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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16일   
대한체육회는 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에   

관한 조사자료를 첨부하여 문교부에   

올림픽 유치를 첫 건의.   
 

8월 22일   
국민체육진층 심의위원회가 올림픽   
유치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7인소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올림픽   

유치를 결의.   
7인소위원회 위원장은 신현확 경제기획원 

장관이었으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박찬현  문교부장관   
박동진  외무부장관   

정상천  서울특별시장   

윤일균  중앙정보부차장   
박종규  대한체육회 회장   

김택수  IOC위원   

 
9월 21일   
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계획이 정부에서   

승인되었으며 대한체육회에 추진위원회가 
설치됨.   

 
10월 8일   
서울특별시장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내외 기자회견을 통하여 1988년 제24회 

올림픽대회와 1986년 제 10회 아시아 경기 
대회를 서울시가 유치하겠다고 공식발표.   
 

 

 

 

 

 

 

 

 

 

1980년   
 
 
4월 24일   
대한올림픽위원(KOC)는 아시아   

경기연맹(AGF)헌장 제 26조 신청절차   

규정에 따라 설문에 대한 답변서를 동봉,   
1986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신청  

서를 아시아경기연맹 사무국에 제출.   
 
12월 2일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88년 올림픽 개최   
후보도시로 서울시를 지원하기로 하였   
으며, 정식신청서를 추후 제출하겠다는   
전문을 IOC본부에 텔렉스로 타전.   
 
 
12월 15일   
IOC로부터 1981년 2월 28일까지   
유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한과 설문서가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접수됨.   

 

1981년   
 
 
2월 26일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설문답변서(영어·    

프랑스어), 대통령의 보증서와   
유치신청서를 로잔 IOC본부에 정식 제출.   
 
3월 18일   
올림픽 유치가 국가적 사업으로 거국적인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가 설치됨.   

위원은 국가안전기획부장,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대한체육회 회장,   

김택수 IOC 위원   
 
3월 28일~4월 4일   
세계올림픽연합회(ANOC)대표단   
일행이 올림픽 개최능력 조사차 내한.   

미국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Don Miller와   

영국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Richard W.   
Palmer는 방한기간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면담과 체육시설을   

시찰.   
 
4월 8일   
IOC대표단 일행이 내한, 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   

방한조사단은   

Giulio Onesti 이탈리아 IOC 위원,   
Jmaes Worrall 캐나다 IOC 위원,   

Pedro Ramirez Vazquez 멕시코 IOC 위원,   
Rosemary Duc IOC 본부 직원 외 3명.   
 
5월 16일   
올림픽 유치대책 각료회의는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올림픽 유치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   
 
6월 9일~6월 11일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대표로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Adriaan Paulen   

(네덜란드)이 내한,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장 및 문교부장관을   
예방하고 경기장을 시찰.   

 
7월 30일   
조상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밀라노 세계올림픽연합회 총회에 참석,   

제24회 올림픽의 서울 유치 제안연설.   
 
 
 
 
 
 
 
 
 

9월 20일   
올림픽 유치 대표단이 독일연방공화국   
바덴바덴에 도착하여 마지막 유치활동   

전개.   

대표단은 공식대표 6명과 올림픽총회   
대표 4명 이외에도 민간유치 지원위원   

(7명), 대한올림픽위원회 지원단(9명),   

실무지원단(21명), 일반지원(16명),   
보도요원(16명), 여성지원(15명)으로   

구성, 현지에서 활동.   

공식대표   
박영수 서울시장   

조상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정주영 준비위원장   
이원경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고문   

이원흥 한국방송공사 사장   

유창순 무역협회 회장   
올림픽총회 대표   
김택수 IOC 위원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전상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최만립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9월 30일   
제84차 IOC 총회는 투표를 통하여   

1988년도 제24회 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서울을 결정, 투표결과 서울 52표, 나고야   

27표.   

 
 
 
 
 
 
 
 
 
 
10월 31일   
서울시 기획관리실내 임시발족된   

서울올림픽 준비기획반이 마련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및   

지원위원회 설치안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사무처 편성방향이 구체화   
되었음.   

 
11월 2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발기인총회   

겸 제1차 위원총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어 초대위원장에 김용식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선출하고, 부위원장   

4명, 집행위원 5명, 위원19명의 임원진을   

구성.   
사무총장에 이원경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고문을 지명 추천.   

 
11월 22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소재 삼환빌딩   
3층에 개소.   

제32장  대회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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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문교부 허가 제87호로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11월 26일자로 서울민사지방   

법원에 등기번호 제1916호로 설립등기를   
필함.   

 
11월 26일   
뉴델리아시아경기연맹 임시총회는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로 서울을   

결정.   
 
11월 30일   
제108회 정기국회는 국회차원에서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12월 8일   
정부는 대통령령 제10640호로   

서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규정을 제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   

장관과 체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국무위원 전원과 서울특별시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기획부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위원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   
 
12월 10일   
올림픽헌장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   
업무의 집행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할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설립사실을   

정식으로 IOC에 통고.   
 
12월 28일   
조직위 집행위원회 첫 회의 개최.   
198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정관 개정,   

조직위 운영규정, 사무처 직제,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 여비규정을   
의결하고 조직위 발기인총회 및 제1차   

위원총회 회의록 등 보고 접수.   

 
12월 31일   
조직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무원, 법인, 기타   
사회단체로부터 인력파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념주화·    

복권·휘장 및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울아시아대회·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이 법률   

제3535호로 제정 공포됨.   
 
 
 
 
 
 
 
 
 
 
 
 
 
 
 
 

 

1982년   
 
 
1월 13일   
정부지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관계기관간의 실무적 협조를 위하여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실무위원회 구성.   

 
2월 15일~2월 20일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직화하자는 국민운동조직으로   

범민족 올림픽추진위원회 발기인총회가   
시·도별로 개최.   

 
3월 3일   
조직위는 올림픽 재원조달과   

관리기관으로 사업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하부에 국내사업부와 해외사업부를 설치.   
 
3월 17일   
조직위 사무실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한국외환은행 본점빌딩으로 이전.   
 
3월 20일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 문교행정의   

시각에서 다루어 오던 체육행정을   

분리하여 국민사회체육을 진흥시키며   
서울올림픽과 서울아시아대회를 지원할   

체육부를 창설. 초대체육부장관에는   

노태우 정무장관이 취임.   
 
4월 7일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아시아지역   
NOC 순방길에 한국을 첫방문, 조직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올림픽 준비상황   

시찰.   
사마란치 위원장은 경기요원의 훈련지원,   

미수교국에 대한 참가 설득, 조직위   

개최예정인 각종 국제회의일정 확정 등에   
협조와 지원을 약속.   

 
4월 20일   
대한체육회 제10차 이사회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는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조상호 대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고   

32명의 위원을 선임.   

 
4월 23일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 발족.   

 
6월 10일   
조직위에서 홍보간행물 월간 ‘올림픽소식’   

창간호를 발행.   
 
6월 11일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재일동포   
올림픽후원회가 결성됨. 회장에 이희건.   
 
 
 
 
 

7월 1일   
조직위 제2대 조상호 사무총장 취임.   
 
7얼 12일   
제2대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 위원장에   
정주영 대한체육회 회장 취임.   

 
8월 10일   
체육부는 각 부처 세부시행계획안을   

토대로 1차 시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정부지원실무위원회·지원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총합계획’ 완성.   
총합계획은 관련사업을 6개 분야 625개   

사업으로 분류, 대회준비 골격을   

제시하였으며 양대회관련 직·간접사업을   
망라하였음. 동 계획은 투자규모를   

직접사업비 6066억원, 간접사업비   

2816억원, 민자 4598억원 등 총 1조   
3480억원으로 책정.   

 
12월 29일   
조직위 제12차 집행위는 조직위   

목적사업에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여 조직위 사무처와 아시아대회   

사무처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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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2월 14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의 두 사무처   

통합방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동일자로 사무처가 통합운영됨. 통합   

사무처 규모는 사무총장, 3차장, 본부장   

및 1실, 13국, 58과로 정원은 246명.   
 
2월 23일   
조직위 집행위원회는 마스코트 대상물   
현상공모에 응모한 60종 4,344건 중 1·2차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추천된 호랑이와   

토끼 중 호랑이를 서울올림픽대회   
마스코트 대상물로 확정 의결함.   

 
 

 

 

 

 

 

 

 

 

4월 1일   
대회 기금조성의 일환으로 조직위는   

한국주택은행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올림픽복권을 발행.   
 
6월 3일   
제9차 조직위 위원총회는 현상공모·    
지명공모의 과정을 거쳐 서울대학교   

양승춘 교수의 작품을 서울올림픽대회   

휘장으로 확정함.   
 
7월 1일   
조직위의 핵심인력인 자체직원을   
1차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함.   

시험은 서류전형,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시험, 면접시험으로 분류 실시하였음.   
 
7월 11일   
제2대 조직위 위원장에 노태우   
내무부장관 취임.   

노태우 위원장은 정무제2장관, 초대   

체육부장관을 거쳐 내무부장관 재직시   
조직위 위원장으로 전임.   

 
 
 
 
 
 
 
 
 
 
 
 
 
 

8월 25일   
정부는 1981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서울아시아대회·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지원법의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11213호로 제정.   
 
9월 17일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기본계획 및 설계작성   

용역계약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와 체결.   
 
9월 28일   
조직위 사무처 직제를 개정하여 기획국과   
대변인실을 신설함으로써 사무총장,   

3사무차장 및 1실, 1대변인, 10국, 31과로   

개편.   
 
10월 20일   
조직위가 한국방송공사를 서울올림픽대회   
주관방송사(HB)로 선정하고 조직위·    

한국방송공사간 업무분담을 규정하는   

기본약정 체결.   
 
 

 

 

 

 

 

 

 

 

10월 24일   
조직위는 방영권 판매 등 수익사업이   
진전되면서 계약업무 추진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여 6월 오   

멜베니 마이어사를 법률고문으로 선정한   
데 이어 김 앤드 장 법률사무소,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중앙국제법률특허   

사무소를 국내법률고문으로 선정,   
 
12월 17일   
1982년 8월10일 수립된 총합계획을   
그동안의 여건변화 감안 및 내용을 보완   

발전시켜 구체화한 양대회 준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동 시행계획은 전체사업을 직접사업과   

여건조성사업으로 구분하고 직접사업을   

행사·시설·보건위행·교통관광·통신·    
개발·문화정보의 7가지로, 여건조성   

사업은 환경 및 국민의식 분야로 구분.   

직접사업 투자규모는 6975억원,   
여건조성사업 투자규모는 1조 811억원   

으로 추정.   

 
12월 19일   
조직위의 사업수익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1984년   
 
 
2월 27일   
조직위 집행위와 위원총회는   

서울올림픽대회기간을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2일까지로 결정.   
동 대회 개최기간 결정은 1984년 7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88차 IOC   

총회에 보고, 동 총회의 승인으로 확정.   
 
4월 7일   
마스코트 대상물로 호랑이를 선정한   
조직위는 마스코트의 애칭공모를 실시,   

접수된 6,117건 2,295종의 호칭 가운데   

민속학자·한글학자·동물학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추천한   

‘호돌이(HODORI)'로 마스코트의 애칭을   
확정.   
 
4월 11일   
조직위·과학기술처·한국과학기술원   
기관장 합동회의에서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을 서울올림픽대회   

약물분석기관으로 지정하고 약물검사를   
국가연구사업으로 지정, 연구비·    

기기구입비·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   
1985년 1월 조직위 . 한국과학기술원간   

약물분석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체결.   
 
4월 24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국립경기장 부지에   

올림픽공원 착공.   
 
5월 16일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한국마사회가   

서울승마공원 조성공사에 착공.   
 
6월 22일   
조직위 간부회의는 ‘한국의 평화의지’와   

올림픽이 지향하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범세계적 ‘화합과 전진’을 모토로 하는   

서울올림픽대회 이념을 확정.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의 의의 및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통일된   

이념정립을 위하여 1984년 1월7일조직위  
관계자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계·언론계·체육계의 저명인사를 초청,   

7차의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작성하여   

간부회의에 부의, 동일자로 채택 확정된   
것임.   

제32장  대회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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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호 지원법 제7조에 근거,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며 올림픽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7월부터 경기복권을   
발행.   

조성자금의 50%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지원키로 하고 조직위가 발행주체로,   
국민은행을 발행대행기관으로 운동경기와   

관련하여 대상경기의 승부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   
 
7월 19일~8월 14일   
제 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정부·    
대한체육회·조직위 실무자 149명으로   

구성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합동조사단이 

파견되어 대회를 참관하고   
기술을 습득.   

 
7월 26일   
로스앤젤레스 제88차 IOC 총회에   

서울올림픽준지 제1차 공식보고서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출되었으며 노태우   
위원장이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   

동 보고서 부록에 조직위 기구표, 대회   

앰블럼·마스코를 소개   
 
8월 27일   
올림픽회관 건설공사 착공.   
 

9월 7일   
조직위 사무처 직제를 개정하여3차장,   
1실, 1대변인 10국, 33과, 7담당관, 정원   

456명으로 확대개편.   

9월 10일   
한구과학기술원(주)한국데이타통신,   

(주)쌍용컴퓨터, (주)한국전산 등 4개   

기관을 대회전산시스템 개발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기술주관   

기관으로 선정.   

 
9월 29일   
착공 7년만에 7만 1947㎡의 경기장 면적과 

좌석수 7만 5000석, 수용인원 10만명   
규모의 올림픽주경기장 개장. 주경기장   

개장식에는 사마란치 IOC 위원장 등   

세계스포츠 지도자들이 대거참석.   
 
 
 
 
 
 
 
 
 
 
 
 
 
 
 
 
 
 
 

10월 2일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 제3대 위원장에   
노태우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 위원장이   

겸임.   

 
11월 1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89차 IOC   

총회에서 서울올림픽대회 초청장을 IOC   
명의로 발송할 것을 결의하고 전 NOC의   

참가를 다짐하는 ‘로잔결의안’을 채택.   
 
11월 7일   
멕시코 제4차 ANOC 총회에 서울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하고 특히 미수교국에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최선의 편의가   

제공될 것임을 강조.   

 
12월 19일    
청량음료의 코카콜라사, 필름의 코닥사를   

양대회 공식후원업체로 첫 선정.   
 
 
 
 
 
 
 
 
 
 
 
 
 
 
 
 
 
 
 
 
 
 
 
 
 
 
 
 
 
 
 
 
 
 
 
 
 
 
 
 
 
 
 
 
 
 

 

1985년   
 
 
1월 10일   
현대·삼성·금성·선경·대우·쌍용·국제 등   

국내 7대 재벌그룹은 중견간부 및 직원   

40명을 조직위에 파견하여 올림픽대회   
종료시까지 근무하도록 인력지원.   

 
1월 31일   
조직위는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민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어를 공모한 결과 응모작 4만   
8019통 중 홍재훈 씨의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를 최우수작으로 선정.   
 
 
 
 
 
 
 
 
 
 
3월 2일   
서울올림픽대회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민간운동을 주도할 목적하에 지역단위로   
발족되었던 범민족올림픽추진   

중앙위원회가 직능단체를 포함한   

범민족올림픽추진협의회로 확대개편되어   
회장에 남덕우 무역협회장, 본부장에   

문태갑 씨가 취임.   

 
3월 20일   
매년 기념우표 8종씩 1988년까지    

32종을 발행, 25억원의 기금조성목표를   
설정하고, 1985년도 1차분 우표 2종   

1800만매를 발행. 액면가 70원에 기금   

30원으로 발행가는 100원.   
 
4월 30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영제 교수의   
작품을 공식포스터로 채택. 순수한   

올림픽정신을 오륜으로 상징하고,   

타오르는 성화를 들고 앞으로 달리는   
주자의 모습을 통하여 행복과 번영을 향한   

전진을 상징.   

 
6월 5일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제90차 IOC 총회에 

15개 항목별로 준비상황을 수록한 2차   
공식보고서를 제출.   

총회는 제89차 특별총회가 결의한 대로   

대회참가 초청장을 IOC 명의로 발송하며,   
각 NOC는 4개월 이내에 참가여부를   

회신하도록 올림픽헌장을 개정함.   

총회에서는 서울올림픽 경기종목과   
기자촌·선수촌 숙식비를 조직위 요청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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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 

대회유치에서 1984년 말까지의 조직위   
추진업무기록인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준비업무기록집   

제1집(I·II권 2,112면)발간.   
 
7월 5일   
조직위 제3대 이하우 사무총장 취임.   
 
 
 
 
 
 
 
 
 
 
 
7월 5일   
올림픽기념주화 해외판매전담사로 홍콩의   

모넘사(Monum Limited)를 선정,   

해외판매대금으로 인수주화에 대한   
소재값과 총1억 1000만달러의 프리미엄을 

지급받기로 함.   

 
9월 2일   
한국과학기술원의 조사를 토대로   

조직위는(주)한국 IBM으로부터는   
정보처리시스템분야,(주)금성사로   

부터는 종합정보망시스템분야의   

전산장비를 휘장사업으로 무상임차하는   
공식후원자 가계약을 체결.   

 
9월 5일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관련 기본사업   

계획안이 조직위 집행위원회 의결과   

체육부 승인을 거쳐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   

확정된 기본사업계획안은 매회 액면   

1,000원짜리 백동화부터 5만원 금화까지   
7종 264만장씩을 6개월 간격으로   

매회차마다 도안내용을 달리하여   

발행한다는 것.   
 
10월 2일~11월 10일   
9월30일 노태우 조직위원장의   
자원봉사요원 공모계획 발표에 이어 동년   

10월2일부터 자원봉사자 신청을 접수한   

결과 경기개최 5개 도시에서 총 11만   
6294명이 응모.   

 
 
 
 
 
 
 
 
 
 
 
 
 
 
 

10월 29일   
서울 남산 위 서울타워 2층 264㎡ 면적에   
상설홍보전시관을 개관. 1987년 10월   

2일까지 관계자료 전시. 전시물은 대회   

준비상황 소개 사진, 국어·영어로 된   
양대회 준비현황 소개 비디오 및   

슬라이드, 각종 올림픽상품, 호돌이   

실물모형, 전자계기판, 서울종합운동장   
모형.   

 
12월 18일   
한국전기통신공사(KTA)를 대회 통신지원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조직위가 맡을   

대회 통신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주관할   
지원통신의 업무한계, 재정사항,   

업무협조사항 등을 망라한 ‘대회전기통신   

지원에 관한 기본약정서’를 체결.   
 
12월 21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대회전산   
주관기관 겸 경기운영시스템(GIONS)   

개발기관으로 선정하고, 조직위·KAIST간 

협약체결.   
 
 
 
 
 
 
 
 
 
 
 
 
 
 
 
 
 
 
 
 
 
 
 
 
 
 
 
 
 
 
 
 
 
 
 
 
 
 
 
 
 
 
 

 

1986년   
 
 
1월 20일   
조직위는 올림픽대회 개회식 입장순서를   

올림픽헌장 제63조 부속규칙의   

‘올림픽대회를 조직한 국어의 순서에   
따라 입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글의 가나다순으로 결정.   

 
2월 13일   
국방부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에   

건설하는 체육관에 조직위가 공사비   
8억원을 지원, 올림픽대회 레슬링경기장   

으로 이용할 상무체육관이 준공됨.   
 
3월 26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와 IOC는 공동으로   

제24회 서울올림픽 미국방영권계약을   
NBC 방송사와 체결. 1985년 9월13일   

미방송 3사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NBC 에 방영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후   
계약내용을 놓고 3차 협상 끝에 스위스   

로잔에서 IOC 사마란치 위원장, 조직위   

김운용 부위원장, NBC 왓트슨 사장이   
서명.   

체결된 계약서는 최저보장액 3억달러에   

광고수입에 따라 5억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당초의 내용 그대로이며   

방영권계약서 RCA 지급보증서, USOC   

동의서, 한국 홍보관련 서약서를 동시에   
서명.   

 
3월 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올림픽회관이 착공   

1년 7개월 만에 완공되어 1982년 3월부터 
사용해오던 한국외환은행 본점에서   

사무실을 점진적으로 이전.   

연건축면적 1만 7305㎡.   
 
 
 
 
 
 
 
 
 
 
4월 12일   
올림픽기념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조직위는 1984년 4월   

구성된 올림픽기념 상징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상징조형물의   
건립위치와 작품공모방법 등 계획에   

따라, 1985년 공모작품 28점을 접수하여   

심사위원의 심사 끝에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을 채택하고 상징조형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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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4월 26일   
ANOC 총회사상 최대규모인 152개   
NOC에서 771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차   

세계올림픽연합회(ANOC)총회 개최.   
동 총회 의제는 ANOC 헌장 개정.   

집행위원 선출, 서울올림픽 준비상황보고,   

차기총회 개최지 선정이었으며, 총회기간   
ANOC 집행위, ANOCA, AENOC 등   

ANOC 관련 국제기구회의와 IOC 집행위,   

8개 분과위, IOC·NOC 합동회의와   
아랍스포츠연맹회의 개최   

 
 
 
 
 
 
 
 
 
 
5월 7일   
박세직 체육부장관,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에 취임.   
 
 
 
 
 
 
 
 
 
 
 
 
 
 
 
 
 
 
 
 
 
 
 
 
 
 
 
 
 
 
 
 
 
 
 
 
 
 
 
 
 

5월 28일   
서울시 송차구 방이동 165만 2900㎡의   
부지에 몽촌토성과 인공호수·녹지대·    

야외공연장 등 시설과 사이클·펜싱·  

체조·역도·수영·테니스 등 6개 경기장 및   
올림픽회관을 수용한 올림픽공원이   

준공됨.   

공원내 경기장 건설내역을 보면   
• 사이클 경기장-4월30일 준공. 연면적   

2만 6020㎡, 수용인원 6,000명   

• 역도경기장-4월30일 준공. 연면적 1만   
716㎡, 수용인원 4,000명.   

• 펜싱경기장-4월30일 준공. 연면적 1만   

6358㎡, 수용인원 7,000명.   
• 체조경기자-4월30일 준공. 연면적 3만 

548㎡, 수용인원 1만 5000명.   

• 테니스경기장-8월15일 준공. 연면적   
7만 930㎡, 수용인원 1만명.   

 
 
 
 
 
 
 
 
 
 
6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미사리 1895만㎡의   
부지에 한강 조정/카누경기장이 1984년   

9월18일 착공된 지 1년 6개월만에 완공. 
조정호는 폭 140m, 길이 2,212m, 수심   

3m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2,155㎡의   

본부건물과 지상 1층 선수용 건물, 지상   
5층의 결승탑, 지상 2층 출발탑, 정고를    

설치. 수용인원 2만 5000명.   

 
6월 12일   
서울대학교가 건립추진중이던   

실내체육관에 조직위가 기금을 일부지원,   
올림픽대회 탁구경기장으로 활용할   

서울대학교 체육관이 1984년 11 월20일   

착공된 후 1년 6개월 만에 준공. 지하 5층, 
수용인원 5,000명.   

 
6월 18일   
올림픽배구경기장으로 사용될   

한양대학교 체육관이 착공 3년 3개월 만에 

완공. 연면적 10만 3296㎡,   
수용인원 8,000명.   

 
 
 
 
 
 
 
 
 
 
 
 
 
 
 

6월 30일   
한국방송공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새마을 운동중앙본부 부지 1만   

9447㎡에 공사비 121억원을 들여 1984년 

6월27일 착공한 새마을 체육관 준공.   
서울올림픽대회시 배구 예선경기가   

거행되었으며 우레탄 바닥으로 크기는   

26×38m, 천장높이 14.25m이며 수용인원   
4,500명.   

 
7월 19일   
조직위는 서울올림픽대회 개.폐회식   

기획단을 발족시켜 단장에 음악평론가   

박용구 씨, 위원에 대학교수·화가·    
연출가·방송국 관계자와 조직위 관계자   

등 12명을 위촉.   

개·폐회식 행사 안무 및 지휘자 위촉.   
 
 

 

 

 

 

 

 

 

 

9월 9일~9월 13일   
로얄오페라단 초청공연이 동아일보사   
주관으로 서울아시아대회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는데   

공연된 오페라는 ‘카르멘’, ‘삼손과   
데릴라’, ‘투란도트’ 등   

 
9월 10일   
전문기관의 연구와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확정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착공된   

후, 1986년 1월 잠수교 중간반달형   
개량공사 실시와 5월 올림픽대로가   

개통된 데 이어 행주대교에서 암사동간   

36km 구간의 저수로 정비, 고수부지   
조성, 분류하수관 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한강종합개발 준공식을 거행.   

4년여에 걸쳐 투입된 사업비는   
3875억원으로 하상 정비에서 얻어진   

골재가 주재원이었으며 일부는   

시비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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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6일~9월 17일   
하계올림픽종목경기연맹연합회(ASOIF)   
집행위와 24개 종목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제5차 총회가 롯데호텔에서 개최.   

국무총리 및 IOC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개회식이 거행되었으며, 동   

집행위는 IOC 집행위와 IF 합동회의에   

제안할 선수규정, 서울올림픽 임원 및   
심판 비용문제, TV 방영권문제를 협의.   
 
9월 16일~9월 19일   
IOC 집행위와 IF 합동회의가   

롯데호텔에서 개최됨.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   
전원과 박세직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한 IOC   

집행위원회에서는 남북체육회담 및   
서울올림픽 준비상황이 보고되었으며,   

18일의 IOC 집행위와 IF 합동회의에는   

IOC 집행위원 전원, 34개 IF 대표단 70명,   
박세직 조직위 위원장 외 5명이 참석하여   

서울올림픽대회의 남북한 분산 개최문제   

등을 논의.   
 
9월 20일~10월 5일   
제 10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경기종목 25개, 참가선수단 27개국   

4,839명, 경기장 33개, 연습장   

50개소.   
서울아시아대회에서의 대회운영 경험과   

인력 및 물자의 연계활용으로   

서울올림픽의 성공에 밑거름이 됨.   
 
 
 
 
 
 
 
 
 
 
10월 18일   
서울올림픽대회 D-700일 카운트다운   
점등식 거행, 전광판 작동 시작됨.   

 
11월 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강동구 둔촌동   

일대 62만 6664㎡부지에 6층에서   

24층까지의 아파트 86동 3,692세대의   
선수촌과 36개동 1,848세대의 기자촌   

건설공사에 착공. 공사시행주는 서울시   

였으며 설계는 국제현상공모 결과   
일건종합건축사무소 대표 황일인과   

우 앤드 윌리엄스 건축사무소 대표 우규승   

의 공동작품을 당선작으로 채택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함.   

 
 
 
 
 
 
 
 
 

12월 5일   
조직위 제4대 김옥진 사무총장 취임.   
 
 
 
 
 
 
 
 
 
 
12월 9일   
조직위 사무처 기구를 서울올림픽대회   
운영체제로 개편하고 사무총장, 3차장,   

2실장, 대변인, 감사관, 조정관, 1사무소,   

23국, 74과, 24담당관제로 확대.   
 
12월 31일   
1985년 리스본 개최 IOC 집행위에서   
신라호텔이 본부호텔로 거론되었으며,   

동년 12월 서울시내 5개 특급호텔을 선정, 

1986년 8월 IOC 와 안전유관기관에   
안전평가를 요청한 끝에 신라호텔을   

서울올림픽대회 본부호텔로 지정.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에 위치한   
신라호텔은 총 객실 636실, 식당 11개소,    
회의·연회장 11개소 및 수영장, 이용실 등 

부대시설을 구비.   
객실제공 기간은 9월1일부터 10월   

5일까지였으며 적용 객실요금은 IOC,   

조직위, 행사준비요원으로 나누어   
할인율을 적용, 1988년 8월11일까지   

예약금을 지불하고 대회가 끝난 후 11월   

2일까지 잔액을 지불하는 조건임.   
 

 
 
 
 
 
 
 
 
 
 
 
 
 
 
 
 
 
 
 
 
 
 
 
 
 
 
 
 
 
 

 

1987년   
 
 
1월 30일   
조직위는 대회 경기분야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체육계의 의견수렴과 협조를 얻기   

위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운영협의회를   
구성. 

대한체육회 회장단, 서울시 교육감,   

종목별 경기단체장, 원로체육인 및   
체육교수 등 구성원35명의 동 협의회   

발기인 총회는 민관식 전문교부장관과   

조상호 조직위 부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출.   

 
2월 9일   
각 언론사 사장과 각계인사 26명으로   

구성된 서울올림픽대회 보도·방송협의회   

발족, 대회의 보도·방송운영과   
대회홍보의 성공을 위한 보도·방송·  

홍보분야의 자문과 협조가 목적이었으며,   

위원장에 김종규 연합통신사 사장이   
선출됨.   

 
2월 10일   
조직위는 선수촌 전담병원으로 인제대학   

부속백병원과 경희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을 지정.   
선수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백병원은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의사 70명을 파견한   

외에도 의료물자와 장비를 지원.   
 
2월 16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준비 및 운영에 관한   

협의기구로 올림픽 문화예술행사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어 관계전문인   
21명이 위촉되었으며, 위원장에 강원용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이 선출됨.   
 
3월 1일   
올림픽공원이 유료개방되었는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으며, 입장료는 일반 500원,   

단체·학생·군경 250원, 학생단체 200원,   

주차료 500원.   
 
3월 6일   
슐츠 미국 국무장관은 올림픽주경기장을   
시찰하고 조직위를 방문, 박세직 위원장   

으로부터 준비상황을 청취한 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올림픽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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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서유럽지역 30여개국 국·민영방송   
연합체인 EBU와 IOC 간에 1차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던 방영권료가   

2800만달러로 최종확정되어 계약서에   
서명.   

 
4월3일   
1986년 7월에 구성된 개·폐회식 기획단이 

발간한 1차 대본(안)을 개·폐회식   

식전전문위원회가 축조심의하여   
‘벽을 넘어서’라는 완성된 개·폐회식   

대본을 확정 발간.   

 
4월 10일   
조직위는 30개국의 주한 외교사절을   

올림픽회관에 초청, 올림픽 준비현황을   
설명하였고, 주한 외교사절은   

올림픽공원을 시찰.   

 
4월 22일   
조직위와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   

공동주최로 서울올림픽 국민성원대회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   

박세직 조직위 위원장과 남덕우 범민협   

의장을 비롯한 관계인사와 자원봉사자,   
교통·관광·숙박·요식업계 종사자,    

모범운전자·집배원·청소원 등 직능·    

사회단체 초청자 7만여명이 참석.   
 
 
 
 
 
 
 
 
 
 
5월 1일   
1987년 4월 민정당연수원 통일의 전당을   
캠프장소로 확정, 시설사용협약을 체결한   

조직위는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   

서울올림픽 국제청소년 캠프 운영을   
위탁하는 행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   
 
5월 2일   
서울올림픽 D-500일 행사의 하나로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조직위는   

‘직원성공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올림픽의 5대 목표 달성의 결의.   
 
5월 6일~5월 12일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92차 IOC 총회에   

서울올림픽 준비상황 제4차 공식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남북한 체육회담   
진전상황도 보고.   

 
 
 
 
 
 
 
 
 

5월 15일   
그리스올림픽위원(HOC)로부터   
성화봉송협약서 초안을 접수하고   

업무협의를 시작한 후 7개월여간 조정과   

절충을 거쳐 아테네의 그리스올림픽   
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올림픽조직위와   

그리스올림픽위원회간 성화봉송협약을   

체결.   
 
5월 22일   
일본공영방송인 NHK 및 5개   
민간방송계열로 구성된 일본방송협의체   

(SLOJP)와 일본 NHK 회의실에서   

방영권료 5000만달러 및 기술·장비 협력비 
200만달러 지원조건으로 일본지역   

방영권계약을 체결.   

 
6월 4일   
체육부 장·차관과 조직위 위원장단이   

지역을 분담, 전국 14개 시·도에서   
서울올림픽대회 준비상황 지역별   

보고회를 개최. 동 보고회는 주민대표.   

직능대표·체육관계자 등이 참석,   
시·도지사 인사와 보고 및 슬라이드 상영,   

참석자와의 대화로 진행.   

 
6월 9일   
우산유 버마 대통령이 조직위를 방문하고 

올림픽 준비상황을 청취한 후   
올림픽주경기장을 시찰.   

 
6월 23일   
올림픽의 날 기념심포지움이   

한국올림픽아카데미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서울시청에 올림픽기 게양.   
 
7월 2일   
통역안내요언 2,000명을 비롯하여   
언어별강사, 언어교육 자원봉사자,    

언어자문위원 외국인 자원봉사자,   

우정의 사절단 예비심사 합격자 등   
2,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올림픽   

언어자원봉사자 결단식이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거행.   
 
7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별관   
1층에 언어교육센터가 개원되어 6일부터   

66명의 내외국인 강사진이 6개 언어권별로 

통역안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7월 3일~8월 20일   
세계 16개국 조각가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공원에서 세계현대미술제 제 1 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 개최.   

 
 
 
 
 
 
 
 
 
 
 

7월 15일   
30종의 스포츠픽토그램과 12종의   
문화포스터가 확정 발표됨.   

1986년 4월 정식종목 23종, 시범·    

전시종목 4종, 성화봉송·마라톤·수구 등   
3종을 포함 30종의 스포츠픽토그램 시안이 

제작된 후 1987년 5월 최종보완을 거쳐   

확정발표됨.   
문화포스터는 전문가의 추천과 심사로   

선정된 12명이 각기 1점씩 제작, 대회   

홍보용으로 확정.   
 
7월 27일   
조직위는 특수용지의 자체생산이   
가능하고 정교함과 위조방지 기술이   

우수하며 제품의 분류·검사·계수에   

완벽한 한국조폐공사와 입장권 제조공급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   

 
7월 31일   
조직위는 75개 중·고 및 대학(교)을   

서울올림픽대회 협력학교로 선정,   

올림픽회관 1층 회의실에서 지방을   
제외한 경인지역 61개교 대표와   

문교·체육부 관계관, 조직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   
 
8월 4일   
조직위·한국방송공사간의   
서울올림픽대회 TV·라디오방송에 관한   

세부약정 체결. 약정내용은   

한국방송공사가 주관방송사로서 국제신호   
제작, 방송장비 확보, IBC 건립.   

조직위는 호스팅서비스 제공, 대회   

운영자료 제공, SPBC 서비스를 분담.   
 
8월 9일~8월 18일   
조직위는 범미주경기대회를 계기로   
미국·일본지역 교민에게 서울올림픽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일정은 8월9일 시카고, 8월 11일   
샌프란시스코, 8월13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8월 18일 도쿄, 보고회는   

박세직 위원장의 보고회 인사, 슬라이드   
상영, 질의·응답순으로 진행.   

 
8월 27일~10월 24일   
서울올림픽대회 D-365일을 전후하여   

일정가상 도상연습인 ’87호돌이연습을   

실시, 조직위의 안전기관과 유관기관간의   
연계기능, 장애자 올림픽대회 지원계획,   

우발상황 대비능력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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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   
1987년 1월 유니폼제작 기본계획을 작성.   
유니폼디자인심의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년 3월 심의위는   

이화여자대학교 배천범 교수와 한복류에   
신난숙을 추천,  5월7일 용역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6월 이들이 작성한 도안을 놓고   

품목별 기본스타일을 3차에 걸쳐 심의,   
디자인을 확정.   

 
9월 11일   
1982년 4월24일 발족된   

서울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가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5년   
5개월 만에 해산.   

 
9월 17일   
스위스로잔 IOC 본부에서 ASOIF· 

ANOC·조직위 간부 등 180여명의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마란치 IOC   
위원장 주재로 서울올림픽 공식초청장   

발송식을 거행, 167개 NOC에 초청장을   

발송.   
 
9월 17일~9월 22일   
1987년 세계주니어근대 5종선수권대회가   
18개국 1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승마공원에서 개최.   

 
 
 
 
 
 
 
 
 
 
9월 17일~9월 29일   
1987년 국제요트대회가 29개국 498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요트경기장에서 개최.   
 
9월 18일~9월 20일   
1987년 국제사이클대회가 16개국 136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림픽공원   

사이클경기장에서 개최.   
 
9월 20일   
올림픽 성화봉송로달리기대회가 전국   
119개 시·군에서 거행되었는데 전국에서   
참가인원이 35만여명이었으며,    
서울에서는 대통령, 국무위원, 조직위   
간부, 체육계인사와 일반시민 등   
10만여명이 올림픽대로 5km 달리기에   
참여.   
 
10월 3일~10월 4일   
1987년 서울카누국제대회가 27개국   
297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강   
조정/카누경기장에서 개최.   
 
 
 
 
 
 

10월 28일   
재일동포 올림픽후원회 박병헌   
거류민단장 이희건 재일한인 후원회장   

등 300명이 조직위를 방문하고 올림픽   

성금 1차분 300억원을 전달.   
 
10월 31일~11월 17일   
전국 23개 도시 순회, 서울올림픽대회준비   
시민설명회 개최.   

 
11월 16일~11월 19일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조직위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방문하고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체류기간 에스파냐   
조작작품 기증. 올림픽공원·선수촌·    

기자촌·패밀리아파트를 시찰하고 선수촌   

급식시식회에 참석.   
 
12월 9일   
1983년 6월(주)대우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착공된 수영만 매립 및 부산요트경기장   

준공.   

 
12월 23일   
140개의 국내점포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전산처리능력 등 조건과   
서울아시아대회시 판매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외환은행이 입장권 국내판매대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   
 
12월 29일   
소련 NOC 왕 조직위간 영사기능 부여,   
선박입항 동의협의록에 서명.   

 
12월 31일   
조직위는 MPC 건물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도 159 한국종합전시장(KOEX)별관   

지하 1층, 지상 3층 2만 4949㎡와 옥외가설 
건축물 653㎡, 주차장 3만 7615㎡를   

1988년 7월15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93일간 임대료 3억원에 임대협약을 체결.   
 
 
 
 
 
 
 
 
 
 
 
 
 
 
 
 
 
 
 
 
 
 
 
 
 

 

1988년   
 
 
1월 17일   
개정된 올림픽헌장에 따라 1987년 9얼   

17일 IOC 위원장 명의로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초청장이 167개 NOC 에   
발송되었는데 마감시한인 이날 현재 161개 

NOC가 참가의사를 통보.   

참가의사 미통보 국가는 북한·쿠바·    
알바니아·에티오피아·세이셀·니카라과   

등 6개국.   

 
1월 20일   
올림픽회관 국기게양대에 161개   

참가신청국 국기가 게양되어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   

 
1월 26일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가 주최하는   

서울올림픽대회 성공다짐대회가 김정렬   

국무총리, 남덕우 범민협의장, 박세직   
조직위 위원장과 전국 시·군·구   

지역대표자, 직능별 종사자 등 1만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개최.   

 
2월 1일   
1986년 10월 1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91차 IOC 총회에서 최종승인된   

서울올림픽대회 경기일정 최종안을   
책자로 발간, 1987년 5월 경기일정책자   

1판을 발간한 데 이어 전 종목 세부경기   

일정책자 국문 1,000부, 영문 2,000부를   
발간하여 IOC와 IF 및 각 NOC에 배포.   

최종판을 1988년 9월 5일발간.   

 
2월 8일~2월 11일   
캘거리에서 열린 제93차 IOC 총회에   

제 5차 공식보고서 제출 및 준비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언론인 300여명을 초청하 

여  ‘서울올림픽의 밤’ 행사를 개최.   

캘거리동계올림픽기간인 2월28일까지   
홍보전시관도 개설 운영.   

 
2월 20일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공식보고서 발간.   

 
2월 29일   
성화봉송요원을 주자·부주자·호위자로   

구분하여 전국에서 공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988년 1월모집공고, 2월   
29일까지 신청서 접수결과 남자 3만   

3215명, 여자 3,796명 등 3만 7011명이    
응모.   
 

제32장  대회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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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4월 29일   
1987년 7월 3일부터 3월20일까지 16개국 
17명의 초대작가가 참여,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었던 1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에   

이어 17개국 19명의 작가가 참여한 2차   
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이 올림픽 공원에서   

개최.   

1차는 돌과 콘크리트가 소재였고 2차는   
철·주물·합성수지·알루미늄·나무 등이   

소재.   

 
3월 20일   
조직위는 ANOCA 와의 접촉을 통하여   

45개 전 회원국의 참가를 위한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ANOCA 사무총장 방한을   

계기로 아프리카지역 선수단 수송용   

전세기 운항에 합의하는 약관에   
서명.   

동 합의약관에 따라 대한항공 전세기가   

9월 9일 김포공항을 출발 아지에·    
아비장·나이로비에서 선수단을 탑승시켜   

9월 11일 김포공항에 도착 입국하였고,    

10월 3일 다시 선수단을 싣고 김포공항을   
출발 3개 지역에 선수단을 내린후   

회항하였음.   

 
4월 15일   
정부는 매월 15일을 ‘호돌이의 날’로   

선정, 조직위·범민협·서울시 및 기타   
올림픽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범국민적   

올림픽운동을 전개키로 결정함.   

 
4월 19일   
제 1 차 서울올림픽 아타셰(연락관)회의가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이날까지   
아타셰 지정국은 93개국으로 내국인 39명, 

외국인 54명.   

 
5월 11일   
대한체육회와 대한 올림픽위원회는   

태릉훈련원 선수회관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올림픽에 전 종목 선수를   

출전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임원 162명,   

선수 481명의 예비엔트리를 확정.   
 
5월 17일   
예비신청 마감일을 맞아 1988년 1월 17일 
참가의사를 통보한 161개 NOC 가운데   

기일을 지켜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NOC는   

125개국 1만 4891명이었으며, 조직위는    
역대대회 관례에 따라 계속 신청을 접수.   
 
5월 18일~5월 28일   
1987년 11월 20일 체육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기념메달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한국조폐공사의 도안을 조직위가 검토,   
금·은·동메달을 제조하여 1차로 24개 전   

예금은행 본·지점 창구를 통하여 선착순   

판매를 실시.   
 
 
 
 
 
 
 

5월 25일   
조직위는 성화봉송요원 모집공고에   
응모한 3만 7011명 가운데 선정한 2만   

151명과 시·도별 특별주자 491명,   

조직위가 직접 선발한 247명 등 2만   
889명의 명단을 확정발표.   

선발된 봉송요원은 주자 1,467명, 부주자   

2,782명, 호위자 1만6640명.   
 
5월 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강동구 둔촌동   
일대 62만 6664㎡의 부지 위에 6층에서   

24층까지의 아파트 86동 3, 692세대의    

선수촌과 36개동, 1,848세대의 기자촌이   
1986년 11월 착공된지 1년 6개월 만에   

완공.   

선수촌에는 대회기간 160개국 1만   
4501명이 숙식하였고, 기자촌에는   

111개국, 5,186명의 보도진이 투숙.   
 
6월 1일~6월 15일   
개·폐회식 입장권은 판매량에 비하여   

수요전망이 월등 높아 예약신청에 의한   
전산추첨 방식을 채택, 국내판매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외환은행 140개   

본·지점과 시·군지역 130개 지정 우체국   
에서 신청을 접수.   

신청량은 1인당 개·폐회식 각 2매, 요금은 

신청시 전액납부조건.   
마감결과 평균 33 : 1의 높은 경쟁을   

보였으며 개회식 1등석은 2,400석에 28만   
8314명이 몰려 120 : 1의 경쟁률을 보였음. 
 
6월 2일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북한측의 올림픽   
참가를 권유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측 최고 당국자와   

담판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   
북한의 외면으로 성사되지 못함.   

 
6월 2일   
주관방송사로 지정된 KBS 에 대회기간중   

위성을 통하여 경기화면과 음향을 전   

세계에 송출하는 키스테이션 역할을 할   
국제방송센터(IBC)건물이 1985년 12월   

착공된 지 2년 6개월 만에 준공.   

KBS 본관 뒤편에 위치한 IBC 는 지하  2층, 
지상9층으로 주건물, 서스펜션 빌딩,   

공개홀 건물로 분류되며 공사비는    

433억원.   
 
6월 7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주)한국전력별관   
1층에 대회운영요원 등록센터가 문을   

열고 등록카드를 발급하기 시작.   

 
 
 
 
 
 
 
 
 
 
 

6월 16일   
제일동포 올림픽후원회가 1987년 11월   
성금기탁에 이어 2차로 210억원을   

조직위에 전달.   

 
 
 
 
 
 
 
 
 
 
6월 20일   
폴리그램사가 제작하고 코리아나   

보컬그룹이 노래한 ‘손에 손잡고(Hand in   
Hand)’를 조직위가 국내에서 첫   

공식발표.   

 
6월 28일~7월 6일   
기업가·학계·노조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서울올림픽 준비상황 설명회가 개최되어   
각계 대표들이 조직위를 방문, 설명을   

듣고 대회관련시설을 시찰. 일정별   

방문자를 보면 6월28일 노조대표 80명,   
6월 29일과 7월 1일 200개 기업대표 300명, 

7월5일과 6일 경인지역 84개 대학교수   

500명.   
 
7월 5일   
조직위는 KOEX 에 서울올림픽대회   
전산시스템 홍보관을 설치하고 KAIST 가 

개발한 경기운영시스템(GIONS),   

DACOM 이 개발한 종합정보망시스템   
(WINS), 쌍용컴퓨터의 대회관리시스템   

(SOMS), 한국전산의 대회지원시스템   

(SOSS)을 전시.   
 
7월 6일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는 매주   
수요일을 ‘올림픽손님맞이 실천의 날’로   

제정, 26만명의 범민협가족이 환경가꾸기   

운동을 선도.   
 
7월 28일   
서울올림픽대회 심판.경기진행·   
통역안내·자원봉사요원, 개·폐회식   

공식행사요원의 유니폼발표회가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서 거행.   
 
8월 11일~9월 10일   
개·폐회식 예약신청이 마감된 후 7월 20일   
전산 무작위추첨 실시결과 당첨자에게   

입장권 현권을 교부.   

개·폐회식 입장권 총판매량은 10만   
7368매로 판매금액은 115억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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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10월 5일   
서울올림픽대회 문화예술축전 개막제가   
국립극장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과 주한외교사절, 체육계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   
이후 50일간 80여개국 3만여명이 참가하여 

문화예술축전행사를 펼침.   

 
8월 17일   
국제방송센터(IBC) 개소.   

IBC 에는 국제신호 제작과 제작된   
국제신호를 위성송출하는 기본시설이   

갖춰졌으며 자체방송시설을 갖추지 않은   

군소방송기관을 위하여 예약에 의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국제송출할 수    

있는 TV스튜디오와 VTR 편집실을   

설치 운영하였음. 이밖에 호스팅서비스로   
증록·숙박·의전·취재안내 및   

편익시설이 설치 운영.   

 
8월 20일~9월 8일   
서울올림픽 국제학술회의가   

크리스찬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막되어   
외국학자 29개국 87명과 국내학자 155명이 

참가한 가운데 ‘후기산업시대의   

세계공동체’를 주제로 학술토론이   
벌어졌으며 분야별 주제는 제1분야 가족,   

제2분야 커뮤니케이션, 제3분야   

윤리가치관, 제4분야 동서문화, 제5분야   
자연관계.   

 
8월 23일   
해외교민 언어자원봉사요원과 조직위   

임원 및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교민 언어자원봉사단 발단식을   
올림픽공원에서 갖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결의.   

 
8월 23일   
서울올림픽 성화가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신전에서 수석여사제 카테리나   
디다스칼루에 의해 태양열로 채화,   

아테네까지 2박 3일의 그리스 국내봉송을   

마친 성화는 8월 25일 오후 9시 30분   
한국의 성화인수단에 인도됨.   

 
8월 27일   
그리스에서 채화된 서울올림픽 성화가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21박 22일의   

국내봉송길에 오름.   
 
9월 1일   
본부호텔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조직위 직원과 호텔 운영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호텔 운영단 발단식을 갖고,   

서울올림픽 성공을 위한 결의문 채택.   
본부호텔에는 IOC 사무국·프레스센터·   

종합안내데스크·등록센터가 설치되어   

업무를 처리, IOC·IF·NOC 대표단의   
숙소기능 외에도 IOC 총회와 IOC 회의 및   
각종 연회장으로 사용.   

 
 
 
 
 

9월 2일   
북한올림픽위원회는 서울올림픽에 북한의   
불참을 내외에 선언.   

 
9월 3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도 159 한국종합전시장 

별관에 지하 1층, 지상 3층 2만 4949㎡   

규모의 메인프레스센터(MPC )가 개소식을 
갖고 세계 각국의 인쇄매체보도진에 대한   

지원업무에 들어감.   

MPC 에는 1층 중앙홀의   
공동기사작성실과 기사작성 및 송고에   

관한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었고, 24개국   

115개 통신·신문·잡지 등 인쇄매체가   
입주, 개별사무실을 개설.   

 
9월 3일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이현재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 위원장의   
인사말·국무총리 축사·김용식   

선수촌시장의 공식 개촌선언의 순서로   

선수촌 개촌식이 거행되어 운영에   
들어갔으며, 1일 프랑스선수단 입촌을   

시작으로 세계 160개국 1만 4501명의   

올림픽패밀리가 입촌.   
선수촌에는 숙소와 대표단 사무실 외에   

식당·쇼핑센터 및 각종 위락시설과   

종합병원 규모의 선수촌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   

 
9월 5일~10월 2일   
올림픽기념종합전 행사로 세계아동   

미술전·스포츠미술공모전·국제스포츠   

우표전·한국복식2천년전·한국전통자수   
매듭전이 한국종합전시관에서 전시됨.   
 
9월 9일~9월 15일   
58개국 1,670명의 학자가 참가한   

가운데 ‘체육의 새로운 전망’을 주제로   

스포츠과학학술대회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개최됨.   

10개 분야에 걸쳐 종합학술세미나가   

열렸고, 12개 분과에서 연구논문 채택.   
 
9월10일~10월 5일   
여의도 시민공원과 잠실 고수부지, 뚝섬   
시민공원 등 한강변 고수부지에 조성된   

한강변에서의 한강축제와 대학로.   

경희궁지·서울놀이마당 등 종로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거리에서의 거리축제가   

서울축제행사로 펼쳐졌으며, 국내 317개   

공연단체가 참여.   
 
 
 
 
 
 
 
 
 
 
 
 
 

9월 12일   
올림픽조각공원의 개원식이 거행되었으며   
서울올림픽기념 상징조형물인   

‘세계평화의 문’ 준공식과 ‘평화의 성화’   

점화식이 올림픽 공원 상징조형물 앞   
광장에서 동시에 거행됨.   

이날 공식행사는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 각계인사와 외교사절 및 사마란치   
IOC 위원장 등 세계 체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는데   

박세직 위원장의 경과보고, 김성진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의 평화선언문 낭독, 노태우   

대통령·사마란치 IOC 위원장·함석헌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평화의 성화’ 점화순으로 진행.   

올림픽조각공원에는 전 세계 66개국   
155명의 저명한 조각가가 출품한 조각품이 

전시되었음.   

 
 
 
 
 
 
 
 
 
 
9월 12일   
제94차 IOC 총회 개회식이 국립극장에서   

사마란치 IOC 위원장과 이현재 국무총리   
등 국내외 초청인사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의식행사와 2부 공연행사로   

거행.   
개회식행사는 올림픽 개최연도에 대회   

개최국의 조직위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로   

초청인사는 IOC·IF·NOC 주요인사와   
언론인·외교사절 등 1,500명을 선정,   

IOC의 승인을 받아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국내인사는 180명이 초청됨.   
 
9월 13일   
세계 43개국 882명의 청소년들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통일의 전당에서 국제청소년 캠프   

개회식을 갖고 10월 2일까지의 행사에   
들어감.   

서울올림픽대회 참관, 민박 및 관광 등   

프로그램과 개회식·환영리셉션·토론회 등   
캠프내 행사 및 다채로운 공연행사로   

청소년들의 우의를 다짐하였음.   

 
9월 13일~9월 14일   
제94차 IOC 총회가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어 조직위의 대회 준비상황 보고와    
김운용 위원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하고   

1994년 제17회 동계대회 개최지로   

노르웨이의 릴리함머를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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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추가신청을 마감함으로써 최종   
참가신청이 마감되었는데 현황은 160개   

NOC, 선수 9,627명, 임원   

3,999명이었으며, 그후 실제 입국하여   
등록카드를 발급받은 선수단 규모는 160개 

NOC 선수 9,417명, 임원 3,887명 등 1만   
3304명으로 최종확정.   
 
9월 15일~10월 2일   
올림픽기간 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자가용 47만대를 대상으로 짝·홀수 격일제 

운행을 자율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94.6%의   
높은 참여율을 보임.   

 
9월 16일   
8월 23일 그리스 헤라신전에서 채화되어   

8월 27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성화가   

전국 주요도시를 동서로 연결하고 국내봉   
송로 1,595구간 4,167.8km를 달려 마지막 

종착지인 서울의 시청앞 광장에 도착,   

시민들의 환영 속에 식이 베풀어졌음.   
성화가 지나는 곳마다 서울을 비롯한   

21개 도시에서는 외국민속예술단체의   

공연과 그 지방 문화축제가 개최되어   
올림픽의 열기를 고조.   

 
9월 17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개회식이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첫날부터 경기가 펼쳐짐.   

올림픽주경기장에서의 개회식은 458척   
대선단의 강상제를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선수단 입장.   

박세직 위원장의 대회사·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환영사·노태우 대통령의   

개회선언·올림픽기 게양·성화점화·선수   

및 심판의 대표선서·선수퇴장의 순으로   
공식행사가 끝났으며, 이어 뒷마당   

놀이가 전개됨.   

 
9월 18일~10월 2일   
IOC·조직위 합동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대회진행중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 시정, 보고하는 방식으로   

대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   

 
9월 19일   
요트경기 개회식이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거행되었으며   
국제요트연맹총회도 개최됨.   

 
 
 
 
 
 
 
 
 
 
 
 
 
 
 

10월 2일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폐회식이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오후 7시부터   

거행됨.   

폐회식은 기수단을 선두로 선수단이   
입장하였고, 그리스국기·태극기·에스파냐   

국기가 게양되고 박세직 위원장의   

폐회사·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폐회선언·서울시장의 공식올림픽기 반납·   

바르셀로나시장의 올림픽기 인수·    

올림픽기의 퇴장으로 성화가 꺼지기   
시작, 이날 오후 8시 25분 식이 끝남.   
 
10월 6일~10월 12일   
김옥진 조직위 사무총장은 바르셀로나의   

올림픽기 게양식 및 박람회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연설을 함.   

 
10월 14일   
조직위와 안전조정통제본부 간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올림픽대회 자체평가회 개최. 

   
10월 15일~10월 24일   
제 8회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가 61개국   

4,20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10일간 ‘인간승리’의 대제전에 돌입.   

 
 
 

1989년   
 
 
3월 20일   
조직위의 연구의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은 분야별로   

서울올림픽대회의 의의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발표.   
 
3월 29일   
조직위 집행위원회 겸 제37차 위원총회는   
올림픽헌장 제35조, 조직위 정관 32조에   

따라 서울올림픽대회 총결산안과 조직위   

해산안을 의결.   
총회는 청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김옥진 조직위 사무총장을   

대표청산인으로, 전상진   
국제담당사무차장을 청산단장으로 각각   

선임하고 청산국·정리국을 두어 잔무를   

처리토록 함.   
 
4월 3일   
1981년 11월 2일 창설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올림픽헌장 제35조, 조직위   

정관 32조에 의한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는 김집   
체육부장관과 박세직 조직위원장을 비롯,   

전·현직 직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산식 개최. 조직위 해산으로 법인체의   
일체 정상업무는 정지되며, 1989년 10월   

2일까지 법인체의 청산업무만 수행.   

 

 
 
 

 

 

 

 

 

 

 

4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의 기금과 조직위   

인원을 주축으로 기존기구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을 흡수하여 창설됨.   

공단 초대이사장에 김옥진 조직위   

사무총장이 선임되었으며, 국민체육의   
진흥 및 스포츠경기 수중의 향상, 청소년   

관련사업의 육성,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수행에 목적을 두고 있음   
 
 
 
 
 
 
 
 
 
 
9월 12일~10월 3일   
서울올림픽대회 1주년 기념행사를    
체육부가 총괄하여 서울올림픽주경기장과   

전국일원에 걸쳐 개최.   

서울올림픽의 날 기념행사   
• 시사회 : 9월16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공식기록영화 시사회.   

• 기념식 : 9월17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대회기록조형물 제막식 및 1주년 경축   

기념식.   
• 축하공연 : 9월17일 올림픽공원 일원   

KBS 주관행사로 입체적인 축하공연.   
세계한민족 체육대회   
9월26일부터 9월30일까지 5일간 45개국   
1,400여명의 해외동포를 초청, 유대강화
와   
한민족의 자부심 고취하는 목적하에 9개   
종목의 경기와 6개 종목의 민속경연에   
참가토록 유도. 대한체육회 주최.   
제70회 전국체육대회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   

수원공설운동장에서의 개회식에 이어   
수원·성남·안양 등 경기도 일원 

경기장에서 34개 종목경기가 고등학교· 
대학교·일반부로 나누어 거행. 
대한 체육회 주최. 경기도 및   

경기도 체육회 주관, 체육부 후원.   

이밖에 전국씨름왕선발대회, IOC   
위원장배 국제경기대회(핸드볼·탁구),   

서울올림픽기념 문화행사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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