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9 



 610 

  

올림픽 홍보의 기본목표는 국내적으로는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이를 결집시켜   
국민의식을 선진화하며 국제적으로는 최다수   
국가의 참가를 유도하는 일이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외교통로와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하여 한국의 문호개방정책과   
참가지원대책을 전파하여 사상 최다수 국가의    
참가기록을 수립하였다.   

정부유관기관과 조직위는 대회유치 후 국내외   
여건을 분석하여 홍보방향을 설정하고   
기능별 단계별 시행계획을 작성 추진해 나갔다.   
 

대회유치 후 국내외에 상설홍보관이 설치   
운영되었고, 주요 국제체육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전시관을 개설하여 대회이념과 준비상황을   
홍보하였다.   

해외동포를 위한 순회보고회와 국내 지역별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올림픽안내센터와 올림픽사서함이   
운영되었으며, 각종 홍보물이 제작 배포되었다.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를 통한   
국민참여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D-500일,   
 

D-365일 등 카운트다운홍보는 박진감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가 컸다.   

대회기간중에는 보도본부(MPC)를 중심으로   
외신지원단과 홍보안내센터를 활용, 세계 111개국   
주요매체의 취재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인간담회, 가정방문 프로그램 등으로 한국의    
참모습을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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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1.1.목표 및 추진방침  

홍보업무는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이   
서울올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와 파급   
효과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며 올림픽 개최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화합과 전진의 서울올림픽이념을    
홍보하고 우리의 문호개방정책과   
안전보장의 기본방침과 이를 위한   
대회준비상황을 홍보함으로써 개최능력을   
인정받고, 또 참여에 장애가 될 수도 있던   
남북체육회담의 실상과 한국의 입장을   
홍보, 국제적인 이해를 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대회취재 보도진에 대한 최대한   
편의제공으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조직위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협의회의 지원으로   
참여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효율적   
홍보를 실시한다는 추진방향을 설정   
하였다.   

언론매체의 효율적 활용, 정부 및   
민간단체의 교육, 홍보수단 활용의   
극대화, 창의적 홍보아이디어 개발 등이   
추진방침으로 설정되었다.   

홍보업무를 직접홍보와 여건조성   
홍보로 구분하고 조직위는 직접홍보를,   
문화공보부와 서울시 등 관련부처 및   
민간단체들은 여건조성홍보를 맡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직접홍보는 올림픽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가 주가 되며, 기타 조직위가 직접    
주관한 국내외 사업이 이에 포함되었다.   
여건조성홍보에는 언론매체를 활용,   
조직위의 직접사업에 대한 홍보지원과   
각종 행정계통을 통한 조직위 사업의 지원   
및 국민의 의식계도를 위한 활동이 포함    
되었다.   

이밖에 보도진에 대한 취재 편의   
제공으로 올림픽사업의 홍보지원이    
수행되었다.   

조직위의 주요홍보활동은   
① 국내홍보계획 전략수립 등 기획업무   
② 서울올림픽 카운트다운홍보   
③ 국내에서의 국제경기·회의·전시회   
계기홍보 ④ 반상회홍보 ⑤ 준비상황   
지역보고회 ⑥ 안내센터 및 전시관 운영   
⑦ 홍보간행물 제작 배포 ⑧ 외국보도진   
취재지원 ⑨ 순회강의 및 초청홍보   
⑩ 디자인홍보 등으로 요약된다.   

보도지원활동도 홍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보도진의 취재지원을 위한   
보도운영과 공식신문이 제작 배포되었다.   
 

1.2. 추진경위   

대회홍보계획은 1981년 11월, 5명의   
홍보기획위원들에 의해 작업이   
시작되었다. 1982년 6월 대회이미지    
시각화작업을 위한 디자인전문위원회가   
발족되고 월간 ‘올림픽소식’이   
창간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동년 6월   
한국종합전시관(KOEX)에서 열린   
’82국제스포츠용품전시회에 서울올림픽   
홍보를 위한 전시관이 설치 운영되었다.   

이밖에 국내외에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가 열릴 때마다 홍보의 기회로 활용   
하였으며 상설홍보전시관과 안내센터를   
설치, 국내외에서 올림픽이념의   
홍보에서부터 경기참관에 따르는 상세한   
안내까지 맡아 수행하였다.   
 

대회홍보 주요일지   
1983년   
2 월 :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결정   
6 월 : 엠블럼 확정   
 

1984년   
6 월 : 서울올림픽 이념 제정   
9 월 : 올림픽주경기장 완공, 개장기념행사   
          홍보   
 
1985년   
1 월 : 서울올림픽 표어(14편) 확정   
3 월 : 공식포스터 제정   
4 월 : 홍보위원 1차 위촉(16명)   
7 월 : 홍보안내센터 123개소 설치   
10월  : 자원봉사요원 공모홍보, 서울타워   

           상설홍보전시관 개관   
 

1986년   
1 월 : 안내픽토그램 확정(70종)   
4 월 : 제 5 차 ANOC총회 계기홍보   
6 월 : 홍보위원 2차 위촉(32명),   
          올림픽회관내 상설홍보전시관 개관,   
          국제관광진흥전 계기홍보   
7 월 : 홍보위원 3차 위촉(18명)   
 

1987년   
2 월 :  보도방송협의회 발족   
5 월 :  D-500일 홍보계획 시행,   
           문화포스터 디자인제작 완료(12종)   
6 월 :  올림픽준비상황 시·도지역 보고회   
7 월 :  스포츠픽토그램 확정(30종)   
9 월 :  D-365일 홍보계획시행 올림픽안내   
          사서함전화 개설   
10월 : 김포공항 홍보안내데스크 설치   
 

1988년   
1 월 : 홍보위원 4차 위촉(45명)   
6 월 :  D-100일 홍보   
9 월 : 대회중 홍보안내센터 운영   
 

 

 
 

 

 
 

 

1.3. 조직 및 인력   

조직위의 대회홍보업무 추진은 올림픽   
유치 얼마 후인 1981년 11월 임명된   
홍보기획위원이 처음이었다. 이듬해   
3월 국내홍보기획위원과 해외홍보   
기획위원으로 9명이 위촉되었으며,   
1983년 9월 조직위에 국제홍보국이    
설치되어 홍보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국제협력과·   
프레스센터과·홍보과·보도과 등 4과   
15명이 국제홍보국 인력이었다. 1984년   
4월 홍보문화국으로 개편되면서 직원도    
23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홍보국에서    
홍보보도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구가   
확장되었으며, 대회 개최시까지 전후   
8차에 걸쳐 조직이 개편되었다.    

1987년 4월 홍보과·홍보제작과·  
프레스센터과로 조정되어 홍보보도 지원   
부서로서 중요한 보도업무와 함께 폭넓은   
홍보업무를 연계 운영하였다.   
대회중에는 조직위 직원 32명과   
자원봉사요원 104명 등 총 136명이   
대회홍보업무를 수행하였다.   

제22장  홍보 

1 

1. 서울올림픽 표어 응모작품 심사.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선정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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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홍보활동   
2.1. 홍보전략   

□ 여건분석   
조직위는 종합홍보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서울올림픽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을    
분석하였다. 국내여건을 분석한 결과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 단순한   
스포츠행사로 오인되고 있으며, 올림픽의    
발전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개최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서와 청결, 친절심이   
결여되어 있고 자발적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건으로는 개최능력에 대하여   
회의심이 많고, 시설 및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능력에 우려가 높으며   
국제정치상으로는 공산권 일부회원국의   
불참이 예견되고 있었다.   

홍보당국은 여건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홍보대책을 장·단기별,   
대회 전·대회중·대회 후로 단계별로   
선정, 대내외적인 정책방향을 입안   
시행하였다.   
 

□ 장기기본전략   
조직위는 국내외 여건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장기홍보전략으로, 1984년   
3월을 기점으로 단계별 장기기본전략을   
수립하였다.   
•  제 1 기(기조홍보기간)   

1984년 3월부터 동년 7월까지는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이해증진 및   
기조홍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올림픽의 의미와 파급효과 등을   
중점홍보하여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계기 홍보를 실시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  제 2 기(준비상황홍보기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기간부터 1985년   
12월까지로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소개,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며,   
서울아시아대회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   

 

•  제 3 기(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홍보기간) 

1986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까지   
서울아시아대회 개최준비 완료 및 국민적  

자신감 고취를 위한 홍보 실시,   
서울아시아대회 경기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 서울아시아대회 계기   
올림픽준비상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  제 4 기(올림픽 홍보기간)   
1987년 1월부터 12월까지 홍보수단을   
총동원 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상을   
국내외에 홍보하며 서울올림픽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이다.   

 

•  제 5 기(대회홍보기간)   
1988년 1월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범국민적 단합, 참여분위기 고조, 올림픽    
축제분위기 홍보, 선진한국의 이미지   
부각이 주요 홍보내용이었다.   

 

 

□ 단계별 홍보전략   
사전홍보기간인 1단계 D-500일(1987. 5.   
6. ∼9. 16)에는 지방보고회 등을 통한   
준비상황 종합홍보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발, 활용하였다.   

2단계 D-365일(1987. 9. 17.∼1988. 6. 

8.)에는 서울올림픽대회 참가초청장   
발송을 계기로 대중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를 실시하며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 등 각종 계기홍보를 실시하고   
동계올림픽 개막을 통하여, 대회의   
임박성 부각, 남북체육회담의 진행추이를    
중점홍보하였다.   

3단계 D-100일(1988. 6. 9.~8. 16. )   
에는 문화예술·성화봉송행사 등과 연계,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회의 경기 및   
행사일정과 관람을 위한 안내홍보와 함께   
종목별 흥미와 관심의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4단계 D-30일(1988. 8. 17.∼9. 16. )   
에는 경기진행 및 행사개최에 따른   
도심교통대책 사전홍보, 외국손님맞이에   
대한 시민의 구체적인 행동수칙홍보,   
참가국에 대한 기본상식홍보를   
실시하였다.   

5단계 대회중(1988. 9. 17.∼10. 2. )   
에는 각국 선수단·보도진·관객 등의   
문의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안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홍보안내센터   
2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6단계 폐막 이후(1988. 10. 3.∼12.    
31. )에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완수로   
인한 국가의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하고   
실제 국제사회의 인식변화 등을   
홍보한다는 것이었다.   
 

2.2. 홍보전시관·안내센터 운영   

□ 홍보전시관   
조직위는 대회준비상황과 관련사항을   
전시·홍보하여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고취하고 세계적인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국내외 각종   
체육대회 및 스포츠관계 국제회의에    
전시관을 개설, 대회의 이념과 준비    
상황을 홍보하였다.   

1982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삼성동 한국종합전시관(KOEX)에서   
’82국제스포츠용품전시회를 계기로   
홍보전시관을 개설하고   
서울아시아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에   
관한 준비상황을 담은 사진 200여점을   
전시하고 간행물 1만 500부를 배포하는   
한편, 비디오상영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관람 연인원은 1만   
3800여명이었다.   

이후 매년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전   
때마다 전시관과 안내데스크가 설치   
운영되었으며, 1986년 ANOC 총회 등   
국제행사에도 빠짐없이 전시관이 세워져   
홍보활동을 벌였다.    

조직위는 계기홍보전시관 운영과   
함께 1985년 10월 남산 서울타워에 약   
264㎡규모의 상설홍보전시관을 개관,   
1987년 10월 2일까지 호돌이 실물모형,   
서울종합운동장 모형, 전자계기판,   
각종 올림픽 상품과 사진 150여점을   
전시하였다. 1986년 6월 올림픽회관내 1층   
179㎡ 넓이의 전시관에 사진패널을   
설치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홍보비디오를 상영하였으며 각종 올림픽   
기념품을 전시하였다.   

제22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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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도 설치되어 대회기간    
에는 홍보안내소 역할을 하였다.   

서울올림픽 개막을 1년 앞둔 1987년 9월 

17일을 기하여 김포국제공항에 출국자를   
대상으로 올림픽대회 준비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안내데스크가 설치   
운영되었다. 운영방침은 출국하는   
내외국인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며   
홍보물은 1일 출국자(6,000명 추산) 중   
10분의 1 가량을 대상으로 배포하되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광역적인 홍보를   
추진하였다.   

설치장소는 김포국제공항 3층 출국자   
대기장으로 33㎡규모이다. 안내요원은    
모두 여자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이들의   
주요임무는 홍보용 사진패널과 기타   
전시물에 대한 설명 및 홍보물 배포,   
서울올림픽 관련 각종 문의사항 처리와    
경기장 입장권 구입에 대한 안내였다.   
홍보안내대상은 기간중 김포국제공항을   
출국한 내외국인 21만명으로 1일 평균   
외국인 250명, 내국인 350명이었다.   
 
□ 홍보안내센터   
대회직전과 대회기간중 올림픽패밀리와    
대회참관자에게 경기·행사·입장권 구입   
·교통·관광·숙박 등 대회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홍보할 목적으로 각 경기장   
주출입구에 1개소씩 33개 홍보안내센터가    
설치 운영되었다.   

안내센터는 경기개시 3일 전부터   
경기가 끝나는 날까지 운영되었으며   
이곳에서 배포한 홍보물은 조직위가   
제작한 안내책자·홀더·배지·버튼·   
열쇠고리·스티커 등이었으며 서울시,   
관광공사 등에서 지원된 홍보물도   
있었다.   

홍보안내센터 근무요원은 조직위 직원    
7명과 통역자원봉사요원 95명(영어 48명,   
일어 47명)으로서 이들에게는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및 장소적응훈련이 실시되었다.   

한편 선수촌, 기자촌, 본부호텔과   
지방경기장에는 해당 운영부서에서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였다.   

배포된 안내자료는 모두 17만 2680부로   
기관별 자료내용은 조직위 8종(12만   
5460부), 서울시 8종(3만 1050부),   
관광공사 2종(1만 6600부), 문화공보부   
2종(170부) 등이다   

또한 이 기간중 국내외 27만   
6000명(외국인 13만 5000명)으로부터   
각종 문의를 받고 안내 응답하였다.  

2

3 4 

2. 대회기간 행사장에 안내데스크가  설치 
운영 되었다. 

3. 언어권별로 자원봉사에 나선 

언어지원 요원들. 안내역을 맡아 언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전국 체전과 소년체전 등 체육관계 행사와 

연계, 전시관이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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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안내·교육홍보   

 

□ 시·도지역 보고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준비상황을 지역별   
현장보고를 통하여 직접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올림픽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조직위는   
1987년 6월 4일부터 18일까지 14개   
시·도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체육부와 조직위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보고회는 1987년 6월 4일 부산직할시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352명의 참석자에게   
체육부장관이 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체육부   
장·차관, 조직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보고를 맡았다.   

보고회는 보고자의 인사에   
이어 서울아시아대회 개최성과와   
서울올림픽대회 준비상황, 개최효과를   
다룬 슬라이드를 상영하며 지역주민   
들과의 질의응답식의 대화로 진행되어   
참여분위기 조성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힘썼다. 또한 시·도단위   
기관장 등 지역 지도자 초청간담회를   
갖고 보고회 평가 및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한 청취기회도 마련하였다.   
 
□ 시민설명회   
조직위는 청년층, 대학생, 교역자,   
군인을 비롯한 대도시 국민에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관심을 확산,   
참여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제 1 차 설명회는 198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대구·광주 등 24개 도시에서 1만   
33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보고설명은 조직위원장과 임원, 체육부   
장·차관, 대한체육회 회장단, 범민협   
의장 및 고문, 체육계 원로가 맡았다.   

중점홍보사항은 순조로운 준비진행   
상황과 국가발전에의 파급효과 등이었다.   
1987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시로 방문실시된 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공군본부·국방대학원·   
해군본부·3군사령부·1군사령부·3사단 등   
군기관 및 부대에 대한 홍보에는   
참석인원이 6,100명이었다.   

성화봉송로 답사행사와 병행한 2차   
설명회가 198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부산·창원·목포·광주·대구·   
대전·강릉·춘천·원주·전주에서   
대학생 및 기독교 교역자 등 3,8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설명회 내용에   
대하여 점차 관심을 보이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다짐하는   
분위기로 변하였다.   
 

□ 올림픽안내 사서함전화 운영   
조직위는 올림픽에 대한 일반상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7일   
사서함전화를 개설, 1988년 10월   
17일까지 13개월간 운영하였다.   

올림픽의 역사와 상식, 서울올림픽   
유치경위, 입장권판매, 문화행사소개와   
27개 경기종목에 대한 해설을 24시간   
자동응답하는 이 사서함전화는   
(02)151-8801∼33번으로 모두 33대였다. 

 
□ 올림픽코너 지원   
조직위는 각급 학교에 올림픽코너 설치를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 지원하였다.   
1987년 4월 초·중·고교학생 및 연수기관   
교육생에게 서울아시아대회의 성과와   
서울올림픽의 준비상황, 파급효과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대형사진   
및 도표 등으로 구성된 홍보전시자료를    
제작 배포하였다.   

홍보전시자료는 기존 교육환경 시설을   
활용하여 올림픽코너를 개설함으로써   
올림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물론,   
참여분위기를 확산하자는 것이었다.   
제작수량은 1987년 4월에 20종류 각   
2,000매씩 4만매, 동년 10월에 20종 각   
1,000매씩 2만매, 1988년 4월에 18종    
각 1,000매, 2종 각 1,300매씩 2만   
600매였으며 주요배포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2,492세트, 전국   
시·도·군·구청 566세트, 서울시 및 

부산시 지하철역사 130세트, 각급 
연수기관 500세트. 주요 군부대 · 기타  

교육기관 312세트이었다.   
자료내용은 서울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역대 올림픽마스코트·   
포스터·역대 올림픽우표·올림픽 상징·   
이념·경기장 배치도 등 20종이었다.   
 

□ 반상회홍보   
조직위는 전국적으로 매월 개최되는   
전기 반상회를 게기로 서울올림픽대회와   
관련된 반회보를 제작 배포하였다.   
반회보에는 서울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대회준비상황   
및 올림픽에 대한 지식 등이 게재   
되었으며, 관심을 끌기 위하여 올림픽    
관련 현상퀴즈도 게재되었다. 반회보   
게재 홍보지는 조직위가 제작하여   
내무부, 문화공보부, 서울특별시의   
협조를 얻어 반회보 본지(1면)또는   
간지(2면)로 증면하였다. 제작 부수는   
매월 서울 196만부, 지방 204만부 등   
400만부가 전국적으로 배부되었다.   
 

□ 낙도순회홍보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   
해군의 낙도홍보단 운영계획과 연계   
추진된 낙도순회홍보는 비디오 상영,   
이동식 사진패널 전시, 홍보책자 배포   
등으로 도서벽지 주민에게 올림픽 열기를    
불어넣자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87년 9월   
전남과 경남의 20개 도서를 시작으로   
동년 10월, 1988년 4월, 6월과 8월, 5회에 

걸쳐 100개 도서를 대상으로 이동식   
사진패널이 전시되고 ‘인류의 축제   
서울올림픽’ 홍보비디오가 상영   
되었다.   

동 전시에 지원된 홍보물이 2만   
267점이었으며 전시된 자료 관람자는   
2만 2749명이었다.   
 
□ 대학홍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서울올림픽의 국가 발전적 파급효과를   
홍보, 대학생들에 대하여 올림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 동참의식을   
유발하기 위하여 병영집체훈련과 전방   
시찰 병영훈련시 시행되었다.   

조직위는 1985년 4월부터 10월 사이   
서울시 근교 문무대에서   
병영집체훈련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간행물 ‘올림픽소식’을 배포하고   
올림픽 홍보영화 ‘88년을 향하여’(35mm   
18분), 로스앤젤레스대회 기록영화(35mm   
50분 국립영화제작소 제작),   
‘제주도’(35mm 27분 국립영화제작소   
제작) 등 3편을 지원, 매주 2회   
상영하였다. 같은 기간 대학생 전방시찰   
병영훈련을 위한 수송버스에   
홍보비디오를 상영하도록 하였다.   

1985년 10월 25일에는 경인지역 대학    
체육교수 400여명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설명회를 가졌으며, 특히 자원봉사요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 설명하였다.   

1988년 3월 11일 경인지역 병영훈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슬라이드 상영 등   
홍보를 실시하였다.   
 
□ 지도층 초청홍보   
조직위는 1986년 6월 10일부터 교육계,   
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종교, 여성, 사회단체 등 각계 사회여론   
지도층을 분야별로 구분, 초청하여   
준비상황 설명과 경기장 시찰 등   
홍보활동을 폈다.   

서울아시아대회와 서울올림픽대회의   
운영현장인 올림픽회관에 초청된 각계   
인사들은 준비업무설명과 의견교환 등의    
과정을 통해 관심을 갖게 하여 자기   
분야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1986년 9월 3일까지 초청홍보 332회에   
각계 인사 3만 8562명이 초청되었다.   

5

제22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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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교육자료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올림픽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작 활용중인 교육자료   
‘세계를 배우자’를 추가제작 지원하였다.   
제작수량 6,045부를 서울시내 초·중·고교   
1,037개교에 각 5부씩 5,185부, 14개   
시·도교육위원회에 각 30부씩 420부,   
서울시내 시립도서관 22개소에 20부씩   
440부를 배포하였다.   
 

2.4. 전략홍보   

 

□ 표어선정   
조직위는 1984년 11월 서울올림픽대회를   
주제로 한 표어를 공모, 총 응모수량   
4만 8019편 중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하고 3편의   
우수작과 10편의 가작을 선정, 시상과   
함께 홍보에 활용토록 하였다.   
 
표어 입상작품   
최우수작   
•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우수작    
• 인류에 평화를 민족에 영광을   
• 내모습이 나라얼굴 내마음이 국민정신   
• 호돌이의 오륜바퀴 복권사서 밀어주자   
 
가작   
• 호돌이가 펴는 잔치 동서남북화합잔치   
• 오천년 가꾼 문화 오륜으로 꽃피우자   
• 질서도 내가 먼저 양보도 내가 먼저   
• 4천만이 모은 정성 40억이 감동한다   
• 웃고가는 서울오륜 다시찾는 관광한국   
• 호돌이의 밝은 웃음 세계속의 관광한국   
• 오륜에서 꽃피우고 관광으로 열매맺자   
• 88로 꽃피우고 통일로 열매맺자   
• 오륜성공 따로없다 질서가 성공이다   
• 친절은 나의 자랑 질서는 나라자랑   
 
□ 올림픽 개최성과 학술조사   
조직위는 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정치·외교·사회·문화·경제 등 각 부문에    
걸친 파급효과를 분석, 올림픽의    
국가발전적 의의를 학술적으로 재정립   
함으로써 설득력 높은 홍보를 전개하기    
위하여 사계권위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의뢰하였다.   

조사연구활동은 서울올림픽이 정치·   
외교·문화·경제 등 측면에서 국가·사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연구한다는 방침이었다.   

학술조사계획은 1987년 5월 D-500일을 

기점으로 연구계획이 수립되어 한국개발   
연구원이 5개분야로 나눠 분야별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동년 8월 1차 원고를 완성,   
분야별 연구집회를 개최하고 9월   
수정원고를 완성하였다.   
 

 

 
 

 

분야별 연구과제   
• 서장 : 올림픽 개최의 국가발전적 의의   
            (서상목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 정치·외교 : 올림픽 개최의 국제정치적   
            의의(박상식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 사회·문화 : 올림픽 개최의 사회·문화적   
            영향(이상회 연세대학교 교수) 
• 경제 :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사례분석 : 올림픽 개최의 외국사례   
             분석(홍종덕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동 조사·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관 : 한국의 선진화를 향한 역사적   
전환기에 개최되는 서울올림픽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써 국가발전적 의의가   
크다. 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해 당면하고 있는 과제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② 국제정치적 의의 : 한국외교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국사회의 면모를   
세계에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기회가   
된다.   

미수교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 외교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북한 관계에서   
참가여부에 관계없이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며 전통우방과는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비동맹 제 3 세계 및   
공산국과도 관계개선이 기대된다.   

③ 사회·문화적 의의 :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목표   
설정으로 애국심과 협동심을 고취하여   
국민화합을 달성한다.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의식의 선진화   
기대와 문화적 자부심과 한국문화의   
인식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④ 경제적 효과 : 새로운 도약의    
활력소가 되며 경제성이 높은 흑자대회가   
기대된다. 거시경제적 효과로   
생산유발효과 4조 8784억원, 소득유발   
효과 1조 8959억원, 고용유발효과 34만   
4000명, 국제수지 개선효과 2억   
7200만달러로 예상되었다.   

⑤ 결론적으로 정치·외교, 사회·문화.   
경제적 효과로 경제도약의 활력소가 되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향상을 달성,   
선진화를 조기 달성한다는 것이   
서울올림픽의 기대효과였다.   
 

조직위는 동 조사·연구결과를   
대회홍보에 활용하였다.   

1987년 9월 9일 조직위 위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동년 9월 17일 D-365일   
홍보의 일환으로 신문·잡지·방송과   
반상회보, 기업체 사보 등에 게재,   
홍보하였다. 또한 동 연구내용 2,000부를   
주요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조직위   
발행 홍보교육책자에 연구내용을 요약   
수록하여, 각급학교 및 지도층 인사에게   
배포 활용하였다.   

5. 체육계 원로 초청 올림픽설명회. 조직위는 

학계·경제계 등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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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활동 지원   
범민족올림픽추진중앙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참여 홍보활동에 조직위는 예산지원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1986년 8월   
총괄적인 국민운동기구로 확대 개편된   
범민협은 1987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   
확산 분위기조성, 자율참여를 위한   
조직활성화운동, 손님맞이 환경개선   
작업, 협동지원을 위한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외동포올림픽후원회의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홍보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1986년 6월, 54개국 70개 후원회가    
결성되어 해외동포사회의 올림픽후원   
유도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조직위는 올림픽 설명회와 포스터붙이기   
운동 등 지원사업을 폈다.   

해외동포올림픽후원회는 1982년   
재외공관의 권유로 자생적 민간단체로서   
설립되었으며 1985년 기능강화를 위해   
범민협에 소속되어 운영되었다. 조직위는   
1986년 1월 35개국 한인회장단 171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올림픽설명회를   
가졌으며, 동년 2월 일본 오사카   
민단지방본부 산하 사무부장 37명을   
초청, 올림픽시설 견학 및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987년 6월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참석차 내한한   
해외자문위원 46개국 900여명에게   
올림픽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조직위는 1987년 2월 포스터 500매를    
재미동포에게 송부하고 교민가정에   
포스터붙이기 운동을 폈으며 동년 3월   
해외동포용 뉴스레터 ‘호돌이소식’을 월   
10만부씩 송부하였고 뉴욕 등 6개 공관에   
올림픽 후원회 홍보용 화보, 포스터,   
비디오테이프, 스티커 등 6종 3,146점을 

송부 하였다. 동년 8월 125개 재외공관과 
62개 올림픽후원회에 6종 12만 5749점의 

홍보물을 보내어 활동을 지원하였다.   
 
□ 홍보위원 운영   
보도·방송협의회는 1987년 2월 조직위   
정관 제24조에 근거, 국내 각계 각층   
지도급 인사 29명으로 구성되었다.   
보도·방송·홍보와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의 수렴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조직된 이 협의회는   
보도분과위원회, 방송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올림픽경험과 전문지식 및 국제적 신망을   
갖춘 해외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1985년 4월에 1차로 16명이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었고 1986년 6월에   
32명, 7월에 18명과 1988년 1월에 4명 등   
70명이 홍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홍보위원은 정부기관 및 일반사회단체   
등의 연수생에 대하여 올림픽에 관한   
사항을 강의하였다. 강의내용은 주로   
서울올림픽대회의 의의, 올림픽대회의   
파급효과 등이었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였다.   
 

 
 

□ 홍보위원   
김종기 KDI연구원   
김민하 중앙대학교 교수   
이만기 한양대학교 교수   
이동현 한국산업진흥연수원 회장   
전정환 국방대학원 교수   
천세욱 민족중흥연구소 소장   
최돈화 경기대학교 교수   
하유식 한일친선연합회 고문   
한갑수 개인사업   
박석균 북한문제연구소 위원   
김유혁 단국대학교 교수   
송기철 고려대학교 교수   
변우량 그리스도신학대학 교수   
김승만 국민대학교 교수   
이준직 한국기독교 문화원장   
전대련 기독교대한감리교회 목사   
김진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양홍모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 순  한국관광공사 부장   
이백우 동아대학교 교수    
박길준 동아대학교 교수   
정연택 명지대학교 교수   
서정선 명지대학교 교수   
홍문표 명지대학교 교수   
김기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종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명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안제승 경희대학교 교수   
유민영 단국대학교 교수   
한상우 서울예술고등학교   
윤치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감사   
지춘상 전남대학교 교수   
김우태 전남대학교 교수   
우재승 세계반공연맹 사무총장   
이주혁  KBS사업단 사장   
김명조 부산대학교 교수   
황철문 부산대학교 교수   
이정도 경북대학교 교수   
김문달 경북대학교 교수   
조원민 부산대학교 교수   
유삼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남기심 연세대학교 교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향록 현대사회연구소 이사장   
김기성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송백헌 충남대학교 교수   
배상오 충남대학교 교수   
유성희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김장환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사장   
원호연 재향군인회 군사 연구위원   
홍정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순현 재향군인회 안보위원   
김창중 제주대학교 교수   
문인옥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   
이상준 재향군인회 전사·편찬연구위원   
이규문 충북대학교 교수   
강신복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송해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유인현 단국대학교 교수   
최종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백석현 중앙대학교 교수   
장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강정호 부산산업대학교 교수   
 
 

이방원 경향신문 편집위원   
이광석 동아일보 편집위원   
이인원 (주)유라통상 부사장   
장익용 (주)서광 회장   
박근호 동국대학교 교수   
임주환 한국관광공사 사업부장   
박광순 서울시 양궁협회 부회장   
 

2.5. 특별계기홍보   

□ 올림픽주경기장 개장기념 홍보   
1984년 9월 29일 올림픽주경기장이 착공   
7년 2개월만에 완공되어, 국내외 체육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개장식을    
가졌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과   
국제체육계 인사가 초청되었으며   
개장식을 계기로 전야제와 식전문화행사,   
국제축구대회, 기념품전시회 및 공예품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조직위는 동 행사를 계기로 홍보계획을   
수립,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TV 및 라디오를 활용, 완공된   
올림픽주경기장과, 개장식을 스팟트   
프로그램으로 제작,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영하였으며, 9월 반상회   
회보에 행사내용을 수록하였다. 또한   
주경기장 주변에 장식기·선전탑·아치·   
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하였다.   
 

□ 자원봉사요원 공모홍보   
조직위는 수준 높은 자원봉사요원의   
확보가 대회의 승패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자원봉사요원 모집   
계획을 단계별로 홍보, 자원봉사요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제 1 단계는 1985년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자원봉사요원 모집관련   
홍보물제작 및 모집공고를 작성,   
배포하였다.   

제 2 단계는 1985년 9월 30일   
담화문발표와 기자회견, 각종 매체에    
모집공고를 게재하였다.   

제 3 단계는 동년 10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자원봉사요원 모집캠페인을   
TV생방송으로 실시하였고 신문 등   
인쇄매체활용 특집보도를 하였다. 또한   
21개 대학신문사에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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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수촌 등록센터에 마련된 서울 올림픽 
홍보전시관. 

7.올림픽주경기장 개장기념전시관을 

시찰중인 사마란치 IOC 위원장과 노테우 

 조직위 위원장(1984년 9월 29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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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세계올림픽연합회총회 홍보   
제 5 차 세계올림픽연합회(ANOC)총회를   
계기로 서울 개최 의미를 홍보하고   
최다참가 목표달성에 동 총회 분위기가    
결정적인 변수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참가 NOC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직위는 1986년 4월 ANOC   
총회를 맞아 서울아시아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간행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ANOC 총회 홍보용 소책자 ‘서울에서   
열리는 스포츠유엔총회’ 3만 5000부,   
홍보간행물 14종 1만 1520부, 포스터   
800매, 총회 휘장 1만매, 기념우표,   
기념담배, 국기 등을 제작 기증하였다.   
 

□ D-500일 홍보   
앞으로 500일, 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   
9월 17일까지 역산 500일이 되는 1987년   
5월 6일에 의미를 부여, 조직위와   
관련기관은 국내외 홍보활동 및 각종   
행사를 추진하였다. 조직위는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체육회는   
필승결의대회를, 범민협은 국민성원대회   
개최, 서울시는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추진, 문화공보부는 신문 방송 기획특집,   
체육부는 각종 스포츠행사를 활용하여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각 기관이   
모두 노력하였다.   

1987년 5월 4일 올림픽회관 2층   
상황실에서 조직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올림픽 D-500일 준비상황   
중간발표를 하였으며 5월 5일과 6일   
올림픽공원이 무료 개방되었다.   
5월 1일부터 15일 사이 초·중·고교   
1,500개교와 연수원, 은행 등 500개 모두    
2,000개 기관에 대형사진 20점 등이   
올림픽코너 설치를 지원하는 자료로   
제공되었다. 조직위는 5월 6일을   
전후하여 반회보 400만부와 ’88속보   
1,3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인류의   
축제’ 홀더 10만부를 발간 배포하였다.   

이밖에도 범민협은 ① 호돌이만화 제작   
② 스티커 부착(3만매) ③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단 운영 ④ 올림픽   
해외홍보 사절인 ‘우정의 사절’선발   
⑤ 서울올림픽 국민성원대회 등의 행사를    
거행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하였다.   
 

□ D-365일 홍보   
올림픽 개막 365일을 앞두고 조직위는   
정부관련부처와 민간사회단체, 신문방송   
등 언론의 유기적 협조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D-365일의 가장 큰 행사는 스위스   
로잔, IOC본부에서 거행되는 서울올림픽   
초청장 발송식과 현장위성중계,   
그와 연계되어 연출되는 다원적인   
축하행사였다. 1987년 9월 17일 현지시간   
 

낮 12시 IOC본부 로비에서 167개 NOC에   
보내는 서울올림픽 초청장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직접 서명하는 발송식이   
열렸다. 조직위는 KBS와 공동으로   
‘ ’88서울올림픽 앞으로 1년, 세계와   
손잡고’ 라는 명칭으로 17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및   
수변무대와 스위스 IOC본부, 에스파냐   
바르셀로나를 연결하는 다원방송이   
실시되었다.   

제 1 부는 수변무대와 바르셀로나의    
축제와 우주중계를 통하여 동시에   
벌어졌으며 두 도시의 시장이 인사를    
나누었다. 제 2 부는 역도경기장에서    
초청인사 4.500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아시아의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쇼가 진행되었다. 제 3 부는 스위스   
로잔 IOC본부에서 진행된 초청장   
발송식이 위성중계되었다. 제 4 부는 서울   
올림픽의 유니폼과 각국 유니폼의상쇼가   
현장에서 벌어졌으며 올림픽시설을   
소개하는 순서로 행사는 끝났다. 출연진   
8,000명의 대규모 쇼는 세계의 관심사인   
서울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홍보효과가 컸다.   

9월 20일에는 올림픽대회 성화   
통과지역인 전국 119개 시·군의 범민협    
대의원을 비롯한 33만명이 봉송로를 미리   
달려보는 성화봉송로 달리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올림픽 개최에 임하는    
전국민의 마음의 준비와 봉송로 연변의    
꽃길 가꾸기 등 내고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계기도 되었다. 이날   
올림픽공원에서는 서울지역 참가자   
1,500명에게 다과회가 베풀어지고,   
기념메달이 전달되었다.   

D-365일 홍보사업의 부수행사로    
7월부터 전국구 시·군·구 284개 지역에서 
서울아시아대회의 성공과   
서울올림픽대회 준비상황 국민보고회가    
시·도지사 주관으로 열렸다. 도서순회   
홍보전시전이 두 차례 20개 도서에서    
실시되어 기념품 및 간행물을 배포하는   
등 올림픽홍보를 시행하였다.   

이밖에 조직위는 카운트다운 캘린더   
2만매를 제작, 각급 기관·직능단체· 
기업·학교 등에 배포하였다.   
 

□ D-100일 홍보   
서울올림픽대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는   
대회가 임박하면서 각급 기관과 단체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을 조정,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홍보행사는   
범민협 등 유관기관이 주도하도록   
하였다.   
 

D-100일을 맞아 TV특집프로를 집중    
활용하며 주요문제점이나 논쟁점이   
있으면 이를 심층홍보하기로 하였으며   
올림픽홍보 및 참여분위기 조성의 기본이   
되는 홍보물의 제작 배포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D-100일 홍보는 매월   
15일을 ‘범국민 호돌이의 날’로 지정,   
각종 행사를 추진하며 각종 지방문화제   
행사를 올림픽축제행사로 연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화봉송로   
문화행사, 전 국토 공원화사업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올림픽운동 참여기회를   
확산하였다. 시·도별로 올림픽 참가국   
국기와 올림픽휘장 게양, 꽃길 가꾸기 등   
각계각층의 참여운동과 설명회, 세미나,   
집회 등으로 대학생, 근로자, 도시지역   
주민, 노인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조직위는 홍보에 TV방송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1988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올림픽 TV특집시리즈를   
방영하였다. 5월에는 소외계층 등의   
부정적 시각해소, 6~7월에는 대회운영   
체제 및 분야별 세부안내, 8~9월에는   
안전교통 등 국민실천과제와 협조사항에   
중점을 두고 토론·대담·퀴즈·특집쇼 등   
설득력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방영하였다.   

각종 행사를 계기로 올림픽설명회   
5회, 5,700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폈으며 스포츠포스터 27종, 각 1만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그밖에 홍보 소책자   
‘서울올림픽대회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10만부를 제작 배포하였다. 1988년 6월   
11일에는 올림픽주경기장 올림픽공원   
남 2 문 코스와 강동구 동북고등학교에서   
길동 로터리와 천호동 로터리를 경유   
올림픽공원 남 2 문으로 돌아오는   
순환코스에서 5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민 대행진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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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올림픽대회 참가초청장 발송식과 같은 

시간에 축하행사가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각계인사 4,500명이 초청된 가운데 

  거행되었다. 

9. D-50일, 박세직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올림픽회관 2층 상황실.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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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홍보활동   
 

3.1. 기본방침   

해외홍보는 서울올림픽을 전 세계의    
평화축전으로 인식시키며 대회가   
안전하게 치러질 것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통하여 초기에는 최다수   
참가의 목표를 달성하고 대회 후에는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대회라는 평가를 얻는 데   
역점을 두었다.   

조직위는 올림픽을 계기로 미수교   
공산권 국가에 대하여 문화올림픽 홍보를   
강화, 관계개선의 디딤돌로 활용하자는   
목적을 갖고 외교적 통로와 스포츠기구를    
통하여 접촉을 가졌다.   

해외홍보는 단계별로 대회준비기간,   
대회중, 대회 후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관련기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기구를 결성   
기획하고 홍보활동을 펴나갔다. 조직위   
해외홍보기구는 1982년 3월 해외홍보   
기획위원으로 시작되어 1985년 4월에는   
홍보국내 외보과가 해외홍보를   
전담하였다. 또 1986년 1월 대변인실에   
외보과가 설치되어 외보지원을 하였다.   

1987년 4월에는 홍보조정관실이    
신설되어 외신지원과 해외홍보를   
전담하였다. 대회중 운영기능이    
현장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도본부가    
설치 운영되면서 외신지원단장의   
지휘하에 해외홍보차장이 대회중   
홍보업무를 수행하였다.   
 
해외홍보업무 내용   
대회준비기간   
• 해외홍보물 제작·배포   
• 해외홍보전시관 운영   
• 해외주요매체 특집   
• 해외동포후원회 각종 행사 지원   
• 해외주요계기 연계홍보   
• 해외정기간행물 발간   
• 해외홍보대행사 활용홍보   
• 대 공산권 홍보추진   
 

대회중   
• 외신지원단 운영   
• 가정방문 프로그램 추진   
• 보도진 환영리셉션 개최   
• 보도진 기념품 배포   
• MPC안내센터 운영   
• 홍보물 배포·관리   
• 회견·브리핑 주관   
• 주요보도상황 처리   
• 주요경기·행사장 활동 지원   
 

해외언론매체에 의한 홍보는   
효과면에서 비중이 컸다. 방한   
외신기자에 대한 취재 협조, 특집기사   
게재, 회견기사 게재 등 해외언론매체에    
자료를 제공, 기사화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조직위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내한한 64개국 541명의   
외신기자에게 취재를 지원하였고 1984년   
1년 동안에 1,508건의 올림픽 관련기사가   
외신에 게재되었다.   

조직위는 세계 각국의 언론사가   
기사자료를 요청할 때는 즉시 자료를   
제공, 서울올림픽 특집기사가 세계 주요   
신문·잡지에 게재되도록 했으며 홍보용   
광고도 게재했다.   

서울올림픽 특집기사와 광고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3회, 스포츠전문   
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 8회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 세계편에 1회   
게재되었다.   

서울올림픽 홍보기사는 일반신문뿐만   
아니라 특수매체에도 게재되었고 1988년    
들어서는 서울을 취항하는 16개   
항공회사에서 조직위가 제공한   
서울올림픽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기내에서 상영했다.   

이밖에도 방영권사 79개국 124개   
방송사에 방송용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하여 특집프로 방영을 유도하였으며,   
전문 TV프로덕션, TV 도쿄, 인터내셔널   
뉴스, 올림픽 메시지 등을 활용,   
서울올림픽을 홍보하였다.   
 

3.2. 해외홍보대행사 활용   

해외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PR대행사를 활용하기로 하고   
국제적인 PR대행사인 BM(Burson-   
Marsteller)사를 선정, 1986년 1월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BM사는 뉴욕과   
도쿄에 뉴스센터를 개설하고 있는 것을   
비롯 세계 20개국에 42개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 홍보대행사로 해당지역의   
여론동향 모니터, 주요행사시 기자회견   
주선 등 특별활동을 벌였다. BM사는   
1986년 보도자료 104건, 라디오 및 TV용   
뉴스릴리스 10건, 연설문 작성 21건,   
올림픽에 관한 의견서 104문항을   
작성하였다.   

이밖에 BM사는 동구권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미국 TV방영권에   
대한 올림픽 기금세 부과법안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였다. 1987년 들어   
BM사는 서울사무소를 올림픽회관으로   
이전하고 뉴욕 본사와 위성통신체제를    
갖추는 등 체제를 정비하고 조직위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였다.   

BM사는 분기별로 뉴스레터   
‘올림픽 Update’를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뉴스릴리스와 사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지여론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기타 각종   
주요연설문, 주요영문문서 및 조직위   
발간 홍보자료 기사작성 등에   
기여하였다. BM사는 서울올림픽대회   
지지여론이 확산 유도를 위하여 세계 주요   
언론과 접촉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뷰 주선   
및 특집게재를 유도하였다. 또한 조직위   
인사의 해외출장시에는 외국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하는 등 해외매체   
활용홍보를 수행하였다.   
 
 

 

 
 

 

외신활용 주요업무는 세계 유력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브리핑 자료제작,   
미국내 라디오용 보도자료 제작업무 및   
홍보용 비디오 제작 배포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밖에 ‘문화올림픽’특집,   
유명항공사 기내지 등 대중매체   
활용홍보가 포함되었다.   

소련, 동구권 등 공산권 매체와 접촉,   
기사자료 제공, 동구권 취항 항공사   
기내지 특집 등 대 공산권 홍보에   
대하여는 홍보대행사가 홍보를   
벌임으로써 미수교국간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었다.   
 

3.3. 주요행사 계기홍보   

국내외 주요행사를 계기로 홍보자료를   
지원하거나 홍보전시관과 안내센터를   
설치, 각종 올림픽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영화, 비디오 상영 등으로   
서울올림픽의 준비상황을 소개하였다.   

1984년 6월부터 8월까지 제23회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을 전후하여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코리아 플라자와   
안내창구를 운영, 각종 홍보자료 18종 5만   
2690점을 배포하고 홍보영화·비디오를   
상영하였으며 동년 9월 올림픽주경기장   
개장 행사를 계기로 방한 외국기자에 취재   
협조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1985년 3월 로잔 ‘85Olymphilex’에   
사진전시 및 홍보물 배포, 동년 6월   
동베를린 제90차 IOC 총회, 8월 고베   
유니버시아드대회, 8월 모리셔스   
인도양도서국 체육대회, 11월 뉴욕   
국제체육회의, 12월 바레인 OCA 총회에   
각각 전시관을 설치, 영화를 상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1986년 들어서는 일본 삿포로   
동계아시아대회와 바르셀로나 AIPS   
연차총회, 도미니카 산티아고 제15회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연안국 체육대회,   
나고야 JCI 세계대회에 홍보전시관을    
운영하였다. 대회가 임박하면서   
해외홍보전시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조직위는 올림픽시설 준비,   
한국문화, 관광 등을 소개하는 사진패널   
전시, 언론접촉 인터뷰 실시, 국제체육계   
인사 접촉 홍보실시 등 1987년도   
해외홍보전시관 운영방향을 세우고   
대규모 국제행사에 홍보자료와 인력을   
보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스트르브스케플레스   
에서의 ’8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미국 체육학회   
연합회총회,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   
’8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터키 이스탄불   
제92차 IOC 총회에 홍보전시관을   
운영하였다.   

1987년 9월 1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초청장 발송식을 계기로 설치된   
홍보전시관이 10월 31일까지 운영되었다.   
동년 바르셀로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의 제21차   
GAISF 총회에 전시관이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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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캐나다 캘거리동계올림픽   
에서는 참가선수, 보도진, 국제기구   
임원과 현지인 등 5,000여명이   
홍보전시관을 다녀갔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베인 엑스포 '88에서는 30개국   
800만명이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동년 2월 독일연방공화국 마인츠에서   
개최된 Ball Des Sports '88행사를   
계기로 조직위는 각국의 언론인 접촉을   
갖고 홍보전시관을 운영하였다.   
이 행사를 참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재계 및 체육계인사는 2,000여명이며   
취재 보도진도 120여명에 이르렀다.   

활동내용은 인터뷰 5회, 간담회 5회,   
영국 BBC 방송 회견, 외신기자클럽   
회견을 가졌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의 주요민속잔치,   
체육대회, 전시회 등 50회의 행사를    
계기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3.4. 전략홍보   

□ 재외공관 활용   
조직위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규모 회의나 행사 등에 재외공관을   
통하여 대회 전까지 70여회 행사를    
활용하여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1985년 한 해 동안에만도 110개   
재외공관에 사진패널 19종 2,090매, 145개 

공관에 영화 ‘Seoul 1988’을 배포하여   
공관 거점 홍보를 실시토록 하였다.   

D-100일을 계기로 1988년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세계 주요 거점지역 30개   
공관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   
해당국의 NOC 위원과 체육계·정계·   
언론계·문화계 인사들을 초청, 각종   
행사를 통하여 한국과 서울올림픽을   
소개하였다.   
 

□ 특수전략홍보   
대 공산권 홍보의 승패가 올림픽 성공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특수홍보전략이 채택되었다.   
조직위는 공산권 국가에서의 각종 행사를   
계기로 서울올림픽을 알리는 홍보용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전시장을 확보하고   
기념품 증정, 홍보물 배포 등   
서울올림픽의 이미지를 심어갔다.   

1987년 12월 폴란드 도쿄특파원의   
방한취재지원을 시작으로 3명의 소련기자   
방한취재지원 등 도쿄주재 미수교국   
언론인들에게 기사자료를 제공하고   
올림픽 관계기사를 쓰도록 지원하였다.   
1988년 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역대   
올림픽 자료전시회에 각종 홍보자료를   
보냈으며 부다페스트 국영무역노조   
회관에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전시관을 개설, 사진패널 전시와   
홍보비디오를 상영하였다.   

1988년 6월부터 부다페스트·바르샤바·   
프라하·모스크바 등 4개 국제공항   
7개소에 서울올림픽 홍보용 라이트박스를   
설치하였다. 동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부다페스트 힐튼호텔에서   
 

 

한국주간행사를 개최 홍보하였고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국제민속축제를   
계기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1988년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동구권   
비교체육 세미나를 계기로 홍보를 실시   
하였고, 동년 8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모스크바 국제민속축제에 참석한 소련측   
문화관련 인사에게 홍보자료와 기념품을    
배포하였다.   
 

3.5. 대회중 홍보   

□ 보도위원 활용(‘88외신지원단)   
조직위는 국내 각계 홍보·보도관계   
전문가로 외신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전직 재외공보관 6명과 전직 언론인   
3명, 현 해외공보관 10명 및   
홍보대행사인 BM사의 직원 10명을   
보도위원으로 위촉, 1988년 5월부터   
외신지원단을 가동시켰다.   
 
보도위원   
문도상 국제 문화협회 사무총장   
김수득 예술의전당 기획운영본부장 
최테순 전 해외공보관장   
김명섭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이사   
한철모 국립박물관 전문위원   
차  윤 AMPEC 서울지사장   
최  호 대현엔터프라이즈 사장   
노진호 프로야구 빙그레이글스 단장   
윤경헌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 단장   
박정호 주 일본 공보관   
고부안 주 멕시코 공보관   
손위수 주 오스트리아 공보관   
이해관 주 미국 공보관   
손우현 주 프랑스 공보관   
김  류 주 필리핀 공보관   
이성언 주 타이 공보관   
김윤하 주 나이지리아 공보관   
조원형 주 뉴욕 공보관   
원용철 해외공보관 외보분석관   
빌 라이런스 BM 서울사무소 고객서비스   
           담당관   
브라이언 마듀스  BM 서울사무소 편집   
           감독관   
켄 쉐퍼 알렌사  회장 보좌관   
아더 솔로몬 BM 뉴욕 수석부위원장   
토마스 스컬리 BM사   
완다 안야 치에섹 BM사   
데레사 린컨-아바드 BM사   
엘리자베스 울프-고벳 BM사   
크리스토퍼 J. 런스데일 BM사   
 

이들은 대회기간중 6개 경기장과   
3개 주요행사장에 배치되어 SPBC의   
보도행사를 주관, 자문하였으며 MPC에    
국별, 언어권별로 5개 상황처리반을 구성,   
주요 보도상황을 처리하였다. 보도본부   
보도대책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조직위   
위원장과 보도본부장의 자문역을 맡았고    
각종 문의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도정보를 수집 처리하였다.   
 
 

 

상황처리반은 주요상황 발생시   
보도발표문, 질의응답자료 작성 등의    
업무와 사건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보도논조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복싱경기장 소란사건 때 상황처리반은   
조직위측의 공식성명과 한국언론 반응을   
영역, 배포하는 등 사건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벤 존슨의 약물복용사건에 대하여   
상황처리반은 신속하게 IOC의 발표,   
기자회견과 캐나다 NOC의 기자회견을    
주선하여 외국기자의 취재를 도왔다.   

10.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에서 열린 

    제21차 GAIS 총회에서 서울올림픽 

 홍보전시관이 운영되었다. 

11. 독일연방공화국 마인츠에서의 BALL DES 

 SPORTS ‘ 88행사를 계기로 ‘서울올림픽의 

 밤’을 개최(1988년 2월 27일).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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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 대상 홍보   
외국기자를 대상으로 MPC에   
홍보안내센터를 개설하고 MPC시설안내   
홍보간행물 배포, 산업시찰 및 판문점   
시찰을 주선하였으며 기타 문의사항을   
안내하였다.   

MPC홍보안내센터에는 영어·   
프랑스어·일어·에스파냐어, 기타어 등   
외국인 2명을 포함한 언어서비스요원이   
배치되어 1988년 9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비스하였다.   

대회기간 각종 안내 4만 7550건,   
홍보간행물 53종 14만 3430부를 배포   
하였고 산업시찰 및 판문점 관광에 많은   
참가자가 있었다.   

조직위는 대회기간 등록취재진을    
대상으로 공식기념품을 제공하였다.   
가방·주화·메달·배지 등 서울올림픽   
참가기념이 되면서 보도진이 실제 취재에   
이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세트로 포장,   
기자촌 등록센터에서 1인 1세트 원칙으로   
제공하였다.   

1988년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배포량은 5,658세트였다. 올림픽취재진을   
위한 환영리셉션도 베풀어졌다.   

조직위는 9월 15일 오후 6시부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취재진 2,500명과   
한국 언론계·정계·조직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리셉션을 개최하였다.   

조직위는 외국취재기자들을 한국의   
가정 또는 코리아하우스에 초대, 한국의   
생활풍습을 소개하는 가정방문   
프로그램도 추진하였다.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9회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에 39명이 참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고 우호를 다졌다.   

MPC 보도본부장은 9월 23일   
세계 7 대통신사(AP, 로이터, AFP,   
UPI, TASS, 교토, 신화사)취재단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4일에는   
주요국가 통신사 취재단장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동 간담회에서   
서울올림픽의 공정한 보도의 중요성과   
한국에 대한 상황을 설명, 이해를   
촉구하였다.   
 

□ 일반홍보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외국 민간인들의 활약이 많아 올림픽   
패밀리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이란·나이지리아·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등지로부터   
대회 개막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보내온 시민의 편지가 1,000여통이었다.   
또한 인도 토지개발은행 근무 샤르완   
쿠마르 형제는 인류의 화합과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의 불참사태를 예방코자,   
올림픽 역사의 신기원을 마련한   
‘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과 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3만 6,810명이 서명한   
3,246페이지의 서명록을 보내왔으며   
프랑스의 장 클로드 위넹 부부는 평화의    
축제인 서울올림픽 성공기원 대륙횡단   
자동차여행에 나섰다. 이들은 1988년 8월   
4일 파리를 출발, 독일·오스트리아· 
유고슬라비아·터키·시리아·파키스탄·   
중국·싱가포르·일본을 거쳐 9월   
20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동 자동차   
대륙횡단여행은 프랑스 상원, 외무성,   
체육성, 파리시청이 후원하였다. 미국의   
션 홀렌드 부자는 올림픽운동이 국경을    
넘어 ‘평화의 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서울올림픽이 여기에 가장 부응한 대회가   
되고 있다면서 서울올림픽 성공기원   
자전거여행에 나섰다. 그리스 올림피아를   
시발로 역대 하계대회 개최지인   
멕시코시티·로스앤젤레스·몬트리올·  
시드니·멜버른·도쿄를 경유하여 9월 23일   
부산에 도착, 9월 28일에는   
서울올림픽주경기장을 일주하였다.   
 

 

4. 홍보물 제작   
 

홍보의 대종은 올림픽에 관한 각종   
홍보간행물과 시청각물이었다. 조직위는   
대회가 임박해옴에 따라 홍보간행물과   
비디오, 슬라이드 등 시청각물의 종류와   
수량을 늘리며 배포대상도 확대하여 갔다.   

1981년 대회 개최 결정 후 초기단계   
에서부터 각종 화보 등을 제작하여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재외공관을   
통하여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조직위는 홍보간행물의 제작에 있어   
국내용과 국외용을 구분하고 국내용   
홍보물은 국민의 대회참여의식을 높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한 국가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해외용 홍보간행물은 대회준비상황과   
한국 및 서울을 소개 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데    
목적을 두었다   

홍보간행물은 1981년부터 1984년   
사이에 화보 등 26종 60만부가, 1985년에   
뉴스레터·화보·리플릿 등 8종 26만   
3,000부, 1986년 9종 25만부가 각각 제작   
배포되었다. 1987년 들어 월간 ‘호돌이   
소식’이 매월 11만부씩(일어 1만부)   
발행되어 제외공관과 후원회 등   
8,000개소에 배포되었다. 또한 ‘Seoul   
Flame’이 영어·프랑스어·에스파냐어로   
매월 5만부씩 제작되어 IOC, IF, NOC   
등에 송달되었다.   

간행물과 함께 시청각물도   
대량제작 되었다. 1984년 올림픽 관련영화   
2편과 비디오 2편 등 각 139벌이 제작되어 
국내외에 배포되었고, 1985년에 영화   
‘Seoul 1988’, 슬라이드 ‘Festival of   
harmony and progress’, 비디오 ‘World to 
Seoul’, 1986년에 영화 ‘Host to the World, 

We are ready’, 비디오 ‘See you in Seoul, 

Olympic park’등이 400여벌 이상   
제작되어 국내외에 배포되었다. 이밖에   
각종 행사 방문인사 등에게 스티커, 버튼,   
화보,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문화포스터도 각국 여행사 등에 배포하여   
올림픽의 이미지를 홍보하였다.   
 

4.1. 홍보물 조정·관리   

조직위는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일부   
홍보간행물 내용의 중복, 과다제작,   
이중배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1988년   
1월에 올림픽간행물 조정실무회의를 갖고   
홍보간행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배포는   
배포대상별로 배포장소와 종류, 시기   
등을 구분하였으며 주요 배포대상인   
선수·임원과 회의대표, 보도진 등은   
조직위와 문공부가 맡아 배포하고   
외국관광객 및 국내관광객은 서울시와   
관광공사가 맡아 배포하였다. 해외홍보물   
배포는 각종 행사를 계기로 한 전시,    
재외공관을 통한 송달, 개별송달 등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제22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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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홍보간행물 제작   

□ 정기간행물   
올림픽소식   
올림픽대회 준비상황을 올림픽가족과   
국민에게 전달,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82년 6월 월간 ‘올림픽소식’을   
창간하였다.  

대회홍보계획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올림픽소식’ 발간 배포사업은 회를    
거듭할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1985년 1월호부터는   
종전의 40면에서 50면으로 증면하고   
발행부수도 5,000부에서 1만부로 늘려,   
배포처를 확대하였다. 3월호부터는   
64면에 6만부로 늘려 배포대상을   
서울중심에서 중소도시, 지방벽지로   
확산하였으며 은행과 공항, 역,   
터미널에도 비치, 열람케 하였다. 1985년   
10월호는 자원봉사요원 모집 특집기사를   
게재, 10만부로 증쇄 배포하였다.   
‘올림픽소식’은 1987년 4월 통권   
제56호로 종간되기까지 모두 320만부가   
발간되었다.   
 
88속보, 올림픽뉴스, 호돌이소식   
조직위는 1987년 4월로서 대회개막 전   
500일이 되자 대상별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발하여 국민의 참여폭을    
더욱 넓혔다.   

주간으로 발간한 ‘88속보’(1987. 1.   
26)는 조직위가 관계직원과 운영본부의   
담당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올림픽 준비상황 정보, 주요일정을   
담아 2면짜리 팜플렛으로 3천부씩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조직위는 격주간   
‘올림픽뉴  스

,
(1987. 3. 1)와 월간   

‘호돌이소식’(1987. 4. 1)을   
발행하였다.   
‘올림픽뉴스’는 국내홍보용으로 매번   
42만부를 발행, 관계기관과 농어촌,   
동사무소, 요식업소 등에까지   
배포하였다. 월간 ‘호돌이통신’은   
재일동포들을 위한 것으로 일본어로   
1만부씩 제작하였다.   
 

서울올림픽 뉴스레터   
조직위는 1984년 1월 31일자로 영문   
홍보계간지 ‘Seoul Olympic News'   
5,000부를 창간, 각 NOC, 재외공관,   
국내외 유관기관, 재외동포후원회 등에   
배포하였다. 동년 4월 제 2 호 5,000부,    
6월 제 3 호 1만부, 9월 제 4 호 5,000부를 

제작 배포하였다. 10월에 조직위는 각종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1, 2, 3, 4호를  

재판 발행하여 1984년중에 모두 3만   
9000부를 배포하는 실적을 보였다.   
‘올림픽 뉴스레터’는 계속해서 1985년   
3만 5000부, 1986년 4만 9000부 등 모두   
12만 3000부를 제작 배포하였다.   
 

 

 
 

 

□ 부정기간행물   
올림픽화보 ‘Games of the XXIVth   
Olympiad Seoul 1988'   
조직위는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각 경기장을   
비롯한 제반시설, 문화예술행사 내역,   
등록, 숙박, 교통편의 등의 안내를   
수록한 화보를 국문판과 일어,   
영·프랑스어 혼용판으로 제작하였다.   
배포대상은 주한 외국대사관 및   
외국단체, 외국상사, 해외공관,   
해외교포, 교민단체 등이었다.   

1983년 12월 처음으로 국문화보   
5,000부가 제작되었고 그 후 개정되어    
1984년 3월에 걸쳐 1만 8000부가 국문으로 

제작 배포되었다.   
조직위는 1984년 영어, 프랑스어   

혼용판 1만 5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1985년에는 1만 3000부, 1986년에 3회에 

걸쳐 2만부, 1987년 2회에 걸쳐 4만부를   
제작 배포하였다.   
 

각종 홀더   
국문홀더와 영·한문 혼용판 홀더가   
1982년 5월 국제스포츠용품 전시회   
때부터 홍보용으로 제작 활용되었다.   
동년 10월 일반홍보용으로 영어판과   
프랑스어판이 나왔으며 1984년 3월에는   
에스파냐어판이 나오고 10월에 쓰쿠바   
박람회를 계기로 일어판이 나오는 등   
1985년까지 중국어·아랍어·독일어   
러시아어·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 등   
11개국어판으로 된 서울올림픽 홍보용    
홀더 55만 7000부가 발행되었다.   

홀더의 내용도 서울올림픽 준비가   
진척되어감에 따라 계속 수정   
보완되었으며, 1987년부터 국·영·한문   
혼용판은 규격을 별도로 정하여   
14×195cm로 크게 하고, 내용도 대회의   
목적과 조직위의 임무, 대회의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밝혀나갔다. 각국어판에   
특색을 나타내며 한국의 문화와   
대회문화행사 프로그램 및 입장권 구입   
안내도 수록하는 등 1986년에서 대회   
때까지 63만 3000부를 배포하였다.   
‘Come Celebrate With Us!’ 조직위는   
서울올림픽 D-500일(1987. 5. 6. )을   
계기로 수립된 대외홍보 확산계획의   
하나로 해외용 홀더를 제작 배포하였다.   
크기는 30×21cm규격, 로얄아트지 4색도   
6면짜리 10만부로 주요배포처인   
휘장업체와 재외공관을 통하여   
발송되었다.   

‘우리는 올림픽 국민’은 1987년 연중에   
걸쳐 16만부가 발행된 국민의식   
계도홍보용 홀더로서, 대회의 개요와   
경기시설 준비, 문화행사 등   
세부추진상황이 담겨져 있다. 이 홀더는   
범민협 등을 통해 배포되었다.   
 

12 

12. 1982년 6월부터 ‘올림픽소식’이 발간되어 

 대회준비상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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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책자들   
1984년 11월 조직위는 국민홍보용   
특별소책자를 제작하였다. 올림픽이념과   
올림픽 약사, 대회의 준비상황과   
기대효과, 국민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인류에 평화를 민족에 영광을’   
등의 소책자가 1985년 11월 제66회   
전국체전 및 각종 국내행사에   
배포되었다.   
 

‘인류에 평화를 민족에 영광을’   
1986년 1월 국내용 서울올림픽   
소개책자로 4만부가 발간되었다.   
올림픽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올림픽에 대한 역사, 경기, 종목해설   
등을 담고 있다.   
 
‘제24회 하계올림픽대회 준비’ 
4·6배판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이   
홍보책자는 행사운영 전반과 경기운영,   
국민참여운동 등을 개괄한 준비상황을    
알리고 있다. 1987년 7월, 1만부가   
발간되었다.   
 

‘A Guide to the 24th Olympiad’ 
올림픽 전반사항을 안내한 영문판   
소책자로 1987년 10월 2만부가 발간된   
이래 1988년 1월에는 20만부가   
추가인쇄되고 5월에 수정판 1만부가    
나왔으며, 대회기간중인 9월 계속    
수정판으로 3회에 걸쳐 2만 5000부가 인쇄 

배포되었다.   
 

‘Guide de la XXIV
éme Olympiade Séoul 

1988’   
서울올림픽 전반사항 안내서의    
프랑스어판으로 프랑스어권 선수, 임원,    
보도진 등 올림픽패밀리와 관광객을 위해   
1988년 4월 1만부가 발간되었다.   
 

‘서울올림픽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대회 개최 직전인 9월초 발간한 이 책자는   
서울올림픽의 준비상황과 올림픽상식,   
참가국가 소개, 경기내용, 관전요령,   
경기장 안내 및 올림픽 개최효과 등을   
담고 있다. 10만부가 발행 배포되었다.   
 

4.3. 시청각물 제작   

 

□ 올림픽 홍보영화   
조직위는 1984년 7월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홍보영화 ‘Seoul prepares for the   
24th Olympiad 1988'을 117개 재외공관에 

일제히 배포하였다.   
35mm 20분용으로 서울올림픽의   

준비상황을 소개한 이 영화는 영어·   
프랑스어·독일어·일어로 번역되었다.   
조직위는 올림픽주경기장 개장행사를   
추가로 수록한 것과 16mm 축소품 등의   
2종류를 보관, 필요할 때 수시로 활용   
하였다.   
 

 

 
 

조직위는 1985년도 해외홍보사업계획의   
하나로 ‘Seoul 1988’을 제작하였다.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 폐막식, 호돌이   
마스코트와 서울의 모습, 경기장,   
통신·중계시설과 숙박·관광안내와 각종   
문화행사 등 57개 자연이 수록되어 있다.   
조직위는 35mm컬러, 영·프랑스어판   
18분품을 미수교국과 IOC 회원국    
홍보용에 활용하기 위해 16mm로 축소,    
10벌을 복사 배포하였다.   

1986년에는 ‘Host to the World’영문판과 
‘세계는 서울로’로 번역된 국어판이 제작    
배포되었고, 동년 10월 영어판 ‘We are    
ready'가 제작되어 제91차 IOC 총회   
계기홍보용으로 배포되었다. 그 후   
1987년 7월 일부 수정, 국문 번역되어   
‘번영과 평화의 축제’로 제작, 113벌이   
복사 배포되었다.   

서울아시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내용으로 한 국내홍보영화 ‘민족웅비의   
대축전

, 
이 1986년 10월 제작되어 각   

극장과 집회에서 상영되었다   
1988년 12월 개·폐회식의 하이라이트를   

수록한 ‘벽을 넘어서’가 35mm 96분   
국내편으로 제작되었으며, 40분짜리   
국·영판이 별도로 제작되어 500벌이 복사   
배포되었다.   
 

□ 비디오 제작(‘Seoul Awaits You’)   
U-matic컬러 영문판 20분용이며, 1984년   
7월 KBS 협조로 제작한 홍보비디오   
제 1 호이다. 문공부 해외홍보관은 이를   
방송용 테이프로 복사, 117개 재외공관에   
사용언어권(영·프랑스·에스파냐어)별로   
동년 8월 2일까지 배포하였다. 이 작업은   
당초 제88차 IOC 총회시 서울올림픽대회   
준비상황 보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대회유치활동에서   
조직위 발족 등 단계별 업무추진 내용과   
범국민적 지원체제, 분위기, 경기시설   
공사, 요원 훈련, 서울 및 지방의 관광지   
소개, 올림픽 문화행사, 수익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올림픽공원’(컬러 10분용),   
‘Seoul Welcomes the World’, ‘Seoul   
Olympiad of Art, Seoul Festival for   
Mankind’, ‘Seoul of Seoul’ 등이 있으며   
조직위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적 협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제작한   
‘A legacy of unity’가 있다.   
 

□ 홍보용 슬라이드   
‘인류에 평화를 민족에 영광을’   
(35mm컬러)이 1986년 3월 제작되었다.   
서울올림픽의 의의, 개요, 국민협조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66벌을 복사   
활용하였다.   

‘올림픽과 나라발전’(35mm컬러 70컷,   
21분) 이 240벌 복사되어 중앙기관 46벌,   
각 시·도 13, 시·도교육위원회 13, 공무원   
교육기관 38, 투자기관 28, 국방부·군부대   
49, 시·도 민방위본부 13벌 등 공식자용으   
로 각각 배포되었다. 1988년 3월 일부수정 

제작된 복사사본이 추가로 배포되었다.  
 
 

4.4. 소형홍보물 제작   

□ 소형홍보물   
서울올림픽의 홍보확산을 위해   
각계각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스티커와 버튼, 배지, 표어 등   
소형홍보물이 제작 배포되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나 낙도홍보순회,   
홍보전시전 때는 기념품으로도   
애용되었다.   

1984년 이후 1988년까지 6종의   
소형홍보물이 제작 배포되었는데 총량은   
182만 6007개에 이른다. 종류별   
배포수량은 스티커 129만 8000매, 버튼   
18만 4000개, 배지 10만 4000개, 표어   
14만매, 소형씰 10만매, 호돌이탈   
7벌이었다.   
 

□ 포스터·기타   
대회공식포스터를 비롯하여 올림픽휘장,   
마스코트, 스포츠포스터·행사포스터·   
문화포스터 등도 대회홍보와 시각이미지    
부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연도별 제작현황   
1986년도   
• 올림픽 휘장포스터(추가) 1만 5000매   
• 호돌이 마스코트(추가) 1만 5000매   
• 호돌이 형태전개 5,000매   
• 올림픽 문화포스터(1~2호) 각 1만매   
• 올림픽 공식포스터(추가) 1만매   
 

1987년도   
•  ’87 국제요트대회 행사포스터(8월)   
• 해외입장권 판매포스터 (9월)   
• ’87 서울국제사이클 (9월)   
• 카운트다운(D-365일 계기) 2만매   
• 성화봉송주자요원 모집포스터 (12월)   
• 올림픽 기본포스터 4만매   
• 올림픽 기본포스터 중형 4종 16만매   
• 올림픽 기본포스터 소형 4종 20만매   
• 카운트다운포스터   
 
1988년도   
• 올림픽 문화포스터(1~12호) 12만매   
• 올림픽 기본포스터(4종) 35만매   
• 스포츠포스터(27종)-국·영·프랑스어   
• 요트경기 개·폐회식행사포스터   
• 팜플렛·표준편람 등   
• 스포츠 픽토그램 팜플렛 1,000부   
• 스포츠 픽토그램 팜플렛   

(영어·프랑스어) 1,000부   
• 스포츠 픽토그램   

(표준편람 교체용) 3.000부   
• 안내픽토그램 팜플렛 1,000부   
• 디자인 표준편람(책자) 5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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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설치된 홍보안내소. 

14. 올림픽공원내의 홍보안내소 

15. 서울올림픽 관련행사 안내책자들이 발간 

 배포되었다. 

16. 올림픽 개·폐회식 비디오 ‘벽을 넘어서’가  

제작되어 관계요로에 배포되었다. 

13  15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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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올림픽 공식신문   
 

5.1. 개요   

조직위는 올림픽대회기간을 전후하여   
각국 선수단·올림픽패밀리·관광객들에게   
올림픽소식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공식 일간신문 ‘서울올림피안‘(SEOUL   
OLYMPIAN)을 발행 배포하였다.   

조직위가 코리아타임즈사에 위탁하여   
1988년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작   
배포한 이 신문은 타블로이드판   
영·프랑스어 대역으로 매일 아침 64면씩   
발행되어 각 경기장과 행사장 등 조직위가   
지정한 장소에 무료 배포되었다.   

‘서울올림피안’은 9월 3일 선수촌   
개촌과 동시에 124면으로 된 창간호를   
냈고 마지막날에는 최하위기록까지    
포함한 전경기기록을 정리, 428면의    
책으로 제본 발행되었다.   

발행부수는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은 하루 1만부씩 모두 4만부를   
발행하고, 9월 7일부터 대회 종료일인   
10월 2일까지는 1일 4만 2000부씩 모두   
109만 2000부를 발행하였으며, 대회 종료   
후 3일간은 1일 1만 7000부씩 5만 1000부, 

총계 118만 3000부를 발행하였다.   
참가명단과 경기결과를 별도로   
추가발행하였다.   
 

5.2. 편집 및 제작   

□ 편집   
서울올림픽 공식신문에는 서울올림픽에   
관한 각종 뉴스와 공식기록을 속보하는   
것과 함께 참가국들의 면모를 소개하고   
주최국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광,   
쇼핑 등에 관한 정보를 실었다.   

수록내용은 경기부문, 문화부문,   
경제부문. 기타란으로 대별되었다.   
경기부문은 당일 경기일정 안내,   
경기종목 해설 및 관전요령, 선수명단,   
전날의 경기결과, 회견기사, 주요선수   
프로필, 참가선수 및 임원 동정, 경기장   
소개, 특집기획기사, 고정칼럼 등이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한국문화와 민속   
소개, 전국관광지·명소·문화재 소개와    
고유음식, 토산품, 도자기 등의 소개,   
전시회와 공연 등 문화행사 안내,   
방송프로그램, 참가국의 역사·문화·   
관광지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상,   
각국과의 교류현황, 주요공업단지   
산업시설 등을 소개하였으며, 기타   
조직위 운영상황 및 활동, 주요세계뉴스,    
일기예보, 외환시세, 항공관계사항,   
자원봉사활동 소개 등을 다루었다.   
 

□ 제작   
‘서울올림피안’의 제작준비는 1988년   
6월 400명 규모의 공식신문 제작본부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취재, 기획을   
담당하는 편집국에는 코리아타임즈의    
기존기자들과 함께 전 AFP 총국장   
펠릭스 블로, 전 AP 서울지국장   
에드윈 화이트 등 해외언론인과 국내외   
대학교수 등 전문인력 60여명이   
투입되었다. MPC내의 취재지원   
사무실은 오후 4시 1차 원고마감, 오후    
8시 최종마감까지 24시간 운영되었으며   
WINS와 활자주조기를 직접연결한   
취재-송고시스템으로 시간단축을   
꾀하였고 연합통신 및 세게 4대통신 등의    
기사와 사진게재로 지면을 한층 빛낼 수    
있었다. 33일간 발행하는 일간이었지만    
최신 레이저컴퓨터 사식과 조판 등   
신문제작의 최첨단기술이 모두 동원된   
데다 평일 64면이 발행된 신문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될 것이다.   
 

5.3. 판매 및 배포   

제작된 신문을 서울은 제본완료와   
동시에 포장, 대기차량으로 지정장소에   
운반되었으며, 지방은 부산·대구·광주에   
항공편으로 매일 오전 8시 전후에   
출발시키고, 대전은 트럭으로 오전 6시   
출발, 8시까지 현지 도착되도록 하였다.   

일반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전국의 호텔과 코리아타임즈 지사·지국   
등에 설치된 500여대의 자동판매기를 통해   
1부 500원씩 판매되었다.   

각 부서별 배달은 소요량을 파악,   
조정하여 지역별 구역단위로 일괄   
수송하였다. 서울 배포지역은 선수촌을   
비롯, MPC·IBC·김포공항·심판진   
호텔·본부호텔·패밀리아파트·서울공항·   
올림픽회관 및 경기본부였으며, 지방은   
대전·광주·대구·부산의 선수촌 및 조직위   
사무소로 정하였다.   

동 신문은 일일 발행면 수의 20% 이내의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광고지면   
구성은 선수명단(1회) 124면에 24면 한도,   
평일(33회) 64면에 12면, 경기결과(1회)   
428면에 80면 한도로 게재하였다.   
 

 

6. 회고와 평가   
 

홍보사업에 있어서 7년 동안의   
준비기간은 개최능력에 대한 회의,   
사회적 불안요인 잔존, 선진의식 결여   
등의 문제를 안고 소기의 홍보목적을    
이루어나가야 했던 기간이었다.   

홍보활동에 의하여 서울올림픽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공적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국민의 결의를 결집시켜야 했고,    
이로 인해 국민 모두가 대회운영을 위해   
합심하고 노력함으로써, 최상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982년부터 각종 체육대회 등   
스포츠 페스티벌을 통해 올림픽 준비 및   
관련상황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증진과 협조 참여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갔다. 최다의 참여를 이루기 위해   
계층별·대상별 홍보활동을 전개,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고 격의없는 대화의    
광장을 마련, 올림픽 준비상황의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시킴은 물론, 대회의   
중요성을 재인식케 하였다.   

국민의 봉사참여도 컸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요원을 공모하면서 이를 계기로   
특별 캠페인홍보를 전개, 각급   
기관·단체·개인의 실질적 참여를   
이룸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촉매가 되었다. 올림픽 홍보의   
기본자료가 되는 이념, 마스코트, 표어   
등을 제정, 유관기관에서 다각적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스터·   
스티커·비디오·간행물의 제작   
배포사업은 조정기능을 통해 사업별   
주관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과다제작현상을 사전에 방지,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였다.   

올림픽은 일정기간에 개최되는   
종합홍보로 일시적 순발력이 요청되며   
홍보메시지 전달대상이 비교적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다. 이러한 운영상의   
특성과 7년간의 상황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끈질긴 인내와 노력, 그리고 확신이   
필요한 업무였다.   

실무상 아쉬웠던 점은 1987년 4월   
국내홍보를 전담하는 홍보보도국과   
해외홍보를 추진하는 홍보조정관실로   
홍보추진부서가 이원화됨으로써 국내외   
홍보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서 조정기능   
부재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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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올림픽 선수촌 국기광장 부근 안내소, 각종  
간행물 배포와 문의에 응답. 

18.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8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계기로 

 서울올림픽 홍보전시관이 개관 운영. 

19. 대회 공식신문 ‘THE SEOUL 

 OLYMPIAN’. 영어·프랑스어로 매일 64매씩 
 제작 배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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