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림픽의 역사,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하는 곳
목동운동장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아마추어 야구 등의 활성화를 위해 1987년 야구장 착공을 

시작으로 주경기장과 실내빙상장 등을 건립한 종합운동장입니다. 주경기장에서는 주로 육상 및 

축구대회와 각종 체육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야구장에서는 초・중・고・대학생 및 사회인 아마추어 야구 

경기, 빙상장에서는 빙상 관련 경기와 문화공연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목동운동장
아마야구와 빙상 경기의 중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버스 2415, 3217, 3411, 333 등  지하철 2, 9호선 종합운동장역 6, 7번 출구 

문의 전화 02-2240-8800  주차안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규모 3천 대  요금 5분당 소형 100원, 대형 200원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구의야구공원

오시는 길 

잠실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

(24-144)

종합운동장역

삼성역

봉은사역

한강

잠일초등학교 잠신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버스 6624, 6627, 6637, 163, 571, 306 등  문의 전화 02-2640-3848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3, 4번 출구 주차안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규모 1천 대  요금 5분당 소형 100원, 대형 3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  문의 전화 02-2699-6407

버스 603, 6624, 640, 6211, 6715 등  지하철 까치산역 3번 출구에서 도보 20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워커힐로 57-30 문의 전화 02-3436-2889

버스 130, 370, N30, 9301, 70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 3번출구에서 600m, 광나루역 4번 출구에서 500m  

신월야구공원

버스정류장(15-338)

버스정류장(15-402)

서서울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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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야구장
89년 건립되어 2008년 재창단한 KBO 리그 넥센 히어로즈의 1군 홈구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넥센 

히어로즈가 고척돔구장으로 이전한 현재는 아마추어 야구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의 시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건립년도  ‘89년 11월  수용인원 1만 6천 명  문의 전화 02-2640-3853

 주경기장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경기장으로, 축구장 및 육상트랙이 겸비된 종합운동장이며 K리그 소

속이었던 부천SK 구단(1996-2000), 안양LG치타스(2001) 구단과 내셔널리그의 서울시청축구단

(2003)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육상 및 축구대회와 각종 체육경기 외에도 다양한 

대형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립년도  ‘89년 11월  수용인원 3만 명  문의 전화 02-2640-3808

 실내빙상장(목동아이스링크)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 국내 빙상 경기의 메카로 김연아, 김동성, 전희경 등 수많은 

빙상 스포츠 스타들이 꿈을 키워온 곳입니다. 현재도 많은 빙상 선수들의 훈련장 및 경기장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일부 링크는 일반 개장을 통해 시민들도 빙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건립년도  ‘89년 11월  수용인원 7천 명  문의 전화 02-2643-3057(한국동계스포츠센터)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구의・신월 야구공원

사회인야구단이 사랑하는 야구공원 

신월과 구의야구공원은 사회인야구단과 아마야구팀이 

사랑하는 야구전용구장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

는 선진국형 볼파크로 야구장 주변에는 산책로 및 베드

민턴장 등 체육시설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월야구공원 건립년도 ‘08년 6월, 02-2699-6407

구의야구공원 건립년도 ‘08년 4월, 02-3436-2889

오목교역

목동운동장

버스정류장(15-165)

안양천

버스정류장(15-151)

양평역

구의야구공원

버스정류장(05-600)

버스정류장(05-257)

5호선 광나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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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은 한강과 탄천 가까이에 

위치해 경관이 아름답고,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88서울올림픽의 개폐막식을 비롯하여 주요 

경기가 펼쳐졌던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은 세계 스포츠사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행사뿐 아니라 

한류 스타의 공연과 뮤지컬 등 대형 문화 

공연장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88서울올림픽의 
역사와 감동이 숨쉬는 곳

1  올림픽주경기장   
한국의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올림픽주경기장

은 조선시대의 백자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유려

한 곡선이 특징입니다. 10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체육행사, 대규모 문화예술 행사 

및 콘서트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립년도 ‘84년 9월 / 수용인원 10만 명

주경기장 관람권(매표기 이용) 500원

문의 전화

주경기장 02-2240-8901

보조경기장 02-2240-8927

연식야구장 02- 2240-8971 

인라인하키장 02- 2240-8782

인라인연습장 02-2240-8782

7  문화광장 
태양의 서커스, 카발리아 등 국내외 유명페스티

벌 및 가수 공연장으로 활용되며 평소에는 시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02-2240-8971

5  제1수영장  
제1수영장은 현재 수영,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

터, 탁구 등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립년도 ‘80년 12월

규격 경영풀(25M×50M), 다이빙풀(25M×25M)

문의 전화 

제1수영장 02-2240-8751 
실내골프연습장 02-2240-8761

휘트니스 센터 02-2240-8786

탁구교실 02-418-5070

3  체육공원 
남문 입구에 시민들의 휴식처로 조성된 체육공

원은 대표적인 조형물인 웅비상을 중심으로 공

원이 조성되어 있고, 학생체육관, 제1・2수영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의 생활 체육시설이 시민

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제2수영장 02-421-3126 / 스킨스쿠버 02-415-6100

풋살경기장 02-2240-8782  

파크골프장 02-2240-8763

학생체육관 02-423-9181

4  실내체육관  
계단식 지붕이 특징으로 농구와 배구 등의 경기

와 다양한 국제회의, 이벤트, 콘서트장소로 활용

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농구 서울 삼성썬더스 농

구단 홈 구장입니다.    

건립년도 ‘79년 4월 수용인원 2만 명

문의 전화 

실내체육관 02-2240-8701~4 

실내보조체육관 02- 2240-8701~4

2  잠실야구장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야구장인 잠실야구장은 

과거 MBC청룡과 OB베어스의 홈구장으로 이용

되었으며 현재, LG TWINS와 두산 베어스의 홈

구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립년도 ‘82년 7월 수용인원 3만 명  

문의 전화 

02-2202-3834

2  잠실야구장

88’ 올림픽 당시 시범경기였던 야구가 개최되

었다. 미국의 투수 짐 애보트는 오른손 장애를 

극복하고 왼손만으로 일본과의 결선에서 완투

승, 인간승리의 주인공이 되었고 금메달은 미국

에 돌아갔다.

1  올림픽주경기장

주경기장

육상 경기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낸 스타는 미국

의 여자 육상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다. 100m와 

200m, 400m 계주 3관왕이자 개성 있는 옷차

림으로 화제가 되었다. 남자 100m 결선에서는 

캐나다의 벤 존슨이 1위를 차지했지만 도핑테

스트에서 금지약물이 적발되어 경쟁자였던 칼 

루이스에게 금메달을 넘겨주는 사건도 있었다. 

이후 칼 루이스는 오랫동안 육상계의 최고 스타

로 군림했다.  

올림픽 전시관 

88’ 올림픽 당시의 유니폼과 마스코트, 기념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입장료는 무료.  

호돌이광장/올림픽스타의 길

경기장 메인 출입구에는 88’서울올림픽의 마스

코트 호돌이가 반겨주는 ‘호돌이광장’이 있다. 

호랑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 호돌이는 아기 

호랑이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귀여운 생김새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다. 광장에서 실내체육관

으로 가는 길에는 국내의 메달리스트들을 소개

한 올림픽스타의 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호돌이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성화대 

88’ 올림픽의 성화는 최종 성화 봉송주자였던 

마라토너 손기정 옹, 86’ 아시안게임 금메달리

스트 임춘애를 거쳐 세 사람의 평범한 사람들 

손에 의해 점화되었다. 이는 올림픽 최초의 다

자점화였다. 

6  학생체육관

88’ 서울올림픽 복싱 경기는 대회 사상 최다 국

가, 최다 선수 출전으로 화제가 되었다. 무려 12

개 체급에서 모두 427경기가 열렸고, 우리나라

는 플라이급 김광선, 라이트 미들급 박시헌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5  제1수영장

국제규격의 50m 레인을 보유한 제1수영장에

서는 88올림픽 당시 다이빙과 수구 결승전이 

열렸다. 다이빙에 걸린 두 개의 금메달은 다이

빙의 황제 그레그 루가니스가 모두 차지했다.

4  실내체육관

농구는 올림픽 당시 객석 점유율이 91.2%에 

달할 정도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종목으로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농구경기는 늘 화제가 되었

다. 공교롭게도 남녀팀 모두 준결승전에서 맞붙

어 남자 경기는 소련이, 여자 경기는 미국이 승

리해 결국은 금메달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게 되

었다. 

보조경기장

연식야구장 2F

7  문화광장

남문
지하철 2, 9 호선 

(5-8번 출구)

파크골프장

제2수영장

풋살경기장2

풋살경기장3

풋살경기장1 2F

쉼터

매표기

한
강

방
향

올림픽
주경기장

1

잠실야구장

2  

학생체육관

6

실내체육관

4  

3  체육공원

인라인연습장 2F

올림픽 전시관 1F

88’ 올림픽 경기장 투어  2  잠실야구장  1  올림픽주경기장  4  실내체육관  5  제1수영장  6  학생체육관

포토투어  올림픽주경기장  웅비상  호돌이상  올림픽전시관  올림픽스타의길  호돌이광장  잠실야구장

제1수영장

5

웅비상

올림픽스타의길

인라인하키장 2F

손기정 동상호돌이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