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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올림픽패밀리를 위하여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김포국제공항에 
영접본부를 두고 김포·서울·김해·제주의 4개 

국제공항과 부산·인천의 2개 항만 등 도합 6개 

장소에 영접센터를 설치 운영하였다. 
본부요원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요원, 지원요원 

등 648명의 운영요원들이 공항과 항만에서 2만 

5974명의 올림픽패밀리를 영접하고 입·출국 
안내업무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영접과 전송 업무는 국제공항관리공단, 

해운항만청,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의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조 아래 이뤄졌으며, 공항만의 
편의시설이 보완·확충되었고, 

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검역소·안전관련기관·항 

공사 종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랐다. 
의전업무는 본부호텔 의전과 개·폐회식 의전으로 

대별하여 운영되었다. 조직위 의전국은 

신라호텔에 본부호텔운영단을 설치, 대회참관 
귀빈 2,590명을 대상으로 카테고리별로 숙소배정, 

수행안내, 선물증정, 공식·비공식 각종 연회, 관광 

및 부인행사 등 의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개·폐회식 의전은 외곽안내반, 내곽안내반, 
귀빈석안내반, 라운지안내반, 좌석안내반, 

비표교환반 등 6개반 476명의 의전인력이 

의전서비스에 노력, 귀빈들의 개·폐회식 참관에 
최대의 관람편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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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참가자 영접 
 

1.1. 기본사항 

 

□ 목표 및 기본방침   

조직위는 올림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출국하는 각국 귀빈과 올림픽패밀리   

등 관계인사의 입·출국시에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공항·항만에서의 체재시간을 줄이며,   

환영·환송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적 달성을 위해  ① 공항과 항만   

관리기관의 전문인력 연계 활용    

② 지원인력 및 단기고용 등 책임감 있는    
보조인력 확보와 전일(24시간) 근무   

③ 체육부·서울시·KOC, 경기연맹 등의   

추천을 중심으로 영접요원 편성   
④ 공항만 상주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⑤ 입·출국 귀빈을 위한 귀빈실 사용 및   

특설라운지 설치 운영 ⑥ 부산지방   
입·출국 영접은 부산사무소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등의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가 지정한   

영접장소는 김포공항, 서울공항, 김해   

공항, 제주공항, 인천항, 부산항이며,   
김포공항의 국제선 신청사와 구청사,   

국내선 청사가 모두 사용되었다.   

영접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은 조직위를   
비롯하여 국제공항관리공단, 해운항만청   

및 국방부이다.   

 

지원업무 및 협조사항   

조직위   

•  영접업무에 대한 총괄적 책임   
•  보조인력, 물자, 전산, 예산의 제공   

•  공항 입국 올림픽패밀리 중 귀빈영접업무 

전담   
•  영접업무 통합상황실 운영   

 

국제공항 관리공단   

•  공항영접단 편성 운영 및 지원   

•  공항 입국 올림픽패밀리(귀빈 제외)   

영접업무 전담   
•  귀빈영접 지원(인력·시설)   

•  영접업무 시설 및 통신 등 지원   

 

해운항만청   

•  항만영접단 편성 운영 및 상황유지   

•  선박 입국 올림픽패밀리 영접업무 전담   
•  영접부 시설 및 통신 등 지원   

 

국방부   

•  서울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귀빈 및   

올림픽패밀리 영접 및 업무지원과   

상황유지   
 

□ 추진경위   

영접업무의 본격적인 가동은 1987년   
10월 28일 국제공항관리공단 이사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영접본부의   

결성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동구권 국가들의 올림픽 참가여부,   

남북체육회담 결과 등이 유동적이어서   
입·출국 인원추정 등 영접업무의 규모와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1987년 11월 영접본부 세부운영계획이   
수립되었고, 12월 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확정되었다.   

1988년 1월 김포공항 당국과 영접본부   
세부운영계획의 시행을 위한 관계 실무자   

협의, 영접본부 담당관 이상 운영요원의    

현장답사 및 관계자 면담, 영접본부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등이 진행되었다.   

동년 4월 조직위는 군용비행장인    

서울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서울공항에는 올림픽패밀리의   

전용기만 이·착륙을 허용한다는    

이용기준을 설정하였다. 운항추정은   
약 140회였다.   

동년 5월에는 각국 NOC에 입·출국   

안내서와 입국자 식별표지물의 발송이   
완료되었으며, 6월 1일에는 영접본부가   

현장전개되고 6월 20일부터 영접요원의   

현장적응교육이 실시되었다. 8월 2일에는   
영접본부 개소식이 거행되었으며,   

영접요원은 10월 7일 해단시까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영접업무를 수행하였다.   

 

1.2. 영접준비   

 

□ 영접본부 구성   

영접업무의 실제적인 담당기구인   
영접운영본부는 공항 및 항만의 상주기관   

직원과 조직위 직원 합동으로   

구성되었다. 본부장, 사무총장 아래   
영접지원단, 공항영접단, 항만영접단이   

있고, 각 단의 하부에는 영접지원차장,   

귀빈영접차장, 회관의전차장,   
공항영접차장, 요트경기본부지원차장,   

항만영접차장과 부장 9명, 담당관 39명이   

있으며 별도 편성된 2부 5담당관 규모의   
상황실로 구성되었다.   

영접지원단 운영은 조직위원회   

책임분야로서 인력·물자·예산 등 영접   
지원업무와 서울공항 영접부 운영 및   

귀빈영접 업무를 수행하며, 수송·등록 등   

관련운영본부와의 협조업무를 담당   
하였다. 공항영접단은 국제공항관리공단   

주관으로 운영되었으며, 김포공항   

신청사·구청사, 김해공항 영접부 운영과   
제주공항 영접업무를 수행하였다.   

항만영접단은 해운항만청의 주관하에   

인천항 영접부 운영과 부산항의 영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영접본부의 운영인력은 총 648명으로,   

소속기관별로는 조직위원회 27명과   
자원봉사자 344명, 지원 142명, 단기고용   

135명이었다. 이밖에 수송지원단 232명,   

등록운영단 126명, 요트경기본부 23명과   
용역업체직원 34명이 영접업무를 지원   

하였다.   

 

□ 영접대상 추정   

서울올림픽의 참가국수, 참가선수단   
규모, 참가선수단의 입·출국공항 및 항구   

등의 추정은 시설확보와 인력투입 등   

영접·의전 업무추진에 있어서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었다.   

조직위는 영접대상을 추정함에 있어   

이를 카테고리별 영접대상, 일자별    
입·출국위원, 전세기 및 전용기 운항,   

장소별 입·출국 등으로 구분하여 각기   

추정인원을 산출하였다. 인원추정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는 등록국, 의전국,   

경기조정관실, 선수촌국, 기자촌국,   

국제국, 홍보보도국, 방송지원국,   
문화예술국 등 각 부서에서 접수한   

등록신청서, 참가신청서, 숙박신청서   

등이었고 입수된 자료는 모두 전산   
처리하여 체계적인 영접업무를 기획할 수   

있었다.    

먼저 카테고리별로 영접대상 인원을   
추정한 후 일자별 입국 및 출국인원과   

장소별 입·출국인원을 각각 추정하였다.   

영접대상인원은 내국인 6,488명,   
외국인 3만 298명 등 모두 3만 6786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입국 및 출국인원은 각각    

2만 8318명으로 추정되었다.   
전세기 및 전용기 운항 추정내역은   

외국원수 및 수상 등 212명이 21편의   

전용기로 입국하고 100명 이상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23개 국가는 전세기를 이용할   

것이며 이 중 서울과 항공노선을 개설   

하지 않은 16개국에서 45편의 전세기로   
4,690명이 입국하고, 항공노선을 개설한   

7개국에서는 각 1편의 전세기를 이용하여   

1,300명이 입국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밖에 방송관계자 2,874명이 15편의   

전세기로 입국하며, 마필운송을 위하여   

28편의 전세기가 운항될 것으로 추정   
되었다.   

 

□ 입·출국 안내서와 식별표지물   

조직위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입국하는 모든   

올림픽패밀리에게 입국준비를 위한    
지침을 통보하고 공항·항만에서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IOC, 161개 NOC, 각 IF,   

방송사, 신문사, 초청귀빈들에게 입·출국   
안내서와 ID버튼, 수화물 스티커, 수화물   

물표 등 식별표지물을 제작 발송하였다.   

입·출국 안내서는 1987년11월부터 1988년 
4월 사이에 자료수집, 원고작성 등을   

마치고 이를 영어·프랑스어로 번역하여   

가로 10.5cm, 세로 21cm의 휴대용   
소책자로 제작, 외국에 2만 654부, 국내에 

6,695부를 발송 배포하였다.   

1.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가차 내한한 
선수·임원들이 입국수속 등 공항영접을 받고 

있다.(김포공항 주차장) 

1

제16장 영접 및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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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 안내서 수록내용   

•  제24회 서울올림픽의 개요   
•  올림픽패밀리 영접본부 운영   

-영접본부 운영 소개   

-입·출국 예정자료 통보요청   
-ID버튼, 수화물 스티커·물표의 용도   

•  비자, 패스포트, ID카드   

•  전세기 및 전용기 운항허가신청 안내   
•  선박에 의한 입국신청 안내   

•  통관 및 검역절차 소개   

•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수송안내   
•  한국에의 입국방법, 경기일정, 서울의   

기후, 경기장 및 호텔위치도   

 
패밀리의 가슴에 부착될 ID버튼과   

수화물 식별표지물은 1987년 11월부터   

1988년 4월 사이에 디자인 결정, 문안작성 
등을 마치고 동년 8월에 발송을 완료   

하였다.    

ID버튼 및 수화물 식별표지물은   
참가자의 카테고리에 따라 금색·청색·   

적색·녹색의 4가지 색상으로 구분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였다. 발송된 수량은   
ID버튼이 금색 630, 청색 864, 적색   

2,817, 녹색 1만 7130개였고, 수화물   

스티커는 금색 6,300, 청색 8,640, 적색   
4만 2302, 녹색 25만 4885개이며, 수화물 

물표는 금색 1,890, 청색 2만 2592, 적색   

1만 1256, 녹색 6만 7972개였다.   
 

□ 전용시설 확보   

영접을 위한 전용시설의 확보와   
환영시설물이 설치되었다. 전용시설은   

영접본부 각 부서의 사무실과 창고 등  
  

지원장소와 귀빈을 위한 귀빈실, 준   

귀빈을 위한 특설라운지, 입·출국에   
필요한 법무심사대와 세관검사대가 각기   

확보되었다.   

조직위는 김포공항 신청사에 보유좌석   
24석의 2개 귀빈실과 보유좌석 20석의   

기자회견실 1실을 확보하였고,   

구청사에는 보유좌석 20석의 1호귀빈실   
1실 및 보유좌석 40석의 일반 귀빈실   

3개를 확보하고 각 의전에 적합한 내부   

시설을 하였다.   
특설라운지는 김포공항 구청사와   

신청사에 1조 70석의 라운지를 각기   

1실씩 마련하였다.   
전용 법무심사대는 신청사 동편에   

22개, 서편에 11개, 구청사에 20개를   

설치하였고 전용 세관검사대는 신청사에   
12대, 구청사에 10대이며 안내카운터는   

입국용이 신청사 7개, 구청사 7개였고   

출국용은 신청사 4개, 구청사 3개가   
준비되었다.   

김해공항에는 입·출국 심사대 6,   

세관통관 검사대 6, 탑승수송카운터 5,   
안내카운터 4, 귀중품 인도대 2개 등이   

마련하였다.   

환영시설물은 환영현판, 아치, 환영탑,   
환영플래카드, 길옆 전주에 설치하는   

가로기, 귀빈 1호실 실내배치용 정치용   

기 등이 계획에 따라 각기 설치되어   
환영분위기를 돋우었다. 환영현판은   

김포공항의 신청사와 구청사, 서울공항,   

김해공항, 인천항에 각기 2개씩,   
환영아치는 김포공항 입구와 김해공항   

입구, 인천항에 각기 1개, 환영탑은   

 

김포공항 입구와 신청사 정면에 각기   

1개, 플래카드는 김포공항 신청사와   
구청사, 일반대합실 안내데스크,   

서울공항, 인천항에 각기 1개씩 설치    

하였다. 가로기는 김포공항, 서울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에 IOC기 1,320,   

조직위기 1,320, 서울시기 1,320개 등 총   

3,960개를 게양하였고, 귀빈 1호실에는   
100cmX150cm의 IOC기, 조직위기,   

서울시기 6개를 실내배치하였다.   

이밖에 책상·의자류 등의 사무집기,   
복사비·타자기 등 사무용기와 통신기 및   

각종 소모품류, 전산장비 등 131종 61만   

3306점의 물자를 확보하였다. 
 

□ 영접업무 전산화   

영접대상자들의 입·출국 관리업무는   
대상자들을 국적별·카테고리별·소속별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이들의 입·출국을   

일별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업무수행에 차질과 착오를 빗기   

쉽다.   

조직위는 영접대상자들의 입·출국   
영접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전산화 착수 당시 영접본부에서 필요한   
전산장비는 CRT·PRT 각 13대였으나   

조직위내에 확보된 전산장비의 절대량   

부족으로 각 6대만 배분받았고, 부족분   
중 필요불가결한 각 3대는 유료임차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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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명의 전산요원으로 운영된 전산화   

업무의 내용은 ① 종합 입·출국 예정자료   
발간 및 배포 ② 매일 입·출국 예정자료   

발간 및 배포 ③ 매일 변경사항 확인   

등이었다.   
 

전산입력 항목별 내용   

•  번호 : 귀빈의 경우 의전국 귀빈대상   
명단의 개인번호 사용   

•  소속 및 직위 : 국제체육기구 관련 소속   

및 직위   
•  성명 및 성별   

•  카테고리 및 ID번호 : 조직위 등록   

카테고리 및 ID번호   
•  국적 : NOC명과 관계없이 개인의    

국적사용  
  

•  직업 : 올림픽 참가 직위 또는 종목   

•  입국일시 및 항공편 : 입국예정일자와    
탑승항공기 편명   

•  출국일시 및 항공편 : 출국예정일자와   

탑승항공기 편명   
•  비고 : 귀빈의 경우 수행자 및 화물 등    

표시   

 

1.3. 귀빈영접  

 

□ 영접대상 및 절차   

귀빈과 선수·임원 등 공식참가자와   
초청인사들의 입·출국은 신변안전,   

대기기간의 단축, 수속의 간편, 안내 등   

국제관례상의 의전과 예우로써   
영접하였다. 영접방법은 입·출국자의   

 

신분과 직책에 따라 귀빈과 일반패밀리,   

준패밀리로 나누어 각기 다른 예우기준에   
의해 영접하였다.   

귀빈은 귀빈실 1호 사용대상과   

일반귀빈실 사용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귀빈실 1호 사용대상은 IOC위원장   

ANOC회장, ASOIF회장, 외국원수와   

수상급으로 제한되었다.   
영접절차는 트랩에서 내리면 꽃다발이   

증정되고 붉은색 카핏이 깔린 통로를   

거쳐 3층의 귀빈실 1호에 안내되어   
휴식하는 동안 안내자가 입국수속 등   

각종 수속을 대리한다. 기자회견,   

사진촬영 등의 절차가 끝나면 조직위가   
제공한 차량에 탑승,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지정된 숙소로 향하게 된다.   

 
 

 

 
 

 

 2. 김포공항 안내센터. 입·출국하는 
올림픽패밀리에게 입·출국 절차, 통관절차, 
수송안내 등 각종 사항을 안내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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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위원장 입·출국시는 조직위원장,   

체육부장관, 서울시장, KOC위원장,   
영접본부장 등이 영접하며, ANOC회장과   

ASOIF회장은 체육부장관과 KOC   

위원장이, 외국원수와 수상급은 그   
신분에 상응하는 행정부 인사가 영접하게   

된다.   

일반 귀빈실 사용대상은 IOC위원·    
명예위원 및 사무총장, 각료급   

NOC위원장, OCOG위원장 및 사무총장,   

정부 각료급 이상 인사와 왕족, 대형   
스폰서 대표 등이다. 이들은 귀빈실   

사용, 대리수속, 차량제공 등의 예우를    

받으며 영접위원이 출영한다.   
 

□ 특설라운지 설치 운영   

대회기간중에 입·출국하는 귀빈은   
전원을 공항귀빈실에서 예우하여야   

하지만 김포공항에 있는 귀빈실의   

수용능력으로는 모든 귀빈을 수용·예우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공항   

귀빈실을 준용하여 공항국제선 입국장   

내에 특설라운지를 설치 운영하였다.   
 

특설라운지 운영방침   

•  사용대상자 입·출국시 대리수속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서비스제공   

•  입·출국시 효율적인 안내를 통하여   

공항체류기간의 단축   
•  전용라운지를 통한 신속한 올림픽정보   

제공   

•  별도의 안내통로를 확보하여 안전대책의   
하나로 활용   

•  운영요원 근무는 1일 2교대 원칙   

•  근무지역이 매우 복잡한 곳이므로   
경험있는 운영요원을 선발, 적소에 배치   

•  법무심사대, 세관검사대, 주차장 등   

전용시설을 확보하여 입·출국 절차의   
간소화   

•  특설라운지는 입국시에만 설치하며   

출국시에는 항공사 귀빈라운지와   
출국장내 휴게시설을 이용하여 예우   

 

특설라운지 사용대상은 NOC위원장   
및 사무총장, IF회장 및 사무총장,   

IF기술대표, 각국 선수단장, NOC   

특별귀빈, 기타 조직위 초청인사 등이다.   
이들에게는 법무심사대, 세관검사대 등   

전용시설의 이용, 보조수속,   

귀빈주차장에서의 차량 탑승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1.4. 공항영접단 운영   

 

□ 영접준비   

공항에서의 영접은 김포공항, 서울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에서 실시되었다.   
이 중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의   

영접업무는 공항영접단이 담당하였고,   

서울공항은 영접지원단이 업무를 수행   
하였다.   

공항영접단은 전용 법무심사대 및   

세관검사대 지정, 입·출국 안내데스크 및  
 

 

전용게이트 설치 등 입·출국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안내 및 통관요원을   

통합 운영하였으며 단기고용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와 혼합하여   
배치하였다.   

공항영접단의 기구 편성은 영접단장   

아래에 신청사영접부와 구청사영접부를   
두고, 신청사영접부에는 행정담당관,   

안내담당관, 통관담당관이 각기   

소관업무를 수행하였다.   
 

담당관별 업무분장   

행정담당관   

•  관련부서 업무협조체제 유지 및 안내,   

통관업무 지원   

•  입·출국 상황 접수처리 및 보고, 입·출국 
통계자료 유지   

•  자원봉사자 출·퇴근 관리 및 CIQ내   

출입증 관리   
 

안내담당관   

•  올림픽패밀리 입·출국 안내   
•  입·출국 수속 진행사항 전파   

•  각 안내카운터간 진행사항 연계유지   

•  패밀리를 위한 수송준비상태 확인   
•  관광, 교통, 경기, 문화행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   

•  공항 유관기관 현장 준비확인   
 

통관담당관   

•  올림픽패밀리 통관안내 및 지원   
•  미도착 수화물 및 분실 수화물에 대한   

인수·발송 등 편의제공   

•  보세 운송화물의 통관지원   
•  다량 수화물의 차량탑재 및 하역시   

인력지원   

 
□ 공항영접   

김포공항은 가장 많은 공식참가자가   

이용할 것으로 보고 조직위는 1일 2교대   
오전·오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입·출국 러시아워를 고려, 입·출국   

전담반을 편성, 올림픽패밀리의 통관 및   
화물운송 편의 제공을 위한 포터   

전담요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력구성 현황은 신청사 76명, 구청사   
93명으로 모두 169명이었으며, 일어·   

영어·프랑스어·중국어·독일어·아랍어 등   

통역안내요원 26명을 신청사와 구청사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이들은 8월 2일부터   

현장배치되어 10월 2일까지 61일간   

근무하였다.   
서울공항은 공군기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귀빈전용기만   

입·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대회   
기간 중 서울공항을 통하여 입·출국한   

항공기 편수는 19편에 불과했지만 귀빈의   

입·출국이라는 점에서 조직위는 의전상   
결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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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포공항의 영접안내원이 입국선수를 

안내하고 있다. 

4. 김포공항에 입국한 임원들이 친절하고 

신속한 영접에 만족해 하고 있다. 

5. 선수단 수송.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선수단이 선수촌으로 가기 위해 승차하고 

있다. 

6. 선수단 화물수송. 각국 선수·임원들의 
화물은 대형차량에 의해 별도 운송되었다. 

7. 김옥진 조직위 사무총장이 올림픽회관을 
예방한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에게 올림픽 

조각공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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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으로 영국의 앤 공주와,   

에스파냐의 소피아 왕비가 입국할 때   
경호용 총기 반입에 대하여 조직위는   

사전에 당해 대사관과 협의, 총기   

반입허가를 얻어 교부하였고, 세관은   
허가내용과 현품을 확인, 수속을 도왔다.   

서울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귀빈은 124명,   

출국한 귀빈은 122명이었다.   
김해공항은 입·출국 인사보다 부산의    

요트경기와 축구 예선전에 참가·참관하기   

위한 이용자가 많았다. 영접실적은 귀빈   
566명, 임원 784명, 선수 1,039명, 보도진 

644명, 기타 412명이었다.   

제주도는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국내에 최초로 도착하여 봉송이 시작된   

곳이며, 국제적으로 알려진 명승지로   

성화관계자를 비롯 공식참가자의   
관광목적 방문 인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조직위는 이들을 영접하기 위해   
제주공항 국제선 3층에 영접본부를 두어,   

특설라운지·안내카운터·전용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공항 내와   
그 주변에 환영아치·환영대앰프 등을   

설치하였고, 꽃길 조성, 청사 외부 도장   

등 성화봉송 행사를 지원하였다.   
23개 국가의 선수 129명, 임원 33명,   

대회관계자 15명, 보도진 185명 등 총   

362명의 올림픽패밀리가 제주도를    
다녀갔다.   

 

1.5. 항만영접단 운영   

 

□ 영접준비   

선박편으로 항만을 통하여 입·출국하는   

올림픽패밀리와 일반관광객을 위하여   

조직위는 부산항과 인천항에 영접부를   
설치, 이들을 영접하였으며, 이 업무는   

항만영접단이 총괄운영하였다.   

항만영접단은 업무수행의 기본방침을   
① 올림픽패밀리의 입·출항 절차   

신속화로 편의제공 극대화 ② 신속한   

영접업무의 지휘체제 확립 ③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기록유지 ④ 영접업무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⑤ 우발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으로 설정하였다. 운영기간은 1988년   

8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였다.   

 

□ 항만영접   

항만영접에서 특기할 사항은 건국 후   

최초의 소련선박 미하일솔로호프호의   
입항이었다. 승무원 178명, 요트경기   

선수·임원 27명, 관광객 56명 등 총   

261명이 승선한 1만 2718톤의 카페리   
미하일솔로호프호는 1988년 9월 3일   

오전 8시 5분에 부산항에 입항, 27명의   

요트경기 선수·임원이 하선하였고, 이날   
오후 4시에 부산항을 출항, 인천항으로    

향하였다.   

부산항 영접부는 미하일솔로호프호가   
항구 경계선에 입항할 때 축전을   

발송하여 환영의 뜻을 전하였고,   

방파제를 통과할 때에는 소련국가를   
 

연주하고 국기를 게양하였다. 선박이    

정박하자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이 승선,   
방문기념패 및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다음날인 9월 4일 오후 4시에   

미하일솔로호프호는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선박이 갑문을 통과할 때   

인천항 영접부는 소련국기 게양, 국가   

및 소련민요를 연주하며 환영하였고,   
오후 7시 20분부터 8시까지 인천지방   

해운항만청장과 소련선박 선장이 선상   

접견, 안전 및 서비스 문제, 선내   
연극무대시설 공개와 야외공연 의사를   

밝혔다.   

미하일솔로호프호의 인천항 정박시   
임원·보도진을 포함한 승무원과 관광객   

등 234명은 수시로 승·하선하여   

인천시내를 관광하였다. 10월 5일   
인천항을 출항하기까지 약 1개월간   

인천항에 정박한 미하일솔로호프호에는   

KOC 김세원 부위원장과 인천시장 등   
국내외 인사가 선상방문하였고,   

소련측은 인천시, 서울시의 관광과 국내   

대기업체의 산업시설을 시찰하였다.   
항만을 통한 올림픽패밀리의 입·출국   

실적을 보면, 입국이 부산항 75명,   

인천항 1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부산항을   
통해 소련 27명, 일본 26명, 미국 20명,   

독일연방공화국 1명, 핀란드 1명이   

입국했고 인천항을 통해서는 소련 13명이   
입국하였다.   

출국은 부산항이 27명, 인천항이 125명   

이었다.   
선박을 이용한 관광객의 입항은   

부산항이 4,454명, 인천항이 1,856명   

이었고, 국적별로는 일본 12척, 소련 1척,   
영국 3척, 바하마 4척, 그리스 2척이었다.  

 

1.6. 상황실 운영   

 

□ 운영준비   

조직위는 공항 및 항만의 올림픽패밀리   

입·출국 현황유지와 이에 따른 제반운영   
및 안전분야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처리, 전파, 보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접운영본부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다.   

1988년 8월 1일부터 영접업무   
종료때까지 운영된 상황실은 ① 김포공항   

신청사를 비롯 각 공항만 영접센터에도   

상황실을 설치하며 ② 1일 2교대제   
편성근무, 24시간 운영 ③ 상황보고는   

정기, 수시, 긴급으로 구분하여 실시   

④ 최적의 전산통신망체제 구성 활용   
⑤ 우발사태 대비에 만전 ⑥ 공항   

상주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등의   

기본방침을 세웠다.   

 

상황실의 임무와 기능   

•  올림픽패밀리의 입·출국 관련 예정사항의 
접수, 전파 및 보고   

•  전국 공항만 입·출국 현황통계 유지   

•  입·출국 예정사항의 전산입력 운영   
•  관련부서의 지휘통제 및 진행사항 파악   

보고   

•  안전활동 파악 및 조치 의뢰   
•  공항내 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  비상시 상황파악 및 대책강구   

 
상황실의 조직편성은 상황실장   

지휘하에 상황부와 안전부가 있으며,   

인력은 총 88명으로 상황부 68명, 안전부   
20명이었다.   

 

□ 상황실 운영   

영접본부 상황실을 제외한 각 영접센터의   

상황실은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는 원칙하에   
운영되었다. 각 상황실에서 자제처리가   

어려울 때는 1차적으로 유관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의뢰하고   
2차적으로 영접본부 상황실에 즉각    

보고하였다.   

또한 상황실에 접수된 정보는 관련부서   
및 기관에 즉각 전파하였으며 비상상황   

및 조정을 요하는 상황은 최초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3단계로 보고   
되었다. 상황접수 내용은    

① 귀빈 입·출국 및 공항경유 이동상황   

② 올림픽패밀리 입·출국 예정정보   
③ 입·출국 관련자료 담당부서(입수처)   

   확인사항   

④ 입·출국 변경 및 추가사항   
⑤ 유관부서 통계현황   

⑥ 기타 긴급(우발) 상황 등이다.   

상황실은 접수된 상황자료의 검토·    
보고·전파 등 상황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황실내에   

각종 통신기기와 전산장비를 설치    
운영하였다.   

설치된 통신망은 직통전화(H/L) 11대,   

일반전화 9대, 구내전화 5대이며   
전산장비는 팩시밀리 3대, 전산기 6대,   

WINS 1대, 워키토키 2대, TV 1대,   

FIDS 2조 등이었다.   
상황실에 접수된 영접실적을 보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입국한   

올림픽패밀리 및 준패밀리는 모두 2만   
5974명이었다. 카테고리별로는 IOC   

191명, IF 118명, NOC 466명, B   

832명, C 129명, D 1,197명, E   
3,172명, RT 5,423명, F 1만 3584명, G   

341명, 그리고 Y·O·Sp 등 준패밀리가   

521명이었다.   

   

제16장 영접 및 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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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펼쳐진 

요트경기의 개회식 리셉션 (1988년 9월 19일). 

9. 역사상 최초로 입국한 소련의 호화여객선 
미하일솔로호프호. 1988년 9월 3일 

소련선수단을 태우고 부산항에 입항하여 
부산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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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전서비스   
 

2.1. 기본준비   

 

□ 본부호텔 운영단 구성   

서울올림픽대회에 참관하기 위하여   
입국한 외국 귀빈에게 주최측은   

대회기간중 이들이 머물러야 할 숙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신분과 직책에   
상응하는 수준의 영접·안내일정 관리,   

카드발급, 관광안내, 사교행사,   

수송편의, 관람 등 제반사항을 의전적   
예우로써 지원 접대하여야 한다.   

조직위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 운영하기   

위하여 호텔신라를 본부호텔로   
지정하고 본부호텔 운영단을   

구성하였다.   
본부호텔 운영단의 기구 중 의전업무와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부서는 의전차장   
아래 의전부, 행사부, 경기장 의전부의   

3부와 개·폐회식 의전차장 아래   
영접부·지원부·운영부 3부로 나뉘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본부호텔 운영단의 업무   

의전부   

•  본부 및 지정호텔 안내데스크 운영   
•  오리엔테이션센터 운영   

•  대회중 발생하는 각종 의전상황   
접수 처리   

•  귀빈 입·출국상황 점검, 관련부서 협조   
•  대회 초청인사 선정 및 사후 의전관리   

•  주요귀빈 예방·서훈 주선, 일정관리   
•  IOC사무국과의 시상자 선정 및 시상   

일정관리   
•  주요 올림픽패밀리에 대한 선물, 환영물   

제공   
•  국기운영   

•  부산 요트경기장 개·폐회식 수송운영   
•  귀빈수행안내원 교육, 배치 운영   

 
행사부   

•  대회중 공식연회 실시   

•  타기관·부서 연회실시 지원   
•  귀빈관광 및 부인행사 프로그램 준비 및  

실시   
•  특별 사교행사 기획 및 실시   

 
경기장 의전부   

•  의전정보 제공지원   

•  경기장 의전인력의 교육, 물자확보,   
식음료, 좌석확보 지원   

•  귀빈 좌석운영 지도   
•  귀빈 라운지운영 지도   

•  귀빈 급식운영 지도   
•  의전업무 수행상태 점검 지도   

 
영접부   
•  개·폐회식 귀빈안내   

•  비표운영   
 

지원부   

•  개·폐회식 초청 및 입장권 운영   
•  국내 초청인사 선정 및 초청장 제작 전달   

•  초청인사 및 올림픽패밀리 좌석운영   

운영부   

•  귀빈석 좌석배치 및 안내 운영   
•  개·폐회식 휴게실 운영   

 

의전업무는 귀빈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할 때부터 사실상 개시되지만   

공항만의 의전은 공항만 의전단의   

책임하에 진행되며, 본부호텔 의전은   
귀빈의 본부호텔 도착으로부터 비롯된다.   

귀빈이 공항만에 입국하면   

종합상황실로부터 본부호텔 상황실로   
즉시 입국통보된다. 입국통보를 받은   

의전부는 호텔 현관에 대기하고 있다가   

귀빈을 영접한다.   
숙박데스크는 귀빈의 숙소를 배정하고,   

숙소의 변경요청이 있으면 이를   

처리한다. 등록센터는 선물 및 기념품   
등을 증정하고 각종 초청장을 전달하며,   

아울러 등록카드를 발급한다.   

안내데스크는 귀빈의 호텔 체류기간의   
각종 의전서비스 안내, 교통편 이용안내,   

항공권 예약 변경, 관광 및 동반자   

행사안내, 경기결과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본부호텔 운영단의 인력은 총   

1,785명이며, 이 중 의전차장실의 인력은   
604명이며 개·폐회식 의전차장실은   

57명이었다.   

 

□ 대상인사 선정   

의전대상 인사는 올림픽헌장 제59조   

부속규칙에 의한 IOC·IF·NOC 및   
G 카테고리 인사로 한정하였다.   

조직위원회 초청인사는 GV와 G로   

구분하고 각기 상이한 의전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였으며, 역대대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초청인사의 선정기준을 설정    

하였다.   
①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   

② 차관급 이상 인사 ③ 서울올림픽   

후원업체 대표 및 주요간부 ④ 방영권사   
대표 및 주요간부 ⑤ IOC 초청귀빈   

⑥ 주한 외교사절 ⑦ 체육발전 . 올림픽   

유치 및 국가발전 유공자   
조직위는 1987년 5월 정부 각 부처에,   

1988년 2월에는 각 NOC에 초청인사의 

추천을 의뢰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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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가 최종 선정한 초청인사는 GV   

592명, G 1,227명이었으며, 국내인사가   
1,052명, 외국인사가 767명이었다.   

 

□ 서비스수준 결정   

귀빈들에게 제공될 주요 서비스 내용은   

숙소 및 객실 배정, 차량 제공, 수행   

안내원 배치, 경호차량 및 경호원 배치,   
개별일정관리, 경기장 안내, 선물증정,   

연회·관광·동반자 행사 등 초청,   

의전정보 제공, 통신서비스, 의무   
서비스, 언어서비스 등이다.   

IOC위원장에게는 개별적인 일정관리와   

개인전속 수행안내원이 배속되었고,   
2,000cc급 이상의 승용차가 개인전용으로 

배치되었다. 신라호텔의 특실인   

스위트룸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이밖에    
기념품 증정, 귀빈관광·부인행사의 주선,   

공식연회 초청 등이 서비스되었다.   

개·폐회식과 일반 경기장에서의   
서비스도 각종 특권이 부여되었다.   

개·폐회식장의 무료입장·귀빈석    

좌석배치·귀빈휴게실 이용 등의 예우가   
제공되었고, 전 경기장의 무료입장과   

선수촌숙소지역·기자촌·MPC·IBC·    

청소년캠프 시설에의 출입특권이 부여   
되었다.   

IOC부위원장에게도 수행안내원이   

개인전속으로 배치되었다. 승용차는   
1,900cc급이 개인전용으로 할당되었으며,   

숙소는 본부호텔 스위트룸을 특별   

 

요금으로 제공하였다. 이밖에 기념품   

증정, 환영물 제공, 관광, 부인행사,   
공식연회 초청, 개·폐회식 의전, 경기장   

의전, 출입특권 등은 IOC위원장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IOC위원과 동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솔리대리티국장, 스포츠국장 등도 위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숙박요금에는 차등을 두어, IOC위원   

(명예위원 포함)은 특별요금이며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등은 무료제공   
되었고, 개·폐회식의 관람좌석은 A석이   

배정되었다.   

IF회장에게도 수행안내원이 개인전속   
으로 배속되었다. 승용차는 1,900cc급   

이하가 개인전용으로 배치되며, 숙소는   

본부호텔 스위트룸의 특별요금이었고   
B급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개·폐회식과   

경기장은 A석 좌석이 제공되었으며,   

모든 시설에의 출입특권이 부여되었다.   
NOC위원장과 사무총장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카테고리 GV중 각료급 인사와   
왕족에게는 개인전속 수행안내원 배속,   

1,900cc급 개인전용 승용차 등이   

서비스되었으나 조직위가 지정한 호텔   
에서 숙박해야 하며 요금은 유료였다.   

기념품은 A급이 증정되었고 개·폐회식은   

해외인사에게만 무료입장이었으며 전   
경기장은 무료입장이었다.   

 

방송연맹 및 휘장사업체 대표에게는   

개별일정관리, 수행안내원 등의 서비스는   
없고, 차량도 일부에게만 승용차가   

제공되었다. 숙소는 지정호텔로 유료이며   

B급 기념품, 개·폐회식은 해외인사   
에게만 무료였다.   

카테고리 G의 초청인사에게는   

수송수단으로 셔틀버스가 제공되었고,   
숙소는 대회용 아파트로 유료였다.   

기념품은 C급이며 개·폐회식은    

해외인사에 한하여 무료입장이었다.   
조직위는 귀빈들에 대한 의전서비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호텔 의전부 의전상황담당관실에   
CRT 3대, M-프린터 3대를 설치, 의전   

전산실을 운영하였다.   

의전 전산화의 업무범위를 보면,   
귀빈인적사항 관리, 의전계획 관리,   

귀빈일정 관리, 귀빈관련정보 제공,   

수행안내원 관리, 참관 초청장 관리 등   
일반적인 의전의 기획관리를 하였고,   

개·폐회식 의전대상자 선정관리,   

참관여부(질의서) 처리, 초청장 및   
안내장 발행, 좌석배치 처리, 신원조회   

및 비표처리 등을 전산처리함으로써   

의전서비스업무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0. 본부호텔로 선정된 신라호텔의 전경 (지상 
23층, 지하 3층, 총객실 636실, 종사원수 

1,600명의 특급관광호텔). 

11.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본부호텔 
운영계획을 브리핑 받고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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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빈수행안내   

 

□ 안내원 선발   

조직위는 올림픽헌장 규정과 서울아시아   

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의 사례를 분석,   

올림픽에 참여하는 주요인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 및 언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안내원을 선발, 운영하였다.   

수행안내원 운영의 기본방침으로는   
① IOC 공식언어(영어·프랑스어),   

실무어(에스파냐어·독일어·러시아어) 및   

기타어(일본어·중국어·아랍어) 등   
8개 언어 중심으로 언어서비스 제공   

② 사례별 교육을 통하여 업무에 대한   

자체 처리능력 배양 ③ 상위권 언어능력   
소지자 및 용모 단정한 요원 선발 배치   

④ 수행안내원 조직을 세분화,   

카테고리별 반장요원이 다수의 안내원을   
관리함으로써 보고체계를 유지하며   

운영상태를 수시 점검토록 하였다.   

선발대상자는 한국전통문화와   
올림픽에 관한 충분한 상식 및 소양을   

갖추고 책임감이 있다고 판단되며, 용모   

단정하고 해당언어의 구사능력이 5등급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선발 기준으로 1987년 9월에   

62명, 11월에 40명, 1988년 1월에 91명을 
지정하였고 동년 4월에는 공무원 및   

법인체 지원인력 70명을 포함하여   

148명을 확보하였다. 5월에는 연세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자 등과   

전화접촉을 통하여 48명을 지정하였다.   

 

□ 교육·배치   

수행안내원은 대회기간중 제일선에서    

귀빈을 수행, 각종 의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무엇보다도   

한국 전통문화와 민족의식 등 정신교육에   

역점을 두어 교육이 실시되었다.   
조직위는 1988년 5월 28일 한국금융   

연수원에서 280명의 요원에 대해 의전    

일반, 본부호텔 운영 및 수행안내 요령,   
안전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   

4일부터 6일까지는 남한강수련원에서   

340명을 대상으로 공항영접·수송·    
신변경호 등 직무교육과 수행안내 요령,   

분임토의, 의전 일반 등을 교육하였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서울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내 각 경기장, 공항, IBC,   

본부호텔 등에서 현장적응교육과   

공항에서 본부호텔간, 각 경기장에서   
본부호텔간의 수송문제 및 장소적응   

훈련이 실시되었다.   

대회기간중에는 400여명에 달하는    
수행안내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지원된 교사들이 반장요원으로   

임명되어, 수행안내원의 출·퇴근,   
수행일지 작성, 일정표 작성 등을   

담당하였다. 수행안내담당관은   

수행안내원이 일선에서 부딪치는   
애로사항 해결 및 총괄 관리를 담당   

하였다.   

 
 

 

2.3. 안내데스크·오리엔테이션센터   

조직위는 의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내데스크와   
오리엔테이션센터를 설치 운영하였다.   

안내데스크는 본부호텔인 신라호텔과   

롯데·워커힐·힐튼·플라자·인터콘티넨탈·   
조선·하얏트·앰배서더 등 8개 지정호텔의   

1층 로비에 설치되었으며, 운영기간은   

본부호텔이 1988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35일간이었고, 지정호텔은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31일간이었다.   

안내데스크가 담당한 업무는   
경기관련사항 안내, 주요 공식행사(회의,   

연회 등) 안내, 관광·교통·숙박·쇼핑·   

문화행사 안내 등이었다. 이밖에 일반   
문의사항 답변, 주요인사 출입사항 파악,   

분실물 처리, 귀빈관광 및 부인행사   

참가신청 안내 및 접수 등 의전서비스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이를 위하여   

경기일정, 연회 및 국제회의 일정표,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올림픽패밀리   
의전서비스 기준표, 주요기관   

전화번호부, 각종 행사안내문,   

국내유관기관 발간 홍보소책자(관광·   
교통·숙박·쇼핑·음식점 등) 등을   

비치하였다.   

안내데스크에서는 내국인 통역안내원과  
외국인 통역안내원이 함께 근무하였으며   

여자안내원은 아름다운 한복차림이었다.   

안내데스크에 투입된 인력은 총 42명으로   
영어 21명, 프랑스어 18명, 에스파냐어   

3명이었다.   

오리엔테이션센터는 본부호텔의 1층   
로비라운지와 인터콘티넨탈호텔의 2층   

등록센터 옆에 설치되었다.   

오리엔테이션센터에서는 올림픽안내·   
의전안내·관광안내·행사안내 등 체계적인   

정보제공으로 안내데스크의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그밖에 초청장전달 및   
선물증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센터에는   

경기장위치도·본부호텔 시설 배치도·    
국제회의일정·연회일정·관광 및   

부인행사일정·경기일정 등 주요 정보가   

수록된 패널과 조직위가 발간한 간행물 및   
안내문을 비치하였다.   

 

이 센터의 운영으로 올림픽패밀리에게   

대회의 의의, 개요 및 자신의 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일정, 시설, 서비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귀빈들의 불편, 고충을 처리하고 각종   
편의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우수한 의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2.4. 연회·선물   

 

□ 연회   

조직위는 대회에 참가한 귀빈과   

일반패밀리에게 주최측의 입장에서 각종   
연회를 베풀어 환대하였다. 연회는   

주요올림픽패밀리 전체를 초청대상으로   

하는 공식연회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비공식연회로 구분되었다.   

각 연회는 주최기관별로 실시하되   

공식연회는 조직위가 사전에 조정하여   
불필요한 연회 개최와 중복을 방지   

하였으며, 조직위가 주관하는 비공식   

연회는 의전국이 통합 조정하였다.   
 

공식연회   

경축전야제 환영리셉션   

일 시 : 1988년 9월16일(금)오후7시 20분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주 최 : 조직위원장 부부, 서울특별시장   
     부부   

참석자 : 내국인 500명, 외국인 IOC, IF,   

             NOC, GV 등 650명   
경축전야제 직후 개최되었으며 당시    

서울특별시장 단독주최 예정이었으나   

박세직 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실시되었다.   

   
한가위축제 만찬   

일 시 : 1988년 9월25일(일)오후6시30분 
장 소 : 올림픽공원내 올림픽문화센터   

주 최 : 조직위원장   

참석자 : IOC, IF, NOC, GV 인사 및   
      동반자, 국내 초청인사 등 700명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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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계승마협회 회장이며 IOC 위원인 영국 

앤 공주의 사이클경기장 방문. 

13.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참가차 입국하는 
사마란치 IOC 위원장 부처(1988년 9월 5일, 

김포공항 귀빈주차장). 

14. 신라호텔 1층 로비에 설치된 본부호텔 
     안내데스크. 본부호텔에 투숙한 귀빈들에게 

올림픽에 관한 각종 안내·정보를 제공. 

15. 사마란치 IOC 위원장 부처를 위한 

만찬회(1988년 9월 5일, 신라호텔). 

16. 복싱경기장내의 귀빈영접 안내 

13 14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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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연회   

IOC위원장 부부를 위한 만찬   

일   시 : 1988년9월5일(월) 오후7시30분 

장  소 : 신라호텔 23층 콘티넨탈   

주  최 : 조직위원장 부부   
참석자 : IOC위원장, IOC사무총장, 김운용    

IOC위원, 조직위사무총장 부부 등 

 10명 

  
정당대표 만찬  
일    시 : 1988년 9월 8일(목) 오후 7시   
장   소 : 올림픽공원 수변 귀빈라운지   

주   최 : 4당대표 부부   

참석자 :  IOC위원장 부부, 조직위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부부·선수촌시장 부부·   

IOC위원·사무총장 등 23명   
 

IOC집행위원 오찬   

일  시  :   1988년 9월 11일(일) 오후 1시   
장  소  :  신라호텔 샹그리라   

주  최  :  김운용 IOC위원   

참석자 :   IOC위원 및 IOC집행위 참석자   
            16명   

   
역대 유엔군사령관을 위한 연회   

일  시  :   1988년 9월 16일(금) 오후 9시   

장  소  :  세종레스토랑    

주  최  :  조직위원장   
참석자 :  현직 유엔군사련관 및   

 전·현 주한미대사 부부, 국내   

 초청인사 등 40명   

   
퇴계학회 리셉션   

일  시  :   1988년 9월 20일(수) 오후 5시   
장  소  :  올림픽공원 수변 귀빈라운지   

주  최  :  조직위원장   

참석자 : 퇴계학회 참가자 130명   

   
귀빈오찬   

일  시  :  1988년 9월 21일(목) 12시   
장  소  :  청남대   

주  최  :  대통령 부부   

참석자 :  IOC위원장 부부, 조직위원장   
부부, IOC부위원장·위원·사무총장 

부부 등 21명   

   
세계MRA 한국대회 오찬   

일  시  :  1988년 9월 25일(일) 12시   

장  소  :  올림픽공원 수변 귀빈라운지   
주  최  :  조직위사무총장    

참석자 : 세계 MRA 한국대회 참석자 120명 

기타 미수교국 인사를 초청하여   
조직위원장, 김운용 IOC위원이 주최한   

소규모 연회를 14회 실시하였으며, 이외에 

대통령, IOC위원장을 비롯 체육부장관,   
IOC위원장 부인 등의 주최로 리셉션, 만찬, 

오찬, 티파티 등 크고 작은 지원연회를    

베풀어 내실있는 의전서비스와 올림픽   
분위기 제고에 기여하였다.   

 

□ 선물증정   

조직위는 환영분위기를 드높이고   
대회참가를 오랫동안 기념토록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의 홍보효과 및 한국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모든    
올림픽패밀리에게 한국적 정취가 담기고   

대회를 상징하는 선물을 증정하였다.   

올림픽패밀리를 위한 공식선물은   
의전국이 주관하여 일관성있게 추진   

하였으며 증정대상자를 카테고리별로   

구분, 휘장업체에서 개발한 품목   
중심으로 한국적, 대회 상징적, 저렴하고   

휴대간편한 품목을 선정하여 증정하였다.   

선물의 수요량은 올림픽패밀리의 최대   
참가치를 기준으로 확보하였으며 선물은   

공식적으로 1회에 한하였다. 이는   

올림픽패밀리가 타경기장이나 행사장을   
방문할 때마다 선물을 중복 증정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는 데 그 이유가 있었다.   
선물은 공식선물과 특별선물로   

구분되었다. 공식선물은 참가메달·    

공식기념메달·참가증서·가방·기념주화·  
모자·볼펜·배지·호돌이인형 등이며,   

특별선물은 카메라·우의·실크 옷감·    

탁상시계·진유호돌이·목재기념패   
등이었다.   

 

2.5. 관광·부인행사   

서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내한한 세계   
각국 주요인사와 그 동반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발전상을 소개,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시킴으로써 한국의   

대외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귀빈 관광   

및 부인행사가 마련되었다.   
행사는 주요인사들의 일정 및 참가   

가능성 등을 고려, 과거 5년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시의 관광 및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참조하여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외국인들에게 꼭   

소개되거나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조직위는 올림픽패밀리 특히 IOC위원   

등 주요귀빈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7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고, 판문점   

관광을 제외하고는 반일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여 많은 참가를 유도하였다. 특히   
서울아시아대회 때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동반부인들을 위한   

환영오찬 겸 패션쇼를 새롭게 기획,   
실시하여 한국 의상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귀빈 관광과 부인행사는 본부호텔 및 각   
지정호텔에 희망자의 참가신청을 접수   

하여 실시하였다.   

 

관광 및 부인행사 프로그램   

올림픽공원 시찰   

일  시 :   9월12일 오후12시부터 5시까지   

장  소 :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   

참가자 :   IOC위원장, ANOC회장,   
             ASOIF회장 등 35명   

행사내용 :평화의 문 개원식, 평화의 불   

                점화식, 올림픽조각공원 준공식, 
                대통령 리셉션           

   
전통문화행사 시범   

일   시  :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   소  : 성낙원   

참 가 자  : 조직위원장 부인, IOC사무총장   
             부인 등 45명   

행사내용 : 전통다과·음료 리셉션, 전통혼례 

                시범, 다도 시범   
특기사항 : 참가자들은 한국전통양식의   

                가옥과 정원에서 열린   

               한국고유의 전통문화와 풍습에 
               경의를 표하였고, 다도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위원장 부인 주최 환영오찬 겸 패션쇼   

일  시  :  9월 1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장  소  :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참가인원 :  IOC, IF, NOC, GV 동반인사   

                348명, 국내인사 부인 187명, 총   
                535명   
행사내용 : 환영오찬, 패션쇼   

특기사항 : 이리자 한복패션쇼, 김정아   

패션쇼, 앙드레김 패션쇼로   
계속된 행사에는 한국의    

 전통의상쇼 프로그램 중 올림픽 

 오륜마크를 응용한 한복과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응용한복을 보고 참가자들이   

 대단한 호응과 갈채를 보냈다.   
   
민속촌 관광   

일  시  :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장  소  : 용인 민속촌   

참가인원 : IOC위원 부인 등 80명   
행사내용 : 현지 영어안내원의 안내로   

민속촌 관광 및 농악, 외줄타기 

등 민속공연 관람   

   
경복궁·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일    시  :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    소  :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   

참가인원 : IOC위원 부인 등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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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요지·맥주공장 시찰   

일 시 :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장 소 : 이천 지순택요,  OB맥주 이천공장   

참가인원 : IOC위원 부부 등 36명   

   
판문점 관광   

일  시  :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장  소  : 임진각·판문점   

참가인원 :  IOC위원 부부 등 47명   
행사내용 : 필리핀 참전기념탑 방문, 판문점 

     안내브리핑, 자유의 집 시찰.   

특기사항 : 남북분단의 한국현실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참가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위와 같은 여러 행사는 1988년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현지를 답사,   

행사장소의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을   
점검하였고 행사장 이동코스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였다.   

 

2.6. 개·폐회식 의전   

개회식과 폐회식은 올림픽대회의   
공식적인 개시와 종결을 상징하는   

헌장상의 의식적 행사인 동시에 올림픽   

이념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행사이다.   
개·폐회식은 대통령, IOC위원장,   

조직위원장을 비롯, 각국의 귀빈 및   

주요패밀리가 참석하는 행사로 식전과   
의전의 접합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조직위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   

개·폐회식 전반에 걸쳐 국내외 귀빈들에   
대해 예우상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개·폐회식   

의전의 구체적 내용은 귀빈석 및 패밀리석   
운영, 국내 유료초청인사 선정 및   

패밀리석 확보 운영, 초청장 제작 발송,   

비표제작 및 검인, 승차입장카드·입장권   
전달, 입·퇴장안내, 관람안내, 휴게실   

운영 및 음료수 제공 등이었다.   

 

□ 인력 확보·교육   

개·폐회식 의전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은 담당관급 이상 10명,   
단기고용 10명, 현장운용요원인   

자원봉사자 476명이었다.   

현장소요인력의 대부분은 시연회,   
개회식, 폐회식 등 행사 당일에만   

근무해야 하는 특정 때문에 우수한   

인력의 확보, 유니폼, 등록카드 등의   
중복 발급 방지와 예산 절감의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운영본부요원을 연계   

활용하는 방향에서 인력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인력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본부호텔 운영단에서 45명, 육상경기   
본부에서 83명, 인력지원단에서 263명,   

시상식 운영단에서 33명, 언어지원단에서   

52명이었다.   
조직위는 확보된 인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근무를 위하여 여러 차례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1988년 8월 30일 실시된 개·폐회식   

종합예행연습에 참가, 행사 당일   

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연출과   
카테고리별 입장동선 및 전용출입문에의   

유도, 안내, 확인 등의 업무를 연습   

하였고 9월 8일의 제 1 차 시연회와 9월   
14일의 제 2차 시연회에서는 배치인원의   

지휘 통제, 안내 기능별 연계성 숙지,   

폐회식 퇴장안내(야간안내), 안내반   
특성별 현장능력, 우발상황 대비요령   

등을 익혔다.   

교육 훈련된 인력은 소속·성별·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곽안내반은 주로 남자로 배치하고   

내곽안내·좌석안내·귀빈석 안내·    
휴게실 운영반 등은 주로 여자로 배치   

하였다.   

 

□ 초청인사 선정   

개·폐회식에 무료참관이 허용된   

패밀리카드와 GV카드 발급대상   
국내인사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를 개·폐회식에 유료초청키로 하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1988년 5월 조정간부회의에서   

국가기관 536명, 올림픽준비단체 361명,   

올림픽대회 유공기관·단체 509명,   
사회각계 627명, 모범시민 100명으로   

모두 2,133명을 결정했으나 동년 8월   

모범시민을 개회식 500명, 폐회식   
700명으로 늘려 확정하였다.   

유료초청의 경우 개·폐회식 동시초청,   

배우자 동반초청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국내인사 중 무료초청인사는 전직대통령   

부부, 3부요인 부부로 한정되었다.   

초청대상자에게는 참관안내문·    
행사개요·입장권구입 신청서를 동봉,   

발송하여 희망자는 외환은행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초청장·입장권·승차입장   

카드를 본인에게 직송하였다.   

 

개·폐회식에 참관한 국내인사는   

개회식 2,349명, 폐회식 2,090명이었다.   
개·폐회식에 올림픽패밀리의 규모를   

추정하고 의전대상 패밀리를 선정,   

무료입장권을 전달하는 업무가 조직위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조직위는 1987년 4월 등록국의    

카테고리별 등록카드 발급인원을 근거로   
개회식 5,981매, 폐회식 3,430매의   

무료입장권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관중편익국에 소요제기했으나 등록이   
부진하여 입장권 전달에 차질이 생겨   

실제는 관람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 좌석배치   

국내 유료초청대상자와 올림픽패밀리   

무료입장자를 대상으로 ① 본인과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배치하고   

② 동일기구 인사는 함께 동반배치하며   

③ 각 구역 최상단 좌석을 상석으로 하고   
④ 상석 첫 열은 우에서 좌로 배치하며   

두 번째 열은 좌에서 우로 세 번째 열은    

우에서 좌로 의전순위에 의거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⑤ 로열박스 하단좌석 528석을 IOC구역,   

IF구역, NOC구역으로 구분하고   
IOC구역에는 IOC카테고리, IF구역에는    

IF카테고리, NOC구역에는    

NOC카테고리 인사를 각각 배치하여   
IOC구역은 로열박스 하단 중앙부 212석,   

IF구역은 IOC구역 우측 104석,   

NOC구역은 IOC구역의 좌측 202석과   
로열박스 좌측 418석으로 정했다.   

각 구역마다 의전순위에 따라 좌석이   

배치되었다.   
 

□ 입·퇴장   

입·퇴장 안내는 귀빈석안내반 23명,   
라운지안내반 49명, 좌석안내반 119명,   

내곽안내반 74명, 비표교환반 92명,   

외곽안내반 119명의 6개반 476명의   
안내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외곽안내반은 안내구역의 범위가 넓어   

기동성을 살리기 위하여 여자요원은   
가능한 한 출입문 가까이에 배치하고   

출입문에서 원거리에 있는 주차장은 주로   

남자요원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귀빈이    
주차장에서 하차하면 지정된 출입문까지   

안내하였다. 내곽안내원은 출입문에   

대기하고 있다가 등록카드나 입장권으로   
좌석구역을 확인, 해당 스탠드의   

내문으로 안내하였다.   

17. 경기일정이 없는 날을 택하여 서울의 
고궁관광을 즐기는 각국 선수단. 

18. 조직위 위원장 부인이 주최한 환영만찬 겸 
패션쇼(1988년 9월 16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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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내반은 내문으로 입장하는   

참관인사의 등록카드를 확인, 대강   
좌석구역을 파악하고, 입장권을 확인,    

좌석구역 열 및 번호에 따라 개인별   

지정좌석으로 안내하였다.   
귀빈석안내반은 내곽안내와 상단 및   

하단 개인별 좌석으로 분류 안내하였다.   

귀빈석 대상인사는 가슴에 각기 다른    
색상과 모양의 꽃리본을 달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상·하단 인사로   

구분하였다. 상단 인사는 귀빈석 상단   
입구 계단으로, 하단 인사는 좌·우측의   

출입문으로 안내하면서 IOC, IF, NOC 등   

귀빈스탠드 대상인사도 동시에 안내    
하였다.   

 

□ 귀빈영접송 및 귀빈석운영   

귀빈영접송은 올림픽헌장의 규정 및   

개·폐회식 식순 등에 의거, 운영되었으나   

IOC와 국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운영하였다.   

개회식 때의 귀빈은 체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수행, 오전 10시 45분에   
올림픽주경기장에 도착하였고,   

IOC위원장, 조직위원장, IOC위원,   

KOC위원장의 영접을 받아 이들과 함께   
미리 마련된 귀빈휴게실로 이동하여   

TV모니터를 통하여 ‘세계수무’를   

시청했다. 오전 11시 정각, 공식행사   
개시와 함께 장내 아나운서의 대통령   

임석 소개에 따라 10만 관중의 환영을   

받으며 로열박스에 임석하였으며,   
공식행사 종료와 함께 입장시의    

영접인사들의 배웅을 받으며   

올림픽주경기장을 퇴장하였다.   
폐회식에는 역대대회의 관례를 깨고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폐막을 축하하였으며 성화가 꺼지면서   
함께 퇴장하였다. 식이 끝나자 로열박스   

배치 주요인사들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귀빈휴게실에서 폐막을 아쉬워   
샴페인 파티를 마련, 16일간의 대회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귀빈석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었다.   
115㎡ 크기의 상단은 전면과 좌우양면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단은   

60㎡ 규모였다. 최대 수용능력은 상단   
70명, 하단 60명으로 총 130석 정도였다.   

좌석 배치는 상단의 경우 의전적인   

요소를 고려, 국가원수를 중심으로 하여   
좌측에는 국제 체육계 귀빈을, 우측에는   

비체육계 인사를 구분 배치하였다.   

하단은 상단의 예에 준하여 IOC 및   
각 대륙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국제    

체육계 인사를 좌측으로, 우측에는   

비체육계 인사로서 각국 부수상급 인사를   
배치하였으며, 개·폐회식에는 상·하단의   

모든 귀빈에게 쌍안경을 지급하는 등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 편익서비스   

개·폐회식을 참관하는 국내외 귀빈과   
올림픽패밀리를 위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귀빈휴게실, 임시휴게실,   
무료음료대 등을 설치 운영하였다.   

귀빈휴게실은 올림픽주경기장 귀빈석   

뒤편의 귀빈휴게실(99㎡)과 외빈실   
(99㎡)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귀빈휴게실은 로열박스 인사들을 위하여   

뷔페 및 칵테일을 준비하여 행사 전·중·   
후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행사 후 1시간까지   

운영하였다.   
임시라운지는 올림픽주경기장 서문   

데크 밑 육상경기본부 자리에 397㎡   

규모로 설치, IOC, IF, NOC, GV   
카테고리 인사 1,730명을 대상으로 뷔페   

및 칵테일을 준비 제공하였다.   

무료음료대는 주경기장 1층 복도에   
모든 올림픽패밀리와 국내 유료초청인사   

등 8,100명을 대상으로 휘장음료인 콜라,   

사이다, 환타, 인삼음료, 맥주 등을   
준비,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였다.   

또한 대상 패밀리 중 IOC, IF, NOC,   

B, G 카테고리에 한하여 입장권 전달시   
초청장을 동시 전달하였으며, 참관   

패밀리 전원에게는 행사용품과 행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3. 회고와 평가   
 

서울올림픽대회의 영접업무는 그 공간적   

범위가 4개 공항과 2개 항만으로 분산되어 
있어 시설의 준비와 확보, 적절한 인력의   

조직과 배치, 입·출국 영접업무의 다기성   

등 역대 어느 대회의 영접업무보다도   
복잡하여 고도의 기획력, 조직력,   

운영력이 요구되었다.   

조직위는 치밀한 사전계획과 준비,   
운영요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공항만에서의 환영분위기 속에서 등록 및   

수송서비스를 포함한 영접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요인은 첫째, 공항만   
상주인력의 연계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상주인력 활용으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올림픽패밀리의 입·출국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었다.   

둘째, 올림픽패밀리에 대한 정확하고도   
상세한 입국 정보였다. 조직위는 2만   

5974명의 올림픽패밀리 입국자 중 2만   

2725명에 대한 입국정보를 사전에 입수,   
이를 토대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일목요연하고도 신속하게 필요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완벽한 안전조치와 철저한   
행사준비를 달성할 수 있었다.   

반면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   

올림픽패밀리에 대한 정확한 출국정보가   
본부호텔, 선수촌, 기자촌, 및 각 숙소에서   

영접본부 상황실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영접본부가 출국일정의 변경사실을 공항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지 않는 등   

협조체제유지에 차질이 생겼었다. 특히   

귀빈의 출국일정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귀빈실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또 조직 편성상 지휘체제 다원화에서   

오는 혼선이 있었다. 영접본부에   
배속되어 있는 공항등록부와   

공항수송부는 등록운영단과 수송지원단에   

지휘권이 있어서, 후생지원이나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올림픽패밀리에 대한 제반 의전서비스   

제공과 의전사항을 총괄한 본부호텔   
운영은 1,785명에 달하는 방대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인력, 물자, 공간, 운영 등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적 특성을 지닌   
의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부호텔 의전업무 중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수행안내원 운영이었다. 400여명의    
수행안내원이 전 경기장에 배치되어    

동시에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사고 없이 운영되었는 바, 이는 3차에   
걸친 집체훈련 과정에서 실시된    

정신교육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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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경기장의 귀빈석 운영은 귀빈들을   
A·B등급으로 구분·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대회기간중 해외   

일부인사가 G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귀국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국내인사들도 G카드를   

발급받기를 희망하여 본부호텔 의전부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처리에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일부 귀빈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일부 수행안내원들의 경험부족 등으로   

비록 사소한 사항이나마 매일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에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   

되었다.    

   

   

   
 

 

 
 

 

 

19. 20. 의전서비스의 일환으로 베풀어진 
선수단의 용인 민속촌 관광. 

21. IOC 위원장 부처를 위한 만찬회에서 
답사를 하는 사마란치 IOC 위원장.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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