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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그린박람회」홍보관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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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7 강원그린박람회」행사 개요

- 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협의체 【 2017. 8. 14.(월) / 강원(청) 기후서비스과 기상주사보 김성희 】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7 강원그린박람회 「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협의체」1) 홍보관 운영
★「2017 강원그린박람회」행사 개요(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7 강원그린박람회
❍ 기간/ 장소 : 2017. 8. 29.(화) ~ 8. 31.(목), 10:00~20:00/ 춘천 봄내체육관

※「2017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8.29〜9.3.)와 연계 개최

❍ 추진기관

▸ 주최/주관/후원 : 강원도민일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그린박람회조직위원회/ 강원도, 춘천시
▸ 행사목적 : 강원도 그린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도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류의 장
▸ 참석 예상인원 : 전 연령층 20,000~50,000명

※ 2013년 1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7년 5회째를 맞는 도내 그린산업 육성 박람회

- 주최/주관 : 강원도민일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그린박람회조직위원회

※ 후 원 : 강원도, 춘천시

- 참여업체 : 강원도 내 환경‧녹색‧생명‧의료산업, 조경 및 청정에너지, 친환경식품가공,
친환경공예품 기업 등 약 100여개 업체

❍ 기간/장소 : 2017. 8. 29.(화) ~ 31.(목) 10:00~20:00(3일간)/ 춘천 봄내체육관
❍ 목적 : 미래 성장산업인 그린산업 육성과 연계한 부대행사를 통해 도내 그린산업
활성화 지원 및 미래 세대 상생을 위한 기후변화·에너지·환경에 대한 관심 고취

❍ 추진목적 : 강원도 그린산업 우수성 홍보 및 육성‧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개막식 계획
❍ 일시/장소 : 2017. 8. 29.(화) 11:00~12:00/ 춘천 봄내체육관
일자

홍보관 운영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협의체」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8.29

구 분
홍보관
(6×6m 1동)

세부 내용

• 협의체 기관별 업무 소개 패널 전시

• 기상기후‧에너지‧환경‧자원활용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붙임 2)

(10×10m 1동)

개막식

• 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협의체 역할 및 주요 활동
내용 안내(안내데스크 운영)
• 기관별 홍보 동영상 상영

체험관

(화)

- (체험 1) 퍼즐 맞추기, 자전거 발전기, 샌드아트(3종)
- (체험 2) 체험 교구 만들기, 에코백 꾸미기 등(일 2종)
- (이벤트) 「그린을 잡아라!」 퀴즈 이벤트(매 시간 정각)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접수 후 체험 프로그램 참가(10:00~20:00)
- 체험 프로그램별 1회당 10~30분 소요, 4~6명 제한

시간
11:00~11:05
11:05~11:08
11:08~11:10
11:10~11:15
11:15~11:18
11:18~11:21
11:21~11:30
11:30~12:00

세부 일정
사회자 입장 및 오프닝 멘트
귀빈 소개
국민의례
개회사(강원도민일보 사장)
축사(강원도지사)
축사(춘천시장)
리본 커팅 퍼포먼스 및 단체 사진촬영
VIP박람회 순방

※ 「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협의체」 구성기관 대표 참석(예정)

행사장 조성 계획
❍ 실내공간 조성 : 참여기업 전시 부스(약 100여개), 메인독립부스(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협의체), 휴게공간 및 이벤트 존, 세미나룸 등
입구

시사점
❍ 민‧관 협력으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친환경‧저탄소 미래에너지 육성의 당위성 홍보

<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협의체>

❍ 미래세대 상생을 위한 그린산업 활성화와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 고취 계기 마련
1) 강원지방기상청,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원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강원), 한국환경공단(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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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협의체 홍보‧체험부스 운영 일정 및 배치도

❍ 운영일정 및 기관별 역할 분담
일자

시간

한국환경공단

18:00~20:00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14:00~18:00

한국에너지공단

10:00~18:00
8.30.
(수)

한국환경공단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재미있는 환경 퍼즐 맞추기
자전거 발전기 체험
샌드아트 체험
에코백 꾸미기
북극곰과 빙하만들기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14:00~18:0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정책소개

강원지방기상청

재미있는 환경 퍼즐 맞추기
자전거 발전기 체험
샌드아트 체험
수상가옥 만들기
풍향, 풍속계 만들기

한국환경공단
한국기후변화연구원

8.31.
18:00~20:00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14:00~18:0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정책소개

※ 상세 운영 내용은 일정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홍보 및 체험부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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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운영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에너지 정책소개

18:00~20:00

10:00~18:00
(목)

체험프로그램
재미있는 환경 퍼즐 맞추기
자전거 발전기 체험
샌드아트 체험
휴지심 연필꽂이 만들기
우드마커 거울 만들기

11:00~18:00
8.29.
(화)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지방기상청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