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9.(일) ~ 22.(수)
코엑스 3층 C홀 10:00~20:00
•19일(일) 12시~18시, 20일(월) 12시~20시•

정부3.0 국민체험마당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의 정부3.0 성과와 미래
모습을 즐기면서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나도 덕 좀 보고 살자!
체험 Experience

•시뮬레이션으로 전투기 조종을!
•가상현실(VR)로 둘러보는 국립공원
•수중탐사로봇과 함께 바다 보물찾기
•3차원으로 만나는 세계의 기후변화

무대 행사 Event

•정부3.0홍보대사 지창욱 팬사인회
•과학수사 CSI
•경찰청 홍보단 마술·노래·춤 공연
•마약탐지견 마약적발 공연

전시 Exhibition

내 손으로
만드는 정부,
나를 위한
맞춤형 정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의 행정서비스
•산림재해 잡는 정부3.0 협업 드론 출동!
•어린이와 함께하는 저탄소 놀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예측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Consulting

코엑스 제휴 할인 Coupon

•당신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
•대학입시정보를 한 눈에! 『대입정보포털』
•맞춤형 주거지원 ‘마이홈’ 서비스
•창업자들을 위한 생활업종 통계지도

•모든 관람객에게 메가박스(영화 6000원
관람), 아쿠아리움(30%할인) 등 혜택이
가득한 코엑스 할인권을 드립니다!

※ 본 행사는 무료입니다.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7가지 테마
미래관

스마트관

참여관

미래의 정부를 만나볼래요?

똑똑한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내가 디자인하는 우리나라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우리정부의 미래
우리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만나다! 등

산림재해 잡는 정부3.0 협업 드론 출동!
나도 기상캐스터가 되어 보자 등

국립공원 가상현실(VR) 체험
정부3.0 힐링 도시숲 등

열림관

생애관

맞춤관

대한민국의 모든것을 보여드립니다

한 평생 국민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집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Smart Water City 서비스" 등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지도
생생한 직업 진로체험을 해보자!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놀이터
가상현실(VR)로 살펴보는 행복도시 등

신나고 재미있는 부대행사
6. 20.(월)

부대행사는 6월 20일(월)~22일(수) 3일간,
12:00~20:00까지 진행됩니다.

● 12:00~13:00 정부3.0홍보대사 이벤트
(한류스타 지창욱 팬사인회)
● 14:00~15:00 경찰청 홍보단공연
(시원, 동해, 최강창민 출연예정)

데이터관
빅데이터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도와드려요
3D 지구본으로 살펴보는 지구촌 기후
나도 강태공이다! 새우낚시 카페 등

● 15:20~16:30 재미있는 고래밥 통계 만들기(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통계체험)
● 18:20~20:00 어린이 대상 발명체험교실(나만의 안경, 물컵, 마우스 만들기 등)

6. 21.(화)

http://www.gov30expo.co.kr
정부3.0

검색

● 14:10~17:10 나도 경찰관이다(거짓말 탐지기 시연, 몽타주 작성, 지문·족적 등 감식)

6. 22.(수)
● 16:50~19:00 과학수사 체험교실(DNA관찰,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
* 위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EVENT
* 인증샷 이벤트,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도 즐기고 풍성한 선물을 가져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