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지구의 날 기념

The 8th GreenWay Festival

주최:

주관:

후원:

2015. 4. 25(토)~4. 26(일) 10:00~17:00 / 도청 야외광장 앞

|축제조직위원회|  전북의 멸종위기생물 및 생태현황을 지도로 표현한 입체 조형물 

Community Unit 살아있는 보물탐험 “전북 생태지도”

2015. 4. 25(토)~4. 26(일) 10:00~17:00 / 특설무대 및 도청광장
|축제조직위원회|  도민 누구나 자신들만의 친환경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자유발언대 운영

릴레이이야기콘서트 “Green-way, Green-earth!”

2015. 4. 25(토)~4. 26(일) 10:00~17:00 / 도청 야외광장 앞

|청소년 동아리 헤르메스, 크로다일|  청소년들이 직접 지구를 생각하는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체험 및 수거한 재활용 공책을 활용한 추억이 담긴 파워딱지 만들기 및 대회

청소년이 만든 유스 그린웨이 “Again 전북”

2015. 4. 25(토)~4. 26(일) 10:00~17:00 / 도청 야외광장 앞

|따뜻한세상협동조합|  축제기간동안 사용할 전기를 사전에 태양광 패널로 생산, 행사기간 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탄소‘0’축제 선언

도전! 탄소제로! “에너지 한판 붙자!”

2015. 4. 25(토)~4. 26(일) 10:00~17:00 / 도청 야외광장 앞

|행복에너지사업단|  폐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에너지 독립형 하우스로써 컨테이너 내부에 

다양한 재활용놀이터 및 프로그램 운영

꿈이 자라는 무동력 놀이터 (만들어 쓰는 에너지)

2015. 4. 25(토)~4. 26(일) 13:00~17:00 / 도청 야외공연장 주변

|(사)아이엠| 전북지역 청소년 밴드 및 인디밴드 팀들이 자전거 발전기로 자체동력을 활용한 

악기연주로 언플러그드 뮤직 구현

만들어 듣는 “에너지 그린(Green) 버스킹”

2015. 4. 25(토)~4. 26(일) 11:00~17:00 / 도청 야외광장 특설무대

|전주시나눔장터실무협의회|  사용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와 기부도 하는 재활용 나눔장터 

나눔장터 ‘또또장터’

2015. 4. 25(토) 11:30~12:30 / 도청 주변 및 삼천변

|얘들아, 하늘밥먹자| 영:유아 유기농급식 교육기관 소속 아이들과 가족이 참여하는 환경마라톤

“온가족 밥톨 마라톤”

2015. 4. 25(토) 14:30 / 전북도청(서부신시가지 순환코스)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도청 출발 17.7km)

2015 전주 자전거 대행진 WE ♥ BIKE 

2015. 4. 25(토)~4. 26(일) 10:00~17:00 / 도청 야외광장 앞

|(사)누리|  푸름이 이동교실 버스(bus)에서 환경교구를 이용한 체험교실 운영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2015. 4. 25(토)~4. 26(일) 15:00 / 도청 야외광장

|리듬앤조이 ‘타키’|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활용 타악 퍼레이드,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도민참여형 플래시몹 행사

그린 리듬 타악 퍼레이드

2015. 4. 25(토)~4. 26(일) / 도청 야외광장 앞|문화예술협동조합 ‘사이’|

<25일>
10:30 ‘극단 명태’- 뮤지컬 갈라쇼 “A Happy Spring”
14:00 ‘인형극단 꼭두’- 플라스틱 돈키호테
16:00 ‘타악연희원 아퀴’-“2015 아퀴 타라”

<26일> 
14:00 ‘전북예술문화원 클나무’
            - 금관5중주 “음악이 주는 선물”
16:00 ‘퓨전국악 나니레’-“소리 청아하라”

문화예술협동조합 ‘사이’와 함께하는 그린 싸이클 콘서트

기획프로그램

2015 지구의 날 & UN 인간 환경 선언
순수 민간운동에서 시작된 지구의 날은 1969년 캘리포니아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당시 하버드대생이였던 데니스 헤이즈가 주도하여 

첫 행사를 열었습니다. 1972년에는 113개국이 모여 스웨덴 스톡홀롬에

서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보전과 향상에 유기적 협조를 다짐하

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매년 이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사회, 경제, 문화인들의 연대와 교류 축제의 장, 도민들이 참여하고 공감

하며 만들어가는 그린웨이 환경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Memo

○ 릴레이이야기콘서트에 참여해 보세요.

-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이야기

- 자신의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 전라북도의 자연과 생태에 대한 이야기 등

▶ 기념식 2015. 04. 25(토) 10:30 / 축제 특설무대

▶ 폐막식 2015. 04. 26(일) 17:00 / 축제 특설무대



무대
릴레이 이야기
전시 공간

에너지 한판 붙자

전북 생태지도

유스 그린웨이

그린버스킹

환경민원버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무동력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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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그린웨이 환경축제 테마맵

▣ 8개 공간 중 4곳을 체험하여 스티커를 붙여오세요. 

    4가지 색의 체험확인 스티커를 모아 운영본부에 제출하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 선착순 마감시 조기종료)

    분홍 : 만들어 쓰는 에너지 / 파랑 : 무지개 숲  / 보라 : 생기발랄 흙놀이터 / 초록 : 살아있는 보물섬 / 주황 : 무한 순환 한마당 

    노랑 : 초록꽃 피는 환경마을 / 빨강 : 위기탈출! 지구를 디자인하는 마을 / 무지개 : 지속가능 예술놀이터

▣ 축제 안전관리 책임 : 그린웨이환경축제조직위원회 ☎ 063-232-3543

그린웨이환경축제는 도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며 만들어가는 ‘지속가능’축제로써 

1회용품이 없는 축제입니다.

텀블러/손수건 등의 개인용품을 지참해주세요.

만들어 쓰는
에너지

무한순환
한마당

살아있는
보물섬

생기발랄
흙놀이터

지속가능 
예술놀이터

초록꽃 피는 
환경마을

무지개 숲

전라북도청

위기탈출! 지구를 
디자인하는 마을

 3. 자투리천으로 코사지, 머리핀만들기
    업사이클링 자동차덮개 전시 및 판매 

4. 물의 반전, 나도 친환경스타일! 천연비누만들기

5. EM 천연향초만들기

6. 마을을 살리는 EM 활성액

7. 고물고물 재활용 공방

8. 가족과 함께하는 친환경액자만들기

9. 버려진 밴딩끈을 이용한 축구공 만들기

    재활용 캔으로 만든 바람개비

10. 재활용분리수거 체험교육, 페이스페인팅

11. 아빠가 그리는 초록지도

12. 하늘다람쥐의 숲

13. 애완곤충 및 식용곤충 관찰학습)

14. 야생동물 우리의 친구(새 모이통 만들기)

15. ‘새’ 목걸이만들기 

16. 유기동물 인식개선(입양홍보) 

      동물원 동물 에티켓 배우기

1. 태양광 줄다리기

    자전거 발전기로 만드는 솜사탕

2. 햇빛 거울을 향해 쏴라!

    오토메틱 고구마 깡통 로봇

    태양이 끓인 커피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만들기

    태양열 메추리알 삶기

30. 한국환경공단 ‘푸루’와 함께하는 초록세상만들기 체험

31. 정크아트전시&푸루환경사랑 동판화 체험

32. 2015년 기상기후변화사진전시회

33. 우리손으로 만드는 깨끗한 지구

34. 화학사고, 테러잡는 화학특공대

35. 전북자연환경연수원과 함께하는 즐거운 환경게임!

36. 자연으로 떠나는 에코힐링게임

37. 반달이와 꼬미와 함께하는 지리산 소원나무 만들기

38. 내장산 자연 공작 교실

39. 생물엽서와 젤리초 만들기

40. 1. 신비한 물속의 세계 체험

      2. 큰 목소리 소음도&큰 발자국 진동도측정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버스)

17. 식물의 지혜를 배우는 도시텃밭

18. 안전한 우리집 텃밭 가꾸기

19. 수다쟁이의 착한밥상

20. 생기발랄 흙놀이 속닥속닥 코너

       생명을 키우는 도서관 환경책 전시 및 

책 읽어주기

21. GMO완전표시제 교육 및 판매

22.  LOVE光주먹밥만들기 체험 및 

 지속가능소비교육

23. 장수사과즙으로 찹쌀떡 만들기

24. 대금공연 및 소리체험

25. 무한마크 그린웨이 팔찌만들기

26. 프린팅아트

27. 컬러비즈공예

28. 천연 염색

29. 세계 타악기 체험

41. 아름다운 숲 사진 전시 

42. 로드킬을 아시나요

43. 나만의 꽃화분심기

44. 자연물캐릭터 만들기

45. 숲 동영상

46. 달팽이 목공교실

47. 목공소품 전시

48. 기후야 놀자

49. 물은 쓰레기를 싫어해요

50. 궁금하다 원자력

51. 태양광 풍차 만들기

52.  우리모두 실천해요

- 기후변화제정법 서명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약

(8th Greenway Festival Theme map)

음수대 구급차

의료 소방

배

식

배

식

운영본부

흙놀이터

10. 재활용분리수거 체험교육, 페이스페인팅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약

가면만들기 까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