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경기장:

민스크 아레나

치조프카 아레나

세계선수권대회
경기는 두개의
경기장에서 치르게
된다:
민스크 아레나
(1만5천명 수용
가능)

치조프카 아레나
(9천 6백명 수용
가능)
선수 및 응원단,
관람객의 이동
불편을 감소하기
위하여 2개의
경기장이
지정되었다



민스크 아레나



민스크 아레나 내부



경기장 위치



A 그룹
스웨덴 (1 – 이하 IIHF 랭킹 순위), 체코 (4), 캐나다 (5), 슬로바키아 (8),
노르웨이 (9), 덴마크 (12), 프랑스 (13), 이태리 (18).

B그룹
핀랜드 (2), 러시아 (3), 미국 (6), 스위스 (7), 독일 (10), 라트비아 (11),
벨라루스 (14), 카자흐스탄 (16).



유럽 중앙에 위치한 비자 없이
접근성이 편리한 나라,
벨라루스.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티켓
구매 시 무비자 입국 가능!



입국편 안내

항공편: 민스크 국제공항은 민스크 시내에서 20km 정도
떠러져 있으며 매시간 시내로 가는 셔틀이 운영되고 있다.
택시 이용 시 요금이 25~35불 정도 책정이 될 예정이다.

기차편: 모든 기차는 민스크 시내 중앙역에 도착한다. 기차
시간표 조회 및 티켓 예매는 아래 사이트 참조:
www.rw.by

시외버스편: 시외버스 운영 시간표 및 요금 조회는 아래

사이트 참조:
http://www.minsktrans.by/en/schedule-of-international-
routes
자가용: 벨라루스 모든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자가용 여행이 편리하다.

http://www.rw.by/
http://www.rw.by/
http://www.minsktrans.by/en/schedule-of-international-routes


민스크 국제공항



민스크 중앙 기차역



대중교통 안내

지하철 및 시내버스는 오전 5시 5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버스, 전기버스, 지하철 티켓은 자판기,
신문판매점, 버스 기사등에게 구매
가능하다.

지하철은 2개의 노선이 운영된다.

대중교통 티켓 가격은 30유로센트.



아이스하키세계선수권대회 참가자는
이동 차량이지원된다.



숙박안내

5성급 호텔: 1인실 기준 하루 약
270유로

3성급 호텔: 하루 약 100유로

호스텔: 하루 약 10유로



팬 빌리지



프레지던트 호텔

http://president-hotel.by/main_e.html

http://president-hotel.by/main_e.html


빅토리아 호텔

http://eng.hotel-victoria.by/

http://eng.hotel-victoria.by/


유럽 호텔

http://www.hoteleurope.by/en/

http://www.hoteleurope.by/en/


민스크 호텔

http://www.hotelminsk.by/index_en.html

http://www.hotelminsk.by/index_en.html


크라운 플라자 호텔

http://www.cpminsk.com/en/

http://www.cpminsk.com/en/


로빈슨 클럽 호텔

http://robins.by/en/hotel_about/

http://robins.by/en/hotel_about/


국제 티켓오퍼레이터 민스크 지부



아이스하키세계선수권대회 경기
관람 가격:

최소 10유로 (예선)

최대 300유로 (4강, 결승전)



티켓 판매 일정
09 10 11 12 01 02 03 04 05

2013 2014
Event

Tickets 2013.09.01 부터 2014.05.01 까지
Group
Round
Tickets

2013.10.01 부터 2014.05.01 까지

Day Tickets
2013.11.01 부터 2014.05.01 까지

Final
Round
Tickets

2013.10.01 부터 2014.05.01 까지

Final Game
Tickets 2013.12.01 부터 2014.05.01 까지

Day
Tickets 2014.01.01 부터 2014.05.01 까지
Single
Game

Tickets
2014.02.01 부터 2014.05.01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