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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8월 31일 개막
- 9월 4일까지 서해 강화~동해 고성 접경지역에서 5일간 총 479Km 대장정 돌입 -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평화와 젊음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열린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사)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를 넘어 미래를

달린다.”라는 주제 아래, 국제사이클연맹(UCI) 공인대회인 ‘제3회
국제

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2018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

동호인 대회인 ‘연천 자전거투어’ 등 3개 대회가 함께 진행된다.

□ 올해로 3회째인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국제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 대회이자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하는 청소년 국가대항전으로, 25개 팀
150여명의 청소년 선수가 참가한다.

○ 올해 대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새롭게 정규 경기코스에 포함
되어 서해부터 동해까지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전역을 횡단
하는 대회로 발전하였다. 이로써 작년보다 1개 구간이 늘어난 5개
구간, 총 479Km 코스로 경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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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번 대회는 우수한 경기력을 자량하는 15개 국 17개 팀의
해외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가 참가할 예정으로, 예년에 비해 더욱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에서도 가평고교 사이클 팀을 비롯한 전국 8개 고교

사이클팀이 참가하여 해외선수들과 기량을 겨루면서 우정을 쌓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전망이다.

□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등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대회직전에
불참을 통보했던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멕시코 등이 올해 대회에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해외 참가팀이 확대되는 등 대회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대회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DMZ)가
평화의 공간으로서 세계인이 주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자전거연맹은 “지난해와 달리 대회참가 의향을
밝힌 국가가 많아 국내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대회안전을 위해 부득이
일부국가의 참가를 제한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와 달라진 남북
평화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국내 최상위 동호인팀이 참가하는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화천 코스로 23개 팀 210여명이 참가한다.

3일간 진행되며 강화군

○ 이 밖에도,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연천자전거 투어’는 9월 2일 연천
군 일원에서 62km 코스로 진행되며, 동호인 약 1,000여명이 참가한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지르는 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중물
- 2 -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참가선수들이 서해의 ‘강화’
에서 동해의 ‘고성’까지 접경지역 전역을 질주하며 열정과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이 대회가 세계적인 명성을 갖는 ‘평화와 젊음’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공식누리집(www.tourdedm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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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제청소년․마스터즈 도로사이틀 대회 세부계획

○ 국제 청소년 대회 496㎞ / 마스터즈 대회 257㎞(제3구간 화천군 까지)

구 분

경기시간 (마스터즈)

구간별 코스

1구간
마
스
국 터 2구간
제 즈
청
3구간
소
년
4구간
5구간

8.31(금), 10:00~12:11 (12:27)

강화도 순환 (92.3km)

9.1(토), 10:00~12:17 (12:38)

김포

▶

9.2(일), 10:00~12:56 (13:15)

연천

▶

9.3(월), 10:00~12:57

화천

▶

9.4(화), 10:00~12:09

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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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종점

․강화고인돌체육관
연천 (96.1km) ․(출발)아라김포터미널
․연천 공설운동장
화천 (115.5km) ․화천 청소년수련관
인제 (114.5km) ․인제 공설운동장
고성 (81.7km) ․고성 통일전망대

붙임 2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 참가팀 현황
팀

비고

합계

25팀

1

미국

USA(United States America Junior Team)

2

프랑스

FRA(France Junior Team)

3

네덜란드

NED(Netherlands Junior Team)

4

스페인

ESP(Spain Junior Team)

5

카자흐스탄

KAZ(Kazakhstan Junior Team)

6

일본

JPN(Japan Junior Team)

7

일본-카나가와

KAN(Team Kanagawa)

8

필리핀

PHI(Philippines Junior Team)

9

배트남

VIE(Vietnam Junior Team)

10

태국

THA(Thailand Junior Team)

11

대만

TPE(Chinese Taipei Junior Team)

12

멕시코

MEX(Mexico Junior Team)

13

핀란드

FIN(Finland Junior Team)

14

인도네시아

INA(Indonesia Junior Team)

15

몽골

MGL(Mongolia Junior Team)

16

스리랑카

SRI(Sri Lanka Junior Team)

17

WCC

WCC-KS1

18

한국-가평고

GPH(Gapyeong High School)

19

한국-강원체고

GWP(Gangwon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20

한국-목천고

MCH(Mokchon High School

21

한국-서울체고

SPH(Seoul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22

한국-양양고

YYH(Yangyang High School)

23

한국-학생연맹

HST(High School Selection Team)

24

한국-경북선발

GBS(Gyeongbuk Selection Team)

25

한국-경남선발

GNS(Gyeongnam Selection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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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Tour de DMZ 연천자전거 투어

□ 대회 개요

○ 일시 장소 : ’18. 9. 2.(일) 10:00～14:20 / 연천 일원
○ 참가선수 : 14개 세부종목 1,000명(MTB·ROAD/ 성별/ 연령별 구분)
□ 대회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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