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60th 분야별 사업 계획
DMZ 세계화
DMZ 국제 심포지엄
•
•
•
•
•

주 제 : 정전에서 공존,공영으로
일시/장소 : 2013. 7. 23 (화) / 킨텍스
참석범위 : 국내 및 국외(일본, 독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내용 : 인터뷰, 기조연설, 강연, DMZ 평화선언
※ 상호소통 중심의 새로운 방식의 심포지엄 (유명인 참여 토크콘서트 등)

DMZ의 평화와 생태 영문책자 제작
•
•

DMZ의 역사, 생태, 지리, 사회문화, 정책 등 종합정리 번영
국제기구, 연구소, 정부기관, 전문가 등에 배포하여 국내외 인지도 향상

DMZ 국제 교류협력 사업
•
•

경기도-독일 자연보전청(BfN) 협약(‘12.2.23)에 따른 후속 협력사업
BfN 주관 유럽 그린벨트 국제회의 참석(‘13.5), 공동사진집 발간 등

DMZ 일원 장기모니터링 전략 및 활용방안 연구
•
•

DMZ일원의 생태, 인문, 사회, 환경 기초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전략 마련
경기개발연구원 주관 강원발전연구원과 공동 연구 추진 (자체예산 활용)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신청
•
•

생물권 보전지역 2,979.13㎢(경기도 1,077.86㎢) 지정 신청 (‘13.9)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조례 제정

DMZ 광고 공모전
•
•
•
•

정전60년, DMZ의 미래 발전방향제시(DMZ 미래의 모습 소개)
접수기간 : 2013.6. 24 (월)~7.8 (월) 15:00
대상 : 전국 대학(원)생 및 일반인
홈페이지 : www.dmzcontest.co.kr

DMZ 60년 사업 홍보 추진
•
•

홍보컨설팅 용역을 통한 DMZ 60년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전략적 홍보 추진
매월 주요행사 전략 홍보, SNS 적극 활용, 영상물 제작 및 배포 등

역사지원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 추진
•
•
•
•

정전과 함께 주둔하여 60여년간 유지되어온 미군기지의 역사문화적 가치 활용
장기적으로 DMZ 대표 관광지로 육성, 국방부와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중(기부대
양여)
‘13년 추진계획 : 기부대양여 승인, 안보체험시설(숙박형) 우선 준공(7/27)
정전협정일에 맞춰 기지내 DMZ 사진전시, 안보체험시설 개장식 등 이벤트 추진

임진각 · 평화누리 통합개발
•
•

DMZ 평화생태관광의 배후거점으로 조성, 도내 최대방문 관광지로 육성(10년계
획)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관광지 확대지정, 생태,문화 시설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

•

광지화
‘13년 추진계획 : 관광지 확대지정 완료

도라전망대 이전사업
•
•

노후된 전망대 이전설치를 통해 시설현대화, 외국인 안내시스템 구축(외국인 방
문객 51만명)
‘13년 추진계획 : 설계용역 완료

중국군묘지 방문여건 조성
•
•
•

중국관광객 급증에 따라 방문코스로 조성하여 대중국 이미지 개선
중국관광여행사 팸투어 실시, 관광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관광코스화
국방부와 시설관리 이전(국방부⇒지자체) 협의 추진

경기도 주도의 남북 및 지자체간 교류협력
정전60년 평화통일 마라톤 대회
•
•
•

일 자 : 2013. 10. 6 (일)
개성까지 DMZ를 넘어 달리는 최초의 대회, 국제적 이슈화
DMZ횡단이 어려울 경우 민통선 구간을 달리는 행사로 추진

DMZ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자체 협력추진
•

강원도와 DMZ 사업 협력을 위한 행정협약 체결, 교류협력 사업 확대 추진

평화통일 기원 문화행사
참전용사 초청 감사행사
•
•
•
•
•
•
•

일자 : 2013. 7.25 ~ 30
4월 도지사 순방시 만난 참전용사 및 가족 초청
자매결연 지역(터키 이스탄불, 호주 퀸슬랜드 등) 참전용사 초청 : 40명
참전용사 출신 미하원의원, 새미리 선수 초청
국내 참전용사(접경지역 거주) 160명 초청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연 발굴 및 만남의 장 마련
천지진동 페스티벌에 참여, 판문점 방문, 전통문화 체험 등

천지진동 페스티벌
•
•
•
•
구분

일시/장소 : 2013. 07. 27 (토) 18:30 ~ / 임진각 평화누리 공연장
평화를 주제로한 대규모 풍물 퍼포먼스, 관람형⇒참여형 페스티벌로 전환
참전용사와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
예술작품 전시, 유명가수(씨스타, 제국의 아이들)가 참여하는 공연
부제

act1

평화릴레이「두드림」18:30

act2

평화콘서트「환호성」20:00

act3

평화천지진동「어울림」21:00

공연컨셉
경기도대표사물놀이(김덕수패사물놀이), 사람, 사랑
세라토닌 드럼클럽, 두드림국토대장정과 함께하는 평화
길놀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참전용사와 이북5도민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 기원 감동 콘서트
김덕수패사물놀이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평화난장 *
PERFORMER = 관객 = PEACE MAKER 씨스타, 제국의
아이들 출연

DMZ 세계평화 콘서트
•
•

일자/위치 : 2013. 8. 3 (토) / 임진각 평화누리 공연장
한,중,미 최정상 뮤지션 초청, 대규모 평화기원 콘서트 개최

DMZ 60년 사진전
•
•
•
•

주제 : 두 개의 선 (DMZ-Green Belt 사진 전시회)
일자/ 장소 : 2013. 5월 ～ 12월 / 임진각, 도라산역 등
참전용사 출신 미하원의원, 새미리 선수 초청
전시방향
- 국내전시 : 매그넘, 내셔널지오그래픽, 라이프지 등 유명작가 및 미공개 사진
위주 구성
※ 심포지엄과 연계한 인접장소, VIP 등을 자연스럽게 사진전으로 초청 유도

통일촌 브랜드마을 개장기념 행사
•
•

DMZ 브랜드 세계화 사업(브랜드 마을 육성) 완료와 마을탄생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마을 박물관, 마을 탐방로 개장, 기념식 및 문화행사 개최(8/14)

평화누리길 자전거 대회
•
•
•

일자/위치 : 2013. 5. 25 (토) / 평화누리길 (연천 ~ 파주) 72.7㎞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 함께 운영, 경기도 DMZ 60년 사업 본격 시작
5월 가정의달에 맞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자전거 축제 병행 개최

평화누리길 청소년 탐험대
•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450명 평화누리길 종주 (8.10일 ~ 15일)
초청인사 강연, 캠프 파이어 등 부대행사, 영상다큐 제작 등

『나는 DMZ로 간다』 팸투어 운영
•
•

일 자 : 6 ~ 11월
5회 400명(초등~대학생, 외국 언론기자 등) 안보현장 견학, DMZ 자전거투어 생
태·병영·평화누리길 체험

대성동 마을 60주년 기념사업 지원
•
•

대성동 마을 60주년 기념행사 개최(2013년 8월 2일 금요일)
도지사 등 VIP 초청 떡 케익 절단식, 마을 명예 동민증 수여, 마을 60년사 영상
제작전치진동페스티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