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eco.or.kr

INVITATION
무료입장

9.5(수) ~ 9.8(토)
코엑스 C홀

보고, 느끼고, 즐기는

착한소비
페스티벌

후원:교육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녹색기업협의회,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주요행사

| 박람회 | 국내 친환경 제품·서비스 전시
●보 고 지속가능한 환경 /
친환경생활의 지혜
●느끼고 안전하고 똑똑한 소비
●즐기는 몸으로 보고 느끼는 친환경생활

특별전
•미세먼지예방홍보관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페어
•‘친환경소비·생활’을 위한 착한기업관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관

| 시상식 |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시상식
| 특별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패션 퍼포먼스 / 착한소비 ON AIR(착한소비 판촉장) /
착한소비, 에코샵(#)(온라인 친환경/환경친화적 제품 판매) /
‘도전! 에코 골든벨’(환경 퀴즈대회) / 에코 착한학교(강연/워크샵)

| 동시개최 |
(상담회) 2018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9.5(수)~9.7(금)

체험행사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업사이클링 만들기·체험 | 캣닙초 만들기 | 글라스본 유리공예
자투리 끈·가죽으로 소품 만들기 | 바느질 없이 만드는 필통
자전거 발전기 체험 | 환경작품을 통해 알아보는 우리의 환경이야기
버려지는 나무 활용 장난감 만들기 체험 | 생태계 거미줄 놀이
미세먼지 잡아라! | 자연물을 이용한 헤어핀 & 브로치 만들기
천연식물색체 활용한 색칠놀이 | 국립공원 깃대종 에코백 만들기
태양광 만들기 체험 | 천연염색 코사지 만들기 | 꿀벌 밀랍초 만들기
에코살림 바디버든 줄이기 | 면생리대 만들기 | 에너지교구 활용 체험
보드게임으로 배워보는 환경마크

세미나
No
행사명
1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발전 방향 세미나
2
녹색인증 설명회
3
환경기술이전 설명회
4 주요 국가 친환경인증 현황 및 기준 설명회
5 공공기관 녹색구매 활성화 워크숍 및 교육
6
2018 환경산업 투자 콘퍼런스
7 환경성 표시·광고제도 바로알기 교육

5(수) 6(목) 7(금) 장소
○
314호
○
328호
○
403호
○
310호
○ ○ 327호
○ 402호
○ 403호

※ 상기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관등록
홈페이지(www.k-eco.or.kr)내 참관객 > 사전등록 메뉴 선택
※사전등록 후 방문하시면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친환경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 02-3445-1507 (단체 관람시 예약 필수)
※ 대중교통 이용은 친환경생활 실천의 기본입니다.
본 인쇄물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앙코르지 130g)를 사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