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생각, 새롭게 만드는

새활용 교육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험하는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

★ 새활용체험
    쓰임이 다한 재료들의 순환이야기

★ 새활용강연
    자원의 소비 사회에서 순환 사회로, 진화와 변화를 위한 지식 공유의 장

★ 새활용탐방
    버려지는 폐자원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자원 순환의 흐름을 

    배워가는 새활용 현장학습

2018.10~2018.12
하반기 새활용 교육 프로그램 접수안내
 

접수기간 : 2018.10 ~ 2018.12 (프로그램 별 마감시)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접수과정 :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 접속 ▶ 프로그램 [새활용 아카데미] 

                      ▶  [새활용 체험]대표체험프로그램”32개 소재의 변신” ▶ 접수하기
                      ▶ 새활용플라자교육 프로그램 선택 후 접수하기 클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프로그램 접수 ▶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 예약완료 및 프로그램 참가

               * 선착순 마감    * 신청자 5명 미만시 폐강됩니다.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험하는 새활용 교육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등 자원순환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21세기, 
자원순환이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될 우리의 미래, 지속 가능한 지구와 미래를 위해 

어린이, 가족,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체험일시 및 시간안내 체험비
대상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저학년
중등

고등
/성인

양초로 작동하는 LED 램프

양초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고효율 
LED조명을 만드는 체험

업체명_ 쉐어라이트

18.10.06(토) 13:00~14:00/16:00~17:00

5,000원 ● ● ● ●

18.10.20(토) 13:00~14:00/16:00~17:00

18.11.10(토) 13:00~14:00/16:00~17:00

18.11.17(토) 13:00~14:00/16:00~17:00

18.12.08(토) 13:00~14:00/16:00~17:00

18.12.29(토) 13:00~14:00/16:00~17:00

바다유리 목걸이

깨진 유리조각들이 바닷물에 쓸려 다니
면서 마모되어 특유의 뽀얀 빛깔로 태어
난 바다유리를 와이어와 끈을 이용하여 
목걸이를 만드는 체험

업체명_ 글라스본

18.10.07(일) 13:00~14:00/16:00~17:00

10,000원 ● ● ● ●
18.10.23(화) 11:00~12:00/15:30~16:30

18.10.28(일) 13:00~14:00/16:00~17:00

18.11.04(일) 13:00~14:00/16:00~17:00

유리병 벽화 만들기

유리병에 그림을 그려 새 생명을 불어
넣는 체험

업체명_ 글라스본

18.11.25(일) 13:00~14:00/16:00~17:00

8,000원 ● ● ● ●
18.11.27(일) 13:00~14:00/16:00~17:00

18.12.02(일) 13:00~14:00/16:00~17:00

18.12.30(일) 13:00~14:00/16:00~17:00

스탬프 패턴 에코백 디자인

자연 속 다양한 꽃과 무늬를 활용한 나
만의 에코백 만드는 체험

업체_ 이유리 작가

18.10.09(토) 13:00~14:00/16:00~17:00

10,000원 ● ● ● ● ●

18.10.13(토) 13:00~14:00/16:00~17:00

18.11.02(금) 11:00~12:00/15:30~16:30

18.11.03(토) 13:00~14:00/16:00~17:00

18.11.16(금) 11:00~12:00/15:30~16:30

18.12.16(일) 13:00~14:00/16:00~17:00

18.12.18(화) 11:00~12:00/15:30~16:30

고맙습니다 브롯지

버려지는 자투리 소가죽을 이용하여 자
기만의 유니크한 동물 악세서리 만들
기 체험

업체_ 오운유

18.10.02(화) 11:00~12:00/15:30~16:30

10,000원 ● ● ●

18.10.25(목) 11:00~12:00/15:30~16:30

18.11.18(일) 13:00~14:00/16:00~17:00

18.11.22(목) 11:00~12:00/15:30~16:30

18.11.29(목) 11:00~12:00/15:30~16:30

18.12.11(화) 11:00~12:00/15:30~16:30

커피자루 인견 멀티 파우치

실제  커피콩 수입에 사용되었던 커피자
루와 독특한 무늬의 인견을 믹스 매치
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를 만드는 체험

업체명_ 하이사이클

18.10.11(목) 11:00~12:00/15:30~16:30

8,000원 ● ● ●

18.10.18(목) 11:00~12:00/15:30~16:30

18.11.06(화) 11:00~12:00/15:30~16:30

18.11.08(목) 11:00~12:00/15:30~16:30

18.12.13(목) 11:00~12:00/15:30~16:30

18.12.23(일) 13:00~14:00/16:00~17:00

Upcycling Art 반려동물 작품만들기

업사이클링 아트조명 자투리 목재로 
나만의 상상력을 펼친 조명 만들기 체험

업체_ 유도영 작가

18.10.12(금) 11:00~12:00/15:30~16:30

10,000원

●
부모
동반

● ● ● ●

18.10.26(금) 11:00~12:00/15:30~16:30

18.11.24(토) 13:00~14:00/16:00~17:00

18.12.09(일) 13:00~14:00/16:00~17:00

18.12.14(금) 11:00~12:00/15:30~16:30

- 플랜트워크
- 커스텀슈즈
- 네오사인

‘타일아트워크’,’플랜트워크’,’커스텀 
아트슈즈’, ‘네온사인’ 워크숍을 통해 
평소에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편견의 잣대를 벗겨 보고 나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

업체명_ 오매

플랜트워크

18.10.10(금) 11:00~12:00/15:30~16:30

10,000원 ● ● ● ●

커스텀슈즈 18.11.07(수) 11:00~12:00/15:30~16:30

18.11.11(일) 13:00~14:00/16:00~17:00

18.11.21(수) 11:00~12:00/15:30~16:30

네오사인 18.12.01(토) 13:00~14:00/16:00~17:00

18.12.15(토) 13:00~14:00/16:00~17:00

18.12.25(화) 11:00~12:00/15:30~16:30

평일 오전 11:00 ~ 12:00, 오후 03:30 ~ 04:30   /   주말 오전 13:00 ~ 14:00, 오후 04:00 ~ 05:00

“32개 소재의 변신” 체험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내용 체험일시 및 시간안내 체험비
대상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저학년
중등

고등
/성인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서울지역에서 버려지는 가구, 나무파레
트 등을 재가공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업
사이클링 공기정화액자를 만들기 

업체명_ 새움

18.10.16(화) 11:00~12:00/15:30~16:30
10,000원

(20cm*25cm) 

20,000원
(20cm*35cm)

40,000원
(40cm*40cm) 

● ● ● ●

18.10.30(화) 11:00~12:00/15:30~16:30

18.11.13(화) 11:00~12:00/15:30~16:30

18.12.04(화) 11:00~12:00/15:30~16:30

18.12.26(수) 11:00~12:00/15:30~16:30

연필꽃이 우드버닝

연필을   꽂는 방식의 업사이클 연필꽂
이 앞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 희망 메세
지를 담은 좋은 글귀를 우드버닝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나만이 업사이클 연필
꽂이 만들기

업체명_ 메리우드

18.10.19(금) 11:00~12:00/15:30~16:30

9,000원

● ● ●

18.11.23(금) 11:00~12:00/15:30~16:30

트리 어디까지 만들어봤니?

한 시즌만 사용하는 트리는 가라 ! 다
양한 소품걸이로 사용하다가 크리스마
스 시즌에는 반짝이는 전구와 오너먼트
로 장식해 사계절 모두 사용하는 우드
트리 만들기

업체명_ 메리우드

18.11.20(화) 11:00~12:00/15:30~16:30

15,000원18.12.06(목) 11:00~12:00/15:30~16:30

18.12.20(목) 11:00~12:00/15:30~16:30

우유팩을 활용한 내 손안에 상자[큐-브]

시민들의 일상에코 생활을 통해 수집된 
진짜 우유팩을 활용해 새롭고 매력적인 
일상 아이템들로 재탄생하는 체험

업체명_ 밀키프로젝트

18.10.31(수) 11:00~12:00/15:30~16:30

5,000원

●
부모
동반

●
부모
동반

● ●

18.11.14(수) 11:00~12:00/15:30~16:30

18.11.28(수) 11:00~12:00/15:30~16:30

18.12.05(수) 11:00~12:00/15:30~16:30

18.12.19(수) 11:00~12:00/15:30~16:30

어둠을 밝히는 LED 3D펜 풍차 만들기

한 번 사용 후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활
용하여 LED 풍차를 3D펜으로 디자인
하여 장식하고 만드는 메이킹 활동

업체명_ 소셜이큐

18.10.03(수) 11:00~12:00/15:30~16:30

10,000원 ● ● ● ●아름다운 LED 3D펜 어항 만들기

나만의 어항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
갈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
을 이용하여 어항을 3D펜으로 디자인
하여 장식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LED 
3D펜 어항을 완성합니다.

업체명_ 소셜이큐

18.10.21(일) 13:00~14:00/16:00~17:00

18.10.24(수) 11:00~12:00/15:30~16:30

칫솔로 움직이는 레고모형 만들기

코인전지 1개로 움직이는 3DLEMON(
교구)을 통해 ‘섬모운동’의 원리를 알아
보고, 레고를 결합하여 즐거운 창의활동

업체명_ 소셜이큐

18.11.15(목) 11:00~12:00/15:30~16:30

10,000원 ● ● ● ●18.12.12(수) 11:00~12:00/15:30~16:30

18.12.27(목) 11:00~12:00/15:30~16:30

업사이클 가드닝

한번 먹고 버리는 일회용 컵을 이용하
여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정원 만들기

업체명_ 새봄

18.10.05(금) 11:00~12:00/15:30~16:30

5,000원 ● ● ● ● ●

18.10.14(일) 13:00~14:00/16:00~17:00

18.10.27(토) 13:00~14:00/16:00~17:00

18.11.09(금) 11:00~12:00/15:30~16:30

18.11.30(금) 11:00~12:00/15:30~16:30

18.12.22(토) 13:00~14:00/16:00~17:00

- 페트병으로 나만의 시계만들기 
- 페트병으로 나만의 분무기 만들기
- 페트병으로 미래에 나에게 주는 
  트로피 만들기

새활용에 대해서 학습하고 본인이 가져
온 페트병으로 제품을 만들어보는 과정
에서 버려지는 폐자원의 가치와 폐자원 
활용에 대한 창의 사고를 교육

업체명_ 비페이블

나만의 시계만들기 18.10.04(목) 11:00~12:00/15:30~16:30
18,000원

● ● ● ●

18.10.17(수) 11:00~12:00/15:30~16:30

분무기
만들기

18.11.01(목) 11:00~12:00/15:30~16:30
10,000원

18.12.07(금) 11:00~12:00/15:30~16:30

트로피 
만들기

18.12.21(금) 11:00~12:00/15:30~16:30

13,000원

18.12.28(금) 11:00~12:00/15:30~16:30

평일 오전 11:00 ~ 12:00, 오후 03:30 ~ 04:30   /   주말 오전 13:00 ~ 14:00, 오후 04:00 ~ 05:00

“32개 소재의 변신” 체험 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