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는 길

수원컨벤션센터

2022. 9. 5.(월)

수원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304~306호)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하차(강남역-광교중앙역 35분) → 
(4번 출구, 도보 10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버스
광역버스
서울역 M5115, M5121 / 강남역 M5422 → 
광교중앙·아주대환승센터 하차 → (4번 출구, 도보 10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시내버스
5-4, 19, 20, 32, 32-3, 32-4, 670, 720-3, 999 → 
수원컨벤션센터 ·롯데아울렛 하차 → (도보 3분) → 
수원컨벤션센터 도착

포럼 행사 위치  3층 회의실-304~6호

홈페이지
https://gesf.kr

유튜브 생중계

  문의 2022 경기환경안전포럼 사무국 031-985-0573



Eco Fair Korea 체험행사경기환경안전포럼

본 포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에 ‘2022 경기환경안전포럼’ 검색 또는 환경안전포럼
홈페이지(http://gesf.kr)접속 후 참관

2022 ECO FAIR KOREA
경기환경안전포럼, 경기환경산업전, 경기도탄소공감, 청정대기 국제포럼
공동 행사로 개최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발전방안

세션1

시간

시간 까지

13:20 14:00 40 · 등록

· 국민의례

· 인사말씀

· 그간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

· 사례발표(인쇄분야)

· 패널토론

· 질의·응답(참석자)

휴식

· 경기도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 우수 사례발표(환경전문공사업)

· 우수 사례발표(측정대행업)

· 우수 환경서비스업체 도지사 표창

· 폐회

경기도 환경국장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

기업 발표

전문가 등 4명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

기업발표

기업발표

11개 기업

14:00 14:05 5

14:05 14:10 5

14:35 15:00 25

15:00 15:20 20

15:20 15:40 20

15:40 16:00 20

16:10 16:25 15

16:25 16:40 15

16:40 16:50 10

16:50 17:00 10

16:00 16:10 10

14:10 14:35 25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및 우수사례

세션2

일시 : 2022. 9. 5. (월) 14:00 ~ 17:00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304~306호)

내용

실내 환경 지키고, 우리 건강 지키고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TEWL(경피수분증발량) 측정

·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습 유지방법 및 필요성 교육 

공기정화식물 체험

· 공기정화 식물 체험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일시 : 9. 5. (월) 10:00 ~ 17:00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체험행사장(1층 야외광장)

내용

일시 : 9. 6. (화) 10:00 ~ 17:00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체험행사장(1층 야외광장)

내용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및 탄소중립 실천

· 친환경 물병 체험을 통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친환경 머그컵 체험

친환경 물병, 오호 체험

숲의 약속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2022 경기환경산업전(Eco Fair Korea 2022)

우수 환경제품 전시회
경기도 시군구 공공기관·대기업 바이어가 참여하는
구매상담회
환경·에너지분야 인·검증제도 설명회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내용 : 

 2022 청정대기 국제포럼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주간 ‘청정대기 국제포럼’ 
공동 개최
APCAP Joint Forum 및 국제 심포지엄 공동 참여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3 및 회의실
내용 : 

 제2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주체가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가치 공유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