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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자 

대한민국의 첫 동계올림픽에 직접 참여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산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강원도 평창·강릉·정선에서는 

15개 종목·102개 세부종목의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진다. 가는 길이 멀게 느껴져 망설인다면 걱정은 금물. 제2영동 

고속도로 개통 이후 이동시간이 단축됐고 각 지역 환승주차장에서는 

경기장으로 향하는 무료셔틀버스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개통된 

KTX 경강선은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으며 돌아오는 

막차 또한 1시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1일 1경기 응원도 가능할 것이다.

패럴림픽은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올림픽이 종료된 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 장애가 있어도 

끝까지 이겨내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도전정신과 올림픽정신에 더 큰 감동을 느낄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여러 나라가 지켜보는 적막 속에서 하얀 종이에 쓰여진 

‘PYEONGCHANG 2018’을 보는 순간, 마음을 졸이던 대한민국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7년 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강원도의 변화와 새로운 올림픽 

꿈나무들의 성장 소식이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올 2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 

간의 대장정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펼쳐진다. 하얀 설원에서 펼쳐지는 멋진 경기와 하나된 

대한민국의 응원을 듣기 위해 떠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만큼 

아름답고, 응원단의 마음만큼 가슴 따뜻한 평창을 다채롭게 즐겨보자!

글·사진
이휘리 
(공감기자)

공군 IN

공군이 추천하는 나들이 명소

설원의 멋진 승부를 눈앞에서~

떠나자, 평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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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경기일정 -  개회식 : ’18. 2. 9.(주경기장) 

폐회식 : ’18. 2. 25.(일) 

공식홈페이지(일정 및 경기 예매)

https://www.pyeongchang2018.com

평창 동계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수호랑’

평창 동계 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 ‘반다비’



멋진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선수들의 승리를 응원할 수 있는 132km의 

트레킹코스. 정선과 평창, 강릉을 잇는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올림픽(평창)+아리랑(정선)+바우(강릉바우길)의 의미가 합쳐졌으며 총 

9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정선 5일장에서 시작해 한반도지형마을, 

대관령, 오죽헌 등 대표적인 관광지를 거쳐 경포해변까지 완주하면 

선수들이 느끼는 성취감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꽁꽁 언 오대천 아래로 활기차게 노니는 송어와 

함께하는 축제가 있다. 평창은 국내 최대 송어 양식지로. 맑은 

물에서 자란 송어를 직접 잡아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평창 

송어축제’가 올림픽 기간에 열린다. 텐트·얼음낚시와 맨손잡기뿐 

아니라 눈썰매, 얼음자전거, 스노 래프팅 같은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뜨거웠던 경기의 열기도 식힐 겸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곳을 함께 소개한다. 하늘과 

맞닿은 대관령 하얀 설원에 토실토실한 양들이 평화롭게 누워있는 

양떼목장은 사랑스러운 양과 함께 눈밭 위를 걷거나 움막을 배경으로 

가만히 서있는 모습만으로도 예술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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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아리바우길

 평창송어축제

대관령 양떼목장

일정 :  ’17. 12. 22. ~ ’18. 2. 25. (9:00~17:00)

위치 : 평창군 진부면 오대철 일원 

문의전화 :  평창 송어축제위원회 (033)336-4000)

올림픽만? 
강원도를 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