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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1. 5. 12.(수) 담당부서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담당과장 이정택 (02-901-7030) 담 당 자 윤성현 (02-901-7031)

분단의 현장을 걸으며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요
-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2021’ 사업 추진 -

□ 통일부는 ‘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2021’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 대중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통선 이북 지역 등을 직접 걸어 보는 

체험형 사업입니다.

o 올해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장단기 노선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6월 15일(화)부터 6월 27일(일)

까지 12박 13일간의 동서 횡단(고성~파주)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구분 기간 시기 횟수 장소

동서 횡단
(장기) 12박13일

(1차) 6.15.~27.
(2차) 8.3.~15.
(3차) 10.4~16.

3 고성~파주

거점별
(단기) 3박4일 7~11월 중 격주 1회 7

접경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행사 일정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변경될 수 있음.

o 이번 사업은 민통선 이북지역 및 비무장지대(DMZ) 구간을 중심으로 

노선을 편성하였으며, 걷기 이외에도 분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교육 프로그램 예시) 거리 공연, 사진 경연 대회, 역사·평화·통일·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탐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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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완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성취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 각 구간을 완주한 참가자들에게 인증서와 메달을 수여하는 인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6월 동서 횡단 행사(6.15~27일 예정)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 

관련 단체 및 2030세대 60~70명 위주로 진행하고, 이후 일반 국민들로 

대상을 확대하여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o 국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 행사의 참가 기간은 전 구간 완주(13일)

및 분할 참가(7일, 4일)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 행사 참가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

□ 전체 행사 과정에서 △1인 숙박 및 개별 식사 △수시 체온 측정 및 방역 

소독 △방역전담 인원 배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www.uniedu.go.kr)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참가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o 구간 일자별 노선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DMZ 평화의 길, 통일걷기」 포스터 1부

2. 동서 횡단 구간 노선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