 1차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평가이다. 각계각층 남녀노소의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의 
발현은 국민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민족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긴급대처인력의 

공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419명의 
긴급대회요원을 인적 친화력, 소속단체 

및 주소지를 감안, 조직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장ㆍ반장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임무수행중 긴급상황 

발생장소로 이동, 대회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경기장 외곽안내, 

개ㆍ폐회식 의전안내 등의 고유업무를 

부여, 대회의 성공적 진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부부처와 기업체, 공공기관과 군에서 

파견된 지원요원의 기여도는 그들의 높은 
전문성으로 인하여 대회운영에 

이바지한 바 큰 것으로 평가되며, 

대회운영요원의 범주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용역업체에 파견되어 관련고유업무에 

종사한 용역요원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의무영역을 넘어 모두가 주역을  
감당하였던 점은 서울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닌가 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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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양한 구성요소와 한시성 등 

업무체계와 계통에 문제를 안고 있는 
조직이 성취한 일사불란한 대회진행은 

오직 성공올림픽을 달성하겠다는 

운영요원 모두의 기저 정신에 기인한 
것으로 그 정신을 고취하고 이끌어간 가장 

핵심인력의 지도력 또한 표상받을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회준비과정에서 크게 걱정했던 

언어서비스분야도 해외교포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언어능력자의 자원봉사로 
올림픽 공식언어 외에도 23개 언어권별 

서비스요원을 배치할 수 있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높은 자질을 갖추고 24시간을 

근무한 올림픽 성공의 기수들이 이유야 

어디에 있던 당초 보장되었던 재취업이 
성사되지 못하고 일부 우두커니 앉아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후유증이 
아닌가 한다. 

 

 
 

 

28. 운영요원 참여메달. 

29. 올림픽기장. 전 운영요원에게 

지급되었다. 

30. 어머니봉사자들의 경기장 음료수 서비스. 

31. 육상경기장에는 가장 많은 운영요원들이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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