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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친환경제품 보급촉진 및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산업을 

총망라하는 국내 최대 박람회인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을 코엑스에서 10월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15년에는 188개 친환경기업·단체가 참여, 친환경 체험행사 및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외 콘퍼런스 및 친환경 유공자 정부시상식 등을 

개최하여 4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 및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4. ’16년에도 환경산업 선도 기업들의 판로확대와 친환경제품 보급촉진을 위한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기간 : 2016. 10. 18(화). ~ 10. 21(금). / 4일간
나. 장소 : 서울 삼성동 코엑스 C&D홀
다. 규모 : (참가업체) 200개사, 600부스 / (참관객) 50,000명
라.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경제신문)
마. 신청기한 : 7월 29일까지(부스 소진시 조기마감)
바. 신청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전략실(02-380-0615, 0620)

붙임 1. ’16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브로셔 1부.

     2. ’16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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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해법을 제시할 국내 최대의 친환경산업 박람회
  - 국내・외 대표 친환경기업의 제품・기술・유통・서비스 전시!
  - 친환경제품・기술 생산기업과 공공기관・기업 수요처와의 만남!
  - 친환경산업 최신 트랜드 공유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

□ 박람회 개요
 m 기간 : 2016. 10. 18(화) ~ 21(금)
 m 장소 : 코엑스 C&D홀 (14,713㎡)
 m 주최 : 환경부
 m 주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경제신문
 m 전시분야 : 친환경제품, 친환경기술・에너지, 친환경건축, 친환경교통, 

친환경유통・서비스・금융, 친환경 시민단체 등
 m 주요 동반행사
   -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자 정부포상
       * 분야별 우수 공공기관,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 친환경 일자리 창출과 우수인력 확보기회 제공
   - 국내・외 컨퍼런스(예정) : 공공기관 녹색구매 활성화 워크숍 및 교육, 

화학물질관리 국제포럼, 환경산업 투자 컨퍼런스, 녹색경영금융 국제 
컨퍼런스, 한․중 환경기술 교류회,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설명회 등

□ 신청방법 및 접수처
 m 신청기한 : 7월 29일까지(부스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서 작성 후 팩스・이메일 송부
 m 문의 및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전략실 - 한국경제신문 미래전략부
・전화 : (02)380-0615, 620 / 팩스 : (02)380-0630
・메일 : kecoexpo@keiti.re.kr

・전화 : (02)360-4515 / 팩스 : (02)360-4503
・메일 : seonwoo.lee@hankyung.com



- 2 -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개최 결과 

□ 행사 개요
❍ 주제 : 세상을 푸르게 바꾸는 현명한(Smart) 선택 

 - 친환경으로 쿨(Cool)한 미래를 열다
❍ 기간/장소 : ’15.10.27(화) ~ 30(금) / 코엑스 A&B홀
❍ 주최 : 환경부 (주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경제신문)

□ 주요 성과
❍ 규모 : (참가사) 188개사/686부스 (참관객) 40,633명

    
10.27(화) 10.28(수) 10.29(목) 10.30(금) 계

9,170 11,329 10,313 9,821 40,633
❍ 주요 동반행사 : 총 21건(체험프로그램 제외)

- (시상식)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자 정부 포상식, 녹색생활・소비 실천 공모전 등(4건)
- (전시회)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 (컨퍼런스) EU에코이노베이션 포럼,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세미나, 

환경 R&D 기술이전 컨퍼런스, 환경산업 투자 컨퍼런스 등(16건)
- (체험프로그램) 에코쿠킹클래스, 친환경 교구 워크숍, 온실가스 

줄이기 체험, 재활용 아트 체험, 친환경캠핑스쿨 등(43건)
❍ 박람회 개막식 참석 인사

- 윤성규 환경부장관, 전영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Arab Hoballah UNEP 기술산업경제국 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준희 BC카드 사장, 이상훈 한솔제지 사장, 박희철 녹색기업협의회장 등

❍ 언론홍보 : 총 629회

   
TV 신문지면 보도 인터넷 블로그 계
4 66 297 262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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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주요 행사 

박람회 개막식 유공포상 시상식(전경) 유공포상 시상식(단상)

박람회장 입구 VIP 순시 전경

동반행사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동반행사
(EU-에코이노베이션 포럼)

동반행사
(환경산업 투자컨퍼런스)

공동관(ECO-FASHION) 기획전시(에코푸드쇼) 체험행사





국내 유일 최대 환경 종합 박람회
2005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국내 최초·최고의 친환경생활, 친환경산업 종합 박람회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K-ECO EXPO

친환경 제품, 친환경 유통, 친환경 기술, 친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 종합 박람회로 각 분야의 환경경영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환경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유공 포상을 통한 친환경분야 기업 및 산업 성과 창출의 장
신성장 동력인 친환경 소비·생산, 환경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기관·단체 등을 포상하여 친환경 창조경제 및 환경복지를 구현합니다.

동반행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친환경 전문화 실현

관련 부대행사 및 컨퍼런스를 통한 시너지 제고로 업계 상호간 네트워크 형성 및 

환경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잠재적 소비층인 미래세대의 환경교육 활성화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형 이벤트 및 특별관 확대를 통해 

범국민적 친환경 소비 생활 문화의 장을 확산시킵니다.

박람회 개요 명칭 ┃국문┃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영문┃ ECO-EXPO KOREA 2016

주제  

: 현명한(SMART) 당신, 환경도 현명하게 선택(CHOICE)하자!

기간 2016. 10. 18(화) ~ 21(금) (4일간) 장소 코엑스 C&D 홀

주최 환경부 주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경제신문

후원
(예정)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국경제인연합협의회 | 대한상공회의소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 녹색기업협의회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WHY



친환경 제품

친환경 건축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친환경 기술

친환경 교통·수송

친환경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유통ㆍ서비스

환경교육·체험

생활용품, 가전제품, 

친환경 창조 아이디어  

제품 등

친환경 건설사, 

친환경·안전 건축자재 등

유해물질 저감기술, 

토양·지하수 정화기술 등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에코드라이빙 제품 등

신재생에너지,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등

녹색매장, 

친환경 금융·서비스 등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자 시상식

•청소년 환경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녹색생활·소비 실천 공모전 시상식

•공공기관 녹색구매 활성화 워크숍 및 교육

•환경R&D 기술중개 컨퍼런스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촉진 세미나

•화학물질관리 국제 포럼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설명회 등

특별전시 생물다양성관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시상식

국내외 
컨퍼런스

에코디자인 홍보관

어린이용품 체험관

에코인테리어 홍보관

자원순환관

에코패션관

에코뷰티관

전시분야

동반행사

참가안내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약금 입금증 사본 각 1부 팩스 전송 (FAX. 02-380-0630)

신청기한 2016. 7. 29(금)까지 신청접수 (부스 소진 시 조기마감, 참가신청은 별첨 양식에 의거 신청)

참가비 독립부스 : 170만원/부스(VAT 별도)  |  조립부스: 200만원/부스(VAT 별도)

참가비 
납부

계약금 : 참가 신청 시 참가비(VAT 포함)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

잔금 : 2016. 8. 12(금)까지 납부

은행계좌 : 우리은행 052-286662-13-001 예금주 : 한국경제신문



서울 은평구 진흥로(불광동) 215 친환경생활전략실

Tel. 02-380-0618, 0620  Fax. 02-380-0630
E-mail. kecoexpo@keiti.re.kr  www.keiti.re.kr

서울 중구 청파로(중림동) 463 한국경제신문

Tel. 02-360-4515  Fax. 02-360-4503
E-mail. seonwoo.lee@hankyung.com  www.hankyung.com

본 인쇄물은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한솔제지의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가로형

세로형

10.18(화)~21(금) 삼성동 코엑스 C&D Hall

2016

2016

2016

2016

ECO-EXPO KOREA 2016 

ECO-EXPO
 KOREA 2016 

ECO-EXPO KOREA 2016 

www.k-ec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