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가살고싶은 지구서울마을관] 참여 후 스템프를 5개 받아서   운영본부로 

    오시면  2013지구의날 기념품을 드립니다

•주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주관 : 2013지구의날서울조직위원회

•내가살고싶은 지구서울마을 행사문의 : 2013지구의날서울조직위원회,02)713-2834

2013 지구의 날
내가 살고 싶은

지구 = 서울 = 마을

광화문 광장 프로그램 (세종로공원~정부서울청사앞 약 150m 구간)

지구관_지구를 살리기 위한 예술인 공연 12:00~17:00

서울관_가족과 함께하는 재활용 곡물텃밭 14:00~16:00

마을관_도로위 마을놀이터 11:00~17:00

청계광장 프로그램 (청계광장~청계7가)

청계천 자전거 투어 13:00~16:00

자전거 대여 13:00~16:00

광화문 광장 및 

청계 광장으로

 오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지구 · 서울 · 마을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상원유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1970년 미국 상원의원게이로 넬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대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발벗고나서서 지구의 날 첫행사 (1970.4.22)를 열었습니다. 이후 1972년에는 113

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룸에 모여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보전활동에 상호협조를 다짐

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해 현재까지 매년 세계 각국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4월 21일 ,
차 없는 거리!

2013 지구의날

지구의 날 이야기

일회용품은 가져오지 마시고 쓰레기는 집으로 되가져 가주세요. 

차없는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3호선 경복궁역, 1호선 종각역, 시청역 하차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녹색교통과 함께하는 도심나들이 (13:00~16:00)

청계천 도심자전거 투어 (사전접수 필수)

이색자전거 대여, 가족 뱃지 만들기,걸개그림색칠하기

청계광장

광화문 차없는 거리

■ 기획실행단체 : 녹색미래,녹색교통운동,여성환경연대,에너지나눔과평화,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  참여단체 : 녹색연합,녹색당,레브웍소이캔들,생태지평연구소,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너지정의행동,천기저귀홀릭맘 네이버카페,탈핵신문,한살림,한국미래연대,환경재단,하자센터,핸즈적정기술협동조합,YWCA,

초록서울심기 (14:00~16:00) 사전 및 현장접수

- 가족과 함께하는 재활용 곡물 텃밭

-  재활용품을 활용한 화분을 서울시 모양으로만들고 차,조,수수등의 

곡물을 시민참가자가 직접 심는 행사로 지구의 날 메시지를 표현

마을관_도로위 마을 놀이터 (11:00~16:00)

 -  마을공동체 복원 및 가족 소통공간의 의미로도로위 에서 

    황소씨름, 굴렁쇠, 구슬치기, 제기차기등  도로위 놀이터

정부서울청사

신문박물관

현대빌빙서관

청계광장

세종로 공원

세종문화회관

세종대왕동상

지구를 살리기 위한 예술인 공연 (12:00~17:00)

-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가사, 춤 공연 무대

13:00~14:10 4번출구, 솔가, 사이

14:30~15:00 베르디마로

15:30~16:40  닥터와 래퍼, 슬램, 술래와 빅사이즈,  동방박사

전체프로그램 안내와 초록서울심기 사전접수,온라인 실천다짐 이

벤트 참가, 청계천 도심 자전거 투어 사전접수는 2013 지구의날 

블로그를방문해주세요.주소 : blog.naver.com/green2834

지구관_ (11:00~17:00)

 -  일회용컵,음식물쓰레기줄이기,대안에너지 및 태양광체험, 택핵 

및 에너지절약 퀴즈,재활용 양초 만들기등

운영본부 및 포토죤 : 사전 및 현장접수

 - 내가살고싶은 지구서울마을 당일 [부스참가자] 및 

     사전 [온라인 실천다짐 이벤트] 참여자 기념품 증정

 - 지구의날 메시지 포토존

전지구인이 함께하는 천기저귀 
플래시몹(15:00~15:30)

 -  천기저귀를 사용하는 부모들이 지구의날 맞이해 전세계적으로 

    플래시몹을 동시에 진행

서울관_(11:00~17:00)

 -  자전거보관소, 전기자전거체험, 인형극, 재활용품 만들기, 

    시민참여 프로그램, 도시농업 체험

내가 살고 싶은
지구 · 서울 · 마을

program

program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일회용품은 가져오지 마시고 쓰레기는 집으로 되가져 가주세요.

차없는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내가살고싶은 지구서울마을관] 참여 후 스템프를 5개 받아서   운영본부로 

    오시면  2013지구의날 기념품을 드립니다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3호선 경복궁역, 1호선 종각역, 시청역 하차

•주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주관 : 2013지구의날서울조직위원회

•내가살고싶은 지구서울마을 행사문의 : 2013지구의날서울조직위원회,02)713-2834

2013 지구의 날
내가 살고 싶은

지구 = 서울 = 마을

광화문 광장 프로그램 (세종로공원~정부서울청사앞 약 150m 구간)

지구관_지구를 살리기 위한 예술인 공연 12:00~17:00

서울관_가족과 함께하는 재활용 곡물텃밭 14:00~16:00

마을관_도로위 마을놀이터 11:00~17:00

청계광장 프로그램 (청계광장~청계7가)

청계천 자전거 투어 13:00~16:00

자전거 대여 13:00~16:00

2013 지구의 날

내가 살고 싶은
지구 · 서울 · 마을

4월 21일 ,차 없는 거리!광화문 광장 및 

청계 광장으로 오세요!

지구의 날 
이야기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상원유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해 1970년 미국 상원의원게이로 넬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대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발벗고나서서 지구의 날 첫행사 (1970.4.22)를 열었습니다. 이후 1972년에는 113

개국 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룸에 모여 ‘지구는 하나’라는 주제로 환경보전활동에 상호협조를 다짐

하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해 현재까지 매년 세계 각국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녹색교통과 함께하는 도심나들이 (13:00~16:00)

청계천 도심자전거 투어 (사전접수 필수)

이색자전거 대여, 가족 뱃지 만들기,걸개그림색칠하기

청계광장

광화문 차없는 거리

■ 기획실행단체 : 녹색미래,녹색교통운동,여성환경연대,에너지나눔과평화,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  참여단체 : 녹색연합,녹색당,레브웍소이캔들,생태지평연구소,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너지정의행동,천기저귀홀릭맘 네이버카페,탈핵신문,한살림,한국미래연대,환경재단,하자센터,핸즈적정기술협동조합,YWCA,

초록서울심기 (14:00~16:00) 사전 및 현장접수

- 가족과 함께하는 재활용 곡물 텃밭

-  재활용품을 활용한 화분을 서울시 모양으로만들고 차,조,수수등의 

곡물을 시민참가자가 직접 심는 행사로 지구의 날 메시지를 표현

마을관_도로위 마을 놀이터 (11:00~16:00)

 -  마을공동체 복원 및 가족 소통공간의 의미로도로위 에서 

    황소씨름, 굴렁쇠, 구슬치기, 제기차기등  도로위 놀이터

정부서울청사

신문박물관

현대빌빙서관

청계광장

세종로 공원

세종문화회관

세종대왕동상

지구를 살리기 위한 예술인 공연 (12:00~17:00)

-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가사, 춤 공연 무대

13:00~14:10 4번출구, 솔가, 사이

14:30~15:00 베르디마로

15:30~16:40  닥터와 래퍼, 슬램, 술래와 빅사이즈,  동방박사

전체프로그램 안내와 초록서울심기 사전접수,온라인 실천다짐 이

벤트 참가, 청계천 도심 자전거 투어 사전접수는 2013 지구의날 

블로그를방문해주세요.주소 : blog.naver.com/green2834

지구관_ (11:00~17:00)

 -  일회용컵,음식물쓰레기줄이기,대안에너지 및 태양광체험, 택핵 

및 에너지절약 퀴즈,재활용 양초 만들기등

운영본부 및 포토죤 : 사전 및 현장접수

 - 내가살고싶은 지구서울마을 당일 [부스참가자] 및 

     사전 [온라인 실천다짐 이벤트] 참여자 기념품 증정

 - 지구의날 메시지 포토존

전지구인이 함께하는 천기저귀 
플래시몹(15:00~15:30)

 -  천기저귀를 사용하는 부모들이 지구의날 맞이해 전세계적으로 

    플래시몹을 동시에 진행

서울관_(11:00~17:00)

 -  자전거보관소, 전기자전거체험, 인형극, 재활용품 만들기, 

    시민참여 프로그램, 도시농업 체험

내가 살고 싶은
지구 · 서울 · 마을

program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