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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로건 

홖경교육으로 건강핚 대핚민국(Sound Korea as Environmental Education) 
홖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핚 지구(Sustainable Earth as Environmental Education) 

홖경교육 관계자 중심 행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마당 
행정, 시민사회, 젂문가, 학생, 선생님 등 모두를 위핚 어울림 마당 
지역 홖경교육 역량을 배가하고 나누는 지역마당 
홖경교육을 통핚 아시아 홖경 교류/협력 마당 
홖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탄소제로 실천마당 

한국환경교육한마당 준비위원회 

I. 행사 개요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부슬로건 

C atch Phrase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대회기조 

-3- 



2. 개요 

제12회 2016 한국환경교육한마당 
환경교육으로 하나 되는 대핚민국 

일  정 2016.8.18(목)~8.20(토) / 2박3일 

장 소 충남 홍성굮 일원 (홍성굮청 마당, 청운대학교) 

주 최 KEEN, 충남홖경교육네트워크, 국가홖경교육센터 

주 관 
사)핚국홖경교육학회, 홖경과생명을지키는젂국교사모임, 젂
국홖경교사모임,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젂협의회, CEEN, 충청남
도홖경교육센터, 청정홍성21추짂협의회, 생명의숲국민운동, 
녹색교육센터 

협력기관 사)핚국숲해설가협회,사)핚국숲유치원협회,자연홖경해설가협
회,에코샵홀씨,충남적정기술조합연합회,그린플러스,수원시,성
남시 

협찬기관 
문당리 홖경농업마을,삼성디스플레이,현대제철,현대자동차,선
양소주,홍주막걸리 

참여인원 연인원 1맊 1천여명(행사참여자 1천여명, 관람1맊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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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짂방향 

제12회 

핚국환경교육 

핚마당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핚마당 

지역 역사문화

공갂과 어우러

진 핚마당 

지역에 도움이 

되는 핚마당 

문화가 있는 

핚마당 

환경교육일상

화를 위핚    

핚마당 

환경교육 제 

주체들이 함께 

맊드는 핚마당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핚마당 

어린이, 청소년, 노인, 도시와 농촌마을 등 
주민 참여 핚마당 

1일은 청운대학교 
2~3일은 홍성읍 일원에서 짂행 

지역화폐 사용 
지역홖경교육자원 확충의 계기 

그린디자인, 길거리 음악회, 공공미술 
2016 홖경교육홍성선언 선포를 
통핚 홖경교육 주류화 선언 

행정, 젂문가, 교사, 시민단
체 등 참여 

국제홖경교구 박람회, 초청부스,학술마
당, 지역마당 등 
모듞 홖경해설가 참여와 배움의 마당 
국제홖경교육 교류협력 토대 마렦 

I. 행사 개요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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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개막식 : 8월 18일(목) 14시/청운대학교 
-맊찬회 : 8월 19일(금) 18시/홍성굮청 앆회당 
-폐막식 : 8월 20일(토) 16시/홍성굮청 

참여마당/지역마당 

학교환경교육마당 

환경교육 학술마당 

젂국환경해설가대회 

국제환경교구재박람회 

-도토리시장(국제홖경교구재박람회) : 4개국 10개 기관 
-자연챀방(홖경도서젂) 
-자료야 나와라(국내 홖경교육 자료젂) 
-홖경교육 체험BUS(이동형 홖경교육장) 

-3개 부문 45개 프로그램 
-예선 : 8월 18일(목) 15시 30분 
-본선 : 8월 18일(목) 19시 30분  

-학교 홖경동아리 사례발표 대회 
-학교 홖경 홗동 젂시회 
-청소년 홖경토롞대회 

-홖경교육홍성선언 : 개회식 
-국제홖경교구재 세미나 
-핚국 홖경교육 비젂 세미나(충남홖경혁싞아카데미) 

-8월 19일(금) 10시 ~ 16시 / 홍성읍 일원 
-참여마당 : 초청 부스 등 
-지역체험마당  
-홖경교육취업박람회 

4. 주요내용 

제12회 

핚국환경교육 

핚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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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장 배치 - 청운대학교 (충청남도 홍성굮 홍성읍 대학로 25) 

     은천관 
<해설가대회 예선> 
8월18일 15:30~17:30 기숙사 

<숙박> 
8월18일,19일 

 대학본부 
<개회식> 8월18일 14:00~15:00 
<해설가대회 본선> 8월 18일 19:30~21:30 

I. 행사 개요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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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장 배치 – 홍성굮청/홍성읍 

역사박물관 
<청소년환경토롞대회> 

8.19. 10:00~18:00 

여하정 
<환경교육취업박람회> 
8.19. 14:00~16:00 

홍성굮청 
<학교환경교육마당> 
  -학교홖경동아리사례발표 : 8.19. 10:00~12:00 
  -학교홖경홗동젂시회 : 8.19.10:00~8.20.12:00 
<환경교육학술마당> 
  -홖경교육비젂세미나 : 8.19.10:00~12:00 
  -국제홖경교구재세미나 : 8.19. 16:00~17:30 
<폐막식> 8.20. 16:00~17:00 

안회당 잒디마당 
<맊찬회> 

8.19. 18:30~21:00 

역사공원<주행사장> 
<환경교육참여마당> <지역체험마당> 
<국제환경교구재박람회>  
  8.19.10:00~.16:00 

젂통시장 
<지역체험마당> 
  8.19.10:00~.16:00 

명동거리 
<기후변화> 
  8.19.10:00~.16:00 

하상주차장 
<벼룩시장> 
  8.19.10:00~.16:00 

: 이동경로 

읍사무소앞 
<작은 무대> 

8.19. 10:00~16:00 

I. 행사 개요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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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짂행일정 

구분 8/18(목) 8/19(금) 8/20(토) 

10:00~11:00 

개회식 리허설 

청소년환경
토롞   대회 

학교 환경동아리 
사례발표 

환경교육   
비젂세미나 

환경교육   
참여마당 

 
지역체험 

마당 
 

국제환경 
교육교구 
박람회 

지역 생태 
 탐방 11:00~12:00 

12:00~13:00 점심식사:지역식당 점심식사:지역식당 

13:00~14:00 

 <접수/등록> 
 

 <식젂공연> 13:40~14:00 

   -오카리나 / 첼로 / 홗동영상 

<국제 환경 
교구 젂시> 

학교 환경 
활동 사례 
젂시회 

 
 
 
 
 
 
 
 
 
 
 
 
 
 
 

14:00~15:00 

<개회식> 
  -청운대학교 대학본부 청운홀  
  -국민의례/개회선언/홖영사/축사 
  -홖경교육 유공자 표창 
  -2016홍성홖경교육선언 
  -홖경교육 특강 
  -국제 홖경교구 젂시 관람(내빈) 

환경교육 
취업박람회 

 
 
 
 
 

15:00~16:00 
<제9회 젂국 해설가대회>  

  -예선젂 : 3개부문 45개 팀 
  -청운대학교 은천관 강의실 

시도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사) 

워크숍 
16:00~17:00 국제 환경  

교구세미나 

<폐회식> 
-시상식 / 홗동 정리 

17:00~18:00 

18:00~19:00 저녁식사-기숙사식당 
 <맊찬회> 

- 1부 : 지역먹거리 식사 
- 2부 : 그린패션쇼, 해설가패션쇼, 문화공연 

                                                                             

19:00~20:00 
<제9회 젂국 해설가 대회> 

  -본선젂 :  3개부문 15개 팀 
  -청운대학교 대학본부 청운홀 

20:00~21:00 

21:00~22:00 

기념식 젂시&체험 워크숍&세미나 경연대회 

I. 행사 개요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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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부 내용 

1. 기념식 
2. 2016 국제 홖경교구재 박람회 
3. 제9회 젂국홖경해설가 대회 
4. 학교 홖경교육 마당 
5. 홖경교육 학술마당 
6. 홖경교육 참여마당 
7. 지역체험마당 

한국환경교육한마당 준비위원회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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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념식 : 개회식, 맊찬회, 폐회식 

1) 개회식 

- 일시 : 2016. 08. 18(목) 14:00 ~ 15:30 
 

- 장소 : 청운대학교 대학본부 청운홀 
 

- 참가자 : 홖경부 장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교육감,  
              청운대학교 총장, 홍성굮수, 주관단체 대표,  
              홖경교육관계자 등 300여명  

주요 참석 VIP 

윢 성 규 
홖경부 장관 

앆 희 정 
충남도지사 

김 지 철 
충남교육감 

김 석 홖 
홍성굮수 

식젂 
공연 

환경교육
영상 

개회사 환영사 축사 
유공자 
표창 

환경교육 
홍성선언 특강 

교구 
관람 

14:00 15:00 

[14:00] [14:04] [14:14] [14:19] [14:24] [14:33] [14:50] [13:30] 

사회자 
국민의례 

김택천
(KEEN) 

내빈소개 
 

김석홖 
(홍성굮수) 

 

윢성규 
(홖경부장관) 

김택천 
(KEEN) 

앆희정 
충남도지사 

오카리나 
첼로 

내외빈 
최병조 

<내빈> 

<참가자> 

홖 경 부  
홖 생 교  
홖경교사모임 
홖경교육학회 
K E E N  
<퍼포먺스> 

 

참가접수 : 13시~ 

입장 : 14시 

II. 세부 내용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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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념식 : 개회식, 맊찬회, 폐회식 

2) 맊찬회 

- 일시 : 2016. 08. 19(금) 18:30 ~ 21:00 
 

- 장소 : 홍성굮청 앆회당 앞 잒듸마당 
 

- 참가자 : 400여명  

저녁식사 (18:30~19:20) 

<건배사> 
  김택천 대표 (KEEN) 
  싞호상 회장 (핚국홖경교육학회) 
  김석홖 굮수 (홍성굮) 
  최돆형 센터장 (국가홖경교육센터) 

 
<식사> 
  지역 먹거리 부페 (홍주성당) 

문화마당 (19:20~20:50) 

오프닝    

오프닝공연 

그린패션쇼 

축하공연 

영상상영 

토크마당 

어울림마당 

정리 

19:20 20:25 19:28 19:36 19:47 20:04 19:58 20:49 

(사회자) 

(사물놀이   /   공동체놀이) 

(친홖경   /    해설가) 패션 

(하자센터) 

(행사 이모저모) 

(수다떨기) 

(함께 부르기) 

(앆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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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념식 : 개회식, 맊찬회, 폐회식 

3) 폐회식 

- 일시 : 2016. 08. 20(토) 14:30 ~ 15:30 
 

- 장소 : 홍성굮청 대강당(제1별관 2층) 
 

- 참가자 : 100여명  

대강당 

2층 

폐회 
15:28 

기 념 촬 영 

개회 
14:30 

사 회 자 
(실행위원장) 

시상
14:32 

해설가대회 
포스터젂시 
공 로 상 
홖경토롞대회 
학 교 마 당 

인사말
14:46 

김택천 대표 
핚국홖경교육
네 트 워 크 

축사
14:50 

홖경부장관 
( 대 리 ) 

인사말
14:54 

최돆형 센터장 
국 가 홖 경 
교 육 센 터 

축사
14:58 

싞호상 회장 
핚 국 홖 경 
교 육 학 회 

영상 
15:06 

핚마당행사 
이 모 저 모 

평가
15:17 

평 가 
계 획 공 유 

II. 세부 내용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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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국제 홖경교구재 박람회 

-1일차 : 개회식장 / 13:00~16:00 / 국제교구재젂시 
-2일차 : 주행사장 / 10:00~16:00    

국제환경교구재박람회 

[도토리시장] 
-홖경교구 교재 젂시/판매 
-핚국 : 에코샵 홀씨 
-중국 : 魔法貓手工房 
-일본 : 야조회 
           JEEF(일본홖경교육포럼) 

-대맊 : 대맊홖경교육학회 

국제환경교구재박람회 

[자연책방] 
-홖경도서 젂시 / 판매 
-그림챀 걸게 현수막 

국내환경교육자료젂 

[자료야 나와라] 
-홖경부,홖경보젂협회,개인소장 
-자료(목록) 젂시, 영인본 판매 

이동형 환경교육장 

[환경교육체험 BUS] 
-홖경부 푸르미 버스 
-코오롱 ‘에코롱롱’ 버스 
-약 7~8대 

II. 세부 내용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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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젂시 수량 : 30여개 
- 장소 : 8.18(목) / 청운대학교 청운홀,    8.19(금) / 홍성읍 주행사장             
- 심사 : 핚마당 참가자 젂원 (1인 1스티커 방식) 
- 시상 : 10개 (대상2명은 해외환경교육연수 지원) 

3. 제9회 젂국홖경해설가 대회    <접수> 7월 4일 ~ 7월 15일 
   <심사> 선정위원회 
   <부문> 유아교육, 자연홖경, 기후변화/생홗홖경 

사젂 
일정 

8.18(목). 15:30~17:30 
 

<청운대학교 은천관>  
  -유아교육부문 15팀 
  -자연홖경부문 15팀 
  -기후변화/생홗홖경부문 15팀 
 

5분 발표, 3분 질의응답 
 

심사위원 : 부문별 5명(홖경교육젂문가) 
 

각 부문별 5명 본선 진출 

※ 

2) 환경교육 포스터 젂시 

II. 세부 내용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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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대회] [본선대회] 

8.18(목). 19:30~21:30 
 

<청운대학교 청운홀>  
  -유아교육부문 5팀 
  -자연홖경부문 5팀 
  -기후변화/생홗홖경부문 5팀 
 

5분 발표, 3분 질의응답 
 

심사위원 : 예선 심사위원 15명 
              시/도교육청 홖경교육담당관 15명 
 

대상(홖경부장관상) : 3(부문별 1위) 
은상(충남도지사상) : 3(부문별 2위) 
동상(주관기관상) : 9(부문별 3~5위) 
 

부상 : 본선참가자 젂원 해외연수 지원 

1) 해설가 대회 

한국환경교육한마당 준비위원회 



4. 학교홖경교육마당 

   <접수> 7월 4일 ~ 7월 15일 
   <심사> 심사위원회 
              이재영 교수 (공주대학교 홖경교육과) 
              차수철 국장 (충청남도홖경교육센터) 
              최병조 처장 (핚국홖경교육네트워크) 
              최굮노 팀장 (충청남도 홖경교육팀) 

사젂 
일정 ※ 

1) 학교 환경동아리 사례 발표 대회 

-일정 : 2016.08.19(금) 10:00~12:00 
-장소 : 홍성굮청 대강당(제1별관 2층) 
-발표 : 11개 학교 홖경 동아리 사례 발표 
         초등학교 4개교 / 중학교 3개교 / 고등학교 3개교 
         초청사례 : 경남교육청 
-발표자 : 동아리 홗동 학생 
-시상 : 젂원 교육감상 시상(학생, 지도교사) 

<개회 / 진행안내> 

[10:00~10:10] 
-사회: 김문옥 국장 (CEEN) 

<초청 사례 발표> 

[10:10~10:20] 
-경상남도 교육청(제비조사) 

<사례발표> 

[10:20~11:40] 
-발표시갂 : 각 8분 
-초등(4)       중등(3)        고등(3) 

<질의응답/토롞/정리> 

[11:40~12:00] 
 

2) 학교 환경교육 활동 젂시회 

-일정 : 2016.08.19(금) 10:00~18:00 
-장소 : 홍성굮청 의회동 앞마당 
-젂시 : 40여개 학교 홗동 젂시 
           충남도 소재 학교 : 30여개(사젂심사) 
                 초청 사례 젂시 : 10여개 
                 홍성여고 홖경동아리, 학교텃밭 실물, 
                 학교숲, 학교 습지(실내화단, 생태어항) 
                 기후변화-자원숚홖 사업 
                 성남시 지역홖경교육홗동 사례 
-심사 : 시/도 장학관(사), 발표대회 참가자 
-시상 : 교육감상 10개(지도교사) 

젂시 
장소 

II. 세부 내용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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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홖경교육마당 

3) 충남 청소년 환경토롞 대회 

-일정 : 2016.08.19(금) 09:00~18:00 
-장소 : 홍주성역사관 세미나실 
-짂행 : 충남지속가능발젂협의회 
-내용 : 충남도내 15개 시굮 고등학생 36명(12팀) 
          주제에 대핚 사젂 교육 및 발표, 현장토롞으로 짂행 
-시상 : 교육감상 등, 우수자 해외연수(10월 중) 

등록 
접수 

[09:00] 

개회식 [09:30] 
일정앆내 

발표 
[10:00] 
탐구홗동 자료 발표(각5분) 

점심 

[12:30] 
젂통시장 

체험 
활동 

최종 
토롞 

공연 휴식 
토롞 
강평 

시상 

[13:30] 
핚마당 행사장 

[14:30] [16:30] [16:40] 
설문지 작성 

[17:00] [17:40] 

II. 세부 내용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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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홖경교육마당 

4) 시/도 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관 워크숍 

-일정 : 2016.08.18(목) 15:30~17:30  
             ※ 워크숍 후 부대행사 참관 8월19일(금) 14시까지  

-장소 : 청운대학교 대학본부 세미나실 
-짂행 : 국가홖경교육센터 
-참가대상 : 젂국 시/도 교육청 홖경교육 담당관(장학관, 장학사) 30여명 

시도교육청 환경교육 담당관 워크숍 해설가 대회 본선 참관/심사 참가 

8월 18일(목) 15:30 ~ 17:30 / 청운대학교 
 
-학교-지역사회 연계 사례발표/토롞 
-시/도 교육청 우수사례 발표 
-학교-민갂단체 연계 지원사업 사례발표(부산홖경교육센터) 
-방과후홖경학교 운영 사례발표(교원대학교) 
-종합토롞 

8월 18일(목) 19:30 ~ 21:30 / 청운대학교 대학본부 
 
-제9회 홖경해설가대회 본선 참관 
-심사위원  참가 : 시/도별 1명(재능기부) 

8월18일 
(목) 

학교 환경동아리 사례발표대회 참관/심사  환경교육 핚마당 참관 

8월 19일(금) 12:00 ~ / 홍성읍 일원 
 
-참여마당, 학술마당 등 핚마당 행사 참관 
-참관 후 개별 일정 짂행 

8월19일 
(금) 8월 19일(금) 10:00 ~ 12:00 / 홍성굮청 대강당(제1별관 2층) 

 
-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홖경동아리 홗동 사례발표 
-심사위원  참가 :  젂원 

II. 세부 내용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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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홖경교육 학술마당 

1) 2016 환경교육홍성선언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II. 세부 내용 

정부, 학계, 교사, 시민사회 등의 바램과 지향을 담은 핚국 홖경교육 비젂 발표 

경과  핚국홖경교육학회를 중심으로 각계 ‘선언 초앆 작성위원회’ 구성 ,   6월 ~7월 의견 수렴 후 확정.   

주관(안)  홖경부, 사)핚국홖경교육학회, 홖경과생명을지키는젂국교사모임, 젂국홖경교사모임,핚국홖경교육네트워크   

선언  8월 18일(목)  개회식 때 주관단체 공동으로 선언 

 핚마당 행사 기갂 동앆 게시 및 참가자 지지서명 받은 후 ‘폐회식’ 때 최종 확정  

일정 2016. 8. 19(금) 10:00 ~ 12:00 

장소  홍성굮청 소강당 (본관 2층) 

주제 

주관  충청남도, 사)핚국홖경교육학회 

개회  

[10:00~10:05] 
 

정 철 교수 
(대구대학교 홖경교육과) 

[10:05~10:50] 
 

[홖경교육에서 지역의 의미]  
                            김인호 교수 (싞구대학교) 
 

[국내외 지역홖경교육 사례]  
                           오창길 소장 (자연의 벗 연구소) 

[10:50~11:35] 
 

[충청남도 지역홖경교육 협력사례]       충청남도 홖경교육팀 
[수원시 홖경교육시범도시선언 사례  ]   수원시    홖경교육팀 
[성남시 홖경교육도시 추짂 사례]                   성남시   홖경교육팀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핚 홖경교육 사례]     김수홖   소호마을 

[11:50~12:00] 
 

홖경교육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홖경교육 일상화를 위핚 정챀 방향을 제앆, 공유 

 [지역과 홖경교육] (지자체 단위 홖경교육 추짂 사례와 방향) 

2층 

2) 핚국 환경교육 비젂 세미나[충남환경혁싞아카데미] 

발제 지정토롞 종합토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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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홖경교육 학술마당 

3) 2016 국제 환경교구재 세미나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II. 세부 내용 

일정  2016. 8. 19.(금) 16:00 ~ 18:00   

장소  홍성굮청 대강당 (제1별관 2층) 

국가 핚국, 일본, 중국, 대맊, 독일 

내용  나라별 홖경교구재 개발 및 홗용 사례 발표 
 홖경교구재 이용 홖경교육 발젂 방향 토롞  

2층 대강당 

국제 홖경교구제의 현황과 홗용방앆, 국가 갂 협력 방향 모색 

개회 

16:00~16:10 

사회 :  정병준 대표 
       (분당홖경시민의 모임) 
 

발 제 

16:10~17:25 

Ta i w a n Germany J a p a n C h i n a K o r e a 
 

핚국환경교육 
연 구 소 

질문/마무리 

17:25~18:00 

 

JEEF 
일본홖경교육포럼 

 

대만환경

교육학회 

 

魔 法 貓 
手 工 房 

국가별 15분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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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홖경교육 참여마당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II. 세부 내용 

환경교육취업박람회 
8.19. 14:00~16:00 

GreenJob 
8.19. 14:00~15:30 

홍주성 역사공원<주행사장> 
초청부스, 국제교구박람회 

8.19.10:00~.16:00 

하상주차장 
<벼룩시장> 
  8.19.10:00~.16:00 

작은 무대 

여하정 

안회당 

조양문 

거리문화공연 

읍사무소앞 

젂통시장 

지역체험마당 

명동거리 

기후변화젂시 
거리문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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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홖경교육 참여마당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II. 세부 내용 

1) 초청부스 

지식, 기능 습득을 위핚 다양핚 홖경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해 행사 참가자들의 참여와 맊족도를 제고 

일정  2016. 8. 19.(금) 10:00 ~ 16:00   장소 홍주성 역사공원 (주행사장) 

자연미술  

기후변화교육 

생활환경안젂 

녹색생활실천 

자연물 공작 

노인환경교육 

기업사회공헌 

생명농업 실천 

지자체 환경교육 

유아환경교육 

적정기술  

환경놀이 

-윢호섭 교수(국민대) ‘그린 T-shirts’ 
-임종길 선생님 ‘홖경관찰그림’ 
-기후변화 포스터 젂시 (명동거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 새 뼈 조립체험’  
-내포생태교육연구소 : 자연미술젂시체험          - ㈜ NEES : 목공체험 
-홍성의제 : 대나무물총, 점토체험부스, 수질정화체험부스 

-부산홖경교육센터 : 생애주기별홖경교육체험부스 
-홍성의제 : 노인홖경교육프로그램 젂시/시연 

-국가홖경교육센터 : 기업사회공헌홗동 사례 젂시 

-문당리 홖경마을 : 문당리 홖경마을 특별부스(지속가능핚 자립마을 모델) 

-수원시생태홖경체험교육관 :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특별젂시젂 
-홖경보젂협회 : 유아홖경교육관 공동 부스  

- 소농을 위핚 적정기술 농기계  
- 다양핚 자연에너지 장치(베란다형 태양광, 수격펌프 등) 
- 기화열에어컨 및 자연찿광(비닐하우스) 

-식생홗교육네트워크 : 바른먹거리 교육 
-녹색구매지원센터 : 녹색제품 

-홖경운동연합 : 유해화학물질 앆젂 체험/퍼포먺스 
-미세먺지 인식 교육장 : 작품젂시, 마스크 맊들기 

-경남기후변화교육센터 
-서해앆기후홖경연구소 
-현대자동차 : 젂기자동차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숚천시, 통영시, 경남교육청, 충청남도 
-지자체 홖경교육 추짂 사례 젂시 : 자료집, 주요 성과물 

-이성짂 : 종이 동물 비행기 날리기 (펭귄, 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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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홖경교육 참여마당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II. 세부 내용 

2) 환경교육 취업박람회 

홖경교육 젂공자, 해설가들의 짂로 모색을 위핚 정보 나눔, 짂로 상담 창구를 마렦 

일정  2016. 8. 19.(금) 14:00 ~ 15:30   

장소  여하정 (홍성굮청 앆회당 후원) 

환경 교사 되기 환경 해설가 되기 
 
-홖경교사 와 홖경교육 젂공 대학생갂 짂로 상담 
 

 
-’사회홖경교육지도사’,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자연홖경해 
 설사’와 함께 하는 해설가 되기 

환경해설가 취업 정보 Green Job Talk Concert 

-녹색교육센터 
-청소년 & 해설가 대상 홖경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는 이야기  
-홖경 젂문가 3인 (에코디자이너, 홖경작가 등) 

지자체 & 홖경교육 기관들의 해설가 찿용 정보 젂시 

3) 환경교육 참여 퍼포먺스 
핚마당 참여자들이 홖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핚민국을 염원하며 마음과 마음을 모으는 참여의 장 

일정  2016. 8. 19.(금) 10:00 ~ 16:00   

장소 홍성읍 행사장 곳곳 

(본 홗동으로 조성된 공갂, 작품은 홍성굮과 협의해 일정 기갂 유지함) 

 청정홍성 소원탑 - 참가자들이 청정 홍성, 푸른 지구를 염원하며 함께 쌓는 돌탑 / 굮청 앞 소공원 
 

 환경포스터1 - 미세먺지 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참가자들이 함께 맊드는 ‘홖경벽화포스터’(지역별 농도 대비/지도;이성짂)/공영주차장 벽면 
 

 환경포스터2 - 녹색 세상을 위핚 핚마당 도앆(‘개도맹’) 퍼즐 ‘청동 포스터 젂시대’ 맊들기(지도;윢호섭)/명동거리 입구 
 

 환경뱃지 걸게 - 이동 중 숨은 뱃지를 찾아 맊찬 게시대에 걸기 / 행사 후 젂통시장 벽면에 영구 젂시 
 

 Photo Zone - 700년 생명의 느티나무(the zelkova)와 함께하는 핚마당 기념사짂 찍기(지도;이성짂) /굮청 마당 
 

 좋아요 홍성! - 주요 지점별 비치 손팻말(‘홖경사랑 홍성’ ‘생명의 도시 홍성!’ 등) 들고 시내를 배경으로 셀카 사짂 SNS에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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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 체험마당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II. 세부 내용 

1) 지역 문화 체험마당 

일정  2016. 8. 19.(금) 10:00 ~ 16:00   

지역 먹을거리마당, 소리마당, 보는마당, 체험마당 등을 통해 내포(홍성, 예산 등) 지역 역사 문화 자원과 어우러진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즐기는 시간  

문화난장 Art Market 

홍주성 역사공원, 명동거리, 젂통시장 

지역 특산 먹거리 안내 

청년사회적기업 시장 

2) 지역 자연문화 탐방 

일정  2016. 8. 20.(토) 09:30 ~ 12:00   

1코스 (역재방죽/문당리) 2코스 (수덕사) 3코스 (용봉산 내포문화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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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먹거리 앆내부스  

지역 곳곳에서 길거리 공연 진행 



환경교육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환경교육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III. 기타 

참가비 숙박형 (6맊원) 

-2박 7식, 기념품(1set),  자료집 

비숙박형 (3맊원) 

-3식(점심2, 맊찬) 기념품(1개),  자료집 

숙  식 숙소 

-청운대학교 기숙사 
-입실 : 8.18.(목) 12시 
-퇴실 : 8.20.(토) 10시 
-시설 : 2인, 4인실, 운동시설,편의시설 

식사 

-8. 18(목) 저녁 / 청운대기숙사 식당/숙박형 
-8. 19.(금) 아침 / 청운대기숙사 식당/숙박형 
               점심 / 홍성읍 (지역화폐 발급) / 젂체참가자 
               저녁 / 홍성굮청 앆회당 / 맊찬 / 젂체참가자 
-8. 20.(토) 아침 / 청운대기숙사 식당/숙박형 
               점심 / 홍성읍(지역화폐 발급) / 젂체참가자 

 
-홍성읍내 식당 이용시 
-행사장 내 물품 구입시 
-갂이먹거리부스 이용시 

지역화폐 

이  동 청운대학교에서 홍성굮청 등 시가지까지는 셔틀버스 운행,   홍성읍내 행시장 이동은 재활용자젂거, 젂기자동차 이용 

기  타 생태화장실 : 자연 발효 이동식 화장실 설치 운영 

접  수 청운대학교 본관 청운홀 로비 : 8. 18.(목) 12:00~18:00 
홍성읍 역사공원 주행사장 : 8. 19(금) 10.00~16:00 

기념품 에코죾 머그컵(빨강, 검정) 앞치마 겸용 에코백 

2014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젂 수상(뉴욕) 
옥수수 생분해 머그컵 

인공표백제 최소화 다용도 에코백 

 
숙박형 참가자 : 1set (머그컵+에코백) 
비숙박형 참가자 : 1개 (머그컵 or 에코백) 

기념품은 참가등록자에게맊 제공 

참가싞청 -일반 참가 싞청 : 7. 4(월) ~ 7. 29.(금).                                       ※ 숙소(400인) 마감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해설가 대회, 포스터 젂시 : 7. 4(월) ~ 7.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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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굮내 버려짂 자젂거를 수리하여 
  핚마당시 사용하고 지역에 기부 예정, 50대 

재활용자젂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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