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2019 제주 환경 한마당 축제

생활 속 작은 실천,
그 의미를
+ 더하다

10:00-17:00
다양한 환경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
공공기관·기업 참여 자원순환 나눔장터
11:00-15:00
청소년 환경백일장

2019. 6. 1

토

10:00 ~ 17:00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플라스틱 병뚜껑 20개를 가져오면 장바구니를 드립니다.
▶ 개인컵을 가져오면 커피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Jeju provinci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064-710-6012)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064-748-1021)

13:00-17:00
어린이 벼룩시장 (~15:00)
‘와랑와랑 모다드렁’ 셀러 장터 (~17:00)
13:00-14:00
문화공연
14:00-15:00
기념식
15:00-16:00
한라환경퀴즈대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2g

세계환경의 날
World Enviornment Day

매년 6월 5일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국제연합(UN) 기념일입니다.

6월 1일(토) 10:00~17:00

세계환경의날을 기념하며 테이크아웃잔 보다 텀블러,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종이타올 대신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분수대 앞

손수건 사용하기! 어렵지 않죠? 초록별 지구를 위해, 늘푸른 제주를 위해 내가 먼저!

생활 속 작은 실천,
그 의미를 +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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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희망이 되는 2g’ 플라스틱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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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제24회 환경의날 기념

제24회 환경의날 기념 ‘2019 제주 환경 한마당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지역차원의 환경보전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 우리 함께 해요!
라

“생활 속 작은 실천, 그 의미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녹색 생활화와
● 찾아오시는

껑

플

이에 오는 6월 5일 세계환경의날을 기념하여

스틱 병뚜

X 20

길

미세먼지 저감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청정 제주를 지켜가는
도민 참여형 환경 축제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편한세상
아파트

2019. 6. 1
도남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플라스틱 병뚜껑 20개를 모아오면 장바구니를 드려요.
플라스틱 병뚜껑 하나의 무게는 2g,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태어납니다.

제주
보건소

도남
주유소

행사장
시민복지타운광장

제주지방
합동청사

제24회 환경의날 및 기념식

KBS
방송국

13:00-14:00

아름다운 제주를 위한 올바른 ‘

2019. 6. 1

’ 분리배출 방법

1. 병 속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다.
2. 병에 붙은 비닐 포장재를 떼서 비닐류에 버린다.
3. 병뚜껑을 분리하여 따로 모아 플라스틱류에 버린다.
4. 병은 밟아 압축하여 플라스틱류에 버린다.
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작은 실천!!

병(PET)과 뚜껑(PP, PE, PS 등)은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여
플라스틱류에 배출하여야 자원순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어요!
제대로 분리된 병은 재생섬유로, 뚜껑은 포장재 또는 비닐류로 재활용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박 차 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064-710-6012)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064-748-1021)
참여┃제주도기후·환경네트워크, (사)곶자왈사람들, 자활기업 그린터드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푸른나래,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곶자왈공유화재단, 제주시 산림
조합 제주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 보태니컬아트
그리고(Gri-Go), 에코감귤교육농장, 에코아트, (사)한국전통규방문화연합회 제주지부, 제뮤직, 인예당
공방, 제주특별자치도존셈봉사회, 한땀세상, 아름다운 제주지킴이들, 귀일중 자연나들이, NLCS JEJU
#BEATPLASTIC, 한라마을도서관, ㈜푸른바이크쉐어링, 프로젝트 그룹 씨앗(sea-art), 바다쓰기,    
이보쇼제주갑부, 유한회사 세간, 성짓골소리합창단, 제주학생문화원 꽃두레무용단, 제주초록소리밴드,
㈜제이디피모터스, 돌하르방 정비인회

토

10:00 ~ 17:00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
주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
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
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재)제주테크노파크, 한국전력공사 제주
지역본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은행, 주식회사케이티 제
주고객본부,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이마트서귀포점,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제주점,
홈플러스(주)서귀포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주)메종글래드제주, ㈜호텔롯데 롯데호텔제주, ㈜호텔
신라 제주호텔, 한국남부발전(주)남제주발전본부, 한국중부발전(주)제주발전본부
주관┃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라일보사, 제주환경일보

식전 행사
지역주민 문화공연

성짓골소리합창단
제주학생문화원 꽃두레무용단
제주초록소리밴드

14:00-14:05

개식 / 국민의례

14 :05 -14 :10

제주환경선언문 낭독

14:10 -14:20

환경보전유공자 표창

14:20 -14:2 5

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14:2 5-14:30

기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4:30-14:40

축

사

14:40-14:50

폐

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도내 공공기관·기업이 함께하는!

‘환경 그린(Green) 페스티벌’
6월 1일(토) 10:00-17:00 /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내가 직접 만들고 꾸미며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생각해요!

제24회 환경의날 기념
환경 체험프로그램 부스 안내

청소년 환경백일장(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6월 1일(토) 11:00~15:00 /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분수대 앞
▶ 참가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 / 당일 현장 접수 진행
▶ 주
제 : 아름다운 제주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친환경 생활 실천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분리배출, 친환경 교통 등)
▶ 시
상 : 환경부장관상(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최우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우수)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상(장려)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064-748-1021)
※ 용지 주최측 배부, 필기도구 및 그림도구 본인 지참
※ 참가자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문화공연, 기념식,
한라환경퀴즈대회가
진행됩니다.

환경체험부스
기관·기업
재사용물품
판매장터

의류, 도서, 가방 등
재사용 가능한 물품 판매

친환경 생활 실천 협력
공공기관·기업

청소년
환경부스

환경교육선도학교 프로그램
홍보 및 환경교육 체험활동

도내 환경선도학교 및
환경동아리

제주시
환경나눔장터

꼬마상인
돗자리 상점

아나바나
번개장터

차량배기가스
무상점검

의류, 도서, 가방 등
재사용 가능한 물품 판매

어린이 벼룩시장
(제주시 생활환경과 사전접수)

물물교환 및 판매장터

도민, 학생, 관광객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제이디피 모터스
돌하르방 정비인회

버려지는 것들에
가치를 더하다!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도내 공공기관·기업이
기관·기업
재사용물품 참여하는 자원순환 나눔장터와
판매장터 와랑와랑 모다드렁
셀러 장터가 열려요!
백일장 접수는 여기로!
플라스틱 병뚜껑 20개 모아오면
장바구니를 드립니다!

제주시환경나눔장터위원회

옷가지, 책, 학용품, 장난감,
생활용품 등 판매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자동차 유지관리방법 안내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순환, 녹색소비,
친환경 생활, 생태환경, 먹거리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량배기가스
차량 배기가스
무상점검
무상점검 받으세요!

꼬마상인
돗자리 상점
어린이
벼룩시장이
열려요!

개인컵을 가져오면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화장실

한라환경퀴즈대회

도심 속 공원에서
숲놀이가 진행됩니다.

6월 1일(토) 15:00~16:00 /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 중앙무대
▶ 참가대상 : 도민 누구나 / 개인 또는 팀(4명 이내)으로 참가 신청
▶ 사전접수 : 5월 31일까지 / 당일 접수 가능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064-748-1021)
▶ 운영방식 : 일명 ‘골든벨’ 방식
▶ 순위결정 : 오답자 탈락 → 최후 정답자로 순위 결정
▶ 시
상 : 총 3팀
- 대 상(1등) : 5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 최우수(2등) : 30만원, 한라일보대표이사상
- 우 수(3등) : 2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상
※ 참가자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