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교육분과 주관 교육 프로젝트

새활용이 있는 토요일, “상상놀이토”

프로그램 일정표

회기 날짜 프로그램 강사 내용 장소

1회
9월 1일(토),
9월 8일 (토)

새활용 원목 새집 만들기
양병주 (새움)

010-3693-6595
버려진 목재로 새집 만들기를 통해 목공 기술을 습득하고

새활용의 의미를 이해하는 프로그램(2회 프로그램과 연계)
1층 공동창작실

2회
9월 15일 (토),
9월 29일 (토)

날아라 새집 만들기
손영혜 (새봄커뮤니티)

010-3477-1096
다양한 새활용 소재를 이용해 새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프

로그램(1회 프로그램과 연계)
1층 공동창작실

3회
10월 6일 (토),
10월 13일 (토)

나무벽돌에 새긴 새활용 메시지
이희성 (메리우드)
010-5365-4930

우드버닝 기술을 이용하여 버려진 목재에 새활용 메시지
를 적어서 벽돌을 아름답게 꾸미는 프로그램

1층 로비

4회
10월 20일 (토),
10월 27일 (토)

업사이클링 트리 만들기
김미경 (하이사이클)
010-9479-5745

버려진 페트병과 다양한 업사이클 소재를 이용해 반짝반
짝 빛나는 트리조명을 만드는 프로그램

2층 숲속놀이터

5회
11월 3일 (토),
11월 10일 (토)

작은 숲 패턴으로 디자인하는
새활용 Art  제품 만들기

이유리 작가
010-3268-8898

폐현수막이나 자투리천을 이용하여 개성있는 패턴을 디자
인하고 아트 제품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2층 숲속놀이터

6회
11월 17일 (토),
11월 24일 (토)

플랜트워크 : 천과 가죽으로 만
드는 오브제

서수아 (오매)
010-9137-8790

버려진 자투리 천과 가죽을 이용해 오브제와 액세서리로
새롭게 만드는 프로그램

2층 숲속놀이터

7회
12월 1일 (토),
12월 8일 (토)

크리스마스로 다시 태어난 밀키
트리

김수민 (밀키프로젝트)
010-7788-6594

우유팩이 가진 매력과 가능성을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트
리를 만들고 꾸미는 프로그램

2층 숲속놀이터

8회
12월 15일 (토),
12월 22일 (토)

새활용을 생각하는 얼굴조명
유도영 작가

010-9005-2030
버려진 목재와 새활용 소재를 이용하여 나만의 얼굴표정

이 담긴 조명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2층 숲속놀이터

운영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30~12:00 (90분)
운영방법 : 매 회당 2회기(2일) 총 180분 운영
참가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참가인원 : 회당 10명~15명
비 용 : 무료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준비한 어린이 업사이클 디자이너 체험교육 프로젝트입니다.
버려진 소재를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새활용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8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새활용 디자이너와 작가 8분과 함께 심도 깊은 새활용 디자인 체험에 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본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시민참여 형태로서 서울새활용플라자 공간에 전시됩니다.

참가방법 : 회기별 사전 예약
예 약 :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 http://www.seoulup.or.kr/
문 의 : 각 프로그램 강사
참여한 어린이, 청소년, 시민 모두의 이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표기합니다.



새활용 원목 새집 만들기
양병주 (세움) / 010-3693-6595

1회기

<프로그램 소개>
- 목재 업사이클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합니다.
- 업사이클링릉 위한 목공기술을 습득합니다.(수공구 사용법, 전

동공구 사용법, 마감)
- 업사이클링 새집을 제작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원에 전시합

니다.

<작가 소개>
- 현)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기획팀장(정신건강사회복지사)
- 현)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
- 현)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 교육위원
- 서울자원봉사센터 기업 자원봉사 연계추천프로그램 선정 : CJ

도너스캠프, 삼성카드, 하나은행 등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운
영

- 2015년~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선정

- 2016년 노숙인자활프로그램 공모전 최우수상
- 2017년 일자리박람회 참여
- 2017년 서울복지박람회 참여
- 2017년 노숙인 문화제 참여
- 2017년,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선정
- 2018년~2020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네트워크지원사업

선정

<커리큘럼>
-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해
- 업사이클링 목재 다듬기, 타카를 활용한 새집 가조립
- 전동공구를 활용한 새집조립
- 마감 및 칠(젯소)

9월 1일(토), 9월 8일 (토)
1층 공동창작실

※ 2회기 ‘날아라 새집 만들기’와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날아라 새집 만들기
손영혜 (새봄커뮤니티) / 010-3477-1096

2회기

<프로그램 소개>
- 자원을 활용하여 새롭게 새집으로 예술작업을 합니다.
- 버려지는 폐목재 팔레트를 이용하여 새집으로 건설분양하는

과정을 체험합니다.

<작가 소개>
- 다양한 문화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문화소외지역에 문화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한 도시업사이클링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교육체험사업(생명교육, 문화교육, 재생교육프로그램)
- 2. 상품개발사업(적정기술제품개발, 에코기술제품개발, 문화

기술제품개발)
- 3. 기반구축사업(재생중심문화마켓, 교육중심문화마켓, 생태

중심문화마켓)
- 대학교, 지자체, 기업체 다수 출강
- 문화관광부 컨설턴트
- 내나라여행박람회 공공미술교육
- 위례신도시 역사문화공원 역사콘텐츠 디자인
- 서울시 시민디자인 연구용역
- Happy Asia 프로젝트_발리, 캄보디아, 치앙마이, 네팔, 라오

스 문화예술교육
- 한국식물화가협회 정기전

<커리큘럼>
- 목재에 자신이 원하는 새집으로 칠하거나 다른 소재로 꾸미기

9월 15일 (토), 9월 29일 (토)
1층 공동창작실

※ 1회기 ‘새활용 원목 새집 만들기’와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나무벽돌에 새긴 새활용 메시지
이희성 (메리우드)

3회기

<프로그램 소개>
- 폐목재나 사용중이던 목재를 우드버닝이란 기술로 새롭게 작

품을 제작합니다.
- 건물 안에 녹아있는 자연스런 설치물,  우드버닝 기술 습득, 목

재의 활용을 습득합니다.

<작가 소개>
- 메리우드는 여성 목공교사로 구성된 예비사회적기업
- 업사이클 인테리러및 테마별 공간 디자인과 맞춤교육을 통한

환경보호 친환경 목공 DIY 문화 확산에 기여.
- http://merrywood.co.kr/     
- https://blog.naver.com/merrywood1 
- 원주시청 6급 공무원 새활용 목공체험 진행
-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외 출강
- 우리은행 본점 직원소양 목공교육
- DDP 핸드메이드페어 2016 /2017 메리우드 부스운영
- 송도 목공DIY셀프인테리어 SHOW 참여

<커리큘럼>
- "내가 생각하는 새활용이란?"  "새활용플라자를 방문후 느낀점?"  이란 주제로 하고 싶

은 말을 벽돌 크기만한 패널 위에 우드버닝 기법으로 새겨 넣는다. 
- 문장을 나무에 새기면서 글귀를 가슴에 각인을 시킨다.
- 완성된 패널들은 새활용 플라자 건물 안 벽돌로 된부분에 설치한다.
- 벽돌벽에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고 새활용이란 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 해보게 된다.
- 참가 신청자는 수업 전 각인하고 싶은 문구를 생각해 오고, 제작 방법은 수업 진행 시 바

로 시작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1회차 안에 문장 1개 이상을 완성한다.
- 2회차는 다양한 문구를 위해 동일인이 아닌 다른 신청자를 받아서 같은 방법으로 수업

을 진행한다. 

10월 6일 (토), 10월 13일 (토)
1층 로비



업사이클링 트리 만들기
김미경 (하이사이클) / 010-9479-5745

4회기

<프로그램 소개>
- 일반적으로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들로 인식되어왔던 일상적

소재들을, 업사이클링을 통해 완성도 높은 하나의 작품 으로 디
자인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 하이사이클은 일상 속 물건의 예술적 재발견을 통해 사물의 가

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원순환의 가치와 윤리적 소비의
식을 넓히는 환경 문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생활 곳곳에서 발
생하는 수 많은 여유자원들을 업사이클 제품으로 풀어내고, 업
사이클링 교육/캠페인을 통해 그 가치를 공유해나갑니다.

- 現하이사이클 대표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업사이클 전문강사 양성과정 진행
-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입사원 연수 강의
- 영등포구 초등 방과후학교 / 중등 자유학기제 수업 진행
- SK네트웍스 CSR사업 - 업사이클 1004인형 프로젝트 기획
- 그 외 학교/기업 등 출강 경험 다수

<커리큘럼>
- 1주차 : 업사이클링 트리 만들기 1 - 버려지는 녹색의 페트 병

을 수집, 패키지를 제거하여 전시를 위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몸체를 제작한다.

- 2주차 : 업사이클링 트리 만들기 2 - 지난 주 제작한 트리 몸체
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상적 오브제(쓰레기, 땅에 떨어진 자연물
등), 전구 등을 활용하여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완성한다.

10월 월 20일 (토), 10월 27일 (토)
2층 숲속놀이터



작은 숲 패턴으로 디자인하는 새활용 Art  제품 만들기
이유리 작가 / 010-3268-8898

11월 3일 (토), 11월 10일 (토)
2층 숲속놀이터

5회기

<프로그램 소개>
- 폐 현수막이나 자투리 천 등의 새 활용 재료에 다양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원하는 컬러와 구성으로 자신만의 특별하고 개성 있
는 패턴을 디자인하여 그 용도를 다하거나 버려진 재활용품들
이 예술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답게
재탄생 되는 업 사이클링 Art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업사이클링 Art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사용 혹은 그보다 더 높
은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재탄생 시켜 ‘Art와 함께하는 새활용
의 가치’를 발견하고 업 사이클링을 통해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가 소개>
- 우리 주변의 식물들을 기록하고 관찰하며,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

로 담는 식물 세밀화 및 식물을 모티브로 하는 보태니컬 아트 작업
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기반으로 업사이클링 리빙
데코 및 디자인 제품으로 제작,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의 가치를 공
유하고자 합니다.

- 또한 다양한 교육 경험과 관련 작업들을 토대로 업 사이클링 Art
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예술적 소
재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와 경험을 통해 ‘Art와 함께하
는 새활용의 가치’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합니
다.

- 2007~2018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래교수
- 2017~2018 : 학교문화예술교육센터 예술강사
- 2006~2016 : 남서울대학교, 군산대학교출강
- 2015. 5~6  :  DDP 박수근 전시 연계 북아트특강<창신수근>
- 2016~2017 :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한지상품개발 디자인

경연대회 디자이너 선정 및 프로젝트 수행
- 2008~2018 : 독일 Paper World 박람회 / 공예트렌드 페어 /   

서울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외 다수 전시참여

<커리큘럼>
- 1주차 : 작은 숲 이미지를 이용한 패턴 ART 작품 만들기 - 다양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개성 있는 패턴으로 구성하고 여러가지 새활용 재료(폐 현수막, 자투리 천,  자
투리 가죽, 종이 등등)에 페인팅과 드로잉으로 Art작품을 만들어 본다.

- 2주차 : 나만의 작은 숲 패턴으로 새활용 ART 제품 만들기 - 1주차에 만들어진 나만의
패턴 작품을 자르고 붙여 에코백이나 새활용 티셔츠 등에 디자인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
닌 새활용 ART 제품을 만들어 본다.



플랜트워크 : 천과 가죽으로 만드는 오브제
서수아 (오매) / 010-9137-8790

11월 17일 (토), 11월 24일 (토)
2층 숲속놀이터

6회기

<프로그램 소개>
- 자투리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 보는 아트 오브제와 액세서리 만

들기를 체험합니다.
- 흔히 버려지는 천과 가죽 소재의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작가 소개>
- 오매(OMAE)는 동시대의 예술을 모두를 위한 일상에 녹이고

더불어 동(EAST)에서 서(WEST)로 우리의 예술 문화를 전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작가는 버려지는 재료를 통해 작업을 함으로서 가치 없다고 생
각될 수 있는 것들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 스페이스오매 운영
- 성수동 연립주택 재생건축 프로젝트
- 다수 전시 기획 및 아트/새활용 워크숍 운영
- 베이징디자인위크 2016 '오매아트마켓' '최우수인기상' 수상
- 싱가포르 창이공항 '소셜트리' PM
- Glasgow School of Art, Product Design 전공

<커리큘럼>
- 1주차 : 천으로 플랜트 아트오브제 만들기
- 2주차 :  가죽으로 아트 오브제 만들기



크리스마스로 다시 태어난 밀키트리
김수민 (밀키프로젝트) / 010-7788-6594

12월 1일 (토), 12월 8일 (토)
2층 숲속놀이터

7회기

<프로그램 소개>
- 우유팩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재탄생 할 수 있다는 것을, 프로그

램 교육을 통해 우유팩 및 우유가 가진 매력과 가능성을 좀 더
폭넓게 공감/공유합니다.

-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참가자 학생들 자신이 작가가 되
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제작하여 새활용플라자에 전시합
니다.

<작가 소개>
- 2018.05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주제관 전시 참여
- 2018.05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 X 연세우유와의 콜라보레이션 활동

(컨텐츠 제공)
- 2018.03~ 보령우유와의 MOU체결을 통해 상품개발 및 교육키트개발
- 2017.11 친환경대전(전시) 출전
- 2017.09 한화 클리캠페인에서 ‘밀키프로젝트 친환경 체험교실’ 운영
- 2017.09 서울디자인재단 주체 청소년 대상 '진로 콘서트' 강연 참가
- 2017.04~2017.10 우유자조금관리 위원회 주체 ’도심속 목장나들이’ 체험

교실 운영
- 2017.02 서울리빙디자인페어(전시/판매) 출전
- 2016.09 서울디자인위크 디자인 마켓 전시 참여를 계기로 본격적 한국 활

동 시작
- 2016.07 HandMade Fes in Japan(전시/판매) 출전
- 2015.11 북큐슈 모지코 그랜드 마켓전(전시매/판매) 출전
- 2015.04 후쿠오카 국제 기프트쇼전(전시) 출전
- 2015.01~ 후쿠오카시 인정사업자로 선정되어 밀키프로젝트 회사 설립

<커리큘럼>
- 1주차에서는 전시될 트리의 밑작업이 주가 된다. 우유팩을 전시

될 트리 모양에 맞춰 트리밍 작업을 하고, 전체적이 레이아웃을
정한다. (하기 이미지는 예시) 

- 2주차에서는 1주차에 밑작업이 된 우유팩으로 본격적인 트리 설
치 작업을 전시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새활용을 생각하는 얼굴조명
유도영 작가 / 010-9005-2030

12월 15일 (토), 12월 22일 (토)
2층 숲속놀이터

8회기

<프로그램 소개>
- 재활용된 소재를 이용하여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

는 프로젝트입니다.

<작가 소개>
- 2018. 제 2회 ART-236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공모 은상(플

레이스 캠프 제주)
- 2017. 도시락공모전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 입체대상
- 2017. 그림으로 보는 한국문학 공모 우수상
- 2016. 창작공간 페스티벌 Sensible Reality (서울시민청)
- 2016. The Shift 갤러리박영 작가공모 선정전
- 2015. Palais de Seoul 신진작가 공모 수상 개인전 Re-Born
- 2018.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전시,체험 위크샵(DDP)
- 2018.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Upcycling-Art 업사이클링 아

트 워크샵
- 2016. Upcycling Art 조명만들기 체험프로젝트 (광명업사이

클아트센터)
- 2015. 그림갤러리 Upcycling Re-Art 체험교육 프로젝트
- https://www.facebook.com/doyoung2014

<커리큘럼>
- 1주차 : 소재은행 탐방과 작업실에서 작가와의 대화 - 업사이클링의 작품, 상품의 기초

가 되는 소재의 선택과 발상,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소통함
- 2주차 :업사이클링 조명작품 만들기 - 작가와 함께 자신만의 작품을 심도있게 작업 완성

후 3개중 1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새활용플라자 기획전시에 발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