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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더 큰 평화’를 위해 걷고 달리는 「DMZ RUN(스포츠)」 개최
○ 경기도, 10월 중 2022 DMZ RUN(스포츠) 개최‥3가지 프로그램 구성
- 2일 DMZ 평화 마라톤, 15일 평화 자전거 대회, 29일 평화 걷기대회
- DMZ 동식물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 완주 메달 및 기념품 제공
- “많은 도민이 DMZ RUN 통해 ‘더 큰 평화를 위한 시작’ 동참하길 기대”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감하
고 평화의 의미를 안보·통일을 넘어 생태·환경·탄소중립까지 확장하고자
「2022 DMZ RUN(스포츠)」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DMZ RUN」은 DMZ 일원을 달리고, 걷고, 자전거를 타며 자연생태와 역
사·문화적 가치를 체감하고, 평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열
리는 경기도의 대표 스포츠 체험행사다.
올해 「DMZ RUN」은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10월 2일에는 DMZ 일원에서 마라톤을 즐길 수 있는 ‘DMZ 평화 마
라톤’, 이어 10월 15일에는 평화의 페달을 밟으며 DMZ의 비경을 만끽하는
‘DMZ 평화 자전거 대회’, 끝으로 10월 29일에는 DMZ 일원을 직접 걸어보
며 평화를 기원하는 ‘DMZ 평화 걷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통일대교를 지나 남북출입사무소(CIQ)까지 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온갖 동·식물이 서식하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체험
하며,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이번 「DMZ RUN(스포츠)」에서는 각종 판매 부스 운영, DMZ 동식물 사진
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DMZ 평화 걷기대회’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참여해 의류·식품·
문구 등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도내 하나센터의 협조로 북한 음식 체험존
과 남북한 문화 체험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메달과 기념 티셔츠 등이 제공되며, 생활 속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일부는 친환경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DMZ RUN」은 DMZ라는 특별한 공간을 체험하면서 평
화의 의미를 생태·환경·탄소중립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주력했
다”라며 “‘더 큰 평화를 위한 시작’에 많은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
린다”라고 밝혔다.
올해 「DMZ RUN」은 공식 홈페이지(www.dmzrun.ok.kr)를 통해 참가 신청
을 할 수 있고, 대회별 참가비 및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
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