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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즐기는 DMZ 155마일 여행, 로드 예능다큐 <여기태그> 2일 첫방송
○ 디엠지(DMZ) 매력 알릴 로드 다큐멘터리 <여기 태그>, 11월 2일·9일 JTBC서 방영
- 유명 아이돌, 전문가와 함께 155마일 디엠지 여행하며 평화누리길 등 여러 명소 소개
○ 젊은 세대의 DMZ 여행을 통해 평화 통일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 제공

155마일 디엠지(DMZ)의 가치와 매력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로드 다큐
멘터리 <여기 태그> 2부작이 오는 11월 2일과 9일 밤 11시 총 2회에 걸쳐
제이티비씨(JTBC)에서 방송된다.
<여기 태그> 2부작은 경기도가 ‘2020 렛츠 디엠지(Let’s DMZ)’의 일환으로
제작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DMZ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대부분 촬영지가 안보와 관련된 곳인 만큼,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
역에서 촬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친구들과 사화관계망(SNS)에 올릴 ‘인생사진’도 찍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여행지로서의 디엠지(DMZ)를 콘셉트로, 예능과 교양을 자연
스럽게 섞어 자칫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앤디(신화), 니엘(틴탑), 이진혁(업텐션), 리키(틴탑), 수빈(달샤벳), 솔지
(EXID) 등 유명 아이돌들이 출연해 디엠지(DMZ) 일원 접경지역의 역사·문

화·생태를 직접 도보로 체험하며 평화누리길 등 여러 명소들을 소개한다.
역사 전문가 큰별쌤 최태성 강사와 디엠지(DMZ) 생태전문가 박병권 교수
등이 함께 나와 DMZ의 역사와 생태환경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로 프로그
램을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출연진들은 민통선 내 검문소를 통과하는 등 긴장 있는 순간을 경험하거나
아름다운 자연에서 캠핑과 버스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들의 주요 방문지는 DMZ 155마일 평화누리길 선상의 ▲김포 애기봉 ▲
파주 임진각 ▲캠프그리브스 ▲연천 황포돛배 ▲통일미래센터 ▲연천 호로
고루성 ▲철원 소이산 ▲고성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등이다.
특히 파주 임진각에서는 과거 미군 주둔지에서 지금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캠프그리브스’와 최근 정식 개장한 ‘평화곤돌라’를 체험하며 평화
와 예술관광의 명소로 변모한 디엠지(DMZ)를 보여준다.
도 관계자는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전쟁과 분단에 대한 기억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 지금, 그동안 잘 몰랐던 디엠지에 대해 젊
은 세대가 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알아가는 여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분단과
평화 공존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다”며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다시 찾을
일상을 기다리며 즐거운 안방 디엠지 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렛츠 디엠지(Let’s DMZ)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디엠지(DMZ)
의 가치를 알리는 종합 축제로, 지난 9월부터 ‘DMZ 포럼’, ‘DMZ 국제다큐
멘터리 영화제’, 전시·공연행사 ‘라이브 인 DMZ’ 등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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