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2015. 10)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한 ICT 략

김형순*, 이은 **     

*
한국정보화진흥원 문기술지원

**동덕여자 학교 컴퓨터학과

e-mail: elee@dongduk.ac.kr

A Study on ICT Strategies of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Hyongsoon Kim*, Eunyoung Lee**

*Dept of ICT Platform & Services,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Dept of Computer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요       약

최근의 국제 올림픽은 첨단 ICT 기술‧산업의 경연장으로서 국가  상을 고양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자국의 기술 수 을 과시하는 요한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 국제 올림픽을 한 

ICT 략은 올림픽 이후 련 산업에 발 에 지 않은 향을 끼칠 수 있어서 각국은 해당 올림픽의 

ICT 기술과 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  올림픽 ICT 용 황을 간략하

게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의 ICT 추진 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의 국제 올림픽은 첨단 ICT 기술‧산업의 경연장

으로서 국가  상을 고양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자국의 

기술 수 을 과시하는 요한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한 국제 올림픽을 한 ICT 략은 올림픽 이

후 련 산업에 발 에 지 않은 향을 끼칠 수 있어서 

각국은 해당 올림픽의 ICT 기술과 략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올림픽에서 

각국은 자국의 문화를 기술  신을 통하여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우리나

라의 강 인 세계 최고 수 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최

고의 ICT 서비스와 ICT 제품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ICT 서비스와 제품을 활용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을 

지원하고, 향후에 있을 일본, 카타르 등 주요 경기 개최국

과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ICT 서비스와 ICT 제품

을 략 으로 품목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상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역  올림픽 ICT 용 황을 간략하

게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의 ICT 추

진 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역  올림픽 ICT 용 황

   2008년에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은 “첨단 ICT 기술 시

연을 통한 과학기술 올림픽”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고자 하 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유선인

터넷을 기반으로 한 생 계서비스  독자 3G․ 역 무

선 서비스 제공하 다. 한 올림픽 최 로 RFID 입장권, 

얼굴식별기술을 경기장에 용하여 람객의 경기장 입장

에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 으며, 동시에 정확한 람인

원 집계에 활용하고자 시도하 다. 이 과정에서 RFID 입

장권은 잦은 오류로 인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얼굴

인식기술은 이 보다 95% 이상의 높은 인식률을 보여  

경기 진행에 편의를 제공하 다. 

   2010년 벤쿠버 동계 올림픽에서는 트 터(twitter)를 

활용하여 올림픽을 통한 공유와 참여를 실 하고자 했다. 

3G 기반 무선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가 

본격 으로 경기 홍보와 정보 제공에 이용되기 시작하면

서 ‘트 터 올림픽의 원년’으로 불린다. 세계 최 로 스마

트기기와 PC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 정보와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 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들이 직  촬 한 장면

이 SNS로 확산·공유되면서 경기 정보의 소셜화가 보편화

되어 “SNS 기반 방향 소셜올림픽”이라는 별칭을 얻었

다. 조직 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 고, 올림픽 최

로 공식 앱을 개발하여 2개의 공식 앱(Join In, Results)이 

제공되었다. 한 개발도상국을 상으로 실시간 번역서비

스를 제공하여 올림픽 정보를 차별 없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창구 마련하 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가상화 네트워크 기술

을 도입하 다. 사용자별로 근 가능한 서비스와 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여 안정 인 ‘BYOD(Bring Y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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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맞춤형 IoT 서비스 시 

Device) 올림픽’을 구 하 다. 선수단, 코치, 자원 사자, 

IOC 원이 사용하는 12만여 개의 모바일 기기를 연결하

고, 데이터, 음성, 상,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36개의 HD

비디오 채 을 지원하 다. 한 람객들은 경기장에 설

치된 2,500여개의 AP를 통하여 고속 Wifi에 무료로 

속 가능하도록 지원하 다. 

   역시 2014년에 개최된 라질 월드컵은 4D, 빅데이터 

등을 용하여 역사상 가장 디지털한 월드컵이라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독일 월드컵 표 은 빅데이터 기반의 솔

루션을 훈련과 경기에 활용하여 월드컵 우승이라는 좋은 

성 을 거둔 것으로 유명하다.

3. ICT 올림픽 추진 략

   평창 올림픽 추진 원회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평창 K-ICT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4가지 추진 

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우선 평창 K-ICT 올림픽을 한 수출 략 단지를 조

성하고 있다. 평창 K-ICT 올림픽 수출 략 단지는 2018

년도까지 정부와 민간 공동 투자로 1,863억원을 조성하여 

5G, IoT, UHD 기술과 서비스를 장에서 시험·검증하는

데 활용할 정이다. 2015년에는 베뉴지역을 수출 략 단

지로 지정하며, 2016년에는 장비, 네트워크 등 실증을 

한 설비를 구축할 정이다. 2017년에는 이를 이용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 략은 체 ICT 서비스와 상품을 단일 랜

드로 상용화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다. 단일 랜드를 통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에 용된 기

술과 서비스를 패키지의 형태로 상품화하고, 수출 상품으

로 발 시킬 정이다. 

   를 들어,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활

용하면 선수  계자, 람객들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은 입국부터 강원도 이동, 경기

람  쇼핑, 출국까지의 일정을 개인별로 필요한 교통․숙

박․  등의 정보를 IoT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략은 련 ICT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다. 

2017년부터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새롭게 선보일 신기

술을 상으로 주요 선진국과 략  제휴를 추진할 정

이다. 한 정부와 기업이 공조하여 ITU  사실 표 화 

기구(one M2M, ATSC 등)를 통한 국제 표 화도 추진할 

정이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주요 수출 략국을 선정

하고 수출 상국 정부와 의체를 구성할 정이다. 의

체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ICT 기술·서비스 용 사례

를 공유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상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홍보를 통한 심을 변으로 확

할 략이다. 국민 홍보를 통하여 사회  심을 제고하

고, 아이디어 공모  개최  서포터즈 운 으로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 인 의견을 수렴할 정이다. 특히 평창 

ICT 동계올림픽에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사용자 입장

에서 테스트하고, 이를 홍보하는 서포터즈의 운 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한 국민들의 심과 참여를 고취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역  올림픽 ICT 용 황을 소개하

고 이를 바탕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의 ICT 추진 략을 

분석하 다. 

   2018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은 성공 인 개최

와 운 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강 인 세계 최고 수 의 

ICT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ICT 서비스와 ICT 제품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상

되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고품질 ICT 서비스와 제품

의 해외 수출 증 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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