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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앞서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경기 운영 노하우를 쌓기 위해 해당 종목이 치러질 

바로 그 경기장에서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21개의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테스트이벤트란?

테스트이벤트라고 부르지만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대회 등 중요한 ‘국제경기’를 실제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올림픽과 비슷한 강도의 경기운영을 통해 현실적으로 대회 준비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이벤트 개요
Overview of Test Events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완성도를 살펴봅니다.

인력, 예산, 시스템, 수송 등 전반적 운영을 점검합니다.

운영진에게 국제 대회 및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운영 기회를 제공합니다.

돌발사태, 응급사태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2018 평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주요 경기장 안내



5

2017 강릉 세계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A-Pool

2017 IIHF 아이스하키 U18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젼 Ⅱ 그룹A

2017 IIHF 아이스하키 여자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젼 Ⅱ 그룹 A

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presented by Viessmann

Viessmann 루지월드컵 & Viessmann 팀계주 월드컵 presented by BMW

2017 FIS 노르딕 복합 월드컵 presented by Viessmann

(루지) FIL 1차 국제훈련주간

ISU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2017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2017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2017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2016/17 FIS 스노보드 월드컵

2017 FIS 스키점프 월드컵 presented by Viessmann

2017 정선 세계장애인스노보드 월드컵 파이널

2017 정선 세계장애인알파인스키 월드컵 파이널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2017 Audi FIS 스키 월드컵

2017 평창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

2017 BMW IBSF 봅슬레이 & 스켈레톤 월드컵 평창 presented by 진에어

2017 BMW IBU 바이애슬론 월드컵

(봅슬레이/스켈레톤) IBSF 1차 국제훈련기간 02-12

10-18

11-20

테스트이벤트 일정
2016/17 Test Event Calendar

올핌픽 테스트이벤트 (14개)

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 (5개)

비 경쟁 테스트이벤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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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소개
Event Information

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presented by Viessmann

대회일정  2017. 2. 3~5

종 목  크로스컨트리(스프린트, 스키애슬론, 팀 스프린트)

경 기 장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

2017 FIS 노르딕 복합 월드컵 presented by Viessmann

대회일정  2017. 2. 4~5

종 목  노르딕 복합(개인 라지힐, 팀 라지힐)

경 기 장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종목소개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설상 마라톤으로 평지, 언덕, 내리막으로 구성된 코스를 빠른 시간 안에 주행하는 

종목입니다. 스프린트 경기는 0.4~1.8km의 빠르게 주행하는 단거리 종목이며, 팀 스프린트는 2인이 1

조가 되어서 스프린트 경기를 주행하는 종목입니다. 스키애슬론 경기는 클래식 주법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프리 스키로 갈아 신고 프리 주법으로 나머지 거리를 주행하는 종목입니다. 2017년 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대회입니다.

종목소개

노르딕 복합은 크로스컨트리스키와 스키점프를 함께 치르는 경기입니다. 높은 기술과 대담성을 필요로 

하는 스키 점프와 강인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를 모두 치러야 하므로 스키 경기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종목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는 남자 부문만 치러집니다. 2017 FIS 

노르딕복합 월드컵은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노르딕복합 월드컵 대회가 될 것입니다.

날짜 시간 행사명

2. 3(금)
16:30~17:00
19:00~20:30
20:40~20:50

스프린트 예선전 (남/여)
스프린트 결승전 (남/여) 
시상식

2. 4(토)
14:30~15:15
16:00~17:30
17:40~17:50

스키애슬론 결승전 (여자)
스키애슬론 결승전 (남자) 
시상식

2. 5(일)
17:00~18:30
19:00~20:00
20:10~20:20

팀 스프린트 준결승전 
팀 스프린트 결승전 
시상식

날짜 시간 행사명

2. 4(토)

17:00
18:00
20:30
21:00

스키점프 단체전 연습경기   
스키점프 단체전 본선   
크로스컨트리 단체전 본선
우승팀 발표

2. 5(일)

17:00
18:00
20:30
21:00

스키점프 개인전 연습경기/예선 
스키점프 개인전 본선   
크로스컨트리 개인전 본선  
우승자 발표 

경기일정

경기일정

주관방송사. MBC(방송 일정은 추후 확정)

주관방송사. MBC(방송 일정은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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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U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대회일정  2017. 2. 9~12

종 목  스피드스케이팅(500m, 1000m, 1500m, 여 3000m, 남 5000m, 팀 추월)

경 기 장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2016/17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대회일정  2017. 2. 10~18

종 목  프리스타일 스키(에어리얼, 모글, 하프파이프)

경 기 장  보광 스노 경기장

종목소개

스피드 스케이팅은 2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여 400m 아이스트랙에서 속도를 겨루는 빙상경기입니다.

400m는 인코스와 아웃코스로 구별하며 각 선수는 매 바퀴마다 코스를 교차하여 경기를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은 이와 같은 개인종목 외에 팀추월과 같은 단체종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는 동계올림픽 최초로 매스스타트 경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매스스타트는 400m 

트랙에서 쇼트트랙과 같이 여러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하여 순위를 겨루는 종목입니다. 개인종목, 

매스스타트 그리고 팀추월 경기가 모두 열리게 되므로 올림픽대회 종목을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종목소개

프리스타일 스키는 선수들이 슬로프를 자유롭게 활강하면서 공중곡예를 통해 예술성을 겨루는 경기로 

설원의 서커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스키와는 달리 백플립, 트위스트 등 선수들의 

화려한 공중 기술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17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에서는 

에어리얼, 모글, 하프파이프 총 3개의 세부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에어리얼은 스키를 신고 점프대를 

도약하여 공중 동작을 펼치는 경기로 기계체조의 도마 종목과 유사한 경기입니다. 모글은 인위적으로 

만든 둔턱(모글)지형에서 경기가 치러지며 코스 중간 부분에 2번의 점프가 존재합니다. 하프파이프는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모양)를 내려오면서 점프와 회전 등 공중 연기를 

선보이는 종목입니다.

날짜 시간 행사명

2. 9(목) 16:30~17:00 | 17:15 | 18:35 개막식 | 여자 3000m(생방송) | 남자 5000m

2. 10(금)
17:30 | 18:00 | 19:00

19:39
여자 500m | 남자 500m(생방송) | 여자 팀추월
남자 팀추월

2. 11(토)
17:30 | 18:40 | 19:40

20:30
여자 5000m | 남자 1000m | 여자 1000m
남자 1000m(전체 생방송)

2. 12(일)
18:00 | 19:06 | 20:20

20:36
여자 1500m | 남자 1500m | 여자 매스스타트
남자 매스스타트(전체 생방송)

날짜 시간 행사명

2. 10(금)
13:40~17:20
19:00~20:10

에어리얼 예선
에어리얼 결승

2. 11(토)
15:20~17:50
19:00~20:15

모글 예선
모글 결선

2. 16(목) 09:05~16:05 하프파이프 예선

2. 18(토) 13:30~15:08 하프파이프 결선

경기일정

경기일정

주관방송사. SBS

주관방송사. JTBC스포츠(모글, 에어리얼), SBS스포츠(하프파이프)

※ 테스트이벤트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Hello PyeongChang 테스트이벤트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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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소개
Event Information

2016/17 FIS 스노보드 월드컵

대회일정  2017. 2. 12~19

종 목  스노보드(평행대회전, 하프파이프)

경 기 장  보광 스노 경기장

2017 FIS 스키점프 월드컵 presented by Viessmann

대회일정  2017. 2. 15~16

종 목  스키점프(노멀힐, 라지힐)

경 기 장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종목소개

스노보드는 보드를 이용하여 슬로프를 질주하는 종목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스포츠로 발전하여 세계 

각국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발전되었으며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17 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는 평행대회전, 하프파이프 총 2개의 세부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평행대회전은 두 명의 선수가 평행하게 설치된 두 개의 기문 코스(블루, 레드)

를 동시에 출발하여 빨리 내려오는 선수가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하프파이프는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모양)를 내려오면서 점프와 회전 등 공중 연기를 선보이는 종목입니다.

종목소개

스키점프는 스키를 타고 급경사면(35°~37°)을 90km/h 이상으로 활강하여 내려오다 도약대로부터 착지

까지 가장 멀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비행해서 착지하는 경기입니다. 활강과 비행 모습이 아름다워 스키 경기

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6/17 FIS 스키점프 월드컵은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에서 열리며 

이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스키점프 월드컵 대회입니다.

날짜 시간 행사명

2. 12(일)
10:00~12:00
14:00~16:05

평행대회전 예선
평행대회전 결선

2. 17(금) 09:05~16:05 하프파이프 예선

2. 19(일) 13:30~14:38 하프파이프 결선

날짜 시간 행사명

2. 15(수)

10:00
16:00
17:00
19:00
20:00

여자 개인(HS109) 공식연습
여자 개인(HS109) 연습경기
여자 개인(HS109) 공식경기 & 결선 
남자 개인(HS140) 연습경기 
남자 개인(HS140) 공식경기 & 결선

2. 16(목)

14:45
15:45
17:45
18:45

여자 개인(HS109) 예선 
여자 개인(HS109) 공식경기 & 결선 
남자 개인(HS140) 연습경기 
남자 개인(HS140) 공식경기 & 결선

경기일정

경기일정

주관방송사. JTBC스포츠(평행대회전), SBS스포츠(하프파이프)

주관방송사. MBC(방송 일정은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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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대회일정  2017. 2. 16~19

종 목  피겨(싱글, 페어, 아이스 댄스, 갈라쇼)

경 기 장  강릉 아이스 아레나

Viessmann 루지월드컵 & Viessmann 팀계주 월드컵 presented by BMW 

대회일정  2017. 2. 17~19

종 목  루지(더블, 싱글, 팀 계주) 

경 기 장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종목소개

예술과 스포츠가 결합된 피겨스케이팅은 아름다움과 정확한 기술요소를 모두 갖추어 음악과 함께 

표현하는 경기입니다. ISU 사대륙 선수권대회에서는 올림픽의 세부종목인 팀 이벤트를 제외한 남자 

싱글, 여자 싱글, 페어, 아이스 댄스 등의 종목을 개최하게 되며 각 세부종목별 쇼트 프로그램(쇼트댄스)

와 프리스케이팅(프리댄스)를 실시하여 총점으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번 강릉에서 열리는 2017 

ISU 사대륙선수권대회는 유럽을 제외한 4개 대륙의 선수들이 출전하며, 신설되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챔피언십대회입니다.

종목소개

루지는 최대 시속 135km 이상의 속도로 1,857m 길이의 얼음이 덮인 트랙을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종목입니다. 남자 싱글, 여자 싱글, 더블, 팀계주 등의 세부종목이 있으며 1/1000초까지 측정해 기록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2016/17 비스만 루지 월드컵, 루지 팀계주 월드컵은 우리나라 유일의 슬라이딩 

트랙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대회가 될 것 입니다.

날짜 시간 행사명

2. 16(목)
11:00~13:40

14:15~16:35 | 17:00~17:30
17:50~21:45

아이스댄스 쇼트댄스(생방송)
페어 쇼트프로그램 | 개막식(생방송)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생방송)

2. 17(금)
13:30~16:35
17:45~21:55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생방송)
남자싱글 쇼트프로그램

2. 18(토)
14:00~16:50
18:00~21:55

페어 프리스케이팅(생방송)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

2. 19(일)
11:00~15:05
17:30~20:00

남자싱글 프리스케이팅(생방송)
갈라(Exhibition)

날짜 시간 행사명

2. 17(금) 09:30 네이션스컵

2. 18(토)
15:20 | 16:40
19:00 | 20:20

더블1차 주행 | 더블 2차 주행
여자싱글 1차 주행 | 여자싱글 2차 주행

2. 19(일)
16:20
17:55
20:00

남자싱글 1차 주행
남자싱글 2차 주행
팀계주

경기일정

경기일정

주관방송사. SBS

주관방송사. KBS(방송 일정은 추후 확정)

※ 테스트이벤트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Hello PyeongChang 테스트이벤트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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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소개
Event Information

2017 세계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대회일정  2017. 2. 16~26

종 목  컬링(남자/여자)

경 기 장  강릉 컬링 센터

2017 BMW IBU 바이애슬론 월드컵

대회일정  2017. 3. 2~5

종 목  바이애슬론(스프린트, 추적, 릴레이)

경 기 장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종목소개

컬링은 빙판 위에 그려진 표적 중앙에 약 20kg 무게의 돌(스톤)을 누가 더 가까이 붙이느냐를 겨루는 빙상 

종목입니다. 선수는 일반적으로 4명으로 한 팀이 구성되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신규종목인 

믹스더블 종목은 남녀 혼성 경기로서 남1, 여1명의 선수가 한 팀으로 구성되며 빙판 위의 체스라 불리기도 

합니다.

종목소개

바이애슬론은 역동성과 섬세함을 두루 갖춘 스포츠입니다. 3~4km를 숨 가쁘게 달려와서 사격장에 

들어서면 가슴을 치는 맥박을 낮춰야 하고 사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중들조차 숨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주력도 좋아야 하고 사격술도 뛰어나야 합니다. 경기 중 두 번 또는 네 번의 사격이 있는데 

한 번에 다섯 개의 타깃을 맞춰야 합니다. 타깃을 맞추지 못하면 불명중 한 개당 150m의 벌칙주로를 

돌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량을 통틀어 최선을 다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평창에서 스프린트와 추적, 

릴레이경기를 겨루게 됩니다.

날짜 시간 행사명

2. 16(목) 13:00~13:30 개막식

2. 24(금)
09:00~12:00
14:00~17:00
19:00~23:00

타이브레이커 
플레이오프(여자) 
플레이오프(남자)

2. 25(토)
14:00~17:00
19:00~23:00

준결승(남/여) 
결승 및 3, 4위전(남자)

2. 26(일) 14:00~17:00 결승 및 3, 4위전(여자)

날짜 시간 행사명

3. 2(목) 19:15~20:05 | 20:15~21:30 영점사격 | 여자 스프린트

3. 3(금) 18:00~18:50 | 19:00~20:15 영점사격 | 남자 스프린트

3. 4(토)
18:00~18:30 | 18:45~19:30
19:45~20:15 | 20:30~21:15

영점사격 | 여자 추적
영점사격 | 남자 추적

3. 5(일)
15:45~16:15 | 16:30~17:45
19:00~19:30 | 19:45~21:00

영점사격 | 여자 릴레이
영점사격 | 남자 릴레이

경기일정

경기일정

주관방송사. WCTV

주관방송사. EBU(유럽방송연합)

*2.16(목)~2.23(목) 09:00~23:00 예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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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udi FIS 스키 월드컵

대회일정  2017. 3. 4~5

종 목  알파인(활강, 슈퍼대회전)

경 기 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

2017 BMW IBSF 봅슬레이 & 스켈레톤 월드컵 평창 presented by JIN AIR 2017 

대회일정  2017. 3. 17~19

종 목  봅슬레이/스켈레톤(봅슬레이 4인승·2인승, 스켈레톤 1인승)

경 기 장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종목소개

알파인 스키는 최고 시속 130km의 속도로 눈 덮인 슬로프를 내려오는 설상 종목의 하나입니다. 2017년 

Audi FIS Ski Ladies’ World Cup에서는 활강 및 슈퍼대회전 등 스피드 종목의 경기가 열리며, 이는 2016

년 남자 월드컵 스피드 종목이 한국에서 최초로 정선경기장에서 개최된 이후 열리는 최초의 여자 스피드 

종목 경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목소개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개최되는 봅슬레이 & 스켈레톤 종목은 썰매를 타고 얼음으로 만든 트랙을 

질주하는 설상종목의 하나입니다. 2인승(남.여)과 4인승(오픈)의 봅슬레이종목과 남.여 스켈레톤 종목으로 

구성되며 평균 135 km/h 이상의 빠른 속도로 평균 16개 커브로 구성된 1,500m 길이의 트랙을 주행합니다. 

월드컵경기는 종목당 2회 주행을 하며, 각 주행시간을 합산하여 최단 시간을 기록한 팀(선수)이 우승하게 

됩니다. 2016/17 시즌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개최되는 BMW IBSF 8차 월드컵은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봅슬레이 & 스켈레톤 대회가 될 것입니다.

날짜 시간 행사명

3. 4(토) 11:00~13:00 | 13:30~14:30 DH | 시상식

3. 5(일) 11:00~13:00 | 13:30~14:30 SG | 시상식

날짜 시간 행사명

3. 17(금)

14:00~14:40
15:10~15:50
16:00~16:10
18:00~19:00
19:30~20:10

20:20~21:10 | 20:50~21:10

스켈레톤 (여자1차 주행)
스켈레톤 (여자2차 주행)
플라워 세리머니
스켈레톤 (남자1차 주행)
스켈레톤 (남자2차 주행)
플라워 세리머니 | 시상식

3. 18(토)

14:00~14:45
15:15~16:00
16:10~16:20
18:00~19:05
19:35~20:20

20:30~20:40 | 21:00~21:20

봅슬레이2인승 (여자1차 주행)
봅슬레이2인승 (여자2차 주행)
플라워 세리머니
봅슬레이2인승 (남자1차 주행)
봅슬레이2인승 (남자2차 주행)
플라워 세리머니 | 시상식

3. 19(일)
15:30~16:05
16:35~17:20

17:30~17:40 | 18:00~18:20

봅슬레이4인승 (1차 주행)
봅슬레이4인승 (2차 주행)
플라워 세리머니 | 시상식

경기일정

경기일정

주관방송사. SPOTV(방송 일정은 추후 확정)

주관방송사. IBSF 자체제작

※ 테스트이벤트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Hello PyeongChang 테스트이벤트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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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소개
Event Information

2017 IIHF 아이스하키 U18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젼 Ⅱ 그룹 A

대회일정  2017. 4. 2~8

종 목  아이스하키

경 기 장  강릉/관동 하키 센터

종목소개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계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입니다. 한 팀 

당 총 6명(골키퍼(GK) 1명, 디펜스(DF) 2명, 포워드(FW) 3명)의 선수가 경기하며, 1피리어드당 20분씩 총 3

피리어드 동안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하는 종목입니다. 3피리어드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장전을 

실시하며 연장전에서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승부치기를 실시하여 승패를 결정합니다.

아이스하키는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열린 제7회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한국에는 1928년 처음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자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Ⅰ 그룹 A)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 아이스하키 테스트이벤트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남자 U18

대회입니다. 출전팀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영국,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등 6

개국 6개팀입니다.

날짜 시간 경기 장소

4. 2(일)

미정
12:00~14:30
16:30~19:00
21:00~23:30

개막식
리투아니아-한국
루마니아-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영국

강릉
관동 
강릉
강릉

4. 4(화)
12:00~14:30
16:30~19:00
21:00~23:30

크로아티아-에스토니아
루마니아-리투아니아
한국-영국

관동 
강릉
강릉

4. 5(수)
12:00~14:30
16:30~19:00
21:00~23:30

루마니아-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영국
크로아티아-한국

강릉
관동
강릉

4. 7(금)
12:00~14:30
16:30~19:00
21:00~23:30

영국-루마니아
리투아니아-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한국

강릉
강릉
관동

4. 8(토)

12:00~14:30
16:30~19:00
21:00~23:30

미정

영국-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한국-루마니아
폐막식 및 시상식

강릉
강릉
강릉
강릉

경기일정

테스트이벤트 주관방송사 안내

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FIS 노르딕 복합 월드컵

FIS 스키점프 월드컵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모글, 에어리얼)

FIS 스노보드 월드컵(평행대회전)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하프파이프)

FIS 스노보드 월드컵(하프파이프)

FIS 스키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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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IHF 아이스하키 여자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젼 Ⅱ 그룹 A

대회일정  2017. 4. 2~8

종 목  아이스하키

경 기 장  강릉/관동 하키 센터

종목소개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계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종목입니다. 한 팀 

당 총 6명(골키퍼(GK) 1명, 디펜스(DF) 2명, 포워드(FW) 3명)의 선수가 경기하며, 1피리어드당 20분씩 총 3

피리어드 동안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하는 종목입니다. 3피리어드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장전을 

실시하며 연장전에서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승부치기를 실시하여 승패를 결정합니다.

아이스하키는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열린 제7회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는 198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는 1928년 처음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자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은 2004년에 처음으로 IIHF가 주최하는 경기에 

출전하였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여자세계선수권대회(디비전Ⅱ 그룹 B)를 비롯하여 

국제 아이스하키 경기가 국내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출전팀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네덜란드, 영국, 

슬로베니아, 호주 등 6개국 6팀(예정)입니다.

날짜 시간 경기 장소

4. 2(일)

미정
12:00~14:30
16:30~19:00
21:00~23:30

개막식
호주-북한
영국-네덜란드
한국-슬로베니아

관동
강릉
관동
관동

4. 3(월)
16:30~19:00
21:00~23:30
21:00~23:30

북한-네덜란드
슬로베니아-호주
한국-영국

관동
강릉
관동

4. 5(수)
12:00~14:30
16:30~19:00
21:00~23:30

네덜란드-슬로베니아
영국-북한
한국-호주

관동
강릉
관동

4. 6(목)
16:30~19:00
21:00~23:30
21:00~23:30

슬로베니아-영국
네덜란드-호주
한국-북한

관동
관동
강릉

4. 8(토)

12:00~14:30
16:30~19:00
21:00~23:30

미정

북한-슬로베니아
네덜란드-한국
영국-호주
폐막식 및 시상식

관동
관동
관동
관동

경기일정

IBU 바이애슬론 월드컵 IBSF 봅슬레이

스켈레톤 월드컵

ISU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루지월드컵 &

팀계주 월드컵대회

WCF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

※ 테스트이벤트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Hello PyeongChang 테스트이벤트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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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 소개
Event Information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대회일정  2017. 3. 4~11   ■종목  휠체어컬링   ■경기장  강릉 컬링 센터

2017 정선 세계장애인스노보드 월드컵 파이널

■대회일정  2017. 3. 10~13   ■종목  스노보드(크로스, 뱅크드 슬라롬)   ■경기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

2017 평창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

■대회일정  2017. 3. 10~15   ■종목  바이애슬론 / 크로스컨트리(스프린트, 개인, 미들, 롱)   

■경기장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

종목소개

휠체어컬링은 빙판 위의 체스라 불리는 컬링 경기를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종목입니다. 

컬링과 다르게 휠체어컬링은 휠체어에 앉아 스틱을 이용해서 돌(스톤)을 표적중앙에 미끄러트리고 스위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는 최고의 팀들이 총출동하는 미리 보는 패럴림픽대

회가 될 것입니다.

종목소개

장애인 스노보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스노보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 기술적인 사항 

등을 변경한 종목입니다. 경기에서의 등급은 상지장애(SB-UL)와 하지장애(SBLL-1, SBLL-2)로 분류되어 

진행됩니다. 2017 IPC 스노보드 월드컵 파이널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장애인 스노보드 

월드컵으로서 스노보드 크로스와 뱅크드 슬라롬 2가지 세부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종목소개

IPC 노르딕스키는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서, 노르딕스키 선수들은 두 종목 

모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좌식, 입식, 시각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며, 최종 경기 결과는 장애 정도에 따라 

경기등급에 맞는 핸디캡을 받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2017 IPC 노르딕스키 월드컵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월드컵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각기 다른 카테고리의 선수들이 사격을 하고 스키 

주행을 하는 다이나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미리 보는 패럴림픽대회가 될 것입니다.

날짜 시간 행사명

3. 4(토) 12:40~14:00 개막식

3. 4(토)~3. 9(목)
10:00~12:30
15:00~17:30

라운드로빈 예선
라운드로빈 예선

3. 10(금)
10:00~12:30
15:00~17:30

타이브레이커
플레이오프

3. 11(토)
10:00~12:30
15:00~17:30

준결승
결승 및 3,4위전

날짜 시간 행사명

3. 10(금)
12:30~16:00
16:15~16:45

SBX
시상식

3. 12(일) 13:30~16:30 BSL 공식훈련

3. 13(월)
12:00~15:00
15:45~16:00

BSL
시상식

날짜 시간 행사명

3. 10(금) 10:00~16:00 BT 스프린트 

3. 11(토) 10:00~16:00 CC 롱 

3. 13(월) 10:00~16:00 CC 스프린트 

3. 14(화) 10:00~16:00 BT 개인경기 

3. 15(수) 10:00~16:00 CC 미들 

경기일정

경기일정

경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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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선 세계장애인알파인스키 월드컵 파이널

■대회일정  2017. 3. 11~18   ■종목  알파인(회전, 활강, 대회전, 슈퍼대회전, 슈퍼복합)   

■경기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

2017 강릉 세계장애인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A-pool

■대회일정  2017. 4. 11~20   ■종목  아이스슬레지하키   

■경기장  강릉 하키 센터

종목소개

2017 IPC 알파인스키 월드컵 파이널은 2017년 3월 11~18일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리며 일반 알파인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전, 활강, 대회전, 슈퍼대회전 종목이 개최됩니다. 종목별로 각각 입식(standing), 좌식

(sitting), 시각장애(blind)의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한국에서는 최초로 모든 종목이 포함되어 열리는 파이널 

경기입니다.

종목소개

아이스슬레지하키란 아이스 하키를 하지장애인들이 참여하도록 변형된 경기입니다. 아이스 하키와 마찬가지

로 빙판 위에서 양 팀이 골을 넣는 경기로서, 아이스 하키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착용하는 것과 달리 아이스

슬레지하키는 썰매를 타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IPC 아이스슬레지하키 세계선수권대회는 2013년 대한

민국 고양시에서 열린 IPC 아이스슬레지하키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로 한국, 

스웨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8개국이 출전합니다.

날짜 시간 행사명

3. 11(토)
10:30~13:00
13:15~13:45

DH
시상식 

3. 12(일)
10:30~13:00
13:30~14:15

DH
시상식 

3. 14(화)
10:30~16:30
16:45~17:45

SC
시상식

3. 15(수)
10:30~15:30
15:45~17:15

SG*2 
시상식

3. 17(금)
10:00~15:00
15:00~16:15

GS
시상식

3. 18(토)
10:00~15:00
15:00~17:15

SL
시상식 

날짜 시간 일정

4. 11(화) 미정 개막식

4. 12(수)
11:00~13:00 | 15:00~17:00

19:00~21:00
경기

4. 13(목)
11:00~13:00 | 15:00~17:00

19:00~21:00
경기

4. 14(금)
11:00~13:00 | 15:00~17:00

19:00~21:00
경기

4. 15(토)
11:00~13:00 | 15:00~17:00

19:00~21:00
경기

4. 17(월)
11:00~13:00 | 15:00~17:00

19:00~21:00
경기

4. 18(화)
11:00~13:00 | 15:00~17:00

19:00~21:00
경기

4. 19(수)
11:00~13:00 | 15:00~17:00

19:00~21:00
경기

4. 20(목)

미정 5, 6위 결정전

미정 메달 경기

미정 폐막식 및 시상식

경기일정

경기일정

※ 테스트이벤트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Hello PyeongChang 테스트이벤트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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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선정 4개 무료 대회(노르딕복합/스피드스케이팅/휠체어컬링/봅슬레이 & 스켈레톤) 이외 

경기는 테스트이벤트 홈페이지(www.hellopyeongchang.com) 경기 일정에 맞추어 자율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르딕복합 및 봅슬레이 & 스켈레톤은 인터파크 예매사이트에서 예약 진행 후 현장에서 수령 가능

합니다.

▶   선수가 스타트라인에서 출발 대기 시 응원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입장 및 이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사진 촬영 시 플래시는 꺼주세요. 

▶   겨울철 날씨에 따라 경기장 내 이동통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운동화 또는 설상화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폭발 (폭죽) 또는 인화성 물품

▶ 총기, 무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 압축 및 액화가스, 강산성물질, 위험물 (가연성) 등

▶ 투척 가능한 물품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등)

▶ 병, 캔 음료나 1L 이상의 페트병

▶ 경기운영에 방해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부부젤라, 꽹과리, 북, 징 등)

▶ 300mm 이상의 카메라 렌즈 및 삼각대

▶  기타 : 애완동물, 주류, 정치·종교·사회 비판 플래카드 (인쇄물), 대형국기, 레이저포인터, 

무선신호장비 (드론, 무전기 등) 등 

※ 주취자, 정신이상자 등은 경기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 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은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폐기처리)

※ 안내견은 경기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설상 경기장 안내
Arena Guide

입장권 안내

관중 
유의사항

반입금지,
제한물품 등

클러스터 지구 베뉴 경기종목 주소(네비게이션)

마운틴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스키점프, 노르딕 복합, 빅에어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40-19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 크로스컨트리, 노르딕 복합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40-115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바이애슬론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469

용평 용평 알파인 경기장 알파인 Technical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 142-3

정선 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파인 Speed 정선군 북평면 중봉길 6

보광

보광 스노 경기장(P)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PGS, MO, AE, Slopestyle)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보광 스노 경기장(C)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보드 
(Halfpine, Cross)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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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경기장 안내
Arena Guide

조직위 선정 4개 무료 대회(노르딕복합/스피드스케이팅/휠체어컬링/봅슬레이 & 스켈레톤) 이외 

경기는 테스트이벤트 홈페이지(www.hellopyeongchang.com) 경기 일정에 맞추어 자율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인터파크 예매사이트에서 무료 입장권 예약 진행 후 현장

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관중은 인터파크 예매사이트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여 예매 번호를 숙지한 후 강릉 아이스 아레나 우측에 위치한 매표소에서 입장

권으로 발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표소는 경기 2시간 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 선수들이 힘차게 얼음을 박차고 질주할 때 뜨거운 박수와 격려로 응원해 주세요.

▶ 선수가 특정 기술을 구사할 때는 완료 후 응원해 주세요.

  (선수가 대기 중이거나 연기를 끝냈을 때 적절한 환호와 박수는 큰 힘이 되지만 집중력을 요

하는 경기 중에는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선물을 링크로 투척 시 빙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딱딱한 재질의 물건은 절대 던지지 말아 

주세요. (인형 또는 꽃다발의 작은 부속물이 링크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물은 내용물이 보

일 수 있는 투명 비닐에 포장하여 던져 주세요.)

▶ 사진 촬영 시 플래시는 꺼주세요. 

 (링크에 반사된 빛 혹은 직접적인 플래시로 선수들의 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날씨에 따라 경기장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빙질 유지를 위해 장내 기온이 낮으니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폭발 (폭죽) 또는 인화성 물품

▶ 총기, 무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 압축 및 액화가스, 강산성물질, 위험물 (가연성) 등

▶ 투척 가능한 물품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등)

▶ 병, 캔 음료나 1L 이상의 페트병

▶ 경기운영에 방해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부부젤라, 꽹과리, 북, 징 등)

▶ 300mm 이상의 카메라 렌즈 및 삼각대

▶  기타 : 애완동물, 주류, 정치·종교·사회 비판 플래카드 (인쇄물), 대형국기, 레이저포인터, 

무선신호장비 (드론, 무전기 등) 등 

※ 주취자, 정신이상자 등은 경기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 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은 별도 보관하지 않습니다. (폐기처리)

※ 안내견은 경기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권 안내

관중 
유의사항

반입금지,
제한물품 등

클러스터 지구 베뉴 경기종목 주소(네비게이션)

코스탈

강릉
올림픽파크

강릉 하키센터
아이스하키 Ⅰ 강릉시 포남동 585

강릉 하키 연습경기장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팅 강릉시 포남동 226-5

강릉 아이스 아레나 피겨/쇼트트랙 강릉시 교동 468-42

강릉 컬링 센터 컬링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32

관동대
관동 하키센터

아이스하키 Ⅱ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관동 하키 연습경기장

영동 강릉영동 쇼트트랙 연습경기장 쇼트트랙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357 



알파인 스키(스피드)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스노보드 빅에어

알파인 스키(테크니컬)

프리스타일 스키
에어리얼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프리스타일 스키
모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프리스타일 스키
슬로프스타일

프리스타일 스키
스키크로스

루지

스노보드 크로스

바이애슬론

노르딕 복합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켈레톤

컬링

스키점프

스피드 스케이팅

픽토그램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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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험관 소개
Overview of the 2018 PyeongChang House

평창올림픽 홍보체험관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은 유치영상과 드림프로그램 등 유치단계의 자료는 물론 경기장

시설 건립현황과 엠블럼 등 현재 2018평창대회가 준비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초의 

홍보체험관입니다.

전시 주제
홍보체험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적설량을 자랑하는 평창의 설산을 모티브로 하여 ‘하얀 기적, 

Whitely Amazing’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빛나는 설산을 상징하는 평창에서 만들어가는 독특

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시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구성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인 강릉 경포대 인근에 위치한 홍보체험관은 총 3,397㎡ 부지에 건축면적 387.8㎡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2018평창대회 엠블럼과 동일하게 ‘눈’을 형상화한 구조를 채택하였고 외관색채는 평창올림픽 컬러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환경올림픽을 지향하여 중고컨테이너를 재활용한 홍보체험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보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중앙홀과 11개 동계스포츠 

영웅들이 각 경기 중 실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주제전시관, 그리고 관람객들이 동계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D체험관 등 총 5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보체험관 외부에는 친환경 LED전구를 활용한 ‘소망나무’를 세워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망을 

표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대상 교육명 시간 인원 내용

유아 겨울 스포츠 알기 60분 20명
그림카드 색칠하기, 4D 체험, 컬링 체험,  
평창히어로와 사진 찍기 등

초등학생 올림픽 응원단 되기 120분 30명 내외 올림픽의 다양한 역할 이해 및 응원단 체험

중학생 UCC 올림픽 120분 30명 내외 올림픽 가치를 담은 UCC 제작

※ 교육 일정과 장소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동사항 개별 연락)

※ 신청자 인원 10명 이상부터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예약과 상관없이 상설 관람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장 소

수  강  료

신청/접수

문 의

 •유아 :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00~18:00(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오후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등생·중학생 : 매주 수~금요일 14:00부터(시간 조정 가능/1일 1개반 운영) 

 :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초당동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

 : 무료

 : 공식 홈페이지(www.PyeongChang2018.com)를 통해 신청(선착순)

 : 033-65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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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관광로드 10선
2018평창. 오랫동안 개최를 염원하고 갈망하던 동계올림픽대회가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동계스포츠 축제와 자연의 만남, 선수 

들의 열정과 멋진 여행지의 하모니는 벌써부터 여행자의 몸과 마음을 강원도로 이끕니다. 멋진 스키점프대가 설치된 

평창의 알펜시아리조트와 강릉의 평창홍보관에서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상상하는 것도 행복하고, 오대산 월정사·강릉 

오죽헌·선교장 등 개최지의 여행지를 구경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설국 속에 펼쳐질 세계 최대 겨울 잔치, 그 화려한 현장이 될 강원도의 다이내믹한 체험과 절경을 미리 돌아볼 수 있는 

올림픽로드와 여행지. 한가로이 힐링할 수 있는 바다, 강원이 보여주는 맛, 익스트림 레포츠까지 엑티브하게 즐길 수 있

습니다.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정동진레일바이크 대관령 하늘목장

강릉 해돋이 오죽헌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관광정보
Touris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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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떠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강릉(1박2일)1
Road

남이섬 평창 월정사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숙박(강릉)강릉오죽헌선교장

올림픽 
홍보관

경포호
안목 
커피거리

132Min.
161km

5Min.
2.8km

9Min.
4.3km

7Min.
3.5km

10Min.
6.2km

5Min.
2.8km

31Min.     21km

커피향 짙게 흐르는 해안길3
Road

테라로사 
커피공장

안목커피거리송정해변

강릉
솔향수목원

남항진해변 / 솔바람다리
(아라나비 체험)28Min.

13.7km
15Min.
6.9km

7Min.       3.6km

2Min.
1.2km

푸른 초원을 따라가는 그린로드5
Road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대관령 
하늘목장

안반데기 
운유길

운유촌(화전민체험)

강릉의 예술가를 만나는 감성 충전 여행2
Road

오죽헌·강릉창작인촌
(동양자수박물관 등 전통공예체험)

올림픽홍보관초당순두부마을참소리축음기박물관
선교장

매월당김시습기념관 3Min.
1.7km

6Min.
3.1km

4Min.
2.1km

7Min.      3.6km

숲, 바다, 예술이 어우러진 강릉 여름 여행4
Road

강릉통일공원 하슬라아트월드

정동진역
정동진레일바이크모래시계공원

1Min.
0.1km

6Min.
3.3km

5Min.      2.9km

18Min.
8.5km

46Min.
18.3km

2Min.     0.4km

관광정보
Touris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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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따라, 산 따라, 맛 따라 가는 로드트립10
Road

춘천 남이섬 춘천 숯불 닭갈비

원주 
뮤지엄 산평창 봉평장무이 예술관

36Min.
29km

101Min.
85.3km

7Min.
4km

96Min.     80km

오대산 숲길에서 만나는 깨달음과 치유의 시간6
Road

월정사 
선재길

상원사

오대산 산채정식월정사 템플스테이

23Min.
3.8km

5Min.
2.9km

52Min.     11.5km

석탄을 실어 나르던 옛길 ‘운탄고도’를 가다8
Road

삼탄아트마인태백 철암탄광역사촌

하이원 스키장 
마운틴 곤돌라

운탄고도
(산죽길, 하늘마중길)

In the Resort

19Min.       8.9km

44Min.
30.6km

원시 자연속으로 떠나는  탐험 여행 7
Road

어름치마을/평창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백룡동굴

영월 동강래프팅별마로 천문대
38Min.
12km

27Min.
4.7km

91Min.      45km

아리랑 노랫말을 따라가는 정선여행9
Road

아우라지 레일바이크

아라리촌아리랑 시장
3Min.
1.6km

8Min.
4.7km

12Min.
8.3km

35Min.      25km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 짚와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