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일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개요

 개 요

❍ 일 시 : 2014. 6. 15(일) 11:30~16:30

-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행사(07:30~08:30)에 따른 장터 운영시간 변경

❍ 행사장소 : 광화문광장 및 세종로 보행전용거리(07:00~19:00)
- 재활용장터(시민·보부상), 업사이클링마켓, 자치구 장터, 농부시장, 풍물

시장, 외국인장터, 자활장터, 사회적경제기업장터, 안전체험존 등

- 주제별장터 : 녹색공감교실, 기업(시민) 기증물품 및 업사이클링 물품판매 등

※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LED 녹색장터특별판매부스운영

 행사장 배치도

※ 문화공연 취소 및 먹거리 대폭 축소 운영(음료위주 판매)



 주요 장터 프로그램

장터명 운영규모 주 요 내 용

재활용장터

(자원순환과)

102개 부스
(245팀)

◦ 중고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자율기부

- 일반시민 판매장터 162팀

- 보부상 83팀(개인 76, 단체 7)

업사이클링

마켓

(자원순환과)

3m×12m×2.5m

(한국업사이클
협회 주관)

◦ 업사이클 브랜드 제품 판매

◦ 업사이클 작품 만들기 체험교육

◦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주제별장터

(자원순환과)

22개 부스
(아름다운가게

주관)

◦ 기업과 시민기증물품 판매

◦ 업사이클링 제품, 공정무역커피 등 공익상품 판매

◦ 윤호섭 교수 친환경티셔츠그리기

◦ 그린디자이너 체험교실

자치구 장터

(자원순환과)

25개 부스

(자치구 주관)

◦ 25개 자치구별 직원 바자회, 민간단체 참여

재활용장터 운영

◦ 폐현수막, 폐식용유 등 활용 리폼제품, 비누만들기

체험 및 판매 등

특별판매장터

(자원순환과)
3개 부스

◦ 한국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 수제화 판매

◦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의 주얼리 판매

◦ 찾아가는 에너지직거래 장터(LED 판매)

농부의 시장

(민생경제과)
50개 부스

◦ 전국 61개 시·군 200여개 농수특산물을 직거래

로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

사회적경제장터

(사회적경제과)
12개 부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18개팀의 친환경 제품 판매

자활장터

(자활지원과)
14개 부스

◦ 전통공예 및 되살림 제품 등 27개 자활기업 상품 판매

◦ 자활상품 품질평가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풍물시장

(소상공인지원과)
10개 부스 ◦ 잡화, 공예품, 먹거리 등 서울풍물시장 장터운영

외국인벼룩시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8개 부스 ◦ 외국인주민 16개팀 중고물품 판매

안전체험교육

(안전지원과)

1개 부스
(에어바운스)

◦ 주택화재시 대피방법, 소화기사용법 및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소방포토존 등 운영



 업사이클 마켓 운영

❍ 주 관 : 한국업사이클디자인 협회 (대표 박미연)

❍ 규 모 : 3m×12m×2.5m (컨테이너 개조)

❍ 운영내용
- 업사이클 브랜드 샵 운영 (업사이클 브랜드 16개사 참여)

-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바다보석목걸이·자투리천 브로치 만들기) 체험 교육

- 텀블러 구매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공 및 8만 원 이상 제품구매 시 선착순

20명에게 1만원 상당의 핸드메이드 더치커피 선물 제공

❍ 업사이클 마켓 이미지

❍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주제별 장터 운영

❍ 규 모 : 22개 부스 (판매부스 10, 체험교육 8, 홍보부스 4)

❍ 주 제 : 세상을 움직이는 힘, 사회적기업 - ‘아름다운가게 특별장터’

❍ 운영내용
- 기업과 시민 기증물품 및 업사이클 제품 판매

- 윤호섭 교수의 친환경티셔츠 그리기 환경캠페인(13:30~16:00)

- 기업과 시민 기증물품 및 업사이클 제품 판매

- 업사이클 그린디자이너의 체험교실 운영(씨앗성냥, 펭귄 미니나무블럭 등)

❍ 세부 운영내용
- 판매부스

움직이는 아름다운가게
기업기증품, 시민기증물품, 110V 가전특별전

판매물품수 : 약 5천점

에코파티메아리 대형릴라 인형과 사진찍기, 메아리 제품 판매

아름다운커피

음료매대(아이스이퀄아메리카노)

제품판매(이퀄아메리카노/초콜릿/텀블러)

공정무역 캠페인 및 텀블러 지참시 5백원할인

- 체험교육 부스 : 나눔테마로 운영

친환경티셔츠 그리기
환경운동가 윤호섭교수님과 함께하는 친환경티셔츠 그리기

헌 티셔츠를 가져오시면 무료 참여가능 (13:30~16:00)

녹색공감교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공기, 흙, 물, 생물들과 조화로운 공존의

삶을 그린디자이너들과 함께 체험과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는 장

1) 씨앗성냥 (신정미작가) 2) 펭귄 미니나무블럭 (이지영작가)

3) 생태맹 (김성현작가) 4) 지구 액세서리 (황태인작가)

5) 환경뺏지 (강보라작가)

환경체험 교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환경체험 기회제공

1) 양말인형만들기 2) 페이스페인팅 3) 부채만들기

4) 종이백만들기 5) 야구팔찌만들기

6) 북극곰살리기프로젝트 -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기를

만들고 북극곰을 살리는 퍼포먼스



- 홍보부스

자원활동센터 자원활동가 모집 / 미래로 쓰는 편지

사회적기업센터 사회적기업 홍보 :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기업

폐핸드폰 기증캠페인

(행복한에코폰재단)

시민장터 대상 기증캠페인
1) 기증접수코너 운영 : 감사선물 씨드스틱(바질,패랭이,봉선화)
2) 기증 프로세스 물총 OX 퀴즈 : 감사선물 귀여운 타투 또는

미니릴라 열쇠고리

1) 캐릭터 인형

- 핸드폰 모양의 인형캐릭터와 함께 중고휴대폰 기증캠페인 홍보

- 시민들과 가위바위보를 통해 선물(나눔씨앗) 제공 이벤트 진행

2) 중고휴대폰 기증캠페인

- 행사 당일 중고휴대폰 기증 접수

- 기증자 감사선물(신문지 연필) 제공

3) 온라인(www.bstore.org) 댓글 이벤트 홍보

- 온라인에서 진행 예정인 댓글 이벤트 홍보

- 추첨을 통한 릴라씨 인형 제공 안내

4) 날아라 릴라씨 게임

- 릴라가 달린 링을 고리에 던지는 게임

- 부스 내에서 진행 예정으로 자유롭게 참여

5) 홍보

- 부스 뒤 배치용 홍보판넬 제작(에코폰재단)

나눔교육팀 나눔교육수업/강사단 안내 및 모집 나눔교육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