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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 선수촌은 하나의 잘 설계된   
국제도시였다. 올림픽주경기장으로부터 2km   
지점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둔촌동 일대  
62만 6664㎡의 부지 위에 6층에서 24층까지의  
아파트 86동 3,692세대의 선수촌과 36동   

1,848세대의 기자촌이 건설되었다.   

선수촌은 1988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35일  
동안 세계 160개국 1만 4501명의 선수·임원들을  
맞아 5,057명의 운영요원이 정성껏 보살폈다.  
숙소지역인 아파트 단지는 131개 구역으로 나누어 
출입구역마다 프론트 데스크와 휴게실·의무실·선  
수단 사무소·회의실 등을 갖추었다.   

 

국제지역내 2만 6400㎡의 선수회관은 3층  
규모로, 4,200여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식당과 NOC 서비스센터를 비롯한 각종   

편익·위락시설을 갖추었다. 식당에서는 최상급  
호텔의 급식팀이 제공해 준 국제식으로 5일 주기  
1일 6,000칼로리 이상의 영양식을 제공하였다.  
그동안 소비된 식사재는 23억원어치 1,044톤의  
분량으로, 8톤 트럭으로 130대분이었다.   

선수촌 생활을 지원한 주요 부대시설은 선수촌  
본부, 귀빈휴게실, 수영장,   
서브프레스센터(SPBC), 종교관, 병원 등이   

있었다. 종교관에는 세계 6대 종교의 예배실이   
 

마련되었다. 병원은 종합병원 수준이었다.   
선수촌의 예산은 약 253억원이 소요되었다.  

귀빈의 방문은 원수급 28회, 국왕 8회, 수상급  
4회에 이르렀고, 일반 귀빈방문자까지 합하면  
3,000여명이 넘었다. 또한 각종 공연행사와   

영화상영 등 문화행사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  
선수촌은 김용식 선수촌 시장이 밝혔듯이   

‘재판소와 세무서가 없을 뿐’ 없는 것이 없는  
하나의 훌륭한 도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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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1.1. 목표설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충분한 휴식   

여건의 제공’, 이것은 조직위가 선수촌   

건설에 반드시 지켜야 할 입지선택의   
전제였다.   

올림픽헌장 제36조는 ‘대회 개최국은   

선수·임원이 동일 장소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선수촌을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올림픽주경기장과   

연습장 및 기타 부대시설에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와 같은 입지조건에 알맞은   

위치를 선수촌 건설장소로 결정하였다.   
충분한 휴식여건 조성을 위하여 선수촌은   

새로운 시설에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별한 정성을 쏟았다.   
아파트 숙소에서의 휴식을 위하여 각   

선수단 숙소구역마다 휴게소를 마련하고,   

공동생활권인 국제지역 선수회관에   
위락시설을 집중시켜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선수촌은 ‘최상의 신체조건 유지’와   
‘친목과 화합분위기 도모’, 그러면서   

‘최적의 안전유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목표를 위하여 급식운영과   

병원운영에 만전을 기하였다. 급식은   

높은 열량과 관광호텔 수준의 국제식으로   
하며, 세계인의 입맛에 어울리게 다양한   

식단을 개발하였다. 종교관습에 따른   

식사도 고려하고 지역풍습에 따른   
특수식의 마련에도 각별한 배려를   

하였다. 선수촌 병원은 서양의학 부문은   

물론, 한방의과를 설치하고 역대 대회   
처음으로 침구의도 동원하였다.   

한편 친목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제행사와 문화행사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공식행사 외에도 생일축하· 
국경일 경축·산업시찰·한국 가정방문 등   

외국인을 위한 친절봉사에 역점을    
두었다.   

 

1.2. 올림픽헌장 규정과 선수촌의 역사  

 

□ 올림픽헌장 규정   

선수촌 건설에 앞서 조직위원회와   

서울시는 선수촌의 건설규모를 책정하고   

입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선과제로   
선수·임원의 수용 예상인원 파악이   

전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올림픽헌장   

관련 조항을 연구하고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나가야   

했다.  
 
 

 

 
 

 

 

올림픽헌장은 제36조 ‘올림픽 선수촌과   

숙소’에서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OCOG)는 남자용 선수촌과 여자용   

선수촌을 각각 설치하여, IOC가 승인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선수 및 임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같이 숙박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올림픽 선수촌은   

최소한 올림픽대회 개회식 2주 전부터   
폐회식 3일 후까지 선수단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장 제37조는 ‘선수와 선수의   

필수적인 수행원만이 올림픽 선수촌에    

숙박할 수 있으며, 올림픽대회조직   
위원회는 동조 부속규칙에 규정된   

배당인원에 따라 IOC가 규정하고 NOC가   

지명한 선수단 부속인원을 위하여 올림픽   
선수촌에 숙박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여 선수단의 수행원에게도 선수촌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직위원회는, 올림픽헌장에   

입촌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초과임원   

(Extra Officials)에 대하여는 그들이   
선수단과 떨어지지 않고 긴밀하게   

활동하여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실확보를 추진하였다.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는 21개국   

295명의 초과임원이 발생하였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는 동서 양진영의 최대   

참여가 예상되었으므로 더 많은 초과임원   

수용책이 요구되었다. 조직위는 이와 
같이 헌장상의 수용인원은 물론, 어떤   

경우에도 숙소부족이 없도록 충분한   

소요인원 수용대책을 세워, 1986년 숙소   
건설에 6,000객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 선수촌의 역사   

고대 그리스올림픽은 기원전 776년부터   

종교적 성격을 띠고 4년마다 열리기   
시작하여 기원후 396년까지 1천여년   

계속되었다. 고대올림픽은 올림피아에서   

약 57km 떨어진 성역 ‘앨리스’에 최소한   
30일 전에 선수들이 모여 캠프를 치고   

심판관들과 함께 기량을 닦으면서 동시에   

예술분야에 관하여도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들은 올림피아드로   

이동하고 이곳에서 텐트를 치거나   

가건물을 지어 투숙하였다. 이것이   
‘올림픽 선수촌’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근대올림픽이 부활한 후, 1932년   

제10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이전까지는 선수 각자가 숙소를   

마련하였고, 제10회 로스앤젤레스대회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550동의 방갈로   
형태의 선수촌 숙소가 생겼다. 1936년   

베를린대회에서는 140동의 벽돌가옥   

선수촌이 등장, 각 동에 13실이   
마련되었고 각 방에는 24명에서 26명의   

남자선수가 숙박하였다. 여자선수의   

숙소는 따로 마련되었다.   
 

 

 
 

1947년 올림픽헌장에 선수촌 설치규정을   

명문화하면서부터 1952년 제15회   
헬싱키올림픽대회에서는 13동의 주택과   

545세대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선수촌이 탄생하였다.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가 대학   

기숙사를 활용하였던 경우를 빼놓으면,   

멕시코·뮌헨·몬트리올·모스크바올림픽   
등은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여 선수촌으로   

사용하였다.   

 

1.3. 추진경위   

조직위원회는 1983년 3월 서울특별시   
로부터 올림픽 선수촌 및 기자촌   

건설기본계획과 기본설계에 반영할   

자료요청을 받고, 동년 4월 이에 필요한   
건설기본요구사항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조직위는 동년 10월까지는 선수촌의   
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였고, 선수촌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다음해인   

1984년에는 역대 대회 참관자 간담회   
개최,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참관,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대회   

선수촌장 초청 자문회 등 일련의 활동을   
꾸준히 벌였다.   

조직위는 1985년 올림픽 선수촌   

계획설계를 국제현상공모에 부쳐   
기본설계도서를 완료하였고, 이어 1986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올림픽 선수촌 시설   

설치 세부지침을 작성하고, 동년 10월에   
올림픽 선수촌 시설배치 세부계획을   

확정지었으며, 동년 11월에 선수촌 건설   

공사를 착공하였다. 86동 3,692세대의   
공사는 서울특별시가 맡아 19개월 만인   

1988년 5월 31일에 완공되어, 다음날인   

6월 1일 조직위원회에 인계하였다.   
이날 조직위는 노태우 대통령과   

사마란치 IOC 위원장 및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촌 준공식을 
가졌다.   

1986년 공사착공과 함께 1987년까지   

각종 기능별 준비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직위는 1987년 5월 올림픽 선수촌   

급식용역 및 주방기기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6월에는 선수촌 운영요원의 소요파악을   

마치고 인력확보에 착수하였다. 10월에는   

선수촌 내외부 마감시설 설치안이   
마련되었고, 12월까지 선수촌내 편익· 

위락시설의 운영방침이 확정되었으며,   

운영업체와 협약이 체결되고 선수촌   
세부운영계획(VOP)이 작성되었다.   

1988년 올림픽의 해를 맞아 8월까지   

운영요원 교육, 숙소배정 확정, 운영물자   
계약 및 배치, 입촌예치금 접수, 5회의   

예행연습 등 준비업무를 마무리지은   

조직위는 동년 7월1일부터 대회운영   
체제로 전환하였다.   

 

 
 

 

 
 

 

 
 

 

 

1. 선수회관내 휴게소. 원형섬유질 특수     
유리 덮개로 지붕을 얹었다.  

1 

 

제19장 선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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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조직 및 인력   

 

□ 조직   

선수촌의 조직편제는 6회의 변천과정을   

거쳤다.   

1983년 2월 4일 제12차 집행위원회에서 
선수촌 본부장제와 산하에 3개국 8개과를   

설치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올림픽   

선수촌의 기구가 생겼다.   
1983년 9월 선수촌 본부가   

선수촌국으로 개칭되었고 1985년 4월   

선수촌국이 선수촌 1·2국으로   
나뉘었다가, 동년 12월 다시 선수촌   

본부장제가 되면서 본부장 아래   

선수촌국·수송국·안전국이 설치되었다.   
1987년 1월 9일 집행위원회에서   

선수촌국 내의 각과 명칭을 선수촌   

1·2·3·4과로 개칭하였다.   
1988년 7월 1일 대회운영체제로   

전환되면서 숙소지원본부장 산하에   

선수촌 운영단이 편성되었다. 선수촌   
운영단은 숙소지원본부장의 관장하에   

선수촌 운영단장이 업무를 지휘하였다.   

선수촌은 행정조직체계와는 상관없이   
상징적인 선수촌 시장제를 두어   

NOC대표단을 맞이하고 내외귀빈을   

영접하는 등의 국제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명의 부시장을 두었다. 전 외무부장관과   

초대 조직위원장을 역임한 김용식(74세)   

씨가 1988년 7월 선수촌 시장으로    
부임하였다.   

선수촌 운영단장은 상황실을 직접   

관장하고 선수촌 병원을 감독하면서   
산하에 관리차장·운영차장·편익차장· 

지원차장을 두었다. 차장 아래 18개   

부서는 57명의 담당관이 업무를   
진행하였다. 업무분장은 상황실을 비롯,   

총무부·숙소부·시설관리부·물자부·    

기술장비부·대표단부·입퇴촌부· 
국제협력부·인력운영부·급식부·편익부·   

후생부·출입관리부·분촌지원부·    

문화행사부·경기안내부·선수촌 수송부   
등 18개 분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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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운영   

선수촌 본부가 발족된 1983년 7월   

대회운영체제 전환 전의 선수촌국의 준비   

및 기획인력은 약 6,300명으로   
추정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조정 끝에   

최종 투입된 인력은 5,057명이었다.   

확보방법별로 보면 조직위 직원 57명,   
지원요원 2,468명, 자원봉사자 2,473명,   

단기고용 59명이었다.   

이들 운영요원은 1987년 1월부터   
대회기간까지 단계별로 배치되었다.   

선수촌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치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였다.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3단계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1단계 소양교육은 1987년   

10월과 11월 2차에 걸쳐 실시되었고,   
2단계 직무교육은 1988년 4월부터   

8월까지 4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선수촌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1·2단계의 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3단계   

현장적응훈련교육에 들어갔다.   

해당업무의 충분한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18개 부서 57명의 담당관 중심으로 1988년 

5월경부터 대회 직전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운영요원의 일거수 일투족, 언어와   
눈맵시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시나리오   

교육이 실시되었다.   

313명의 해외동포 통역요원에 대하여는   
1·2차에 걸쳐 6일간씩 숙식을 함께 하며   

업무일반은 물론 생활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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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수촌 확보와 관리   
 

2.1. 선수촌 건설   

선수촌은 1983년 수용인원 1만 5,000명,   

시설규모 숙소 86동 3,692세대와   

부대시설로 선수회관, 수영장, 행정센터   
등을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과 송파구   

오금동 일대 62만 6664㎡중 55만   

1996㎡에 배치하도록 기본계획이   
작성되었다.   

국무총리실은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 주요시설 배치   
조정안에서 동 선수촌의 사업주체를   

서울특별시로 지정하고, 시행방법은   

국제현상설계공모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으로 하며, 건설재원은 민간 수요자에게   

선매 분양하는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선수촌의 건설위치는 당초   

서울종합운동장 건너편 부지 26만   

2481㎡에 2,16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1만 
3000여명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검토 결과 이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변이 협소하고 경관이 좋지 않아   
현위치로 변경되었다.   

공사시행주인 서울시는 1984년 11월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응모작품 39점   
가운데 1985년 6월 일건종합건축사무소   

황일인 씨와 우 앤드 윌리엄스(Woo &   

Williams) 건축사무소 대표 우규승 씨의   
공동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1986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동년 11월 1일 공사가 착공되었다.   
공사착공 19개월 만인 1988년 5월 31일 

건설공사가 완공되어 선수촌의 모든   

시설이 조직위에 인계되었다.   
 

2.2. 선수촌 시설   

 

□ 공간배치   

조직위는 1983년 올림픽 선수촌의   

기본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외국   

선수촌의 모델을 연구 검토한 끝에   
소음공해의 차단을 고려한 주거지역의   

건설과 오락·휴식·문화·쇼핑시설 등을   

집결시킬 수 있는 국제지역으로 생활   
공간을 양분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국제현상설계   

공모가 실시되었으며, 당선작품은 선수촌   
부지를 주거생활권과 공용생활공간으로   

구분하고 선수촌의 공용시설은   

방사형으로 된 주거지역의 구심점에   
배치하는 구도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반원형 부채꼴의   

시설체계를 갖추었다.   
조직위는 선수촌 기본시설 배치   

계획에 대하여 선수촌 내의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1987년 10월   
‘올림픽 선수촌 운영시설 배치계획’을   

확정하였다.    

 
 

 

□ 숙소   

숙소의 형태는 1982년 선수촌 및 기자촌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현대식 아파트를   

건설키로 확정하였다. 서울시는 선수촌과   

기자촌 시설공사를 동시에 추진, 모두   
122동 5,540세대를 준공하였는데,   

선수촌분은 86동 3,692세대였다.   

이 가운데 선수촌 아파트 숙소는 4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A지역 39동   

1,472세대와 B지역 19동 716세대, C지역 

24동 1,232세대 등 3개 인접지역이   
160개국 선수단에게 배정되었으며,   

거리가 떨어진 D지역 4동 272세대는   

운영요원 숙소로 활용되었다.   
아파트는 면적에 따라 6개의   

숙소형태로 분류하여, 최다수용인원   

16명에서 최소수용인원 5명까지 선수단의   
규모에 따라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대시설   

선수촌의 구심점에 놓인 국제지역은   

공용생활권으로 많은 부대시설을   

설치하였다.   
넓이 2,426㎡의 야외국기광장과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만 7915㎡의   

선수회관이 핵지역을 이루었다. 폭   
33.6m에 바깥 길이 282m의 회관은   

영문자 ‘제이(J)'형태로 하늘에서 보면   

대지에 지팡이를 뉘어놓은 것 같다.   
야외국기광장은 인조잔디를 깔고   

170기의 국기게양대가 시설되어 각종   

의전 행사장으로 쓰였다. 광장 바닥에는   
직경 21m의 원형 넓이에 약 1만매의   

유리블럭을 방사형으로 깐 ‘빛의   

원반’ 이라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밤이면 
바닥에서 환상의 빛을 발하게 하였다.   

지하층에 173개의 조명등을 시설하여   

밝기 150W의 붉은색 빔램프를 형성하고,   
때로는 밝기 175W의 백색   

메탈하이라이트를 하늘로 뿜어냈다.   

‘유리궁전’으로 표현되는 선수회관은   
폭 11m의 둥근 유리지붕과 국기광장으로   

면한 유리벽체에 약 5,000매의   

특수투명섬유질 유리를 부착하여 외관이   
유리식물원과 같은 조형미를 드러내고   

있다.   

선수회관 주변으로 선수촌 본부   
(684㎡)·귀빈휴게실(684㎡)· 

통신시설센터(684㎡)·합동상황실   

(479㎡)·파출소(165㎡)등이 배치되었고,   
위락시설인 3층 건물에는 수영장   

(3,458㎡)을 건설하여 13X25m 넓이의   

풀장과 남녀 사우나, 남녀 목욕탕,   
서키트트레이닝장, 락커룸, 계체량실,   

라운지 등 시설이 갖추어졌다.   

 
 

 

 
 

 

 
 

 

 
 

국제지역과 떨어진 녹지대에 행정센터   

(274㎡)와 서브프레스센터   
(1,957㎡)가 위치하고 있다.   

선수촌은 기독교·천주교·불교·그리스   

정교·이슬람교·유태교 등 세계 6대 종교   
예배실을 갖춘 종교관 (2,472㎡)과   

종합병원 수준의 선수촌 병원 (2,519㎡)도   
갖추었다.   
 

□ 환경장식   

환경장식은 선수촌의 쾌적한 환경과   
축제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선수촌내 거리에 소형 꽃화단을 만들었고   

꽃화분 5,000개로 꽃길과 모든 시설물   
내외부를 장식하였다. 국기광장 입구에   

세워진 높이 10m의 입체 삼각형 꽃탑에는 

서울올림픽 엠블럼이 장식되어   
기념사진촬영 배경으로 이용되었다.   

한국미를 살린 장식기둥 30개가   

세워지고 주요 부대시설에 장식기   
270점이 설치되었다. 펜스장식천 510점이 

선수촌을 장식하였다. 환영아치 1점,   

애드벌룬 2점과 숙소단지 앞에 도형패널   
2점, 민속패널 2점이 세워졌고 플래카드   

9점, 스트링거 210점, 폴배너 260점 등   

모두 16종 6,373점의 장식물이 장치   
되었다.   

안내표지판은 대형환영표지 1점을   

비롯하여 단지안내표지판 20점,   
시설건물표지 27점, 설명표지판 645점 등   

모두 7종 780점이 부착되었다.   

임시로 세워진 초소·휴게소·안내소   
등에 장식된 차양막은 14종 57점이었다.   

이들 장식물은 1988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설치되었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설치업체가 철거하였다.   

 

2.3. 시설유지관리   

선수촌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용역업체를 지정하여선수촌 내에   
관리사무소 3곳을 두어 운영케 하였다.   

관리사무소는 ① 선수촌 시설의 인수· 

인계사항 대행 ② 단지내 시설의 관리 및   
보수 ③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보수   

④ 옥내외 청소 및 오물수거 ⑤ 관리비   

사용료 및 공과금 등의 징수와 납부 대행   
⑥ 시설물 경비 ⑦ 시설관리업무중 관련   

세부용역사항 대행 ⑧ 임시시설의 설치,   

분실, 파손에 대한 통제와 기타 사항을   
담당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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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는 하자보수를 위하여   

선수촌시설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반을   
편성, 상주하도록 하였다. 대회기간중   

영선 1,130, 전기 573, 기계 509, 승강기   

37, 기타 226건 등 2,457건이 신고   
처리되었다. 청소는 청소인원을 직접   

고용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였고, 오물수거는 용역수거   
방법을 채택하였다.   

 

2.4. 사후관리   

선수촌 숙소 및 부대시설은 1988년 6월 1일 

조직위에서 인수,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35일간 사용한 후 10월 9일부터   

11월 말 사이에 하자보수·원상복구 등을   

마치고, 12월까지 서울시에 모두 인계   
하였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시설한 촌내   

4개교(오륜국교, 세륜국교, 오륜여중,   
창덕여중)는 하자보수를 마친 뒤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모두 인계   

완료되었다.   
그리고 선수촌 운영을 위하여 임시   

설치한 시설물은, 일부는 자재를   

처분하고 일부는 보관하는 등 처분을   
끝냈다. 서울시가 공사한 대회운영   

임시시설은 약 10억원이 투입된   

선수회관내 각종 사무실, 가설 주방 및   
식당, 국기게양대 등과 임시건물 신축 및   

시설물 개조를 위해 투입된 약 8억   

8000만원어치의 각종 편익시설·사무실· 
운영요원식당·귀빈휴게실 등이었다.   

그리고 조직위 공사분의 임시시설은   

안전철조망·경량칸막이·안전초소막·선수   
회관 바닥 비닐장판·인조잔디 등이었다.   

이들 임시시설물에 대해서 ① 조직위   

공사분 처분자재는 대회종료 즉시   
철거하고 ② 서울시 공사분 처분자재는   

재활용의 기회가 있을 때까지 남겨두며   

③ 대회기간중 사용한 시설은 운영부서의   
책임하에 시설물의 손망실 및   

내부설치물을 원상복구하여 시설주에게   

인계하였다.   
전기·수도·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조직위에서 정산하였는데 총액 7억   

6486만원이었다.   

  
 

 
 

 

 
 

 

 
 

 

 
 

 

 
 

 

 
 

 

 
 

 

 
 

 

 
 

 

 
 

 

 
 

 

 
 

 

 
 

 

 
 

 

 
 

 

 
 

 

 
 

 

 
 

 

 
 

 

 
 

 

 
 

 

 

3. 선수촌 건설현장을 시찰하는 박세직 조직위 

 위원장. 

 4. 1988년 5월 31일, 착공 19개월만에 선수촌 
 건설공사가 준공되어 테이프를 끊었다. 

노태우 대통령, 사마란치 IOC 위원장, 박세직 
조직위 위원장, 김용래 서울특별시장이 

 중앙에서 테이프 커팅하는 순간. 

 5. 스포츠픽토그램·경기종목표시·경기장표시 
를 동시에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이 선수촌에 

 설치되었다. 

 6. 오륜국민학교 건물을 개조하여 종합병원 
규모의 선수촌 병원으로 사용하였다. 

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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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수촌내 일반종합안내센터에서 입촌수속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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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자확보와 관리   
 

3.1. 문자운영의 목표   

선수촌 물자관리의 기본방향은   

① 선수촌 운영에 알맞은 물자지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②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물자를 경제적으로 조달하고   

③ 소요물자의 적기·적소·적량의 배치로   

효율적인 물자관리를 하며 ④ 대회 후   
사용물자에 대한 회수·반납·사후처리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 수행을 위하여 1987년 3월 

물자수급 기본계획이 작성되었고, 동년   

11월에는 물자의 획득·저장·분배·회수·   
반납 등 물자관리체계와 책임한계를   

규정한 ‘물자관리 실무지침서’가   

만들어졌다. 이어 숙소용 가구류 설계   
선정, 전산입력 대상자료 작성, 각종 규격   

선정 및 발주 의뢰, 운영편람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1988년 대회 직전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물자배치가 완료되었다.   

운영조직은 선수촌 관리차장 아래   

물자부장이 조달담당관과 관리담당관을   
지휘하였다. 운영인력은 대회운영요원   

36명과 물자공급업체 및 운송업체 요원   

78명이 투입되었다.   

 

3.2. 물자조달   

선수촌 운영에 소요되는 물자는 선수촌내   

각 사업담당관이 수급관리계획서에   

품목·용도·규격·사용장소를 명기해   
신청하고, 조달담당관은 표준화된   

물자분류에 따라 전체적인 소요물자를   

종합하여 각 사업별 소요량의 적정여부와   
사업간 소요항목의 중복여부를 검토   

조정하였다.   

선수촌 본부는 물품확보에 되도록   
서울아시아대회에서 사용한 물자를   

연계이용하여 예산 및 비용절감을   

꾀하였다. 물자의 발주는 주로 물자국에   
의뢰하였으나 대회운영을 위하여 신규   

또는 추가로 요구되는 물자에 대해서만   

선수촌 본부가 자체구매한 후   
물자지원단에 보고하였다.   

준비과정에서 숙소에 설치된 붙박이   

옷장들이 맞지 않아 선수촌 본부는 이에   
대신할 스탠드옷걸이 5,000개와 서랍장   

400개 등을 자체구입하였다.   

물자국은 물품조달시 미리 규격과    
재질을 조사하여 결정하였고, 품목별   

조달계획에 따라 규격·재질·디자인 등을   

선수촌 운영에 적합하고 경제적 조달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작성, 휘장사업이나 구매요구시에   

반영하였다. 규격과 재질의 선택은   
경우에 따라 복수안을 내기도 하고,   

일정한 범위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또한 물자국은 공급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생산감독을 하고 품질검사도 실시하였다.   
특히 물자확보는 예산의 절감을 염두에   

두어 무료임차, 휘장사업, 유료임차, 구매   

순으로 조달업무를 진행하였다. 선수촌   
운영을 위하여 확보한 물자는 모두 288종   

266만점에 이르렀으며, 금액으로는   

77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이었다.   
책상·의자·모포·매트리스 등 39종 11억 

4000만원 상당의 물량은 조달청·국방부 등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무료임차하였고,   
가전제품·화장품·사무기기·음향기기 등   

60종 14억 2000만원 상당의 물량은   

휘장사업으로 조달하였다.   
침대·식탁·금고 등 20종 19억원 상당의 

물량은 유료임차하였고, 커튼·부직포   

시트·옷장·숙소용품 등 169종은 구매   
사용하였으며, 구매비용은 32억   

4000만원이었다.   

 

3.3. 물자관리   

조달물자의 배치는 올림픽 개최 전 3개월   
동안에 완료하였다. 물자의 품목별   

배치순서는 ‘물자관리 실무지침서’에   

따라 1순위 커튼류, 2순위 가구류(침대· 
옷장·식탁), 3순위 비품류, 4순위   

가전제품류, 5순위 기타 소모품 등   

5단계로 이루어졌다.   
운영절차는 각 기능별 물품운용관이   

장소별 ‘물품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선수촌 물자부장에게 소요일 25일 전까지   
제출, 물자조달담당관이 이 계획서를   

참조하여 ‘일정별, 품목별 배치   

프로그램’을 작성, 소요일 15일 전까지   
물품출급을 물자지원단에 요청하도록   

하였다. 물자지원단으로부터 선수촌에   

물자가 도착되면 물자담당관은 물품의   
‘물품출급 및 수령증’에 영수인을   

날인하고 입고대장에 기록한 뒤 입고   

조치하였다.   
선수촌 본부는 선수촌 지하주차장   

3개소에 총규모 7,243㎡의 창고시설을   

확보하였다. 1창고 2,549㎡는 관리실,   
애프터서비스실과 소모품·청소용품·    

오락용품·포장재료를 저장, 2창고   

2,549㎡는 가전제품·군 지원물자·    
사무용 비품을 저장, 3창고는 식음료,   

식재료, 의전 식전행사 사무용 비품을   

각각 저장하였다.   
창고시설은 1988년 5월 공사를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였다. 표준숙소 기본배치 물자는   
1인당 침대 1개, 방 1실에 옷장과 옷걸이는 

각 1개씩, 식탁 등 기본가구와 TV,   

전화가 설치되었으며, 모포·슬리퍼·  
구두솔·화장지 등 일상용품이   

입주인원수에 맞게 배정되었다.   

또한 160개 NOC 179개 선수단   
사무실에는 배치기준표에 의거, 선수단   

규모에 따라 물자의 차이는 있으나   

책상·의자·소파·타자기 등 사무기기와   
전화기·TV·냉장고·컴퓨터·아이스박스   

등 28종의 물품이 배정되었다.   

 
 

각 NOC에서 기본배치물자 외의 물자를   

추가요청하면 물자국은 유료임차로   
지원하였다. 유료임차의 신청은 1988년   

7월 말까지 사전에 서면접수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입촌 후 신청도 받아   
처리하였다. 유료임차를 원한 NOC는   

26개국으로 모두 1,341점을 지원하였다.   

품목별로는 선풍기 34대, TV 245대,   
냉장고 199대, VTR 16대, 복사기 10대,   

타자기 8대, 책상 88점, 의자 52점, 접의자 

652점, 캐비닛 37점이었다.   

 

3.4. 대회 후 물자처분   

대회 후 물자의 처분은 최대한의 회수·   

반납, 매각수입의 극대화, 기증물품의   

합리적 처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소모·   
반납·기증·매각·폐기의 다섯 가지로 분류   

처리하였다. 개인지급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유·무료임차   
물품과 휘장물자는 반납하였다. 물자의   

시장성이 크고 쉽게 팔 수 있는 물자는   

매각처분하고, 재사용을 할 수 없거나   
매각 및 기증을 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처분하였다. 대회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했던 물자는   
기증을 원칙으로 하였다.   

물자의 정비 및 손망실 처리는,   

① 자연발생적 훼손은 공급업체 상주파견   
애프터서비스요원이 정비업무를 맡고   

②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손망실은   

물자처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상   
처리하였다. NOC 손망실품에 대하여는   

숙소담당 및 대표단 서비스 담당이 퇴촌   

2일 전 품목별 변상일람표를 작성하여   
물자관리담당관과 부담금담당관에게   

송부하고, 그 징수는 부담금담당관이   

수행하였다.   
NOC 별 변상내역은 캐나다가 책상 외   

7개 품목 241점 86만원, 덴마크가 모포 외 

1개 품목 3점 2만원이었다.   
물자의 회수 및 반납은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1988년 10월 4일부터 시작되어   

11월 30일까지 완료되었다. 품목별   
회수순서는 1순위 고가품 및 취급주의   

물품, 2순위 침구류 및 소모품, 3순위   

가구류 및 사무용 비품, 4순위 커튼 및   
장식물, 5순위 기타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휘장사업으로 확보 사용한 물품은   

물자국의 지침에 따라 공급자에게 직접   
반납할 수 있게 하고, 무료임차 물자는   

품목별 지원부처별로 분류하여   

대한통운(주)을 이용 반납하였다. 올림픽   
후 물자를 조기회수하여 10월 5일부터   

개최되는 장애자올림픽대회에 모포 2만   

200매, 옷장 2,610개, 부직포 시트   
2,400점, 우의 2,000점 등 38종 4만   

8624점을 연계지원하였다.   

 
 

 

 
 

8. 선수촌 입촌식이 9월 5일부터 20일까지 58회 
거행되었다.                                        

입촌식은 해당 NOC의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국기가 게양되고 선수촌 시장의 환영사와         

선수단 대표의 답사, 기념품 증저으로             
이어진다. 중앙에 김용식 선수촌 시장.  

제19장 선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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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퇴촌 관리   
 

4.1. 입·퇴촌 현황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하여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한 인원은 서울본촌과   

지방분촌을 합하여 총 160개국 1만   
4502명이었다.    

서울 선수촌은 9월 1일 보도진   

공개행사와 9월 3일 개촌식을 가진 뒤   
참가각국 선수·임원들을 입촌시킬 예정   

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외국선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개촌 이틀을 앞선 9월 1일 오전 10시   

프랑스 선수단 1진 19명이 도착하였고,   

이어 같은 날 불가리아·아일랜드·영국령   
버진제도 등 17개 NOC의 선발진 193명이 

밀어닥쳐 긴급하게 가입촌하였다. 대회   

개회일인 17일을 1주일 앞둔 기간에 매일   
1,000명 이상의 선수·임원이 입촌, 합계   

1만여명이 대거 입촌하였다. 12일은   

하루에 2,198명이 입촌, 하루에 입촌한    
수로는 가장 많았고, 가장 늦게 입촌한   

국가는 9월 20일 버마와 리비아였다.   

국가별 선수단 입촌규모는 미국과   
소련이 701명 이상이었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 670명, 영국 563명의 순이었고,   

독일연방공화국·캐나다·독일민주공화국· 
중국·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은   

401명에서 500명, 일본·에스파냐·스웨덴   

등 3개국은 301명에서 400명이었으며   
74개국은 25명 미만의 선수단을 보냈다.   

퇴촌은 9월 23일경부터 시작되어, 10월   

2일 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3일 5,491명,   
4일 2,396명이 대거 퇴촌하였고, 10월 5일 

폐촌식을 가졌으나 163명이 하루를 더   

묵고 6일에 마지막으로 떠남으로써   
선수촌은 문을 닫았다. 선수촌   

개촌기간은 사실상 36일이었다.   

 

4.2. 입·퇴촌 절차   

선수촌 입촌자의 자격은 올림픽헌장   
제36·37조에서 명시한 참가국 선수· 

임원과 수행원에 국한되나 서울몰림픽   

에서는 ‘초과임원(Extra Officials)'에   
대하여도 입촌을 허가하였다.   

올림픽헌장상 카테고리 B(선수단장),   

C(부단장), F(선수), FO(임원) 외에도   
NOC의 요청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   

NOC관계자와 아타셰 등에게도 이번   

서울올림픽대에서는 입촌자격을 주었고,   
이에 따라 초과임원 900여명이 선수촌에   

입촌하였다. 이들은 선수촌내 별도 숙소   

3개동에 체재하였다.   
선수·임원은 선수촌에 도착하여 등록을   

하고 AD카드를 발급받았다. 카드는   

입촌부담금 납입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았으며, 카드소지자에게만 선수촌   

입촌과 숙박이 허용되었다.   

 
 

 

 

입·퇴촌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운영조직으로는 입·퇴촌부장이 있고   
입·퇴촌관리반과 정보수집 및 전파반을   

관장하는 총괄담당관 및 부담금담당관을   

두었다. 선수·임원들의 AD카드 발급   
등록업무를 선수촌 현지에서 집행하기   

위해 등록담당관이 파견되어, 업무를   

처리하였다.   
신속한 입촌처리를 위하여 2,393㎡   

규모의 행정센터가 설치되었다. 또한   

입국하는 선수·임원들을 맞이하기 위한   
371㎡의 선수대기실이 선수촌 옆에   

위치한 세륜국민학교 1층에 마련되었다.   

선수단은 휴식을 취한 다음 행정센터로   
안내되었다. 행정센터는 접견실을 별도로   

운영, 선수단대표와 업무를 협의하면서   

등록국에서 주관하는 AD카드 발급,   
경기국에서 주관하는 선수참가 신청   

접수, 입촌비 징수 등 모든 문제를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한곳에서   
처리하였다.   

선수촌 본부는 안내데스크·로비·    

스낵코너 등을 운영하면서 선수단   
화환증정, 선수단장 배지 달아주기 등   

간단한 환영행사를 베풀고, 선수촌   

숙소 안내, 소지화물 옮겨주기에   
이르는 친절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행정센터는 24시간 근무체제로 조를   

편성, 근무하면서 선수단 입·퇴촌 정보의   
수집과 일정 파악에 미리 신경을   

쏟았으며 선수촌국에서 주관 의뢰한   

설문서를 검토하고 의전국에서 보내온   
입국정보에 따라 공항·항만 등을 통한   

선수·임원의 입국상황을 점검, 선수촌   

입촌 예상인원 및 급식인원 추정,   
숙소관리, 영송업무, 인력 운영계획 등   

입촌을 위한 사전준비에 대처하였다.   

정보전달체계는 입·퇴촌부에서 즉시   
선수촌 상황실에 통보하여 상황실에서   

유관부서에 전파하도록 되어 있었다.   

때로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관부서인   
대표단 운영부서와 수송·안전부에서 직접   

정보자료를 요구해와 업무가 가중되기도   

하였다.   
선수단 서명계 작성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공식행사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선수단장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선수촌   

당국으로서는 선수단장 외에 누가 어느   

분야의 책임자인지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편리하고, 선수단측에서도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선수촌 본부는    
입촌 절차를 밟을 때에 선수단과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선수단에게   

분야별(수송·입촌 업무 등)로 책임자를   
지정토록 권고하였다. 그 결과   

업무처리가 한결 빨라져 좋은 제도라는   

평판을 받았다.   
 

 

 
 

 

 
 

4.3. 부담금   

부담금은 선수촌이 제공하는 숙박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하여 선수단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입촌비와 제납입금을 말하여,   

제납입금에는 마필사료비, 추가물자   

임대료, 행정지원 서비스료, 파손망실   
변상금과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입촌비의 수준은 1인 1실 기준으로   

정식종목 선수·임원 미화 42달러,   
시범종목 선수·임원 미화 65달러,   

초과임원 미화 75달러였다. 징수기준   

참가국 선수단 단위로 하여 결재수단은   
전신환(T.T), 현금, 여행자 수표(T.C)에   

한정하였다.   

입촌비는 선수촌 개촌 전 2개월(1988. 6.  
1~7. 31) 동안에 예상입촌인원의 20일   

체재비를 송금으로 납부토록 하였다.   

정산방식은 재촌기간 산정시 입촌일과   
퇴촌일을 합하여 1일로 계상하고,   

지방분촌 체재는 서울 선수촌 체재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정산업무는 서울   
선수촌에서 일괄 처리하였다. 정산시점은   

선수단 본진 퇴촌 2일 전에 종결짓도록   

하였다. 승마팀 마필부대 임원의   
입촌자료는 과천 승마촌 숙소담당관으로   

부터 팩시밀리로 접수하여 계상하였다.   

선수촌 등록센터에서 선수촌 숙소   
출입특권(R)이 부여된 AD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비록 촌외에서 거주했더라도   

입촌비 부과대상이 되었고, 본부호텔   
등록센터에서 AD카드를 교부받은   

NOC관계자(NOC 위원장·사무총장·각   

수행원)일지라도 입촌자 식별표시(Red    
Sticker)가 부착된 카드보유자는 입촌비   

부과대상이 되었다. 인원과다 등 숙소   

배정상의 문제로 패밀리타운 등 타숙소에   
체재한 사람으로서 별도 숙박비 지불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입촌비를 면제   

조치하였다.   
입촌비 징수·정산실적에 따르면,   

160개국 1만 4501명이 1252만 3000달러를 

지불하였다. 징수대상인원은 정식종목   
선수·임원 1만 3086명, 시범 및 전시종목 

선수·임원 489명, 초과임원 926명이었다. 

위 확정징수액에는 IOC가 참가 NOC에   
지원한 104만 496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대회참가 NOC는 8명까지 1인당   

840달러를 IOC로부터 지원받았다. 8명   
미만이 참가한 NOC는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지원을 받았으며, 어떤 경우이든   

임원은 2명까지만 지원받았다.   

   
 

 
 

 

 
 

제19장 선수촌 



 537 

 

9. 입촌식 거행 후 기념활영 

푸에르토리코선수단과 초청인사들. 

10. 선수촌 등록센터에서 카드발급을 위하여 
사진촬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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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소운영   
 

5.1. 숙소배정   

숙소배정에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임원의 인종·언어·생활습관과   

종교·정치 등을 엄밀히 분석하여   
숙소생활에 마찰이나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선수촌은 숙소배정의 기본방침으로   
① 국가별 숙소배정   

② 대륙·정치·종교·언어권별 근접 배치   

③ 적대국간의 분리, 원거리 배치   
④ 대규모 선수단의 우선적 고려   

⑤ 선수단 방 배치와 남녀선수의 방   

배치는 각국 선수단장에게 위임한다는   
등의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대륙권으로는 유럽·미주·중동·    

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정치권   
으로는 공산권·민주권·우경중립권·    

좌경중립권·중도중립권을, 종교권   

으로는 기독교·불교·성공회·천주교·    
회교·힌두교권을, 언어권으로는 독일어·   

러시아어·아랍어·에스파냐어·영어·    

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한국어 등을   
고려하였다.   

선수단의 규모는 701명 이상을 파견한   

소련과 미국을 최대규모국으로 분류하여   
숙소배정에 관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하였고, 이러한 규모별 분류는 25명   

이하를 출전시킨 74개국을 최소규모국   
으로 하여 10등 분류하였다.   

선수촌은 위와 같은 기본방침 외에도   

선수·임원들의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숙소운영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숙소를 131개 출입구역으로 나누었다.   

선수촌은 이 출입구역마다 숙소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출입구 소장’을 임명하여   

그 출입구역 안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선수촌 본부는 숙소지원을 위하여   

배정원칙을 설정하였다. 각 NOC에   

대표단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 위치는   
자국 선수·임원 숙소의 최하층에 배치   

하였다. 선수단의 규모에 따라 이용에   

편리하도록 대표단 사무실은 증설되기도   
하였다. 선수단 단장 숙소는 대표단   

사무실과 최근접 위치에 배정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였다.   
휴게실과 관리실은 1층에 각 1세대씩   

배정해 주고, 숙소 아파트 3개 출입구별로   

안전요원 대기실 1세대씩을 배정하였다.   
숙박형태별 숙박자 배정기준을 7종으로   

나누었다. A형(112㎡)에 수용인원 5명,   

B형(132㎡) 5명, D형(169㎡) 7명,   
E형(188㎡) 5명, CD형(162㎡) 7명,   

DD형(175㎡) 7명, ED형(212㎡) 9명으로 

하였다.   
 

 

 
 

 

 

숙소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조직위는 1987년 6월 26일과   
1988년 3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체육부·안전기획부·치안본부·외무부·  

서울특별시·대한체육회 등의 기관과   
숙소배정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선수촌 본부는 1988년 7월 예비엔트리   

접수결과를 토대로 160개국 1만 4691명에  
대한 숙소배정을 확정하였으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북한과   

쿠바의 참가에 대비하여 아파트 1개동   
48세대분을 예비로 준비해 두었다.   

 

5.2. 조직 및 인력   

선수촌의 숙소운영을 맡은 숙소부장은   

4명의 지원담당관과 131명의   
출입구소장을 직접 지휘 감독하였다.   

출입구소장 휘하에 숙소관리요원   

877명, 프론트요원 786명, 휴게실요원   
262명, 물품운영요원 524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선수촌 숙소를 운영하였다. 1명의   

출입구소장 아래에는 숙소관리조 평균   
6명에서 7명, 프론트조 6명, 휴게실조   

2명, 물품운영조 4명 등 평균 18명에서   

19명이 배속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시켰다.   

숙소운영에는 총 2,667명의 운영요원이   

투입되었는데 선수촌 전체 운영요원의 약   
33%에 해당하였다.   

숙소운영요원 중 숙소관리요원 877명은   

모두 여성자원봉사자로 충당되었다.   
이들은 단체자원을 한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가톨릭여성연합회,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 등 5개   

여성단체 회원으로 평소 단체활동에서   

익힌 예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였다.   
또한 출입구소장과 프론트요원,   

휴게실요원, 물품운영요원 등 1,756명은   

군지원요원으로 충당되었다.   
직무교육은 공무원지원 및   

사무지원요원을 대상으로 8월 1일   

실시되었고, 군지원요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은 8월 중 4회 실시되었다. 한편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전 운영요원의 

현장적응교육이 실시되었고, 종합예행  
연습도 두 차례 가졌다.   

 

5.3. 숙소관리   

선수단이 입촌할 때는 4단계의 절차를   

거쳤다. 선수단은 먼저 행정센터에서   
부담금 납부와 AD카드 발급 절차를 거친   

뒤 숙소배정서를 수령하고, 2단계로   

입촌식에 참석하여 기념품을 증정받으며,   
3단계로 숙소배정서를 접수시키면서   

숙소물자를 지급받아 마지막 4단계에   

각자 배정된 숙소를 찾아 열쇠를 인계인수   
받았다. 입주 직후, 숙소부는 24시간   

이내에 숙소배정서를 전산입력하고   

재촌기간 수시로 숙소의 재물조사를   
진행하였다. 퇴촌은 사전통보, 손망실품   

변상, 부담금 정산, 열쇠회수,   

공항이동으로 끝났다.  
 

숙소의 청소 및 관리는 877명의   

숙소관리요원이 맡았는데, 이들은 마루와   
식탁닦기에서부터 비품·소모품 정돈과   

침대꾸미기도 보살폈다. 린넨류   

교체업무는, 시트·베갯잇의 경우 3일   
주기로 갈고, 타워(대, 중 2매)은 매일   

갈았다.   

숙소 출입자 통제 및 안내와 숙소   
반출입 물자의 확인 및 검색을 위하여   

숙소구역별로 프론트데스크가 설치   

운영되었다. 1개소에 6명씩 786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는데 프론트데스크에서는   

등록카드 확인 및 출입통제, 안내, 열쇠   

관리, 숙소유지 서비스, 방문자에 대한   
확인과 편의제공, 엘리베이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선수·임원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실이 출입구별로   

131개소에 설치 운영되었다. 1층에   

1세대를 정하여 음료수의 제공은 물론,   
간단한 세탁이나 다림질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선수·임원들이 개인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1,000명 이상의 숙박 집결지에   

약 165㎡ 규모의 공동세탁장 4개소를   

설치하고, 각 세탁장에는 세탁기 24대,   
건조기 12대, 다리미 및 다리미대 각   

6대씩을 놓아 셀프서비스 형태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선수촌 내에서 사용하는 타월· 

시트 등 각종 공용 린넨류는 별도로 세탁   

용역업체에서 관리운영하였다.   
동보기업과 동산기업이 세탁용업을 맡아   

21명의 인원을 투입, 대표 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린넨류 세탁은 8월   
20일부터 용역업무에 착수, 10월 10일까지 

52일간 세탁지원을 하였으며, 세탁물량은   

타월(대) 38만 3773점, 타월(중) 38만   
4786점, 베갯잇 12만 1077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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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수회관 3층의 다방·음악감상실. 

 동서식품이 운영하였다. 

 12. 선수촌 아파트 이웃간의 대화. 

위아래층 선수들의 대화가 정답다. 

 13. 선수촌 안내소에서 경기일정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요원. 

 14. 선수촌 일반안내소에서 

 행사·수송·프로그램 등 안내를 하였다. 

 15. 선수촌 숙소 내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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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식운영   
 

6.1. 운영방침   

조직위원회는 참가 선수·임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상의 식사를 제공,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급식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급식업무를   

수행하였다.   

1988년 9월 3일 개촌하여 10월 5일까지 
33일간을 급식기간으로 정하였으나,   

프랑스 선수단 등 17개국 190여명이 9월   

1일에 가입촌함으로써 급식업무는   
예정보다 2일 앞서 시작되었다.   

급식은 카페테리아식 뷔페방식으로   

무정량 자유급식제로 운영되었으며,   
식단은 양식을 기본으로 특별식을   

가미하여 5일 주기로 하되 1일   

6,000칼로리 이상을 공급토록 하였다.   
식당은 4,2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하루 24시간(정규식 15시간,   

간이식 9시간) 운영하였다.   
급식 운영조직은 편익차장 아래 1부장   

4담당관으로 짜여졌다. 급식부장은   

급식업무를 총괄하면서 식자재와 식단을   
감독하였다. 식당담당관은 식당운영을    

관리, 식당출입통제 관리, 급식인원 통보   

및 식사인원 관리, 식권 관리 등을 맡고,   
주방담당관은 주방기기 관리 감독,   

주방기기영선 관리, 주방안전 관리 감독,   

주방시설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도시락   
담당관은 도시락제공 관리 감독,   

운송차량 관리 감독, 도시락 소요량 통보   

및 수요 관리 감독, 제작분배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환경위생담당관은   

급식위생을 총괄하며 방역업무를 맡았다.   

1부장 4담당관의 주요업무마다 별도로   
운영반이 편성되어 실무를 진행시켰다.   

급식운영 인력은 운영요원 71명과   

용역요원 987명이었다.   
식사 제공에 동원된 조리사가   

394명이었으며 이 중 30명의 주방장이   

종류별로 요리조를 편성하였다. 식당   
내의 배식·안내·청결 등은 294명으로 된   

식당운영반이 맡았으며, 127명이   

기물관리업무를 처리하였다.   
용역업체 직원 107명이 행정적인 일을   

맡았고 기계관리에 25명, 제조 및 포장에   

20명이 배치되었다.   

 

6.2. 용역업체 선정   

 

□ 급식용역업체 선정   

올림픽대회와 같은 대규모 급식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나 물자확보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전문경영인의 참여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그리하여 조직위는   

1987년 3월 선수촌 급식운영   

기본계획에서 급식운영을 전문업체에   
맡기기로 확정하고, 참여 대상업체인   

롯데·신라·플라자호텔로부터 급식운영   

계획서를 받았다.   

이들 3개 호텔업체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참여하여   
국제대회에서의 급식운영 경험과 능력을   

쌓았으므로, 조직위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급식담당업체를 결정키로 하였다.   

계약조건은 참가예정 선수단 규모를   

1만 3674명으로 보고 예상급식규모   
연인원 2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일괄   

급식과 일괄 운영을 맡도록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76억 2100만원이었다.   
1987년 5월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이   

공동용역업체로 결정되고, 우선 계약   

금액은 56억 1000만원이었다. 정산방식은 
급식보증인원(총 인원의 70%인 18만   

4800명)을 기준으로 하되 실급식인원에   

의한 정산을 하도록 하였다.   
주방설비는 조직위에서 맡기로 하고   

청소 및 수도·광열비는 용역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주방기기 설치업체 선정   

주방기기의 설치도 1987년 3월 선수촌   
급식운영 기본계획 수립시 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보았다. 입찰방법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였으며, 설치조건은   
25% 환매 조건부였다.   

소요예산은 18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동년 5월 업체 선정검사에서 합격한 업체   
중에서 서울아시아대회 때 주방기기   

설치업체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삼우국제개발(주)이 선정되었다.   

 

6.3. 식단 및 식자재   

 

□ 식단작성   

조직위는 1986년 12월 올림픽 기본식단   
작성에 착수하였다. 조직위는   

서울아시아대회 선수촌 운영에서 얻은   

경험과 제17회 로마올림픽, 제20회   
뮌헨올림픽,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의 식단과    

운영자료를 참고로 삼았다.   
조직위는 1987년 2월 경기대학교 부설   

한국관광개발연구소에 기본식단에 대한   

원가계산을 의뢰했으며, 동년 3월   
기본식단을 확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한 다음, 11월 17일 제 1차 시식 

품평회를 가졌다.   
품평회는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비롯한 1,000여명이 참석, 약 3시간에 걸쳐  
올림픽공원내 체조경기장에서 열렸고   
설문조사도 실시되었다. 한국인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렸으나, 외국인은 음식의    

맛, 음식의 색깔, 고기의 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일부 식단의 수정 및 보완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는 국내 수경재배   
야채의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방안의   

추진, 더운 음식의 제공에 역점을 둘 것,   

육류 공급업체의 지정에 의한 재료의   
질적 확보방안 등이 반영되었고, 한국   

전통음식과 동양음식의 대양화도   

추진되었다.   
 

시식 품평회를 통해 수정보완된 식단은   

각 NOC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167개 NOCDP 발송되었다.   

이 최종확정된 식단을 놓고 조직위는   

9월 3일 제 2차 시식 품평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식단의   

기본주식은 서양식을 위주로 한 5일 주기   

식단으로 1일 6,000칼로리 이상을   
공급하고, 종교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기호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식단도 혼성 운영하게   
하였다.   

서울올림픽 식단은 266종으로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 227종보다 39종이    
많고, 1987년 유니버시아드 220종,   

서울아시아대회 244종보다 훨씬   

다양하였다. 조식 70종, 중식 92종, 석식   
104종이 제공되었고, 이밖에 도시락   

19종이 개발되었으며 간이식도 20종이나   

마련되어 선수·임원의 기호를 충족시켜   
주었다.   

 

□ 식자재 조달   

선수촌 식당에서의 급식량은 1,044톤   

분량으로 8톤 트럭으로130대분이며   

운영기간 33일로 환산하여 1일 평균 트럭   
4대분이었다. 금액으로는 23억원어치,   

미화로 366만달러나 되었다.   

주요 식자재의 실제 사용현황을 보면,   
육류로는 쇠고기 4만 2776kg, 돼지고기   

3만 227kg, 닭고기 4만 2561kg, 양고기   

1만 117kg, 칠면조 1,813kg, 생선류 3만   
651kg, 야채류 16만 6237kg, 과일 18만   

544kg, 곡류 2만 7820kg, 주스류 12만   

4138캔 등이었다.   
식자재 조달은 국내 생산품 조달을   

원칙으로 하였다. 국산품 수량은   

838톤으로 80.3%를 차지하였고,   
수입품은 13종류 205톤으로 19.7%였다.   

조달방식은 집하장 운영체제로 하였다.   

집하장은 (주)한양유통이 맡아 많은 양의   
농축산물·야채류·과일류에 대한   

구입업무를 진행시켰다. 국산품이 아닌   

일반 수입 식자재의 조달은 한국관광   
호텔용품센터가 맡았다. 일부 외국인의   

식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입 쇠고기의   

조달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맡았다.   

음식맛의 신선도를 높이고 적기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지 재배계약도   
진척시켰다. 양채류에서 토마토와 피망은   

강원도 인제군내 단위농협과, 채소류   

9종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지구   
원예협동조합과 재배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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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1. 쇠고기와 토마토 슬라이스· 
 양파 슬라이스 

2. 햄치즈와 양상추 

 프렌치 롤·감자 샐러드· 
 그뤼에르 치즈·호밀빵과 흑빵· 

 건포도와 사과· 

 견과류와 대추야자 섞은 것·바닐라 푸딩· 
 코코넛 마카롱·크래커·초코렛 

조미료 

 음료 
 

 

 
 

 

 
 

 

 
 

 

 
 

 

 
 

 

 
 

 

 
 

 

 
 

 

 

 
 

 

 
 

 

 

16. 선수촌 대식당 배식대에서 뷔페식 급식이 

제공되었다. 

17. 옥외경기장 선수단에게는 도시락이 
공급되었다. 양궁경기장에서. 

17 

 

16 

첫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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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1. 칠면조 구이와 양상추 

2. 쇠고기 구이와 몬터레이 잭 치즈 
3. 호밀빵ㆍ마카로니 샐러드ㆍ 

페퍼로니 치즈ㆍ밀 크래커ㆍ완숙계란ㆍ 

배와 오렌지ㆍ견과류ㆍ초코렛 푸딩ㆍ 
데이트넛 바ㆍ크래커 

조미료 

음료

제19장 선수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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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1. 쇠고기 구이와 토마토ㆍ양파ㆍ피클 
2. 칠면조 구이와 이탈리아식 치즈 

프렌치 롤ㆍ콩 샐러드ㆍ치즈 웻지ㆍ 

호밀빵ㆍ완숙계란ㆍ사과와 건포도ㆍ 
말린 과일 콤포테ㆍ버터스카치 푸딩ㆍ 

아몬드 초코렛ㆍ크래커 

조미료 
음료 

 

18. 선수촌 식당. 식단은 양식을 기본으로        
특별식을 감, 1일 6,000칼로리 이상을            

원칙으로 짜여졌다. 

18 

 

셋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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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식단 

호돌이 샐러드 바   

토스트 그린 샐러드·아보카도·피망·    

당근·붉은 양파·콩나물·크루톤·  

양송이버섯·앨팰파·지까마·시금치·    
검은 올리브·체리 토마토·오이·  

콜리플라워·샐러리·무우·강낭콩·가반조   

콩·베이컨·계란·쇠고기·해바라기씨·    
마리네이드에 담근 아티초크   

 

냉육요리   

저민 로스트 치킨·햄웨스트 소시지· 

닭고기 소시지·저민 쇠고기 구이·  

브라운 슈바이거·칠면조 구이·    
햄 슬라이스·우설·소금에 절인 쇠고기· 
간 파이·미트로프·모타델라 치즈   

 
치즈식탁   

블루·브리·카망베르·체다·에담·에먼덜·   

고르곤졸라·파머슨·한국 임실 치즈·    
커티지·크림 리즈·스위스 리즈·  

가이스카슬리   

 
과일식탁   

홍옥·바나나·포도·오렌지·망고·    

승도복숭아·배·파인애플·골든·    
딜리셔스 애플·자몽·복숭아·키위   

 

빵식탁   

프렌치 브레드·흑호밀빵·    

사워도우 브레드·호밀빵·호울 휘트 브레드· 
흑빵·버터 밀크 브레드·건포도빵·    
크래커드 휘트 브레드·하드 롤·영양흰빵·   

호밀 롤·비걸·호울 휘트 롤·양파 롤·  

참깨씨 롤·소프트 롤·스틱 브레드·각종   
특제품·크래커·호밀칩·멜버 토스트   

 

구운 요리   

바클라바·치즈 카놀리·치즈 데니쉬·    

데니쉬 페스트리·크라상·도넛·시나몬 롤· 
팬케이크·토스트·머핀·비스켓·사과 파이·  
호두케익·파칸 파이·각종 떡·복숭아 파이· 
치즈 케익·푸딩·초코렛 케익·    

버터스카치 푸딩·코코넛 가스터 파이· 
파운드케익·타피오카 푸딩·레몬 머랭 파이· 
모카 케익·체리 치즈 오우니   

 
음료   

우유·초코렛 우유·더운 우유·핫 초코렛·   

버터 우유·탈지유·커피·홍차·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인삼차·녹차·    

오발타인·생수·코카콜라·다이어트 콜라·   

소다수   
 

 

 

제19장 선수촌 

넷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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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수촌급식은 정규식 15시간, 간이식          
9시간으로 나뉘어 24시간 운영되었다. 

19 

 

조미료 

• 소스 : 간장·고추·서양고추냉이· 
겨자·토마토 케첩·마요네즈·샐러드 
드레싱· 
A-1·우스터소스·현미식초·칵테일 소스·
타타르 소스 

• 피클 : 무우 피클·스위트 피클 칩스· 

고추장·딜 스피어 
• 조미료 : 소금·후추·매운 패트리카· 

단 패트리카 

• 경과류 : 혼합·땅통·아몬드·참깨씨 
• 말린 과일 : 건포도 

• 잼 : 오랜지·검은나무딸기·복숭아· 

땅콩 버터·박하 젤리·딸기·꿀·마말레이드
• 기타 : 화이트 소스·무가공설탕 
• 유제품 : 바터·마가린·크림치즈· 

과일 요구르트 
간식 

햄버거·치즈버거·핫덕·칠리 핫덕· 

아메리칸 치즈 스틱·계란 프라이· 
치즈 오트밀·가든 오트밀·각종 냉육과 치즈·
감자 튀김·해쉬드 브라운 포테이토· 

각종 과일·호돌이 샐러드 바·각종 빵· 
양상추·토마토와 양파·피클과 양념·겨자· 

마요네즈·케첩. 뜨거운 음료와 찬 음료· 

아이스크림·요구르트 

다섯째날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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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복숭아·포도는 경기도 일원에서,   

배는 충청남도 일원에서 계약재배하였다.   
재배계약을 맡겼을 때에는 재배지역   

경찰관서가 수시로 순찰, 경비하면서   

안전을 보살폈고, 농촌지도소 등에서   
생산과 위생문제를 지도 감독하였다.   

휘장사업으로 공급되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제조처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감독   

하였다.   

식자재의 반입 절차는 집하장의   
위생안전담당관인 경찰과 보건사회부   

위생감시원이 선수촌 급식사업단이   

주문한 식품의 포장검사를 하고   
위생안전봉인지를 부착, 납품서를 확인한   

후 급식사업단에서 파견된 검수원   

으로부터 검수를 받아 신원이 확실한   
운전사와 스티커가 발급된 차량에 의해   

안전요원의 호송을 받아 선수촌에   

운반되었다. 선수촌에 운반된 식자재는   
차량안전검측, 봉인 확인, 납품서 확인,   

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 즉시 입고되었다.   

식자재의 저장은 저장성을 고려하여,   
건식재료·육류·수입품·가공재료·생선류   

등은 8월 15일에서 31일까지 1차 저장을   

하고, 9월 20일 이후에는 물량을   
조절하여 2차 저장을 하였다. 저장이   

어려운 우유·달걀·아이스크림 등은 1일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품목에 따라 3일   
주기로 공급토록 하였다.   

 

6.4. 식당운영   

 

□ 선수회관 대식당   

선수회관 대식당은 1만 2377㎡의 넓이에   

1층 2,700석, 2층 1,500석으로 동시에   
4,2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당운영시간은 24시간을 원칙으로   

하였다. 정규식은 조식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중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석식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제공하였고, 간이식은 정규식 틈틈이   
시행하여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4시에서 5시, 야간에는 오후 9시에서   

이튿날 새벽 6시 사이에 걸쳐   
제공하였다.   

음식물의 식당 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식당 정리는 식당운영요원이   
맡았다. 선수촌 식당 이용은 선수·임원   

등 AD카드 소지자에게만 허용되었으나,   

선수촌을 찾은 귀빈이나 일반   
방문객에게도 NOC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식권을 구입,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당은 넓은 공간을 안락한 분위기로   
꾸미기 위해 1층은 6개 구역으로, 2층은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선수단별로   

독립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식대는 1층에 5대, 2층에 4대를 놓았다.   

입촌인원이 4,800명이 될 때까지는 1층   

5개 배식대만 활용하였고, 9월 12일   
입촌인원이 7,200명으로 전체 입촌예상   

인원의 50%에 육박하면서 배식대 전부를   

사용하였다.   
 

 

식당의 장식은 조직위의 사인 보드   

방식에 의하여 분위기를 만들고, 식사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식구역   

마다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음악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선수촌 식당에서는 160개국 1만   

4501명의 선수·임원들에게 모두 83만   

5344식을 제공하였다. 이는 1인당   
58식으로 선수·임원 1명의 재촌일은 평균  

19일로 나타났다.   

 

□ 도시락 공급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4시간 이상   

경기장에 머물러야 할 경우에는 도시락을   
공급하였다.   

대회중 공급된 도시락은 모두 2만   

468개로, 중식으로 1만 8833개, 석식으로 
1,635개가 각각 공급되었다.   

도시락 공급은 24시간 전에 선수단장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급식기간중 선수단   

직접 지참이 5,819개, 경기장 현장배달이   

1만 4649개였다.   
도시락의 운반도중 변질을 막기 위하여   

1.5톤 규모의 냉동차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요원이 동승하였다.   
도시락 제작시간은 신청접수 다음날   

0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한정하였으며,   

검식담당자가 도시락의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확인한 뒤 봉함,   

제작 일시를 표시한 후 급식총지배인의   

확인을 거쳐 출하하였다.   
 

□ 주방   

주방은 선수회관 지하층과 식당 1층에   
나누어 설치하였다. 지하층 주방에서 1차   

조리를 하고, 1층 주방에 올려 조리를   

완성하였다.   
주방의 규모는 지하층이 4,281㎡   

1층이 2,271㎡로 합계 6,552㎡의    

공간이었다.   
모든 식자재는 선수회관 지하층의   

식자재하역장에 입하되어 곧 지하층   

식자재창고로 입고되었다. 이 지하층   
주방에는 1차 조리실(육류가공실·    

야채전처리실 등)을 비롯하여 냉장창고·   

냉동창고·건식자재창고·오물냉장창고·   
오물건식창고·종사원락커·로딩덱·사무실   

등이 있었고, 1층 주방에는 역시   

조리실과 냉장창고·일반창고·사무실   
등이 위치하였다.   

요리를 위한 주방기물은 팬류를 비롯한   

129종에 5,232점, 시가 7802만여원어치를  
구입하였다. 식당용으로 쓰이는 기물은   

17종 2만 1790점으로 7912만여원이 지출 

되었다.   
급식분야에서 위생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1회용 기물의 소모량은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었다. 집기류에서 미트   
나이프 약 90만개, 접시류에서 샐러드   

보울 72만개, 종이컵 160만개, 디너 냅킨   

150만개 등 20개 종목 1084만점에   
이르렀다.   

   
 

20. 선수단에 제공되는 도시락은 검식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봉함되었다. 

 21. 선수회관내 대식당에서 선수들이 식사하고 
있다. 선수회관 대식당은  1층 2,700석, 2층 

1,500석으로 동시에 4,2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었다. 

 22. 식사중 카메라가 비치자 웃음을 보내는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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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편익운영   
 

7.1. 운영준비   

조직위원회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선수촌 생활을   
위하여 28개 종목의 편익·위락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   

많은 종목으로서 총 이용자수는 37만   
8591명이었다.  
  

편익·위락 운영종목   

• 편익시설 : 은행·우체국·전신전화국· 
수선실·사진관·HAM(아마추어무선국)· 
특사송배달소   

• 위락시설 : 쇼핑센터·이/미용실·    
세탁소·전자오락실·디스코텍·    

다방/음악감상실·화실   

• 건강시설 : 수영장/사우나·서키트   
트레이닝장·당구장·탁구장·워밍업장   

• 종교관 : 기독교·천주교·불교·유태교·   

이슬람교·그리스정교   
• 문화시설 : 영화관·공연장·한국관   

 

 
28개 종목 중 19개 종목은 무료로   

운영하였고, 8개 종목(은행·우체국·    

전신전화국·사진관·다방/음악감상실·    
이/미용실·세탁소·화실)은 유료였다.   

유료인 경우에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값으로 봉사하였다.   
조직위는 이들 종목의 운영을 위해   

1987년 3월부터 주로 휘장업체 중에서   

운영업체를 지정하고, 1988년 3월까지   
각 해당종목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였다. 각 운영업체는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에   
제출하고, 인력·물자확보는 물론,   

내부시설물 설치, 대회운영 후 시설   

철수와 원상복구까지 맡았다.   
대부분의 편익·위락시설은 매일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였으며, 종교관과 전화국· 
아마추어무선국은 24시간 운영하였다.   

편익·위락시설의 설치위치는 대부분   

선수회관에 밀집시켜 이용이 쉽도록    
하고, 종교관은 정숙한 분위기의 유지를   

위해 국제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마련하였다. 은행은 편의를 고려해 선수   
회관과 행정센터 두 곳에 설치하였다.   

편익·위락시설 운영에는   

대회운영요원 22명과 용역업체요원   
795명이 종사하였다.   

 

 
 

 

 
 

 

 
 

 

 

7.2. 종목별 운영   

 

□ 편익시설   

은행    

선수촌 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   

운영하였다. 한국외환은행은 1988년   
3월 조직위원회와 선수촌내 은행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은행원 44명을   

파견하였다. 선수촌 은행은 행정센터와   
선수회관 1층에 각각 50㎡ 및 132㎡   

규모로 개설되어, 올림픽대회 전후   

3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환전·예금·송금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입장권도 판매하였다.   

행정센터의 은행은 참가선수단의   
입촌부담금을 수납하였다. 선수회관   

은행에는 5만 4511명, 행정센터   

은행에는 1,946명의 고객이 찾았다.   
1인당 은행 평균이용빈도는 전 기간   

4회꼴이었다. 이용실적은 미화 2491만   

1000달러였으며, 9월 11일과 16일은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은행을   

이용하였다.   

 
우체국   

선수촌 우체국은 체신부가   

운영주체였다. 22명의 운영요원이   
우편물 수발과 선수촌내 배달업무를   

맡았으며, 올림픽 기념우표도 전시   

판매하였다. 선수회관내 94㎡의   
사무실에서 올림픽대회 전후 33일간   

운영했으며 2만 7307명이 이용하였다.   

1명이 1.8회꼴로 우체국을 찾았고,   
개회식 다음날인 9월 18일 이용자가   

가장 많아 1,500여명이 붐볐다. 선수촌   

우체국이 처리한 업무건수는 22만   
8000건으로 사업수입은 1억 3133만원에   

이르렀다.   

 
전신전화국   

전신전화국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운영하였다. 선수회관 1층에 165㎡   
규모로 설치된 전신전화국은 50명의   

직원이 34일간 하루 24시간   

운영하였다. 주요업무는 국내외   
전신전화업무와 텔렉스 및 팩시밀리   

운영이었다. 3만 9612명이 이용하여   

1명이 2.8회꼴로 전신전화국을 찾은   
셈이다. 9월 30일에는 귀국예정 소식을    

전하는 인파가 밀려 이용객이   

3,500여명에 이르렀다. 사업수입은 2억   
7960만원이었다.   

 

수선실   

편익시설인 수선실은   

코오롱상사·국제상사·아식스스포츠사   

등 3개사가 운영하였다. 운영업체 직원   
58명이 고장난 자전거를 비롯하여 각종   

운동기구를 무료로 수선 봉사하였다.   

국제지역 야외국기광장 바로 옆 331㎡   
규모의 가건물에서 3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었다.   

 
 

 

2만 7601명이 수선실을 찾았으며,   

개회식을 하루 앞둔 9월 16일에는   
800여명이 경기 출전을 앞두고 각종   

스포츠장비의 최종점검에 나섰다.   

 
사진관   

사진관은 한국스포츠사진연구소가   

운영주체로 사진업무에 관한 협정을   
조직위와 체결하였다. 선수회관 3층에   

설치된 사진관(46㎡)은 23명의   

운영요원이 3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였다. 즉석사진이나   

증명사진의 촬영은 물론, 필름의   

현상과 인화도 취급하였다. 1만   
9852명이 사진관을 찾았으며,   

476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에는 1일   
평균 900명 이상이 이용하였다.   

 

아마추어무선국   

올림픽 소식을 전하기 위한   

아마추어무선국이 설치 운영되었다.   

아마추어문선연맹이 운영주체로   
지정되어 25명의 연맹회원이 자원하여   

무료로 봉사하였다. 선수촌내   

오륜여자중학교 66㎡ 사무실에서   
34일간 24시간 누구에게나   

자유개방으로 운영되었다. 총   

이용건수는 100건이었다.   
 

특사송배달소   

편익시설인 특사송배달소는 페더럴   
엑스프레스사가 운영주체였다. 22명의   

운영요원이 주로 선수촌 행정서류와   

소형 포장물의 발송·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특사송배달은 유료로   

운영되었으며, 이용건수는   

329건이었다.   
 

□ 위락시설   

쇼핑센터   

선수촌내 선수회관에 면세 쇼핑센터가   

설치 운영되었다. 쇼핑센터는   

롯데백화점이 운영하였으며, 모두    
131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선수회관   

3층 783㎡에 매장이 100여개였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였다. 기념품점을 비롯하여   

섬유·식품·서적·생활용품·민속공예품·   

자수·문구·가죽제품·의류·스포츠기구·   
구두·카메라·화장품·액세서리·안경·필   

름·우표·한복·시계·전자제품 등이   

주품목이었다. 34일 동안 이용자수는   
9만 5000여명이었으며, 총 매상고는   

4억 7630만원이었다. 사용화폐는   

달러와 원화에 한정하였고, VISA카드   
사용이 허용되었다. 가장 고객이 많은   

시간대는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돌아온 저녁시간 8시경이었으며, 하루   
3,000명 이상이 이용한 날이 18일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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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텍   

디스코텍은 (주)화승에서 운영하였다.   
화승은 1987년 12월 조직위와 디스코텍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선수회관 지하층 463㎡에 마련된   
디스코텍은 수용능력 300명이었다.   

무도에 쓰이는 무대가 165㎡였으며,   

입장은 선수·임원에게 무료였고,   
음료수도 무료로 제공되었다. 운영기간   

총 이용자는 1만 3371명이었다.   

디스코텍은 야간에만 운영되었으며   
술은 제공되지 않았다. 디스코텍은   

생일을 맞은 선수·임원들을 위한   

생일파티 축하장으로도 이용되었다.   
9월 12, 13일에는 이용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   

 
다방·음악감상실   

다방·음악감상실은 동서식품이   

운영하였다. 선수회관 3층 225㎡   
공간에 위치한 다방·음악감상실은   

18명의 운영요원이 3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였다.   
커피·국산차 등의 제공은 물론, 체스와   

바둑 등 오락기구도 비치되었다.   

차값은 200원으로 시중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었다. 이용객은 7,831명이었고   

9월 13일부터 30일 사이에는 1일 평균    

300명 이상이 이용하였다. AD카드   
소지자만 출입이 허용되었다.   

 

전자오락실   

전자오락실은 (주)화승이 운영하였다.   

조직위는 1987년 8월 화승을   

운영업체로 지정하고 1987년 12월   
운영협정을 체결하였다. 선수회관 2층   

149㎡ 공간에 자리한 전자오락실은   

7명의 운영요원이 올림픽 전후 3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운영하였다. 총 이용자수는 1만   

3040명이었으며, 9월 12일부터 27일   
사이에는 평균 500명 이상이 밀려   

만원을 이루었다.   

 
이·미용실   

이·미용실은 화장품 회사인   

태평양화학(주)에서 운영하였다.   
1987년 3월 운영업체로 지정된   

태평양화학은 동년 12월 이·미용실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운영요원 28명이 선수회관 3층 119㎡   

공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4일간 영업을 하였다.   
한 공간 안에 구획을 짓지 않고   

이용원과 미용실이 운영되었다. 총   

이용객 3,100명, 사업수입은   
1,570만원이었다. 가격은 이용원에서   

헤어드라이 2,000원, 컷 3,000원,   

풀코스 6,000원이었으며, 미용실에서   
샴푸 1,000원, 매니큐어 2,000원, 컷   

3,000원, 세팅 3,000원, 메이크업   

5,000원, 퍼머넌트 8,000원이었다.   
이용객들 가운데는 최신형 유행과   

조각형 두발을 원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다.   
 

세탁소   

세탁소의 운영은 전일사에서 맡았으며   
1987년 12월 세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락담당관실 감독하에   

용역요원 56명이 업무를 진행하였다.   
세탁소는 선수회관 3층 53㎡에   

위치하여 올림픽 전후 34일간 상오   

9시부터 하오 10시까지 운영하였다.   
세탁·다림질·수선을 주로 하였는데   

이용객은 402명에 지나지 않았다.   

린넨류는 무료였고, 숙소내 휴게실에서   
스스로 세탁·다림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실   

서울국제미술센타에서 선수회관 3층   

33㎡ 공간에 화실을 마련하여 17명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 주었다.   

수묵·담채·연필로 된 초상화는   

5,000원, 풍속화는 3만원 가격이었다.   
총 185명이 이용하였다.   

 

□ 건강시설   

수영장·사우나   

수영장 658㎡와 사우나장 60㎡가   

(주)코오롱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1층   
1,129㎡의 공간에는 수영장(13X25m)   

외에도 목욕탕·사우나·샤워실·    

이/미용실·라운지·화장대 등 편의시설이   
남녀용으로 각각 시설되었다. 별관 3층인   

동 건물의 2층 879㎡ 공간에는 남녀   

락커룸과 서키트트레이닝장·매점·안내소   
각 2개소가 있고, 3층 817㎡ 공간에는   

복싱·유도·태권도계체량실이    

마련되었다. 선수들이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전용으로 사용하였다.   

수영장 이용은 모두 무료였고   

타월·비누·음료수 등이 제공되었다.   
조직위 건강시설담당관실   

업무감독하에 의무용역요원 3명,   

기술용역요원 10명, 서비스용역요원   
20명 등 33명이 운영을 맡았으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이용객수는 1만 9276명이었다.   
 

서키트트레이닝장   

미즈노사가 운영주체였다.   
건강시설담당관실 감독하에 23명의   

용역요원이 운영하였다. 수영장 2층에   

위치하여 231㎡의 넓은 공간을 확보한   
서키트트레이닝장은 34일간 오전 7시에   

문을 열어 오후 9시 수영장과 함께 문을   

닫았다. 무료운영이어서 선수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기술용역요원들은 각종   

체력용구의 이용방법을 지도해 주었다.   

이용객은 총 9,292명이었다.   
 

 

 
 

 

 
 

 

 
 

당구장   

(주)화승에서 운영하였다. 운영요원   
5명이 선수회관 3층 165㎡ 장소에서   

8대의 당구대를 운영하였다.   

무료운영이었으며, 올림픽 전후 총   
이용객은 4,343명이었다.   

 

탁구장   

(주)화승이 운영하였으며, 7명의   

용역요원이 선수회관 2층 179㎡   

장소에서 탁구대 5대로 운영하였다.   
무료운영이었으며, 총 이용객수는   

5,072명이었다.   

 

□ 종교관   

기독교관   

선수촌내 세륜국민학교 4층 607㎡에   
기독교관이 설치되어,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35일간 문을 열었다.   

올림픽 선수촌 선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주체가 되었고 용역요원 72명이   

봉사한 기독교관은    

한국어·영어·프랑스어·에스파냐어 등   
언어별로 예배실을 구분, 평일엔 하루   

3회, 일요일엔 5회 예배를 보았다. 개관   

동안에 4,660명이 이용하였다.   
 

천주교관   

선수촌내 오륜여자중학교 2층 331㎡   
공간에 마련된 천주교관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의식을 맡았으며, 9월   

3일 오후 7시 개관미사를 올렸다.   
36명의 교우들이 자원활동에 나셨다.   

평일엔 영어로, 일요일엔   

영어·프랑스어·에스파냐어·한국어로   
미사가 진행되었다. 중추절이었던 9월   

25일 일요일 미사는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집전하였는데 50여개국 400여명의   
교우가 참석하였다.   

 

 
 

 

 
 

23. 멕시코모와 상의 모두가 올림픽 배지 
투성이다. 

24. 선수촌 미용실. 태평양화학㈜)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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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관   

오륜여자중학교 3층 331㎡ 공간에   
마련된 불교관의 의식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맡았다.   

불교관은 9월 2일 개관하여 10월   
5일까지 34일간 운영되었다. 개관식엔   

250여명의 세계 불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돌아온 효봉 스님이   
개관법회를 진행하였다. 불교관도 다른   

종교관처럼 한국어·중국어·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분을 지었다.   
올림픽개회기간 2,095명의 교도들이   

불교관을 찾았다.   

 
이슬람교관   

선수촌내 오륜여자중학교 4층 198㎡   

공간에 마련된 이슬람교관의 의식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맡았다.   

이슬람교관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루 24시간 문을 열어 어느   
때든지 예배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올림픽대회기간 348명의 교도들이   

이곳을 찾았다.   
 

그리스정교관   

그리스정교관은 선수촌내   
오륜여자중학교 1층 66㎡ 공간에   

마련되었다. 한국정교회에서   

그리스정교관 의식을 집전하였다. 9월   
1일 개관식은 한국정교회   

주교·신부·수녀와 교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찬예배와 성수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회기간 120명의   

교도들이 정교관을 찾았다.   

 
유태교관   

유태교관은 선수촌내 오륜여자중학교   

1층 66㎡ 공간에 마련되어 9월 1일   
개관, 10월 5일까지 35일간 문을   

열었다. 미8군 유태교성당에서   

교관운영을 맡았고 2명의 교인이    
24시간 헌신하였다.   

이스라엘 선수단은 9월 11일   

유태력으로 설날인 ‘로쉬하쉬아나’를   
맞아 이곳을 찾았으며, 미8군   

유태교성당을 찾아 의식을 봉행하기도   

했다. 대회기간 50명의 교도들이   
이곳을 찾았다.   

   

25 

 

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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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수회관 3층에 8대의 당구대 설치. 
(주)화승이 운영하였다. 

26. 선수회관 지하 수용능력 300명의 
디스코텍. (주)화승이 운영하였으며 인기가 

높았다. 

27. 선수회관 1층 13X25m규격의 수영장이 
건강시설로 제공되어 선수들의 이용도가 

높았다. (주)코오롱이 운영. 

28. 선수회관 수영장 2층 230㎡의 공간에 각종 
시설을 설치. 서키트트레이닝장이 무료로 

개방되었다. 

 29. 선수회관 3층에 설치된 세탁소. 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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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표단 서비스   
 

선수촌본부는 160개 참가선수단에   

통역안내원을 배치하고, 사무공간,   
물자 및 행정편의를 제공하였다.   

조직위는 대표단을 위하여 신속한   

정보제공과 안내서비스로 원활한   
선수촌내 활동과   

경기장·연습장·공식행사장 등에의   

참가를 지원하였다.   
대표단 서비스에는 행정요원 41명,   

통역요원 751명 등 792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대표단 부장의 업무총괄 아래   
아주권·서구권·동구권·아랍권·중남미   

권·아프리카권의 6개 대륙담당관과   

서비스센터담당관제로 운영되었다.   
 

8.1. 선수단 사무실 및 물자   

선수단 사무실은 160개국 179개소로   

나누어 배정운영되었다. 사무실은 참가   
선수단의 규모에 따라 숙소와 형태가   

같은 아파트로 300명 이하 선수단에는    

1세대, 600명 이하 2세대,  601명 이상의   
선수단에는 3세대가 배정되었다.   

단사무소 구성은 단장실·행정실·    

회의실·의무실·마사지실의 5개실로   
짜여졌다. 단장실은 선수단   

서비스센터와 긴밀한 정보교환을   

유지하며 선수단 운영문제를 처리하고,   
행정실은 부단장 및 임원의   

행정사무실로 경기장·연습장·    

공식행사장 등에의 참가·수송문제 등을   
처리하였다. 의무실은 의료임원   

진료실로 IOC의무분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소요면적 및 소요물자 품목 등의   
기준을 설정하고, 마사지실에서는   

스포츠 치료 및 마사지 업무를 보았다.   

선수단 사무실은 숙소 건물 2층 또는   
선수단 숙소 최하층에 배정되어 자국   

선수들과의 연락을 쉽게 하였다. 선수단   

사무실을 2세대로 배정받은 경우, 그 중   
1세대는 행정용 세대로, 나머지 1세대는   

의무용 세대로 사용되었으며, 3세대   

선수단 사무실의 경우는 1세대는   
행정용, 1세대는 회의용 세대로   

이용되었고, 나머지 1세대는 의무용   

세대로 구분되었다. 단장실 내에는   
국기대를 설치하여 NOC가 지참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고,   

NOC의 요청에 따라 선수단 사무실의   
구조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단사무실의 물자배치는 1988년 7월   

부터 8월 사이에 28개 품목을 물자배치   
기준표에 의해 배치하였다. 단사무실의   

NOC에의 인계는 선수단 입촌 직후   

단통역, 대륙권 담당관, 선수단장 또는   
단장이 지정한 임원 등 3자가 함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단사무실의   

반환은 선수단 퇴촌 1일 전에 실시하되   
물자회수는 1988년 10월 4일부터 31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8.2. 단통역안내원   

대표단 서비스에는 통역안내원의   

업무가 대종을 이루었다. 총 792명의   
인력 가운데 행정요원은 겨우 41명이며   

나머지 751명이 통역안내원이었다.   

NOC별 통역원수는 기본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하였다.   

NOC별 통역원의 배치기준은   
지원반장 1인, 단장통역 1인, 7개   

구기종목별 1개팀에 1인, 기타 종목   

선수·임원 2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직위는 1988년 4월   

단통역안내원들을 위한   
현장적응교육계획을 수립하고, 6월   

4X6배판 165쪽의 운영교재를 작성하여   

7월 2일부터 20일 사이에 6개   
대륙권별로 세분하여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단통역원 임무의 중요성   
강조,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정신교육과   

선수·임원 이동상황별 임무, 기능별   

임무 등 구체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한 뒤   
선수촌 수행안내, 경기장 수행안내,   

개·폐회식 참가 수행안내와 공항영송에   

이르는 현장실습 등이었다. 또한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익히기 위하여 NOC별   

편람교육, 대륙권별 문화 비디오를 통한   

시청각교육 수강,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초빙한   

대륙권별 문화강의가 실시되었다. 실제   

언어서비스면에서 지장이 없는   
해외동포요원은 8월에 두 차례에 걸쳐,   

NOC 서비스센터, 개·폐회식, 수송,   

성검사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받았다.   

통역안내원의 조직운영은 6개   

대륙권담당관 아래 NOC별 지원반장을   
두고, NOC 출입구별로 단장통역,   

팀통역, 일반통역, 수송담당,   

물자담당이 한 그룹이 되어 대표단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상근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선수·임원의 선수촌 출발 1시간 전부터   
귀촌 후 1시간까지였다. 조직위는   

해외동포요원에게는 전원 선수촌에   

숙소를 마련하였고 수도권 밖 거주자와   
야간근무자에게도 숙박편의를   

제공하였다.   

 
 

 

 
 

 

 
 

 

 
 

 

 
 

 

8.3.서비스센터 운영   

서비스센터담당관은   

일반종합안내센터, 안내데스크 및   
우정관, 안내부스, 비디오실 및   

CATV(유선 텔레비전)실, 관광안내소,   

항공안내소, NOC서비스   
센터 등 광범위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자체가 선수촌과   

올림픽 관련 각 운영본부 및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안내와   

선수단 행정 임원들에게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여서   
정보집합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업무는   

잘 진행되었다.   

 
□ 종합안내센터·안내데스크·안내부스   

선수촌 입촌수속을 밟기 위해   

행정센터에 들어온 선수·임원들을 먼저   
로비의 안내창구(33㎡ 규모)에서   

20명의 여성 통역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등록 및 입촌절차를 마치고, 8명의   
통역요원이 안내를 맡고 있는 약 10㎡   

규모의 안내부스를 거쳐 선수촌   

국제지역으로 가게 된다. 이들은   
국제지역 선수회관 1층의 109㎡ 규모의   

종합안내센터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게 된다. 이곳에서는 각종 행사의   
안내는 물론, 수송 안내, 올림픽   

프로그램 안내, 종교 안내, WINS에   

의한 안내를 비롯하여 팀닥터 등록,   
임시 면허 수령 안내, 영사관 안내,   

환전시세, 조깅코스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명의   
통역요원이 10여개국어로   

서비스하였으나, 희귀어에 대한   

언어서비스에는 애로를 겪었다.   
대회기간 종합안내센터의 총   

안내건수는 모두 3,762건이었으며,   

분야별로는 교통 608건, 관광 466건,   
선수단 동정 433건, 경기 프로그램   

364건, 선수촌 프로그램 324건,   

문화행사 294건, 수송 197건, 공공건물   
157건, 연습장 113건, 숙박 106건, 종교   

94건, 선수촌 운영조직 78건   

순이었으며, 기타 안내사항이    
528건이었다.   

안내센터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영어를   
제외한 통역안내원의 언어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였으며, 안내자료 역시   

영어자료 외에는 부족현상을 빚었다.   
또한 안내소의 선수단 관련정보   

수렴기능의 취약으로 효과적인 안내가   

다소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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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CATV실   

선수·임원들에게 경기를 재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연구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CATV실은   

선수회관 3층 430㎡ 규모였으며,   
선수회관 1층 159㎡ 공간에 비디오/   

CATV실이 설치 운영되었다. VTR   

14대와 TV 15대의 비디오/CATV실   
에서는 경기 개시 전 9월 3일부터 16일   

사이에는 문화·우수외화·음악비디오가   

방영되었고, 경기 개시 이후 9월   
17일부터 10월 5일에는 개·폐회식 및   

각종 경기가 주로 방영되었다.   

한국방송사업단이   
국제방송센터(IBC)중앙녹화실에서   

직접 녹화·배달한 경기, 개·폐회식   

비디오테이프가 확보되어   
대여되었으며, 국립영화제작소가   

제공한 문화비디오와 41개 업체에서   

구입한 외화와 음악비디오가   
방영되었다.   

CATV실이 선수회관 3층 430㎡   

공간에 설치되었다. CATV 모니터가   
설치되어 IBC로부터 전송되는   

국제신호 16개 채널과 기초방송 

프로그램 4개채널(KBS 1·2·3,   
MBC)을 선택 시청할 수 있었다.   

모니터는 CATV 20대로 조립하였다.   

비디오/CATV실에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도 하고 판매도 하였다.   

대여실적은 경기 관계 1,434점, 외화 및   

음악 1,080점, 문화 18점으로 총    
2,532점이었고, 513점의 구매신청도    

있었다.   

비디오/CATV실의 문제점은   
유럽지역 선수·임원을 위한 PAL방식   

VTR 및 텔레비전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하키·핸드볼 등 구기종목 팀을   
위한 별도의 비디오테이프   

분석·평가실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국산영화 비디오테이프가    
외국어로 번역된 작품이 전무하였던   

점도 지적되었다. 외화 비디오테이프는   

영어 위주였으므로   
프랑스어·에스파냐어·독일어·일본어·   

중국어권 선수들이 시청에 불편을    

겪었다.   
 

□ 관광안내소·항공안내소   

관광안내서는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여행사의 주관하에 선수회관 2층   

284㎡ 규모의 한국관 내에 위치하여   

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었다. 안내소는   
1988년 9월 3일부터 10월 5일 기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에   

12시간 봉사하였다.   
안내소에서는 관광안내서 배포와 함께   

교통안내·쇼핑안내·일반관광안내·    

경기장안내 등 3,665건의 안내를 하였다.   
반일관광(3코스)·전일관광(2코스)·    

야간관광(3코스)·1일관광(4코스)·1박 2   

일관광(4코스)·2박 3일관광(2코스) 등   
6종 18개 관광코스가 마련되었다.   

 

 
 

 

 
 

30. 선수촌 등록센터에서 기자가 등록카드 

신청을 하고 있다. 

 31. 선수촌내 휴게실에 WINS가 설치되어 

 선수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32. 선수 ㆍ임원들이 단체로 산업시찰과 
민속촌을 관람 하였다. 경찰차의 선도로 

단체관람하는 선수단.  

30 

3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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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왔던 선수·임원들이 돌아가서   

한국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무료관광 코스를 개발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선수회관 2층에 설치된 항공안내소   
에서는 대한항공(주)의 직원 17명이   

항공정보에 대한 문의를 받았으며,   

개소기간 예약접수 946건, 예약재확인   
1,888건, 발권 84건 등 모두 2,920건을   

서비스하였다.   

 
□ NOC서비스센터   

선수단의 행정책임자들에게   

대회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회관 1층에 139㎡   

규모의 NOC서비스센터가 설치되었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일 16시간이었다.   

NOC서비스센터의 제공서비스는   

선수단 전용차량 배차신청 접수 처리,   
인쇄·복사·타자·번역신청 접수 처리,   

선수단 관련 우편물 취급, 회의실   

사용신청 접수 처리, 분실물 처리,   
비품 및 장비임대, 방문객 식권이용   

접수 처리, 선수단 도시락신청 접수   

처리, IOC카운터 설치 등   
광범위하였다.   

• 서비스센터는 선수단에서 자유로이   

전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당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였다. 선수단   

규모 501명 이상인 7개 NOC는 승용차   

5대에 미니버스 3대 등 8대를, 선수단   
규모 25명 이하인 NOC 81개국에는   

승용차 1대만을 배정하는 등 선수단   

규모를 8등분하여 지원하였다. 총   
지원차량은 승용차 261대, 미니버스   

112대 등 373대였다. 이들 차량의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4시간으로 한정하고 경우에   

따라 연장 사용케 하며 추가사용   

신청도 받았다.   
• 인쇄물 신청접수는 영어·프랑스어에   

한정하고 조달청 고시 기준가격에   

따랐다. 선수촌 외부인쇄업체인   
세진인쇄소에서 맡았으나 처리 건수는   

2건에 불과하였다.   

선수단 복사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센터 내에 복사기 3대와   

복사요원 8명이 배치되었다.   

복사서비스는 유료로 하되 10장 미만은   
무료로 제공하였다. 복사신청은 83개국   

2만 8169매, 이용료는 263만 6600원에   

이르렀다.   
타자는 NOC서비스센터 내에   

타이핑실을 설치, 통역요원 2명과   

타자수 14명이 2교대로 운영하였다.   
가격은 페이지당 1,500원이었고,   

사용신청 현황은 25개국 168매, 이용료   

25만 2000원이었다.   
번역은 통역요원 2명이 타자수를   

겸하며 영어·프랑스어·한국어에   

한정하였고 기타 언어 번역요청은    
 

 

 
 

MPC 번역풀에서 외부업체를 발주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선수촌내   
번역서비스는 3건이었고 수수료는   

15만원에 그쳤다.   

• NOC서비스센터에서는 공식문서· 
특사송·등기·소포 등 특수운편물은   

물론 보통우편물도 취급하였으며,   

전보·팩시밀리·텔렉스   
업무도 관장하였다. 특수우편물   

직접배달 건수는 547건, 팩시밀리   

접수·배포량은 4,232건이었다. 각국   
선수단에 전달될 선물도 접수   

처리하였다. 족자 및 서울올림픽   

기념민화 1세트씩을 160개 NOC에   
전달하였으며, 그밖에 특정국가에 대한   

선물을 접수하여 전달하였다.   

• NOC서비스센터는   
제 1 회의실(116㎡, 84석),   

제 2 회의실(281㎡, 126석),   

제 3 회의실(165㎡,114석) 등 3개   
회의실을 운영하였다. 9월 7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3개 회의실에서는   

선수단별 회의 70회,   
경기연맹·IOC·단체 등 각종 회의 51회,   

총 121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   

사용신청은 사용일 전일 오전 8시까지   
하도록 하며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다.   

• NOC서비스센터 내에   
분실·습득물 취급소가 설치   

운영되었다. 신고접수와 선수촌 안내판   

게시는 물론, 올림픽 공식신문과   
선수촌신문에 게재하였다. 9월 2일부터   

10월 4일 기간에 분실신고된 317건 중   

76건을 찾아주었고, 습득신고 160건 중   
주인을 찾아준 것이 104건이었다.   

습득신고 미해결 품목 56건에   

대하여서는 관할 강동경찰서에   
인계하였다.   

• NOC서비스센터는 각   

NOC가 필요로 하는 조직위 지원   
이외의 비품 및 장비를 임대하였다.   

비품 및 장비의 임대운영계획은 1988년   

5월에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신청은 총 임대소요량에 대한   

임대가격의 50%를 7월 31일까지   

입촌비 구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임대신청 NOC는 31개였으나, 소련 등   

3건은 임대를 하지 않았다. 국가별   

임대현황을 보면 28개국   
8214만원어치였다. NOC별로는 미국이   

3114만원어치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접의자 691개, TV 298대,   
냉장고 224대의 순위였다.   

• 선수단이 별도의 식권을 필요로 할   

때에는 NOC서비스센터에서 식권이용   
승인서를 발부받아 선수촌 은행에서   

식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식권가격은   

조·중·석식 각 1만원으로 원화에 의한   
현금거래만 하였다. 도시락 신청서도    

접수하였다.   

 
 

 

제19장 선수촌 



 555 

 

33. 9월 3일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개촌식이       
거행된 후 촌내를 시찰하는 임원들.                 

34. 선수촌 언어서비스센터. 6개 대륙권별로      
통역요원을 배치하였다.                          

35. 돌의 축제. 한국선수단의 기증석이          
놓여졌다.                                          

36. 각 NOC가 돌의 축제에 기증한 돌들.         
이탈리아 기증석이 보인다.  

34 

 

35 

 

3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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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수촌 행사   
 

9.1.식전행사   

서울올림픽 선수촌의 식전행사의 기본   

골격은 올림픽 1년 전 기본운영계획   
작성시점에서 완료, 6개월 전 시나리오   

구성, 3개월 전부터 행사장인   

국기광장에서의 시나리오 예행연습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식전행사의   

담당인원은 468명으로 행정요원 12명,   

통역 20명, 자원봉사 19명, 악단 80명,   
기수단 340명, 피켓요원 15명이었다.   

 

□ 보도진 공개행사   

보도진 공개행사가 9월 1일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렸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공개행사에는 국내외 보도진   
214명이 참석했는데, 김용식 선수촌   

시장의 인사말과 박세직 조직위원장의   

환영사, 선수촌 본부장의 개촌경과   
설명으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보도진은 식후 선수회관내 편익시설과   

수영장, 선수촌 시장실, 귀빈실 등   
선수촌내 시설을 순회하고 이웃에 위치한 

기자촌도 둘러보았다. 12시 30분부터는 

선수회관내 선수식당에 모여 선수급식   
내용의 설명을 들으며 오찬을 가졌다.   

 

□ 개촌식   

개촌식은 9월 3일 오전 11시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렸다. 조직위원장의   

인사말, 이현재 국무총리의 축사, 선수촌   
시장의 공식 개촌선언과, 삼군의장대   

340명에 의한 참가국 국기게양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식전에는 34개국 주한   
대사와 체육부 장관, 문교부 장관, 정무   

제 2 장관, 대법관, 합참의장, 강동구·    

송파구 주민 94명 등 각계각층 594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식이 끝난 뒤 약   

1시간 동안 선수촌 내를 순회하며 시설을   

둘러보았다.   
 

□ 입촌식   

선수촌 입촌식은 1988년 9월 5일 아일랜드 
선수단 일행 23명을 시작으로, 9월 20일   

까지 16일 동안 58회에 걸쳐 거행되었다.   

입촌식은 각 NOC의 입국사정을   
감안하여 조직위원회와 협의한 일자에   

거행되었으며, 각 선수단이 희망하는   

인사를 초청할 수 있게 하였다. 입촌식   
순서는 해당 NOC의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국기를 게양하고 선수촌 시장의   

환영사와 선수단 대표의 답사에 이어   
기념품 증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회   

입촌식에 5개국까지 동시 거행토록   

하였다. 입촌식이 가장 많았던 날은   
개회식 이틀 전인 9월 15일로 이날 하루에 

35개국이 입촌식을 가졌다. 미얀마와   

리비아는 대회중인 9월 20일 마지막으로   
입촌식을 가졌다.   

 

 
 

 

프랑스 1진이 9월 1일 가입촌하고 9월   

9일에 입촌식을 가진 것과 같이 입촌일과   
입촌식 날짜가 꼭 같지는 않았다.   

입촌식은 일종의 축제였다. 9월 8일에   

열린 뉴질랜느 선수단의 입촌식에서는   
테와카후이아 민속무용단 25명이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전통민속의상을 입고 마오리족의 독특한   
민속춤을 추었다. 9월 11일 에스파냐   

선수단 입촌식에서는 즉흥적인 남녀   

무용이 펼쳐졌고, 군악대가 ‘엘카바벨로’   
춤곡을 연주하자 흥겨운 원형무용이   

국기광장을 뜨겁게 하였다. 같은 날 소련   

선수단 입촌식에서는 이례적으로   
그라모프 체육상이 답사를 하였고   

소련어가 사용되었으며, 중국 입촌식   

에서는 중국어가 사용되었다.   
 

□ 폐촌식   

선수촌 폐촌식은 세계 160개국   
선수·임원들을 떠나보낸 뒤 10월 5일   

오후 4시 국기광장에서 선수촌 운영요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촌의   
성공적 운영을 결산하는 자축행사로   

열렸다. 각 운영요원에게 참가증서와   

기념메달이 수요되고 참가국기의 일제   
강하식이 거행되었다. 식후 국기광장에서   

운영요원들을 위로하는 다과회가 열려   

3,000여 운영요원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9.2. 국제친선   

 

□ 국경일축하행사   

선수촌 본부는 서울올림픽기간 중 각   

나라의 국경일에 선수단에게 경축화환을   
전달하며 축하를 보냈다. 9월 6일   

스와질란드 2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선수촌 시장이 촌내 NOC사무실로   
화환을 보내 축하하였으며 9일 불가리아,   

15일 코스타리카·과테말라·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10월 4일까지 모두   
21개국의 국경일을 경축하였다. 10월 1일   

미수교국인 중국의 건국기념일에도   

화환이 보내졌다.   
이러한 경축행사를 위하여 조직위는 각   

NOC의 경축일 일자 조사를 1988년 1월   

외무부에 의뢰하였고, 9월 선수단 입촌시   
재확인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자국의 국경일에 축하화환을   

받은 NOC는 선수촌 운영단의 세심한   
배려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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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입촌식 후의 기념촬영. 한국 

 자원봉사요원이 함께 있다. 

 38. 선수촌 국기광장. 개촌식 후 오색풍선이 

하늘을 수놓았다. 

 39. 입촌식장의 그리스선수단. 

 40.개촌식 후 선수촌 내부를 둘러보는 
 외신기자들.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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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축하행사   

선수촌 본부는 선수촌 재촌기간중 생일을   
맞은 선수·임원들을 위하여 축하행사를   

열어주었다. 9월 4일 31회 생일을 맞은   

미국의 남자 태권도 선수 워익은 오후 7시 
30분 선수회관 디스코텍에서 선수촌이   

마련해 준 케이크를 자르며 동료선수들과   

축하잔치를 벌였다.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재촌기간 33일 동안에 생일을   

맞은 전체 인원은 756명이었고, 이 중   

생일축하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504명이었다.   

선수촌 본부는 해당자에게는   

생일카드를 사전에 전달하여 동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크와 간소한   

선물을 전달하였다. 9월 11일에서 10월   

3일까지 23일간은 평균 10명 이상, 그 중   
16일간은 평균 20명이 넘어 디스코텍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 전통혼례 시범행사   

9월 2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예지원의 주관하에 한국   
전통혼례의식 3과정이 진행되었다.   

결혼식 전날에 행해지는 함진아비 행렬의   

광경이 사물놀이와 함께 흥겹게   
진행되었고 결혼 당일의 절차인   

전안례·교배례·합근례 등 혼례 3과정과   

소개되었다. 집사 한갑수 씨가 진행을   
맡았고 시범내용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설명되어 외국인의 많은 흥미를   

끌었다.   
 

□ 선수촌 미인대회   

폐막식을 하루 앞둔 10월 1일 ‘미스   
선수촌 선발대회’가 열렸다. 오후   

8시부터 2시간에 걸쳐 선수회관 2층   

극장에서 선수촌 시장을 비롯하여 각국   
선수·임원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동복 차림, 선수단복 차림,   

자유복(고유의상 등) 차림 등 3단계로   
진행하였다. 특별한 격식을 배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된   

미인대회에서 그랑프리는 폴란드의 팔가   
테베사(체조선수) 양이, 금상은 차이니스   

타이페이의 첸이안 양이, 은상은   

인도네시아의 코에스반디 양이, 동상은   
한국의 박시은 양이 각각 차지하였다.   

인기상은 이스라엘의 샤론 양에게,   

건강상은 가나의 줄리아나 양에게,   
스마일상은 콜롬비아의 아세유프로   

양에게 각각 돌아갔다.   

 
□ 산업시찰·민속촌 관람   

한국의 산업발전상을 알리는 산업시찰과   

민속촌 방문행사가 실시되었다.   
삼성전자·금성사·태평양화학·기아산업·   

동양맥주 등 5개사 공장견학과 민속촌   

방문에 9회 1,307명이 참여하였다.   
산업시찰행사는 낮 12시 30분에 선수촌을 

출발하여 1시간 30분 공장견학, 2시간   

민속촌 관람의 반일 코스로 진행되었다.   
 

 

 
 

동구권 선수·임원들의 참여로   

미수교국과의 외교에 도움이 되었으나,   
각 업체의 사전홍보계획이 올림픽헌장에   

따른 광고상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 가정방문행사   

각국 선수·임원의 한국 가정 방문은   
한국의 가정 및 생활양식을 소개하여   

한국의 풍습과 미덕을 보여주고   

상호친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였다. 34일간의 개촌기간에 9차례   

실시하였으나 실참여자수는 45명에   

불과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참여가정이   
적었고, 식사제공에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참여 선수·임원의 수 또한   

적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9.3. 영접 및 의전   

선수촌 의전 관련 행사의 규모는 2년 전에 

열린 서울아시아대회보다 확대되었다.   
선수촌을 찾은 귀빈만도 197회에   

3,470명에 이르러 선수촌 시장, 부시장과   

영접본부는 쉴 틈이 없이 바빴다. 평균   
하루에도 6, 7회 약 100명 이상의 귀빈을   

맞이하고 영송했다.   

 
□ 귀빈영접   

귀빈들의 방문신청부서인 본부호텔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영접절차 및 사전방문   
신청협의를 거쳤으나 일정의 잦은 변경,   

갑작스러운 방문 등으로 인하여 선수촌의   

귀빈영접은 긴급대책회의와 적시적응의   
연속이었다.   

또한 영접본부 사무실, 행정센터   

파견실, 출입안내소, 귀빈하차 지점,   
귀빈 주차장 등 귀빈영접 관련시설의   

위치가 분산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무선통신의 긴밀한 활용으로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였다.   

선수촌은 귀빈영접에 적용할 귀빈의   

카테고리를 1, 2, 3군으로 신속히 분류,   
카테고리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였다.   

예우기준은 1군 귀빈에게는 선수촌   

시장의 접견, 촌내 풀코스 순회안내,   
통역원·사진사·안내원·연락원의   

할당, 귀빈접견실·귀빈휴게실 이용,   

숙소지역 출입허용 등 제반    
편의가 제공되었다. 2군 귀빈에게는   

선수촌 시장·부시장 또는 운영단장의   

접견, 촌내 주요시설 순회안내, 통역원   
수행, 귀빈접견실·귀빈휴게실 이용,   

필요시 숙소지역 출입허용의 대우를   

하였으며, 3군 귀빈에게는 국제지역   
출입만을 허용하고 필요시 자국   

숙소지역의 출입과 통역원 수행·귀빈   

휴게실 이용의 예우가 갖추어졌다.   
귀빈접견실은 선수촌 시장실 바로   

옆방에 마련하여 시장·부시장·    

영업본부장이 접견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으며, 귀빈휴게실 영접본부   

 

 
 

 

지하층 684㎡ 넓은 공간에 마련하여   

선수촌 방문 귀빈이 편의에 따라   
사용가능하게 하였다. 이곳에서는   

국제적인 각종 식단을 준비하여   

칵테일·뷔페·오찬·만찬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연회를 귀빈의 요청에 따라   

베풀었다. 귀빈영접 현황을 보면, 1군   

귀빈영접이 27회 250명이었으며, 2군   
48회 320명, 3군 65회 450명, 기타 귀빈   

57회 2,450명 등 모두 197회에 걸쳐 

3,470명의 귀빈이 선수촌을 방문하였다. 
대회기간 전후에 선수촌 방문자   

가운데는 노르웨이 브룬트란트 수상(9월   

14일), 스웨덴 카를 구스타프 국왕(9월   
15일)과 노태우 대통령(9월 24일)이   

포함되어 있다.   

 
□ 연회행사   

선수촌에서는 선수단장 초청 만찬회와   

공식행사에 따른 연회 외에도 선수단   
자축연회 등 각종 연회가 자주   

베풀어졌다.   

김용식 선수촌 시장은 160개 NOC   
산수단장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친교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개회식 다음날인 18일   

저녁에 초청 만찬회를 베풀었다. 선수촌   
극장에서 열린 만찬회에는 각국 선수단장   

및 선수촌 운영단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입촌식 후 선수촌 연회장에서는   

입촌환영 연회가 열려 상견례를 가졌으며   

방명록 서명 등 행사가 치러졌다.   
첫 입촌식은 9월 5일 아일랜드   

팀이었고 이들을 위한 리셉션을 비롯,   

선수촌 본부는 9월 20일까지 63회에 걸쳐 
3,589명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이밖에도 선수단의 자국 경축일이나   

경사가 있을 때, 또는 귀빈을 맞았을 때,   
연회를 요청해 오면 귀빈휴게실   

운영업체에서 연회를 준비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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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문화예술행사   

대회기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한국전통예술의   
감상도 겸하였다. 전야제를 비롯한   

선수촌 공연행사가 대형쇼로 진행되었고,   

‘연산일기’ 등 극영화 10편과 ‘서울가족’ 
등 문화영화 10편이 상영되었다. 선수회관 

한국관에서는 한국전통복식전과   

관광사진전이 열렸으며, 선수촌내   
성내천변에서는 그네뛰기 경연대회도   

열려 한국의 민속을 소개하였다. 선수촌    

문화행사는 문화행사운영단의 감독 아래   
선수촌 문화행사부가 맡아 진행하였다.   

선수촌 문화행사부에는 조명기사 20명,   

음향기사 10명, 영사기사 6명, 무대감독· 
조감독 6명, 연출·조연출 7명, 기획 1명 등 

50명의 행사용역진이 참여하였다.   

문화행사 진행에는 33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다.   

 

□ 공연행사   

공연행사는 9월 16일 ‘전야제’로   

시작하여 10월 2일 ‘환송의 밤’까지   

13차례에 걸쳐 올림픽공원내   
올림픽청소년문화센터와 선수촌   

국기광장 등에서 베풀어졌다. ‘아시아의   

밤’, ‘오세아니아의 밤’, ‘유럽의 밤’,   
‘아메리카의 밤’, ‘바르셀로나의 밤’ 등   

대륙이나 지역에 알맞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3차례의 ‘선수촌   
특별공연’과 ‘추석제’도 벌어졌다.   

‘전야제’는 올림픽청소년문화센터에   

397㎡ 규모의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약   
3,000석의 규모의 좌석을 확보하였다. 오후 

8시부터 2시간에 걸쳐 계속된 공연은   

임이조무용단과 국립국악원 50명으로 된   
대취타 연주로 서막을 장식하고,   

성암여중 170명의 국기 퍼레이드, 헐리웃   

쇼, 한국의 민속무용, 쟈니 윤 스페셜,   
패티와 함께, 아리랑 한마당 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8일 공연된 ‘아프리카의 밤’은 레이저   
조명무대로 구성되어 무용단 50명의   

‘오고무’를 비롯하여 ‘영스타 쇼’ ,‘댄스   

댄스 댄스‘에 이은 대륙 특유의 세네갈   
민속무용이 연출되었다. 20일 ‘아시아의   

밤’에서는 요기 다니엘의 ‘이란의    

묘기’가, 21일 ‘오세아니아의 밤’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여성의 ‘트리오 쇼’와   

필리핀 ‘굿 바이브레이션’이, 27일   

‘유럽의 밤’에서는 유럽지역 선수들의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합창이,   

‘아메리카의 밤’에서는 캘리포니아   

모델팀 14명이 펼치는 모델 쇼   
‘캘리포니아와 함께’ 등이 연출되어 각   

대륙에 어울리는 여흥을 즐겼다.   

일요일이었던 9월 25일 중추절   
공연축제는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올림픽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세계의 돌 축제’를 가진 뒤, 한가위 큰   
잔치에 들어갔다. 쟈니 윤의 사회로   

남사당패 놀이 등 한국민속무용과 6인조   

흑인 보컬그룹인 ‘러브 머신’의 팝쇼가   
1,700명 관중을 매혹시켰다.   

 

□ 영사행사   

선수촌 선수회관 2층 약 661㎡ 규모의   
공간에 550석의 극장을 마련하여 9월   

3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을 소개하는   

20분짜리 문화영화와 1시간 40분짜리   
극영화를 매일 오후 2시부터 두 차례씩   

상영하였다.   

상영된 극영화는 연산일기·안개기둥·   
씨받이·길소뜸·감자·파리애마·물레야   

물레야·시집가는 날·접시꽃 당신· 

성공시대·승리자 등이었다. 이 가운데    
‘씨받이’가 단연 인기였고 평균 400석을   

메우는 날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영화   

상영이 외국인에게 비교적 인기가   
있었으나 외국인을 위한 자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되었다.   

문화영화로는 서울가족·전래음식· 
제주도·이조자기·씨름·한국의 탈춤·    

태권도·국악·한국의 종교·한평생 등   

10편이 상영되었다.   
 

□ 한국관 전시행사   

선수회관 2층 한국관(284㎡)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각종   

전시행사가 열렸다. ‘한국의 탈’ 전시에   

많은 외국인이 참관했고 전시된 한국의   
전통혼례복에 관심을 모아 많은 외국인이   

전통혼례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멀티비전을 설치하여 홍보전시관의   
역할을 했으며, 관광안내와 관광티켓도   

발매하였다. 전시기간중 총 관람객은   

9,332명으로 집계되었다.  
  

□ 그네뛰기   

선수촌 국기광장 옆 성내천변에 4대의   
그네가 설치되었고 선수촌 본부는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네뛰기   

경연대회를 열었다. 참가대상은 각국   
선수·임원 및 운영요원으로 하고   

경연시설은 선수촌내 숙소지역에 새로이   

마련하였다.   
경연은 단식과 복식으로 구분하고   

복식은 남녀 혼합팀으로 하였다.   

시상품은 코닥사에서 카메라·필름·    
티셔츠 등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단식   

대상은 캐나다 선수가, 혼합복식 대상은   

터키팀이 차지하였다.   
 

 

 
 

 

 

41. 올림픽공원내 올림픽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한국의 민속무용을 공연.  

부채춤이 외국선수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42. 올림픽 청소년문화센터 ‘아프리카의 

밤’에서 세네갈 민속무용이 공연되었다. 

43. 용인 민속촌을 관광하는 선수단. 

41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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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도방송 및 홍보활동   
 

10.1. 보도방송지원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내에   

서브프레스센터(SPBC)를 설치하여   
선수촌 뉴스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보도지원에 만전을 기하였다.   

선수촌 서브프레스센터는 행정센터 뒤   
세륜국민학교 4층 건물 중 1·2·3층 35개 

교실 1,954㎡를 사용하였다.   

보도방송업무의 작업공간은 1층의   
SPBC담당관실 135㎡, 인터뷰실 135㎡,   

안내요원 대기실 135㎡, 보도진   

출입관리실·통역요원 대기실·보도운영   
요원 휴게실 각 67㎡, 3층의 기사작성실   

101㎡, 송고실 34㎡, 방송서브센터 67㎡,   

한국전기통신공사(KTA) 전송실 67㎡,   
보도진 휴게실 202㎡ 등이었다.   

기사작성실에는 책상 86석을 확보하고,   

인터뷰실은 방송용 3개실과 보도용   
4개실로 나누어 시설하였고, 보도진   

휴게실에는 좌석 40석이 마련되었다.   

보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WINS 7대, CATV 20대, 구내전화 20대,   

팩시밀리와 텔렉스 각 2대씩이   

설치되었다.   
SPBC에는 부장 1명, 담당관 2명,   

자원봉사요원 48명 등 51명이 배치되어   

안내·번역지원, 취재·회견지원 등 업무를   
도왔다.   

SPBC는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3일간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영되었다. 이 기간 연 1만   

5366명의 보도진이 선수촌을 출입   

하였는데, 신문·통신의 E카드 소지자가   
8,389명, 방송의 RT카드 소지자가   

6,977명이었다.   

SPBC에서의 인터뷰 주선은   
140회였고, 87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으며, 43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도진 차량의 선수촌내 진입이   

통제되었고 SPBC와 선수촌 중심지역인   

국제지역이 멀리 떨어져 중장비를   
동원하는 방송보도진에게는 큰 불편을   

주었다.   

차기 대회를 위한 선수촌의   
권고사항이라면, 선수단 숙소 내에   

위성중계를 위한 방영권사의 중계시설의   

설치운영이 취재·보도를 위해 좋다는   
의견이었다.   

 

10.2. 선수촌 홍보   

 
□ 선수촌 신문   

선수촌 안의 각종 시설을 소개하고    

행사·경기정보·선수단 동정·기상 등   
일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선수촌   

신문(Olympic Villager)’이 발행되었다.   

 
 

 

 

1988년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3일간 매일 타블로이드판 2만부씩을   
인쇄하여 선수촌 내와 기자촌·MPC· 

IBC·올림픽회관·분촌 등에 배포하였고,   

그 중 1,000부는 제 1호부터 33호까지   
장정하여 각 NOC 및 유관기관·도서관   

등에 기증하였다.   

이 선수촌 신문은 한국일보사가 용역을   
맡아 선수회관 2층에 임시 편집국을   

설치하고, 창간일·9월 15일·종간일에는   

컬러판으로 16면, 나머지 30일간은 8면을   
발행하였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혼합편집하고 한글지면도 1~2면씩   

할애하였다.   
 

□ 홍보간행물   

‘선수촌 안내서’ ‘선수촌   
예비홍보안내서’ ‘선수단 행정안내서’ 
‘운영요원 리플릿’ ‘선수촌내 도로명칭   

안내리플릿’ 등 5종의 홍보물이   
간행되었다.   

조직위는 1988년 3월 ‘선수촌   

예비홍보안내서’ 4,500부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작, 세계 각 NOC와 예정된  

방문귀빈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8월에는 ‘선수단 행정안내서’   
영어·프랑스어판 2,000부, 한글판   

1,000부를 발행 배포하고, ‘선수촌   

안내서’ 영어·프랑스어판 각 1만부와   
한글판 2,000부를 인쇄, 선수촌   

안내부스·행정안내센터·종합안내센터   

등에 비치, 선수·임원과 방문객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운영요원 리플릿’은 한글판 1만부를   

찍어 운영요원이 참고하도록 하였고,   
선수촌내 도로안내 리플릿 1만 5000부는   

선수·임원·방문객에게 나누어 주었다.   

조직위는 선수촌 자체발간 홍보물   
외에도 외부 부서에서 발간된 포스터,   

‘서울 1988’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20만부를 인수하여 각국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배포하였다.   

이밖에 선수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4,000컷에 이르는 기록사진이   
제작되었고, 선수촌 생활모습 등을   

행사별·일자별로 편집한 비디오도   

제작되었다.   
특히 각국 선수단이 입국할 때부터   

입촌식, 선수촌내 생활 등을 평균 50컷씩   

담은 기념앨범이 제작되어 160개   
NOC단장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선수촌에서는 서울올림픽 기념스탬프를   

88종이나 마련하여 재촌자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귀빈에게는 별도로 ‘스탬프   

책자’를 3,000부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선사하였다. 기념스탬프는   
자원봉사요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채택한 것으로, 기념스탬프를 찍어가기   

위해 많은 선수·임원들이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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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선수촌 입촌식을 취재하는 사진기자들. 

49. 선수촌에서는 선수들의 인터뷰도  
주선하였다. 4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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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입관리   
 

11.1 운영지침   

선수촌 본부는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출입관리로 재촌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락한 생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출입의 통제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출입관리의 기본지침은 AD카드   
소지자에게는 선수촌내 어느 곳에나   

출입이 허용되었고, 선수촌 출입특권   

미부여자 및 등록카드 미소지자는   
사전(1일 전)에 출입허가를 받아 선수촌을 

출입하게 하였다.   

방문객 및 임시출입 차량에 대한 출입증   
교부를 위하여 선수촌 주출입문(외곽   

1문)에 출입안내소가 설치되었다.   

선수촌 본부는 등록카드의 도난·분실·   
오용에 대비하여 정문과 운영요원   

출입문에 자기검색기(MSR)를 설치,   

자원봉사자와 안전요원이 출입특권을   
확인하였다.   

차량은 사전에 발부받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통과되었으며,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탑승인원이 등록카드를   

소지하여야 했고, NOC별 물자는 내용물   

검색 후 통과되었다.   
선수촌 지역은 숙소구역과   

국제구역으로 구분되어, 등록카드 및   

임시출입증상에 표기된 출입특권에 따라   
출입이 허용되었으며, 숙소지역 출입은   

안전을 위해 최대한 통제되었다.   

출입구역 코드는 주거지역에 R,   
국제지역에 V를 부여하고 각 구역에의   

카테고리별 출입특권 범위를 미리 정해   

관리하였다.   
선수촌 출입관리에는 모두 370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직무교육·현장적응교육과 2차에 걸친   
예행연습 및 종합예행연습을 통해 직무를   

숙지하고 대회에 임하였다.   

 

11.2 출입통제   

출입통제지역은 선수촌 내와 지역출입문   

전부이며, 통제대상은 공식참가자·    

보도진·방문객·운영요원과 각종   
차량들이었다.    

선수촌에는 인원 및 차량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외곽출입문   
8개소, 내곽출입문 12개소, 내부출입문   

23개소 등 43개소가 설치되었다. 내, 외곽 

출입문의 설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내부지역 출입문은 선수·임원의   

출입편의를 고려하여 설치되었다.   

출입은 선수·임원의 경우 24시간 허용이 
되고, 외곽 1, 2, 9, 10, 11문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하여 들어올 경우에는 통제가 가해져   
외곽 1문→내곽 2문 하차→내곽 2문   

검색→내곽 1문→MSR통과→셔틀버스   

승차→해당지역으로 가도록 하였다.   
 

 

 

귀빈의 출입은 외곽 1문→내곽 2문→   

하차→내곽 2문검색→내곽 1문   
MSR검색→귀빈영접차량 승차→   

해당지역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NOC 초청방문객은 외곽 1문 앞   
정차→출입안내소에서 명단 확인 후   

임시출입증교부→내곽 2문 검색→내곽 1   

문→MSR통과→해당지역으로 들어갔다.   
NOC 초청방문객은 1일 방문인원을   

선수단 규모에 따라 할당, 제한하였다.   

선수단 규모가 25명 이하인 경우 3명이   
할당되었으며, 선수단 규모가 커짐에   

따라 25명에서 50명마다 1명이 추가   

되었다.   
운영요원은 외곽 1문, 외곽 9문,   

외곽 10문, 외곽 11문을 사용하고, 해당   

근무지역 및 업무수행지역에서만 출입이   
허용되었다.   

보도진이 선수·임원을 인터뷰할 때도   

외곽 1문 출입안내소에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었다. 보도진을   

위한 임시출입증은 400명 한도로 발급되어 

400명 이상의 보도진이 밀렸을 경우에는   
대기하여야 하는 사태를 빚었다. 이들에   

대한 임시출입증 발급은 선착순이었으며,   

국내 주관방송사(HB) 및 연합통신사와   
IOC가 인정한 세계 5대 통신사는 한도   

인원 내에서 출입에 우선권을 얻었다.   

임시출입증은 국내외 통신 6개사에 각   
4매씩 24매가 할당되고 주관방송사에는   

5매가, 국제사진풀(IOPP)과 국내사진풀   

(NOPP)에는 각 2매가 할당되었다.   
숙소지역에의 보도진 출입은 각   

NOC 선수단장이 초청하는 인원으로   

NOC 초청방문객 할당인원 내에서   
허용되었으며, 체류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서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였다.   
숙소지역의 보도진 취재는 오후 7시   

전에만 허용되었고 보도진 1개사당   

안내원 1인이 수행하였으며, 보도진   
차량은 선수촌 내를 출입할 수 없었다.   

화물차량은 외곽 1문을 사용하고 24시간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되도록이면    
밤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용하도록 권장하였다.   

출입동선은 외곽 1문 앞   
하차→출입안내소에서 임시차량 스티커   

수령→내곽 7문 검색→해당지역으로   

가도록 하였다.   
개촌기간 선수촌을 출입한 총 인원은   

70만 5086명으로 1일 평균 2만   

737명이었다.   
이 중 선수단과 운영요원을 제외한   

출입인원은 업무상 방문자 1만 8766명,   

NOC초청자 7,114명, 보도진 1만 5168명 
등 모두 4만 104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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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선수촌으로 들어오는 자전거 안전 검색. 

51. 선수촌 출입통제. 한복차림 안전요원의  
1차검색. 

52. 선수촌 출입자는 엑스선 투시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거쳐야 했다.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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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촌운영   
 

12.1 부산분촌   

조직위원회는 부산에서 펼쳐지는   

요트경기와 축구예선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위해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콘도미니엄과 글로리콘도미니엄을   

각각 제 1 선수촌 및 제 2 선수촌으로   
지정하였다.   

제 1 선수촌은 요트경기장에서 3.3km,   

사직운동장에서 15.4km, 동원공전에서   
13.1km, 구덕운동장에서 23.9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였고, 제 2 선수촌도 거의   

비슷한 거리여서 경기참여에 별다른   
지장은 없었다.   

부산 선수촌 시장에는 브니엘학원   

이사장 박성기 씨가 1988년 6월 9일   
위촉되었다. 제 1 선수촌은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 2 선수촌은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각각 운영되었다.   
 

□ 시설 및 물자관리   

제 1 선수촌인 한국콘도는 대지 6,162㎡   
위에 세워진 지하 3층 지상 18층, 연건평   

2만 9739㎡의 현대식 호텔이다.  5대의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고 3개의 식당과   
디스코텍 외 13개의 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객실은 43㎡·60㎡·83㎡·93㎡형 등 

4종류로 이 중 83㎡형 190실이 참가 NOC 
선수단용으로 사용되었다.   

제 2 선수촌인 글로리콘도는 대지   

2,826㎡ 위에 세워진 지하 2층 지상 17층, 
연건평 2만 13㎡의 현대식 호텔이다.   

엘리베이터 3대가 가동되고, 2개의   

식당과 사우나 외 12개의 편익시설이   
있다. 객실은 43㎡·60㎡·83㎡·93㎡형 등 

4종류로, 이중 43㎡형 104실, 60㎡형   

106실, 93㎡형 32실 등 242실이   
사용되었다.   

입·개촌식이나 축제에 쓰일 부산   

선수촌 행사광장은 한국콘도 해변의   
가든지역에 새로이 마련되어 760㎡   

넓이의 국기게양대 70개가 설치되었다.   

이밖에 제 1 선수촌 2층에는 운영시설이   
설치되었고, 제 2 선수촌 1층 중국관에는   

쇼핑센터·당구장·탁구장·전자오락실 등   

편익시설이 들어섰다.   
물자는 원칙적으로 콘도미니엄이   

보유한 것을 사용하였고, 조직위에서    

146종 4,503점을 조달하였다. 특히   
호텔의 보유 침대로는 참가대상 선수단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싱글침대 481대,   

보조침대 172대를 임차하여야 했다.   
창고시설관리, 물품의 지급, 재고관리   

등은 서울선수촌의 기준에 따르고,   

이곳에서는 각별히 요트경기대회   
물자담당관제를 두어 물품관리에   

임하였다.   

 

□ 숙소운영·급식운영   

제 1 선수촌은 요트선수단 전용숙소로   

배정하고, 제 2 선수촌은 축구선수단을   
 

 

우선 수용한 뒤 제 1 선수촌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요트선수단을 받아들였다.   
입촌순서에 따라 상층부터 배치하되   

팀별, 객실 형태별, 국가별 인원규모에   

따르고 정치·종교·대륙별 사항도   
고려하는 등 숙소배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숙소배정에서는 팀대표에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선수·임원에게는   

2인 1실제가 적용되었다. 제 1 선수촌에는 

34개국 요트경기 선수·임원에게 173실이   
배정되었고, 제 2 선수촌에는 26개국   

요트선수단에게 92개실이 배정되었으며,   

7개국 NOC임원 11명에게 객실 8개가    
추가로 배정되었다.   

7개 축구팀 선수 138명과 임원 46명 등 

184명은 제 2 선수촌을 이용하였다.   
제 1·2 선수촌에서 선수단에게 배정된 총 

객실수는 371실이었다.   

급식은 서울 선수촌의 기준에 따랐다.   
5일 주기로 식단을 바꾸고 1일 섭취량   

6,000칼로리 이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서울올림픽   
급식용역자문업체(ARA)의 자문을 받아   

일부 식단의 5일 주기 순서를   

변경하였다. 식사는 셀프서비스에 의한   
뷔페방식을 채택하였고 식단은 주로   

국제식이었으나 한국식과 아랍식 등   

지역의 취향을 살렸다.   
1988년 6월 9일 제 2 선수촌 18층   

블루스카이에서 지역인사 110명이 초청된   

가운데 부산 선수촌 식단에 대한   
시식회가 열렸고, 이 모임에서 논의된   

음식의 색깔과 맛에 대한 개선책이 많이   

반영되었다. 도시락도 5일 주기로 식단을   
변경하며 공급하였다.   

식당은 제 1 선수촌의 경우 지하 1층   

803㎡와 2층 344㎡ 외에 지상 18층에   
357㎡ 규모의 간이식당을 마련하였고,   

제 2 선수촌의 경우 지상 18층에   

1·2식당(도합 793㎡) 외에 간이식당   
231㎡를 늘려 선수·임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식사재 조달은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   

산하 호텔용품센터를 활용하였다.   

선수촌에서는 장시간의 경기 및   
연습으로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선수·임원에게 하루 전에 도시락 주문을   

받아 당일 희망에 따라 현지공급을   
하였다. 도시락은 제 1 선수촌 8,847식,   

제 2 선수촌 2,693식 등 1만 1,540식이   

제공되었다.   
 

□ 편익시설 운영   

편익·위락은 19개 시설이 마련되어   
선수·임원에게 제공되었다. 환전소   

업무를 맡은 간이은행의 이용은 연   

2,515명에 환전액 27만 2000달러에   
이르렀고 우체국 이용객 7,302명,   

전신전화 692명, 사진관 이용실적은 연   

300명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장한 쇼핑센터는 연인원   

419명이 1689만원어치를 구매하였고,   

 
 

전자오락실 이용자는 1,725명, 티셔츠나   

사인북에 찍는 기념스탬프가 큰 인기를   
모아 그 이용객이 2,340명에 이르렀고,   

탁구장 이용 835명, 당구장 이용   

1,012명을 기록하였다.   
천주교관·기독교관·불교관·이슬람교관   

등 종교관은 24시간 문을 열었고 그   

이용객은 연 718명이었다. 선수·임원 및   
운영요원의 진료·투약·물리치료를 위한   

의무실도 24시간 환자를 받았고,   

이용객은 676명이었다.   
이밖에도 이·미용실, 세탁실, 화실,   

사우나, 슈퍼마켓 시설이 마련되어   

선수·임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 선수촌 행사   

부산 선수촌 개촌식은 9월 3일 한국콘도   
국기광장에서 조직위 사무총장, 부산시장   

등 관련인사와 대회운영요원 및 호텔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수단 140명에 의한 62개국의   

국기게양이 있었고 선수촌 순회에 이어   

선수식 시식회를 겸한 오찬이 있었다.   
9월 6일 뉴질랜드 선수단 24명을   

비롯하여 독일연방공화국·캐나다·영국령   

버진제도·에스파냐·소련·아이슬란드·오   
스트리아·터키·스웨덴 등 10개국 182명이 

첫 입촌식을 가졌다.  9월 19일까지 12회에 

걸쳐 60개국 630명이 입촌하였다.   
참가 선수·임원을 위한 생일축하행사와   

가정초대행사, 선수단 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선수촌   
위안행사는 1,2 선수촌별로 3차에 걸쳐   

공연을 하고, 비디오 상영 및 고전   

음악회도 개최하였다.   
폐촌식은 10월 3일에 가졌다.   

 

12.2. 대구분촌   

올림픽 선수촌 대구분촌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성관광호텔에   

설치되었다. 조직위는 1988년 5월 11일 동 

호텔과 대구분촌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에 분촌사무소를   

설치하였다. 분촌사무소는 예상   

참가규모를 8개국 235명으로 추정, 준비를 
갖추었다. 분촌은 계획대로 9월 3일에   

개촌하여 9월 26일까지 24일간   

운영되었으나, 실제로는 9월 9일   
아르헨티나팀 선수단이 도착하여 개촌   

되었다. 입퇴촌 선수단은 아르헨티나·    

에스파냐·소련·미국·이탈리아 5개팀   
134명이었고, 독일연방공화국과 튀니지팀   

53명은 경기당일 낮 12시에 여장을 풀고   

경기만 치른 뒤 오후 5시 바로   
퇴촌하였다.   

분촌시설은 1층에서 4층까지를   

사용하였다. 1층에 80석 규모의 식당과   
안내센터를 설치하였다.   

선수단 객실은 모두 60실을 확보   

배정하였는데, 단장에게는 1인 1실,   
그밖의 선수·임원에게는 2인 1실을   

원칙으로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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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급식은 서울 선수촌의 식단에   

따라 뷔페식으로 5일 주기 1일   
6,000칼로리 이상을 제공하였다.   

물자조달은 호텔이 보유한 기존물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은 시·도의 지원   
물자와 조직위원회 휘장물자를   

이용하거나 유료임차로 충당하였다.   

물자는 개촌 직전 1, 2일에 집중적으로   
배치, 호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회의실·휴게실·이용실·오락실·매점·환   
전소·상품전시장·우체국·전화국·팩시밀   

리·사우나 시설이 제공되었고, 의무실은   

24시간 문을 열고 1차 진료 및 응급가료와 
마사지서비스도 해주었다.   

선수촌은 참가 축구팀을 위하여 오찬   

또는 만찬 등 환영행사를 가졌다. 미국과   
소련팀을 위하여는 9월 19일   

대구라이온스클럽 총재 초청 별도 오찬이   

베풀어졌다.   
대구분촌은 국제축구연맹임원, 심판진,   

보도진, NOC관계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동대구관광호텔에 패밀리 숙소를 마련   

하였다.   

 

12.3. 광주분촌   

축구예선경기를 위한 선수촌 광주분촌은   

광주직할시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에 설치되었다. 조직위는   
1988년 5월 11일 동 호텔과 광주분촌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에 분촌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광주분촌은 9월 3일 개촌식을 가졌고   

26일까지 24일간 운영되었다. 광주에서는   

이탈리아·잠비아·과테말라·오스트레일리   
아·유고슬라비아·독일연방공화국 등 6개   

팀이 축구예선경기를 벌였다.   

분촌시설은 1층에서 6층까지를   
사용하였고, 객실은 2층에서 5층까지   

45실을 확보하였다. 식당은 6층에 100석   

규모로 확보하고 운영요원 식당은 2층에   
따로 60석을 마련하였다. 1층에 촌장실과   

관리본부 및 안내센터가 설치되었다.   

안내센터는 분촌안내는 물론 선수촌   
안내서와 올림픽 선수촌 신문을 배포하고   

수송편 안내, 관광 안내, 쇼핑 안내와   

연습경기장 신청접수업무를 관리하였다.   
연습장 사용은 잠비아 16회, 과테말라   

10회, 이탈리아 10회, 독일연방공화국 2회 

등 그 사용 빈도수가 높았다. 편익시설은   
별관에 661㎡의 디스코텍과, 1층에   

휴게실·이용실·오락실·사우나·매점·환전   

소 등이 마련되었다.   
선수단의 숙소는 단장에게는 1인 1실,   

선수·임원에게는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여 

배정하였고, 개인별 배실은 팀단장에게   
맡겼다.   

참가선수단을 위한 급식은   

서울 선수촌의 식단에 따라 5일 주기 1일   
6,000칼로리 이상의 국제식을 뷔페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전체 2,276식이   

제공되었다.   
 

 

물자조달은 원칙적으로 분촌 호텔의   

보유분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현지   
시·도에서 보유한 물자를 활용하며,   

그래도 부족한 물자는 조직위원회   

휘장물자를 이용하거나 유료임차로   
충당하였다. 물자배치는 개촌일 직전 9월   

1일과 2일에 집중배치하여 호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12.4. 대전분촌   

대전분촌은 대전직할시 중구 봉명동   

유성관광호텔에 설치되었다. 1988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1일간 이곳에서   

잠비아·이라크·브라질·나이지리아·    

유고슬라비아·과테말라 등 6개국   
선수·임원 150명이 이용하였다. 선수촌은   

대전공설운동장에서 12km,   

한국수자원공사 구장에서 15km거리에   
위치하여 경기참가에 불편이 없었다.   

조직위는 1988년 5월 유성관광호텔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선수촌운영사무소를 설치, 9월 3일   

개촌식을 가졌다. 시설은 호텔 10층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객실은 5층에서 9층 
70실을 확보하였다. 식당과 스낵코너는   

각각 367㎡ 규모로 3층에 위치하고 1층에 

안내센터·휴게실·회의실·우체국 등이   
들어섰다. 편익·위락시설은 1, 2, 3층에   

집중되었다.   

숙소배정은 1개국당 15실을 배정하고   
팀대표에게는 1인 1실을, 기타 선수·    

임원에게는 2인 1실을 배정하였고 개인별   

배실은 팀대표에게 위임하였다.   
급식운영은 뷔페식으로 택하고 AD카드   

소지 선수단 및 방문객 식권소지자에   

한정하였다. 식단은 5일 주기 정규식   
(도시락 포함)과 간이식으로 구분하고 1일 

6,000칼로리 이상을 공급하였다.   

식자재는 국내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자재는 한국관광호텔용품센터에서   

구입하였다.   

물자는 호텔의 기본물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지 시·도의 물자를 활용하는   

한편, 그밖의 물자는 조직위 휘장물자를   

이용하거나 유료임차로 충당하였다.   
편익 및 위락시설로는 회의실·휴게실·   

우체국·이용실·전자오락실·독서실·    

간이수리소·상품전시장 등이 운영되었고,   
의무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어 각종   

진료와 물리치료에 정성을 쏟았다.   

선수촌은 개·폐촌식이나 선수촌장 주최   
선수단 환영리셉션은 물론, 9월 14일   

국악연주회, 9월 16일 민속무용제를 열어   

선수단을 위로하였다.   
선수촌은 귀빈, 심판단, 보도진 등   

올림픽패밀리의 지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대전 리베라유성호텔을 공식호텔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53. 한국콘도 국기광장에서 뉴질랜드 등 
 10개국 182명의 부산분촌 입촌식이 거행되고 

있다. 

 54. 부산시 해운대구 한국콘도미니엄 부산분촌 
전경.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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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선수촌내 무료시음대. 운영요원과 

선수단에 음료가 무료제공되었다. 

56. 선수촌 아파트 베란다에 자국기를 게양. 

57. 선수촌 앞길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브라질선수들. 

58. 선수촌 전경. 국제지역 선수회관과 원형의 
국기광장이 특이하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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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고와 평가   
 

 

1988년 5월 31일 선수촌 준공식에 참석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각종 시설을   

돌아보고 매우 만족을 표했다. 시설물이   

모두 신축건물인데다가 아파트 3,692세대   
중 2,970세대만이 선수·임원용으로   

사용되어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선수회관의 유리천장과 유리벽체는   
특이한 건축구조로 올림픽의 축제   

분위기를 한결 드높여 주었다.   

‘아프리카의 밤’과 ‘유럽의 밤’ 등   
세계인의 밤을 노래한 공연행사와 각종   

문화행사는 선수촌 생활을 즐겁게    

했으며, 선수들의 긴장해소에 도움이   
컸다.   

266종의 식단이 제공되어 선수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28종의 편익시설을   
운영, 이용자가 많았다. 세계의 종교인을   

위하여 6개 종교관과 기도실이 운영되어   

그 참례자가 많았던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선수촌 병원은 종합병원이나   

다름이 없었고, 한방의와 침구과가   

선수촌 병원에 처음 등장, 외국선수들의   
시선을 끌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 활동이 특히   

돋보였다. 선수촌에는 2,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고, 약   

3,000세대의 청소관리를 여성자원봉사자   

들이 도맡아 해냈다.   
그러나 배식대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식사시 불편을 겪기도 했으며 초기에   

단장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던   
점, 한때 모기가 있어 불편을 겪었던 점,   

운영요원들이 배지 수집에 지나치게   

열을 올려 물의를 빚은 것 등이 결점으로   
지적되었다.   

인력운영, 숙소지원, 급식운영,   

물자보급, 시설지원 등 선수촌 업무는   
전반적으로 ‘훌륭하였다’는 평판이었다.   

완벽한 안전업무의 수행으로 이렇다할   

한 건의 사고도 없이 1만 4501명의   
선수·임원들이 무사히 선수촌을 떠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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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선수들이 각기 몰려 우정을 나누고 있다. 

60. 선수촌 야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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