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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from the Honourable                                                 

MAUREEN KUBINEC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환영사 

알버타주 문화체육부 장관 

모린 쿠비넥 
 

저는 알버타주 스포츠 레크레이션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한국 강원도에서 오

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머무르시는 열흘 동안 여러분의 방문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알버타-강원 두 자매 주의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으로 강원 바이애슬론 팀이 

이곳을 방문하여 주어 반갑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버타주는 강원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문화적 

유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앞으로 두 자매 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들이 스포츠와 관광을 통하여 

알버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활동적인 생활은 삶의 질을 

높이며, 이번 교류 프로그램이 우리들의 활동적인 삶에 그리고 두 자매주간

의 경제적 교류에도 큰 활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이곳 알버타주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명소와 활동들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바이애스론 알버타 협회에도 감사를 드립

니다.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모린 쿠비넥 



 

 

 
 

 

 

Welcome from the Honourable                                                 

MAUREEN KUBINEC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Welcome from                                                  
JOHN SHORT 
Chair, Alberta Sport Connection 

환영사 

알버타 스포츠 커넥션 

존 쇼트 
 

알버타 스포츠 커넥션을 대표하여 이번 알버타 강원 국제 스포츠 

교류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알버타 스포츠 커넥션은 참여와 파트너쉽을 통해 스포츠 발

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이번 교류를 매우 환영합니다. 

 

국제 스포츠 교류는 젊은 운동선수들의 발전에 기여하며 모든 참

가자들에게 다양하며 활기찬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리고 선의의 경쟁과 새로운 사고에 대한 열린 기회를 통하여 개

인과 조직의 성장을 격려합니다. 그러한 기회들은 모든 참가자들

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교류에 기여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번 스포츠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바이애슬론 알

버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 알버타에서 즐거운 시간되

시기를 바랍니다. 

 

 

 

 

 

존 쇼트 



 

 

 
 

 

 

Welcome from                                                  
JOHN SHORT 

Chair, Alberta Sport Connection 

On behalf of the Alberta Sport Connection, it is my pleasure to 

welcome all athletes, coaches and representatives participating in 

this International Sport Exchange between Alberta and Gangwon, 

Korea.   

 

As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development of sport with a 

mission to enhance, advocate and inspire participation and  

partnerships, we are very pleased to be a part of this initiative.    

 

International sport exchang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young athletes and provide all participants with both diverse and 

vibrant cultural experiences and sport development opportunities. 

  

They encourage personal and organizational growth through the 

spirit of friendly competition and openness to experiencing new 

ideas and perspectives.  Such opportunities provide unforgettable 

experiences for everyone involved.  

 

Thank you to all of our partners for the roles you have played in 

organizing this initiative. A special thank you goes to Biathlon 

Alberta for helping to make this sport exchange possible, and 

welcome to all our visiting athletes and delegates.   

Enjoy your time in Alberta!  

 

 
John Short 

Chair 



 

 
 

 

 

Welcome from                                                  
KEN DAVIES 
President, Biathlon Alberta 

 

환 영 사 

켄 데이비스 

바이에슬론 알버타 프레지던트 
 

바이에슬론 알버타는 수년에 걸친 강원도-알버타주 스포츠 교류에 이번 프

로그램을 통하여 저희가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교류 프로

그램을 통하여 강원도에서 오신 리더들, 코치들, 그리고 선수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문화적 그리고 스포츠  체험이 되도록 알버타 주민인 저희

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버타주는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도시들, 광대한 농업과 목축업, 웅장한 

로키산맥이 존재하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8년 동계 올림픽

을 유치함으로 알버타는 북미 바이에슬론의 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이에슬론 종목은 국제적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세계 곳곳에서 

자리잡는 스포츠가 되었으며,  텔레비젼에서 볼수 있는 대중화된 겨울 스포

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 교류단을 이곳 올림픽 시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며, 또 우리 팀들이 강원도 동계 올림픽 바이에슬론 시설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원도에서 오신 교류단을 스포츠 정신, 우정, 그리고 협력의 관계에

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류가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들을 선물

로 안겨 주기를 희망합니다.  

 

 

 

 

켄 데이비스 



 

 

 
 

 

 

Welcome from                                                  
KEN DAVIES 

President, Biathlon Alberta 

 

Biathlon Alberta is very pleased to be part of the long-standing  

Gangwon-Alberta Sport Exchange program. As Albertans,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the athletes, coaches, and leaders of 

Gangwon with a memorable cultural and sporting experience. 

 

Our province is truly varied, featuring world-class modern  

cities, vast farming and ranching country, expansive parkland, 

and of course the majestic Rocky Mountains. Thanks to the  

legacy of the 1988 Olympic Winter Games, Alberta is also the 

centre of the sport of Biathlon in North America. 

 

The sport of Biathlon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significance,  

practised on all continents, and is the most popular winter sport 

on television. We look forward to hosting the delegation from 

Gangwon at our Olympic facilities, and in turn, look very much 

forward to visiting their Olympic biathlon facilities. 

 

In the spirit of sportsmanship, friendship, and collaboration, we  

welcome the delegation from Gangwon. We hope their stay in 

Alberta provides a truly unforgettable experience. 

Ken Davies 
President 
Biathlon Alberta 



 

 
 

 

 

LEADERS 

Hyeongwoo Lee 
Deputy Director 

of Sports Programs Branch 

Sports Promotion Division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Ho Lee 
Official 

Sports Promotion Division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Kiho Park 
Executive Gangwon 

Biathlon Association 



 

 

 
 

 

 

COACHES 

Yongchul Choi 
Head Coach 

Younggab Kim 
Coach 



 

 
 

 

 

ITINERARY 

일정 
 

12월 2일 화요일 선수팀 에드먼튼에 도착 

12월 3일 수요일 알버타 주의회 의사당 투어 

    웨스트 에드먼튼 몰 

    공식 환영 연회 

12월 4일 목요일 캔모어로 이동 

    노르딕 센터에서 훈련 

12월 5일 금요일 엘리배이션 플레이스 

    노르딕 센터에서 훈련 

12월 6일 토요일 스프린트 경기 참석 
    NorAm/Calforex Cup #2 

12월 7일 일요일 개인전 경기 참석 
    NorAm/Calforex Cup #2 

    현지인 가정 방문 

12월 8일 월요일 레이크 루이스로 이동, XC 스키 

    밴프 방문 

12월 9일 화요일 개썰매 투어 

    캘거리로 이동 

12월 10일 수요일 캐나다 올림픽 파크 

    스피드 스케이팅 참관 

    공식 작별 연회 

12월 11일 목요일 선수팀 캘거리로 출발  



 

 

 
 

 

 

ITINERARY 

 

Tuesday, December 2  Delegation arrives in Edmonton 

 

Wednesday, December 3 Alberta Legislature Tour 

     West Edmonton Mall 

     Welcome Banquet 

 

Thursday, December 4  Travel to Canmore 

     Training at Canmore Nordic Centre 

 

Friday, December 5  Elevation Place, Canmore 

     Training at Canmore Nordic Centre 

 

Saturday, December 6  Sprint Competition, 

     NorAm/Calforex Cup #2 

 

Sunday, December 7  Individual Competition 

     NorAm/Calforex Cup #2 

     Home visit 
 
Monday, December 8  Travel to Lake Louise, XC skiing 

     Visit Banff 

 

Tuesday, December 9  Dogsled Tour 

     Travel to Calgary 

 

Wednesday, December 10 Canada Olympic Park 

     Speed Skating—Olympic Oval 

     Farewell Banquet 

 

Thursday, December 11 Delegation departs Calgary 



 

 
 

 

 

ATHLETES 

Son Iseul 
Athlete 

Heo Jinju 
Athlete 

Kim Cheolyong 
Athlete 

Park Sangkook 
Athlete 

Lee Byeonghyeok 

Athlete 



 

 

 
 

 

 

ATHLETES 

Park ByeongCheol 
Athlete 

Wang Woojin 
Athlete 

Kim Sunghyun 
Athlete 

Oh Jiseok 
Athlete 

Kim Wooyeong 
Athlete 



 

 
 

 

 

BIATHLON ALBERTA 

Andy Holmwood 
Executive Director 

 

Jane Robertson 
Director 

Athlete Development 



 

 

 
 

 

 

ALBERTA SPORT CONNECTION 

Pat Lechelt 
Sport Consultant 

Michelle Deering 
Sport Consultant 

Jerry George 
Sport Consultant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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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GRAPHS 



 

 

 
 

 

 

AUTOGRAP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