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재기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가발전과 동서 냉전 종식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의 대전환점이 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지 32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격상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저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울올림픽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매년 이 맘 때쯤 우리는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고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고 서신을 통해 인사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과 불굴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위기극복을 위해 서울올림픽의 그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스포츠의 가치를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체육인들이 앞장서서,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 재 기                  

존경하고 친애하는 서울올림픽 가족 여러분! 



1981년 9월 30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84차 IOC 총회에서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었다.

서울종합운동장의 올림픽주경기장 건설 현장

“세계를 한자리에, 화합의 장을 짓다”

“서울, 코리아”



1988년 9월 17일 잠실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선수단 입장

굴렁쇠 소년 사마란치 IOC위원장과 박세직 올림픽조직위 위원장의 개회식 환영사



 엠블럼기와 오륜기를 든 기수단팡파르요원 유니폼

양궁 김수녕선수 탁구 단식에서 우승한 유남규선수 역도 82.5kg급에서 3위를 한 대한민국의 이형근선수

“서울올림픽 성공개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이루었습니다. ”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환호하는 김재엽선수남자 하키 - 소련과 대한민국의 남자팀 예선전

복싱 플라이급에서 우승한 김광선선수



50,276명

“서울올림픽 성공개최”
  경기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5만 276명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자원봉사요원 모집 포스터

(1986년)

남자 배영 스타트 미사리 조정 경기장 남자 에이트 경기

잠실고수부지에서 펼쳐진 "유등제" 

 육상경기 시상식



1988년 10월 2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폐막식

“서울올림픽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처럼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는 국민들은 흔하지 않다. 친절하고 성실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88서울올림픽은 성공할 수 있었다.” 

- 서울올림픽 취재 외신 기자 -

직무교육중인 통역안내요원 연습중인 "화관무" 출연요원성화봉송 요원

경기진행을 보조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대회운영요원 

한복을 입은 시상요원들

경기결과를 게시하는 경기기록원

육상경기장 운영요원들



그리고 2032년, 다시 하나가 되는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기원합니다.

“다시, 하나 되는 그날”

 

2023년 대한민국 최초

국립체육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우리금융아트홀 4층

SPORTS NAMUwww.kspo.or.kr/sportsmuseum

소장품 기증문의 : 02)410 -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