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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자원순환 문화 확산 거점의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추진

2019년 1월, 서울시는 재활용(Recycle) 문화의 확산과 지역 재활용 소비 인프라 구축 및 업사이클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서울형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형 Re&Up사이클 플

라자 조성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별 ‘Re&Up사이클 플라자’

와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을 설치하여 지역 내 자원순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다. 자치구 단

위 ‘Re&Up사이클 플라자’는 공모를 통하여 성북구와 강동구가 1차 선정되었으며, 강동구는 지난 10월 투

자심사를 통하여 조성비 6,048백만원을 확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Re&Up사이클 현황분석 및 국

내 업사이클센터 6개소와 재활용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요인을 파악하고 이용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사업운영계획과 공간구

성 계획을 제시하였다.

강동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컨셉 발굴과 재활용센터 및 업사이클센터 개선요인 도출

자치구 단위 ‘Re&Up사이클 플라자’는 25개 자치구 전체에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용자 확보를 위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컨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동구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강동구

의 대표 산업인 ‘가죽’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내 가죽제품 제작 업체에서 폐기하는 자투리 가죽 수급 및 관

내 가죽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황조사와 설문조사

를 통하여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센터 각각의 개선요인들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체험․교육 프로그

램 위주의 업사이클센터는 운영구조 상 자체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중고물품 판매수

익을 통해 운영비용을 확보하고, 재활용센터는 단순히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 내 재활용 물

류기능 수행과 수리․수선 카페 프로그램 도입으로 이용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 업사이클센터 6개소(서울, 경기도, 인천, 광명, 순천, 대구)와 서울시 동남권 재활용센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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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의 이용자, 입주업체 직원, 센터관리 직원 362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한 달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확보를 위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부지에 ‘강동 Re&Up

사이클 플라자’를 조성하고,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체험․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센터 직원 설문 결과 이용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용자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과 수리․수선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현황․설문조사 기반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운영 및 공간 조성 방안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성비를 고려하여 연면적 2,300㎡, 3층 건물을 기준으로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운영계획 및 공간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을 리사이클 

플라자와 업사이클 플라자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리사이클 플라자는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1층과 2층에 리사이클 마켓, 선별장, 수선․세척실, 수리․수선 

센터, Re&Up사이클 제품 수거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내 리사이클 물류기능과 수리․수선 문화 확산 및 중

고물품 판매를 통한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주 수입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사이클 

플라자는 북카페(업사이클 상시체험존, 마켓), 업사이클 체험․교육 공방, 입주 공방, 공동제작실, 소재창고로 

조성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섬유, 목재 등의 소재와 강동구 특화 업사이클 소재인 가죽

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 제작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

육기회를 제공하고 Re&Up사이클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강동구와 서울시의 자원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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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친환경 트렌드의 정착으로 재사용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

나, 공공분야에서의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며, 폐기물 매립지 부족과 자원고갈로 인해 

자원․에너지가 선 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고 있음(경기연구원, 2014)

◦ 최근 5년간 전국,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폐기물 발생량과 전반적인 

생활폐기물 발생량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대비 17.6% 증가하였으며, 2017년 

전국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대비 16.0% 증가하였음

◦ 2016년 기준 서울시 생활배출량을 연간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50만 7천 톤에 이르며, 이 

중 강동구 배출량은 18만 3천 톤으로 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5.2%를 차지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1-1] 생활폐기물 증감추이(’13~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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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강동구의 일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500톤으로, 이를 구민 1인당 배출량으로 환산

해보면 연간 배출량은 730kg이고, 일평균 2kg의 실로 엄청난 양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의 폐기물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률은 60% 대에서 정체되어 있어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수단 필요

◦ 착한소비와 자원재활용, 자원순환 사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대되고 있으므

로 단순히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

록 실효성 있는 재사용 및 새활용 방안이 요구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폐기물 발생량(톤/일) 9,440 9,189 8,559 9,614 9,439 9,608

재 활 용 률 ( %) 63.5 65.3 64.0 66.8 68.9 68.2

[표 1-1] 서울시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1-2] 강동구 생활폐기물 발생현황(’12~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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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3년 5월,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 마스터플랜(1차)｣을 수립하고 분리

배출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 및 문화 확산, 재활용 가능자원 확대의 3개 정책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함

◦ 2015년 5월, 쓰레기 종량제 20주년, 음식물 직매립 10주년, 서울시 직매립제로 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세계제일의 재활용도시 종합계획(2차)｣
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원순환완성 도시, 재사용문화 도시, 일자

리복지 도시, 자원순환 거버넌스 도시, 자원순환기반이 튼튼한 도시의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하였음

◦ 이는 기존의 단순한 ‘쓰레기 처리 정책’에서 성숙한 ‘자원순환 생태계 완성’을 위함임

◦ 서울시는 높은 폐기물 발생량에 비하여 매립과 재활용 처리 등을 위한 타 지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서울시 내 자원순환율 향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1-3] ’16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그림 1-4]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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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서울시는 2018년 9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2년까지 1회

용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과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제로 

선도, 시민주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강화

의 5개 분야 38개 과제를 추진함

◦ 본 계획의 38개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로 재활용 및 새활용 산업의 대중화와 확산을 위한 ‘서울

형 Re&Up사이클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었음 

◦ 2019년 1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였던 ‘서울형 Re&Up사

이클 공간 조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재활용(Recycle) 문화 확산과 

지역 재사용가게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새활용(Upcycle)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서울형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기본계획｣을 발표함

◦ ‘서울형 Re&Up사이클 플라자’는 재사용가게와 자활센터, 자원순환협동조합 등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재활용 소비문화 활성화 및 재사용가게 확대를 위해서는 중

고상품 수급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 ｢서울형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별 Re&Up사이클 플라자와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을 설치하여 재활용·새활

용 산업 육성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그림 1-5]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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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형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 발표자료(2019)

[그림 1-7] 서울형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안)

[그림 1-6] ｢서울형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기본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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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은 시민참여형 창작공방, 체험‧교육, 제품판매 공간 조성으로 소비

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사이클 기업, 도시재생, 자활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모를 통해 마을단

위 소규모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함

◦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의 조성면적은 10~20평 규모로 중고 소형가전․의류․신발․가방 판매

매장과 소규모 수선샵 및 체험‧교육실 조성을 통하여 교육 및 판매기능을 수행하며, 공모를 

통해 마포구와 송파구가 선정되어 2019년 9월과 10월에 각각 개소하였음

◦ 자치구 단위의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면적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체험․교육을 통

한 Re&Up사이클 전문가 육성과 재사용품 물류거점 기능, 업사이클 소재은행 역할 등을 수행

◦ 자치구에 조성되는 ‘Re&Up사이클 플라자’는 공모를 통해 성북구와 강동구가 1차 선정되었으

며, 강동구는 지난 10월 투자심사를 통해 조성비 6,048백만원을 확보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강동구에 조성 예정인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사업운영계획 및 공간 

구성계획을 분석하여 세부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강동구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1-8]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마포구,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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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범위

◦ 본 연구는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사업운영 및 공간구성 계획을 위하여 국내 업사이

클 센터와 강동 재활용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업사이클 센터와 서울시 동남권 

재활용센터의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요인을 도출함

(1) 국내외 Re&Up사이클 현황 분석

◦ 국내외 Re&Up사이클 현황과 국내 업사이클 센터 및 강동구 재활용센터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도출한 개선요인을 기반으로 업사이클센터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융합 조성방안 제시

(2) 업사이클센터 및 재활용센터 이용자․직원 설문조사

◦ 국내 업사이클 센터 6개소와 서울시 동남권 재활용 센터 4개소의 이용자, 입주업체 직원, 센터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개선요인, 중요도-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여 센터 조성 및 

운영의 우선순위 도출

(3)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공간조성 및 운영방안 제시

◦ 강동구의 Re&Up사이클 인프라 구축과 자원 순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세부적인 사업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공간구성 및 운영프로그램 계획 마련

[그림 1-9]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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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외 Re&Up사이클 현황 분석

1 ∙ Re&Up사이클 개요 

1) Re&Up사이클(Re&Upcycle)

◦ Re&Up사이클(Re&Upcycle)은 리사이클(Recycle)과 업사이클(Upcycle)의 합성어로 

2018년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과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통

해 처음 명명함

◦ 서울시는 Re&Up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해 자치구 단위 ‘Re&Up사이클 플라자’와 마을 

단위 ‘Re&Up사이클 샵’을 조성하여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2) 리사이클(Recycle)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서는 리사이클을 “버리는 물품을 재생하여 다시 사용하는 일”로 정의

하고 있으며, Oxford 영-한 사전에서는 “(폐품을)재활용[재생]하다”로 정의하고 있음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는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
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며,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

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함

◦ 재활용은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과 환경보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자원 

절약 및 처리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

◦ 따라서 자원순환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매입․수리․판매하

는 재활용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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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사이클(Recycle)

◦ ‘업사이클’이라는 용어는 1994년 10월 독일의 산업 디자이너 ‘라이너 필츠(Reiner Pilz)’

가 ‘잘보뉴스(Salvo News)’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음

◦ 업사이클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기존보다 향상시키는 ‘Upgrade’와 불용

품 또는 폐기물을 재사용․재활용하는 ‘Recycle’의 합성어로 폐기물을 질적․환경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으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일컫는 용어임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서는 업사이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Oxford 영-한 사전에

서는 “(재활용품을) 업사이클하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들다”로 정의함

◦ 업사이클은 기존에는 버려지던 재활용가능자원(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혹은 다운사이

클링 : down-cycling)’ 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함(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4) 

◦ 업사이클은 우리말로 ‘새활용’이라고 하며,  서울시에서는 업사이클 센터의 명칭을 ‘새활

용 플라자’로 명명함

[그림 2-1] 리사이클(Recycle)과 업사이클(Up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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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외 Re&Up사이클 현황

1) 국외 리사이클 현황

(1) 국외 리사이클 관련 동향

◦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제품을 생산 시 제품원료를 줄이기 위한 디자인설계를 하고,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CO2를 줄이는 경제와 환경을 위한 Zero Waste 붐이 일고 있음

◦ 국외 리사이클 관련 정책 동향은 자원순환, 재활용기술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

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으로 5R(Reformulation, Redesign, Reduce, 

Reuse, Recycle)을 실천하고 있음(경기연구원, 2014)

구분 내용

일본

-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01), 순환형사회형성 기본계획 수립('06)

- 용기포장('95)⋅가정기기('98)⋅건설재료('00)⋅음식물('00)⋅폐차('02) 재활용법 도입 

- 자원생산성, 순환이용율, 최종 처분량을 국가지표로 채택 및 목표관리 

- 에코타운, 산업클러스터 등 폐기물 무배출(Zero Emission) 운동 전개

독일

- 순환경제와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처리보장법('94) 제정 

- ’20년까지 에너지 및 원료생산성 2배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가 성장전략 채택('02) 

- ’05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20년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지 단계적 폐지 

- 폐기물 분리․선별(MBT) 기술 보유,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및 유기성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추진

영국

- ①폐기물 안전처리,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 ③인접지역에서 안전처리, ④발생억제 및 유해화 

최소 ⑤재활용, 재사용, 에너지회수의 국가폐기물전략 목표 수립

- ’20년까지 점진적 매립량 감축('95년 발생량 대비 35% 이하) 추진 및 생분해성⋅가연성폐기물  

매립지 반입금지와 매립세 인상 추진

미국

- ’20년을 대비 목표로 ①천연자원 사용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사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②유해 

화학물질의 인간과 생태계 노출 예방, ③폐기물과 화학물질의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관리 설정

- 침출수 재순환으로 매립지 조기안정화, BLM(Bioreactor Landfill Method) 기술을 정착시켜 

신규  매립지 수요 감소 및 매립가스자원화 추진 

자료 : 경기연구원(2014), 경기도 업싸이클센터 구축 방안

[표 2-1] 국외 리사이클 관련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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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리사이클 관련 사례

① 리투나(ReTuna, Sweden)

◦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112km 떨어진 도시인 에스킬스투나(Eskilstuna)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 구조로 11개 보관창고에 물품을 분류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리사이클 마켓으로 가구․가전․의류․잡화 등 13개 매장이 입점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 매장 내에 이용자들이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부된 물품은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지역 내 리사이클 마켓으로 공급

◦ 개인 스타트업과 지역 활동가들의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수리․수선 

교육 및 전시회, 워크숍, 페스티벌 등 개최

◦ 일평균 600~700백명의 이용객을 기반으로 매장운영을 위한 충분한 수익 창출 가능

[그림 2-2] 리투나 매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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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리카페(Repair Cafe, Netherlands)

◦ ‘수리카페’는 지역 주민들의 고장난 물품들을 모아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지역 내 자원봉사

자들이 물품을 수리해주는 운동으로 ’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되었으며,  전 세계 

30개국, 1,100여 개 카페로 확대됨

◦ 미국에서는 11개 이상의 주에서 수리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뉴욕 허드슨 밸리에

서는 8개 이상의 수리카페가 운영 중임

◦ 수리카페는 주로 도서관, 타운홀, 시니어 센터 등에 위치하며, 4시간 정도 의뢰인과 전문

가가 모여 의류, 서적, 잡화, 가전․가구, 자전거 등을 수리함

2) 국외 업사이클(Upcycle) 현황

(1) 국외 업사이클 관련 동향

◦ ‘업사이클’은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 및 미국, 캐나다 등  

에서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적 생산과 윤리적 소비’ 양식으로 각광받고 있음

◦ 급속한 소셜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업사이클 제품의 내재적 가치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을 견인하고 있으며, 업사이클 산업을 이

끌고 있는 주요 도시들은, 문화 확산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음(서울연구원, 2014)

[그림 2-3] 수리카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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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업사이클 관련 사례

① 프라이탁(Fritag)

◦ ‘프라이탁’은 그래픽 디자이너인 마쿠스(Markus)와 다이넬 프라이탁(Daniel Freitag) 형

제가 트럭의 방수덮개인 타포린을 소재로 한 스위스 업사이클 브랜드임

◦ 프라이탁은 매년 트럭 방수덮개 440톤, 폐자전거 튜브 35,000개, 차량용 안전벨트 288,000

개를 사용하여 재활용하여, 주재료인 방수덮개는 유럽 각지에서 조달함

◦ 프라이탁의 생산라인은 40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FUNDAMENTALS' 라인과 15개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REFERENCE'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 제작과정은 ‘소재수거 → 

방수덮개 절단 → 세척 → 디자인 → 재단 → 재봉'의 순서로 이루어짐

② 쯔바잇신(Zweitsinn)

◦ 도르트문트 공대 환경연구소의 프로젝트로 시작된 ‘쯔바잇신’은 폐가구 업사이클 협동조

합을 통하여 섬유나 금속 등 중고 소재를 활용해 리디자인한 업사이클 가구 제작

◦ 매주 약 1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헤르폴드(Herfold) 폐기물 판매소와 연계한 자

재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일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업사이클 가구를 대량 

생산하고 독일 전역에 온․오프라인 판매 병행

[그림 2-4] 프라이탁 제품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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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 Re&Up사이클 현황

1) 국내 리사이클 현황

◦ 우리나라는 리사이클 관련 산업이 대부분 영세한 노동집약적 구조로 자체기술 개발능력

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신소재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함

◦ 특히 리사이클 산업은 수요와 공급이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어 경기변

화에 민감하며, 재활용 폐기물 수급체계상 폐기물 처분 비용이 재활용 사업자에게 전가

되는 등 재활용산업의 수익성을 낮게 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음(박영원, 200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중고물품의 교환과 대

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인구 20만명 초과 시 공공재활용센터 1개소 설치․운영

◦ ’19년 11월 기준 국내 공공재활용센터는 총 195개소이나 법적 의무 설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 공공재활용센터는 31개소로 의무설치율이 51%에 불과함

◦ 재활용센터의 입지는 높은 부지 임대비용 문제 등으로 이용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일부 재활용센터의 경우 고가도로 밑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 서울시 공공재활용센터는 직영운영 1개소, 민간위탁 22개소, 민간지정 8개소로 운영되

고 있으며, 입지지역은 대로변이 17개소로 가장 많았고, 연평균 임대료는 26,637천원임

◦ 서울시 공공재활용센터 판매품목은 가전․가구․의류․잡화 등이며 세부적으로 20~30가지 

품목으로 분류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대형 가전․가구 판매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운영방식(개소) 입지지역(개소)
임대료

(천원/년)
비고

직영 민간위탁 민간지정 주택가 대로변 상권지역 기타

1 22 8 8 17 1 5 26,637
임대료는 

18개소 평균

자료 : 서울특별시(2019),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연구

[표 2-2] 서울시 공공재활용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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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업사이클 현황

◦ ’06년 ‘아름다운 가게’의 업사이클 브랜드인 ‘에코파티메아리(eco party mearry)’ 런칭을 

시작으로 ’16년 기준 국내 75개의 업사이클 브랜드가 활동함(환경부, 2017)

◦ 국내 업사이클 업체 및 업계 종사자들의 활동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판매 품목은 가방, 의류, 잡화, 액세서리,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음

◦ (사)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업사이클 제품 홍보, 전

시,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국내 업사이클 업체는 대부분 5인 미만의 영세 규모이며, 1인당 연매출액은 5천만원 미만임

◦ 업사이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내 업사이클센터 7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현황은 [그림 2-5]와 같음

◦ 업사이클 센터는 공익 위주의 운영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료 및 수업료 등의 수입만으

로 재정적 독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사이클 센터 계획 수립 시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

보 방안에 대한 사전계획이 반드시 필요함

[그림 2-5] 국내 업사이클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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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동구 Re&Up사이클 현황

1) 강동구 리사이클 현황

◦ 강동구 재활용센터는 5호선 고덕역 부근에 입지한 2층 철골 건물로 1층은 가전제품 및 

가구 매장, 2층은 의류 및 생활잡화 매장 및 선별작업장,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음

◦ 강동구 재활용 센터 근방에는 강동구 우산무료수리센터와 자전거 수리센터, 아름다운 가

게가 위치해 있음

◦ 강동구 재활용센터의 운영은 ㈜리싸이클시티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6개 업사이클 공

방을 입주시켜 운영한 경험과 주민대상 자원순환 체험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음

◦ ’18년 총 판매금액 1,691백만원에 달하며, 가구 판매 비율이 45%로 가장 많고, 가전제품 

32%, 의류․잡화 등 기타품목 판매 비율은 17%였음

◦ 강동구 재활용센터는 지난 3년간 판매금액 평균이 1,694백만원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

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 수거 및 A/S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2-6] 강동구 재활용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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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동구 업사이클 현황

◦ 강동구의 대표 업사이클 소재 인프라는 가죽이며, 강동구는 ’19년 9월 기준 서울시 소재 가죽

산업체의 3분의 1이상이 밀집해 있고, 170여개의 하청업체와 1,200여명의 관련 산업 종사자

가 있음

◦ 강동구 내에는 조합사 7개, 회원사 70개소의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과 서울가죽패션창업

지원센터, 시니어 라온가죽공방 등 풍부한 가죽산업 관련 인프라가 있음

◦ 특히 강동구는 서울시 주관 사회적경제 특구로 선정되어 가죽패션산업을 특화 산업으로 성장

시켜왔으며, ‘청년가죽창작마을’ 등 관련 분야의 청년창업 등 지원

◦ 가죽 관련 업체들은 암사동과 천호동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며, 가죽 관련 전문 인력들

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함

◦ 강동구의 대표 산업인 가죽 소재를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특화 컨셉으로 활용하고 

관내 가죽 관련 업체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가죽 폐기물을 업사이클 제품 제작에 이용할 필요

가 있음

[그림 2-7] 강동구 업사이클 소재 인프라 현황[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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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활용센터․업사이클센터 설문조사

1 ∙ 설문조사 개요

1) 설문 개요

◦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국내 업사이클센터 6개소와 서울

시 동남권 재활용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함

구분 설문 대상지

업사이클센터(6개소)
서울새활용플라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 새롬,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인천 업사이클 에코 센터, 한국업사이클센터

재활용센터(4개소) 서울시 동남권(강동, 송파, 강남, 서초) 재활용센터

[표 3-1] 설문조사 대상지

◦ 설문조사는 업사이클센터와 재활용센터 이용자, 입주업체 직원, 센터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국내 업사이클센터 6개소 이용자 180명, 입주업체 직원 28명, 센터 관리직원 26명과 

서울시 동남권 재활용센터 이용자 4개소 120명, 센터 관리직원 8명, 총 유효표본 362부를 

분석에 이용함

구분 이용자 센터 관리직원 입주업체 직원

업사이클센터(6개소) 180명 26명 28명

재활용센터(4개소) 120명 8명 -

합계 300명 34명 28명

[표 3-2] 설문조사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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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항목은 Re&Up사이클센터 이용자, 입주업체 직원, 센터 관리직원에 대하여 각기 다

르게 구성하였으며, 업사이클센터 및 재활용센터 이용 시 개선요인, 운영프로그램의 중요도-

만족도, 업사이클 인지여부, 업사이클 제품 구매경험, 센터 운영에 중요한 요소, 센터 조성 시 

필요자원, 운영프로그램 선호도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음

◦ 설문조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한 예비설문을 실시한 후 본 설문을 실시함

◦ 예비설문은 이용자 및 입주업체 직원과 센터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1)과 개별심층면접(IDI, Indepth Interview)2)을 수행함

◦ 표적집단면접과 개별심층면접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작성한 예비설문지의 문제점을 개선

하고, 효과적인 질문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새활용플라자

와 강동구 재활용센터 이용자 30명, 센터 관리직원 3명, 입주업체 직원 5명, 총 38명을 대상

으로 실시함

구분 이용자 센터 관리직원 입주업체 직원

업사이클센터

- 센터 운영프로그램 중요도-만족도

- 센터 이용 시 개선 요인

- 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선

- 추가 이용 프로그램 선호도

- 업사이클 인지여부

- 업사이클 제품 구매경험

- 센터 조성 시 필요자원

- 센터 운영에 중요한 요소

- 센터 운영 시 주요사업

- 센터 운영에 중요한 요소

- 센터 운영 시 주요사업

재활용센터

- 재활용센터 이용 만족도

- 재활용센터 이용 시 개선요인

- 업사이클센터 운영프로그램 선호도

- 업사이클 인지여부

- 업사이클 제품 구매경험

- 센터 조성 시 필요자원

- 센터 운영에 중요한 요소

- 센터 운영 시 주요 사업

-

공 통 항 목

- 서울시 권역별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의 필요성

- Re&Up사이클 플라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3-3] 설문조사 항목

1) 질적 연구의 한 형태로, 훈련받은 질문자가 작은 소집단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뷰

2) 질문자가 조사 대상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청취하는 조사방법으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의견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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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설문은 예비설문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수행하였으며, 설문지는 본 연구목적을 

반영하여 평가변수별 중요도-만족도[표 3-5], 센터이용 시 개선요인, 인구통계학적특성 

등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 및 복수응답 형태로 구성함

◦ 본 설문은 2019년 8월 3일부터 31일까지 대상지 10개소에 방문하여 대상지를 방문한 이용자

와 입주업체 직원, 센터 관리직원에게 설문협조를 요청한 후, 동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

을 얻는 편의추출방식으로 진행함

◦ 설문조사 방법은 조사원 교육을 통하여 설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설문요원이 응답자에게 설

문 내용을 설명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함

◦ 설문응답지는 업사이클센터와 재활용센터 이용자 300부, 입주업체 직원 28부, 센터 관리직원 

34부, 총 362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함

구분 이용자 센터 관리직원 입주업체 직원

업사이클센터(서울새활용플라자) 20명 2명 5명

재활용센터(강동리싸이클시티) 10명 1명 -

합계 30명 3명 5명

[표 3-4] 예비설문조사 응답자

구분 내용

중요도-만족도 설문항목
업사이클 교육, 센터관람, 업사이클 제품구매,

업사이클 제작체험, 업사이클 공방, 전시

[표 3-5] 중요도-만족도 설문항목

[그림 3-1] 설문조사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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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IBM Inc,. 2017)을 이용하였으

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ISA 

분석 등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함

◦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평가요인별 만족

도 및 중요도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함

◦ 응답자의 답변에 대한 일관성과 정확성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만족도와 중

요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선요인 도

출을 위한 ISA 분석을 실시함

2) 분석의 틀 : ISA분석3)

◦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센터와 업사이클센터의 개선요인 도출을 위하여 ISA(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분석 실시

◦ ISA 분석의 전신인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은 1977년 Martila and 

James(1977)에 의하여 요인별 중요도와 실행도 간 불일치 및 상호 관계 분석을 위하여 

개발됨

◦ Tonge and Moore(2007)는 실행도는 결과 중심적이고 관리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경험의 질을 측정하는 만족도가 서비스 품질평가에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만

족도와 중요도를 측정지표로 하는 ISA 분석기법을 제안함

◦ ISA 분석은 이용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문제점 분석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 교통, 조경, 도시계획,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됨 

◦ ISA 분석은 각 평가요인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

로 전략수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평가요인과 전반적인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Matzler, et al., 2004)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평가요인별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ISA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함

3) 중요도-만족도 분석이라고도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각 속성의 이용 전 중요도와 이용 후 만족도를 평가하여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평가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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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rtilla and James(1977)

[그림 3-2] ISA 분석 모델

2 ∙ 설문조사 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 재활용센터 설문조사는 서울시 동남권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자 120명, 

센터 관리직원 8명, 총 128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 업사이클센터 설문조사는 국내 업사이클센터 6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자 180명, 입주업체 직원 

28명, 센터 관리직원 26명, 총 234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통계학적 사항에 대한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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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센터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재활용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은 전체 120명의 유효 응답자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46명

(38.3%), 74명(61.7%)으로 여성 이용자 비율이 더 높았음

◦ 재활용센터 이용자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32명(2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60대 이상 29명(24.2%), 40대 25명(20.8%), 30대 16명(13.3%), 20

대 11명(9.2%), 10대 7명(5.8%) 순서로 나타나 40~60대 이상 연령대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재활용센터 관리직원 응답자 8명 중 여성과 남성은 각각 3명(37.5%), 5명(62.5%)로 남자 직

원 비율이 더 높았음

◦ 재활용센터 관리직원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50대가 3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와 60대 이상이 각각 2명(25.0%)이었으며, 30대 1명(12.5%) 순서로 나타남

구분 세부특성 빈도(명) 비율(%) 총계(비율%)

이용자

성별
남 46 38.3

120(100%)
여 74 61.7 

연령

10대 7 5.8

120(100%)

20대 11 9.2

30대 16 13.3

40대 25 20.8

50대 32 26.7

60대 이상 29 24.2

센터
관리
직원

성별
남 5 37.5

8(100%)
여 3 62.5

연령

30대 1 12.5

8(100%)
40대 2 25.0

50대 3 37.5

60대 이상 2 25.0

합계 128명

[표 3-6] 재활용센터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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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사이클센터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업사이클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은 전체 180명의 유효 응답자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159

명(88.3%)과 21명(11.7%)으로 여성 이용자 비율이 더 높았음

◦ 업사이클센터 이용자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45명(25.0%)으로 가

장 많았고, 30대 41명(22.8%), 50대 33명(18.3%), 20대 22명(12.2%), 60대 이상 21명

(11.7%), 10대 18명(10.0%) 순서로 전체 이용자 중 30~40대 이용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함을 알 수 있음

◦ 업사이클센터 입주업체 직원 응답자 28명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19명(60.7%), 11명(39.3%)

으로 남성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업사이클센터 입주업체 직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16명(57.1%)으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대 7명(25.0%), 40대 4명(14.3%), 50대 1명(3.6%)으로 나타남

◦ 업사이클센터 관리직원 응답자 28명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8명(30.7%), 18명(69.2%)으로 

여성 직원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업사이클센터 관리직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10명(38.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40대 8명(30.8%), 20대 5명(19.2%), 50대 3명(11.5%) 순서로 나타남

2)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

(1) 업사이클 인지 여부

◦ 재활용센터 이용자들의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업사이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총 120명 중 23명(19.2%)으로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고, 업사이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97명(80.8%)으로 업사이클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

성을 알 수 있음

◦ 업사이클센터 이용자들의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업사이클에 대하

여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총 180명 중 176명(97.8%)으로 대부분의 이용자가 업사이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업사이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4명(2.2%)으로 

업사이클 센터의 교육․홍보 효과를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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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특성 빈도(명) 비율(%) 총계(비율%)

이용자

성별
남 21 11.7

180(100%)
여 159 88.3

연령

10대 18 10.0

180(100%)

20대 22 12.2

30대 41 22.8

40대 45 25.0

50대 33 18.3

60대 이상 21 11.7

센터
관리
직원

성별
남 8 30.7

26(100%)
여 18 69.2

연령

20대 5 19.2

26(100%)
30대 10 38.5

40대 8 30.8

50대 3 11.5

입주
업체
직원

성별
남 17 60.7

28(100%)
여 11 39.3

연령

20대 7 25.0

28(100%)
30대 16 57.1

40대 4 14.3

50대 1 3.6

합계 234명

[표 3-7] 업사이클센터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업사이클 제품 구매여부

◦ 재활용센터 설문 응답자 120명 중 업사이클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1명(0.8%)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119명(99.2%)명의 응답자는 업사이클 제품을 한번도 구

매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업사이클 센터 설문 응답자 180명 중 업사이클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

답자 중 23명(12.8%)이었으며, 업사이클 제품 구매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57명(87.2%)으로 

업사이클에 대한 인지가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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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사이클 제품 구매요인

◦ Re&Up사이클 이용자 설문 응답자 중 업사이클 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응답자 24명을 대상으

로 업사이클 제품 구매요인을 조사한 결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품을 구매한 응답자가 12명

(50.0%)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7명(29.2%), 브랜드가치와 최신 트렌드가 각 2명(8.3%), 

품질 1명(4.2%) 순서로 나타남

[그림 3-4] 업사이클 제품 구매요인

[그림 3-3] 업사이클 인지여부 및 제품 구매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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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Up사이클센터 조성에 대한 인식

(1)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의 필요성

◦ 재활용센터 이용자와 센터 관리직원 총 128명을 대상으로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의 필요

성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이용자는 리커트 5점 만점 중 4.5점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공감을 보였으며, 센터 관리직원은 3.2점으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용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임

◦ 업사이클센터 이용자와 입주업체 직원 및 센터 관리직원 234명을 대상으로 Re&Up사이클 플

라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이용자는 리커트 5점 만점 중 4.3점, 입주업체 직원

은 4.0점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공감을 보였으며, 센터 관리직원 역시 3.4점으로 

Re&Up사이클 플라자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재활용센터 이용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업사이클센터 이용자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보아 이용자들은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재활용센터 이용자와 센터 관리직원 총 128명을 대상으로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이용자는 리커트 5점 만점 중 4.6점, 센터 관리직원은 

4.2점으로 사업의 높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였음 

◦ 업사이클센터 이용자와 입주업체 직원 및 센터 관리직원 234명을 대상으로 Re&Up사이클 플

라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이용자는 리커트 5점 만점 중 4.8점, 입주업

체 직원은 4.7점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였으며, 센터 관리직원 역시 

3.8점으로 보통 이상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였음

◦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업사이클센터 이

용자가 가장 높은 파급효과를 예상하였으며, 업사이클센터 입주업체 직원과 재활용센터 이용

자 역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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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의 필요성

[그림 3-6]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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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센터 설문결과

(1) 재활용센터 이용자 설문결과

① 재활용센터 이용 만족도 분석

◦ 서울시 동남권 재활용센터 4개소 이용자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용 만족도 평균은 3.35

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이용 만족도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4)는 

0.707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냄

◦ 재활용센터 이용에 있어 만족도가 가장 높은 평가항목은 배송(χ=4.15)이었으며, 설문 인터뷰 

결과 이는 각 재활용 센터들이 자체 배송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대형 가전 및 가구의 배송이 

원활하기 때문으로 나타남

◦ C/S(χ=3.80), 판매가격(χ=3.55), 판매품목(χ=3.45), 쇼핑방식(χ=3.15), 센터시설(χ=2.55)

순서의 이용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센터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시설 부문

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구분
이용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센터시설 2.55 0.906 6

쇼핑방식 3.15 0.785 5

판매품목 3.45 0.633 4

판매가격 3.55 0.808 3

배송 4.15 0.694 1

C/S5) 3.80 0.681 2

Cronbach’s Alpha 0.707

[표 3-8] 재활용센터 이용 만족도 평가 결과

4)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한 검사 내에서의 변수들 간의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해 검사문항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음

5) Customer Service의 약자이며, 본 연구에서는 A/S 및 직원 응대 등 고객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응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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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가 요인과 재활용센터 이용 만족도와의 관계성 파악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함

◦ 분석 결과는 [표 3-9]와 같으며, 모든 평가요인이 재활용센터 이용 만족도와 유의적인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p<0.01)

◦ 전체적인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판매가격(r=0.533)으로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 시 합리적인 가격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인은 센터시설(r=0.411), C/S(r=0.404), 판매품목

(r=0.376), 배송(r=0.327), 쇼핑방식(r=0.252) 순서로 나타남

◦ 센터 시설 항목은 이용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이용 만족도 평가에서 가

장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남

◦ C/S항목의 경우 이용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만족도 평가에서도 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

◦ 쇼핑방식의 경우 이용 만족도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용 만족도 평가에서도 하위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향후 재활용센터의 쇼핑방식을 방문구매 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및 휴대폰 어플 등 다양한 구매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분 센터시설 쇼핑방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배송 C/S 전체만족도

센터시설 1

쇼핑방식 0.058* 1

판매품목 0.342* -0.011* 1

판매가격 0.309* 0.330* 0.481* 1

배송 0.129* 0.014* -0.097* 0.075* 1

C/S 0.149* 0.164* 0.026* 0.253* 0.433* 1

전체만족도 0.411* 0.252* 0.376* 0.533* 0.327* 0.404* 1

 * p < 0.01 

[표 3-9] 재활용센터 이용 만족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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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활용센터 개선요인  

◦ 재활용센터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개선요인은 접근성/위치 항목이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설문대상지인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재활용센터 중 강동구 재활용센터를  

제외한 3개소 센터의 위치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됨

◦ 특히 서초 재활용센터의 경우 양재 IC 부근 서울 만남의 광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전체 응답자의 21.7%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운영프로그램 항목은 현재 재활용센터는 

물품 매입․구매의 기능밖에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제품가격(20.0%)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렴한 가격 또는 무상으로 물품을 

수거․매입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현재 판매단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기대하므로 자원순환 문화와 중고물품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충

분한 고려가 필요함

[그림 3-7] 재활용센터 개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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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프로그램 선호도

◦ 재활용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리커트 

척도6) 5점 만점으로 설문하였음

◦ 전체 운영 프로그램 선호도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0.635로 유의미한 신뢰도를 나타냄

◦ 운영프로그램 항목 중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4.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리․수선 

센터를 통한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4.16점으로 나타남

◦ 재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리사이클 마켓에 대한 선호도는 4.07점으로 높은 수준의 선호도를 보이

고 있어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시 재활용품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잠재적 수요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

◦ 전시․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3.62점이었으며, 업사이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사이클 마켓

에 대한 선호도는 3.59점으로 보통 수준의 선호도를 나타냄

◦ 센터 관람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3.15점으로 전체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임

6) 설문조사 등에 사용되는 심리검사 응답 척도의 하나로 점수를 부과하여 측정하며, 개인의 태도나 성향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법

[그림 3-8]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프로그램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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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센터 관리직원 설문 결과

①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시 필요 자원

◦ 서울시 동남권(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재활용센터 4개소의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시 필요 자원을 설문한 결과, 설치장소(26.7%)가 우선적으로 확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성비(23.3%) 확보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답하였음

◦ Re&Up사이클 네트워크는 13.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으며, 업사이클 업체와 업사이클 소재

인프라에 대한 응답은 각각 6.7%와 3.3%로 나타남

②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중요한 요소

◦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소․입지와 이용자 확보가 각각 19.5%로 

나타나 접근정이 좋은 부지를 통한 이용자 유입 활성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운영예산 역시 17.1%의 응답률로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혔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이용자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운영 프로그램(14.6%)과 Re&Up사이클 플라자 홍보

(12.1%)에 대한 계획 필요

[그림 3-9]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시 필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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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 시 주요 사업

◦ 재활용센터 관리직원들이 응답한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 시 주요 사업은 리사이클마켓이 

34.8%로 1순위였으며, 체험․교육(21.7%), 수리․수선 센터(17.4%), Re&Up 네트워크 구축

(13.0%), 지역재활용 물류센터(8.7%), 센터관람(4.3%) 순서로 나타남

[그림 3-10]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중요한 요소

[그림 3-11]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 시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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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사이클센터 설문결과

(1) 업사이클센터 이용자 설문 결과

① 업사이클센터 개선요인  

◦ 국내 업사이클센터 6개소의 이용자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업사이클센터의 개선요인은 접

근성과 위치에 대한 응답이 23.2%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나타남

◦ 이는 업사이클센터 조성 시 조성비용 및 기타 부지에 관한 문제들로 인하여 주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낮은 국유지 또는 시유지에 센터를 설립하기 때문임

◦ 따라서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부지 선정 시 대중교통 등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운영프로그램의 다양화(21.5%)가 필요하다는 것과 프로그램 운영시간(19.9%)에 대한 개선요

구가 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경우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미리 

예약을 하거나 방문 당일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림 3-12] 업사이클센터 개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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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사이클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업사이클센터 이용자들의 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결과는 [표

3-10]과 같음

◦ 전체적인 운영프로그램 만족도 평균은 3.85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중요도 0.794, 

만족도 0.868로 높은 신뢰성을 나타냄

◦ 운영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제작․체험(χ=4.69)으로 나타났으며, 교육(χ

=4.62), 공방(χ=4.46), 전시‧행사(χ=4.31), 센터관람(χ=4.23), 업사이클 마켓(χ=3.89) 순서

의 중요도를 보임

◦ 만족도 분석 결과, 운영프로그램 이용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센터관람(χ=4.15)이었으며, 

교육(χ=4.01)이 그 뒤를 이어 만족도가 높음 수준의 항목으로 나타남

◦ 전시‧행사(χ=3.85), 제작․체험(χ=3.69), 공방(χ=3.67), 업사이클 마켓(χ=3.54) 항목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업사이클 마켓 항목은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최하위였으며, 이를 통해 업사이클 제품의 판매

단가 조정 및 판매 품목의 다양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음

구분
중요도 만족도

M SD Rank M SD Rank

업사이클 마켓 3.89 0.558 6 3.54 0.637 6

제작‧체험 4.69 0.462 1 3.69 0.861 4

공방 4.46 0.500 3 3.67 0.641 5

교육 4.62 0.486 2 4.01 0.784 2

전시‧행사 4.31 0.652 4 3.85 0.554 3

센터관람 4.23 0.756 5 4.08 0.815 1

Cronbach’s Alpha 0.794 0.868

[표 3-10] 업사이클센터 운영프로그램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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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사이클센터 운영프로그램과 이용 만족도의 연관관계 분석

◦ 업사이클센터 이용자가 인식하는 운영프로그램과 이용 만족도와의 연관 관계를 파악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 결과는 [표 3-11]과 같으며, 모든 운영프로그램 항목이 업사이클센터 이용 만족도와 유

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p<0.01)

◦ 전체적인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판매가격(r=0.885)으로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보였고 제작․체험(r=0.774) 항목 역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

◦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인은 센터관람(r=0.720), 업사이클 마켓(r=0.704), 공방

(r=0.687), 전시․행사(r=0.365) 순서로 나타남

◦ 이용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제작․체험 항목과 업사이클 마켓 항목은 이용 

만족도가 낮은 하위 항목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본 항목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업사이클 교육항목의 경우 이용 만족도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만족도 평가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함

구분
업사이클 

마켓
제작․체험 공방 교육 전시‧행사 센터관람 전체만족도

업사이클
마켓

1

제작․체험 0.392* 1

공방 0.466* 0.573* 1

교육 0.670* 0.635* 0.696* 1

전시‧행사 -0.005* 0.581* 0.270* 0.338* 1

센터관람 0.370* 0.728* 0.583* 0.812* 0.496* 1

전체만족도 0.704* 0.774* 0.687* 0.885* 0.365* 0.720* 1

 * p < 0.01 

[표 3-11] 업사이클센터 이용 만족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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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사이클센터 운영프로그램 ISA 분석 결과 

◦ 업사이클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중요도-만족도 ISA Matrix는 [그림 

3-13]과 같고, 이에 따른 요인분배 결과는 [표3-13]과 같음

◦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평균보다 높은 Ⅰ사분면(Keep up the Good Work)에 위치한 요인

은 ‘업사이클 교육’이었으며, 현재 상태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임

◦ Ⅱ사분면(Concentrate Here)에 위치한 요인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으므로 체계

적이고 집중적인 개선을 통하여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항목임

◦ 본 연구에서는 ‘업사이클 제작․체험’과 ‘업사이클 공방’ 항목이 Ⅱ사분면에 포함되어 ‘강

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

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음

◦ Ⅲ사분면(Low Priority)에 위치한 ‘업사이클 마켓’항목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는 요인들은 아니지만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대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Ⅳ사분면(Possible Overkill)에 위치한 항목은 ‘전시‧행
사’와 ‘센터관람’으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되 과잉노력은 지양하여야 함

[그림 3-13] ISA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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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 대상지

Quadrant Ⅰ(Keep up the Good Work) 업사이클 교육

Quadrant Ⅱ(Concentrate Here) 업사이클 제작․체험, 업사이클 공방

Quadrant Ⅲ(Low Priority) 업사이클 마켓

Quadrant Ⅳ(Possible Overkill) 전시‧행사, 센터관람

[표 3-12] 업사이클센터 운영프로그램 ISA 분석 결과

(2) 업사이클센터 입주업체 직원 설문 결과

①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중요한 요소

◦ 업사이클 기업체가 입주한 국내 업사이클 센터 4개소7)의 입주업체 직원들이 생각하는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영프로그램(21.6%)이었으며, 이용자 확

보(16.5%), 장소․입지(14.4%), 운영예산(12.4%), 홍보(11.3%), 소재공급(9.3%), 업사이클 네

트워크(7.2%), 업사이클 업체(5.2%), 운영인력(2.1%) 순서로 나타남

7) 서울새활용플라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 새롬, 한국업사이클센터

[그림 3-14]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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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 시 주요 사업

◦ 업사이클 센터 입주업체 직원들이 응답한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 시 주요 사업은 체험․교
육이 32.4%로 1순위였으며, 업사이클 마켓(20.6%), 전시․행사(16.2%), 수리․수선 센터

(13.2%), 리사이클 마켓(10.3%), 센터관람(7.4%) 순서로 나타남

◦ 업사이클 센터 입주업체 직원의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체험․교육, 업사이클 마켓, 전시․행사 

등 업사이클 관련 사업 항목을 우선시하였음

(3) 업사이클센터 관리직원 설문 결과

①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시 필요 자원

◦ 국내 업사이클센터 6개소의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시 필요 자원을 

설문한 결과, 설치장소(29.3%)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성비

(23.3%) 확보 및 Re&Up사이클 네트워크(18.7%)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답하였음

◦ 업사이클 업체와 업사이클 소재인프라에 대한 응답은 각각 13.3%와 10.7%로 나타남

[그림 3-15]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 시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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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중요한 요소

◦ 업사이클 센터 관리직원들은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있어 이용자 확보(15.6%)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운영예산(14.2%)과 이용자 확보를 위한 장소․입지(13.5%)가 중요

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음

◦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인력(12.1%) 운영과 효율적인 운영 프로그램(11.3%) 추진도 중요한 요

소이며, 시민들에게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을 홍보(10.6%)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③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 시 주요 사업

◦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 시 주요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23.3%)

과 수리․수선 센터(17.5%) 운영과 Re&Up사이클 네트워크(13.6%) 구축을 통해 마을단위까지 

자원순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지역 단위 재활용 물류센터(4.9%) 항목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자치구 단위에서 물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부지확보 등 여건 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함

[그림 3-16]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시 필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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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에 중요한 요소

[그림 3-18]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 시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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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조성 방안

1 ∙ 사업운영 계획

1) 운영전략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 내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교육     ․ 체험  ․  소비  ․  물류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수행

◦ 강동구 특화 업사이클 소재인 가죽을 기반으로 한 교육     ․ 체험을 통하여 제작된 업사이클 제품

을 전시․판매 하여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 조성

(1) 자원순환 문화 확산

◦ 자체 물류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중고물품을 매입 및 수거하여 중고 가전, 가구, 의류, 잡화 

판매를 통해 재활용품 소비를 활성화

◦ 강동구 우산무료수리센터를 이전     ․ 통합한 수리   ․ 수선 센터를 조성하고 수리   ․ 수선 기능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서비스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수리   ․ 수선 문화 확산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업사이클 물품을 제작   ․ 전시하고 업사

이클 제품을 판매하여 업사이클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

(2) 가죽 소재 특화 운영

◦ 강동구 특화 업사이클 소재인 가죽을 기반으로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동구만의 

차별화되고 대표성 있는 사업 추진

◦ 강동구 내 가죽제품 제작 전문 인력과 연계한 교육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가죽 소재은행 운영으로 타 자치구 Re&Up사이클 플라자 및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이나 

기타 업사이클 공방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가죽 소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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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교육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업사이클 제품 제작체험     ․ 교육 및 자원순환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험     ․ 교육 기회

를 제공하고 Re&Up사이클에 대한 인식 전환 도모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Re&Up사이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학교 및 직업교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자원순환 Re&Up사이클 교육 실시

(4) Re&Up 네트워크

◦ 지역 내 리사이클  ․ 업사이클 매장과 수리 ․ 수선 매장 및 인력, 업사이클 관련 업체 및 인력,  

Re&Up 물류 네트워크 거점 기능 수행

◦ 체험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작한 물품 전시 및 Re&Up 장터 등 주민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서울새활용플라자와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과 연계하여 서울시 Re&Up 네트워크 구축

[그림 4-1]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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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서울시 리사이클 관련기관 주요역할

[그림 4-3] 서울시 업사이클 관련기관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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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Re&Up사이클 관련기관의 주요역할

(1) 리사이클 분야

① SR센터8)

◦ 소형폐가전, 폐휴대폰, 폐사무기기 등의 거점 물류기능 수행이 가능한 SR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전제품 수리․수선 지원 및 중고부품 공급 등 연계

◦ 서울시 리사이클 네트워크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SR센터는 부지 및 작업여건 

등의 문제로 거점 물류기능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방안 필요

②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 지역 내 대형․소형 가전 및 가구, 사무용품, 의류,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의 중고물품을 수거․매
입․판매하여 중고소비 문화 활성화 

◦ 수거․매입한 중고물품은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내에 조성된 선별장에서 선별․수리 과

정을 거쳐 자체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마을 단위 ‘Re&Up사이클 샵’ 등 소규모 재활용품 

판매 매장에 공급하여 지역 내 리사이클 물류 거점 기능 수행

◦ 간단한 전자제품 및 가구 수리․수선 센터를 통하여 지역 내 수리․수선 서비스, 체험, 교육 수

행 거점 역할 수행

③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

◦ 소형 가전 및 의류, 잡화 위주의 소규모 매장에서 운영 가능한 규모의 지역 내 중고물품 수거․
매입․판매와 업사이클 제품 판매 기능 수행

◦ 수리․수선 카페 등 매장 내 수리․수선 공간을 조성하여 간단한 물품 수선 및 교육 실시

◦ 마을 내 세탁소, 철물점 등 수리․수선 네트워크 파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 마을 단위 Re&Up장터 등의 자원순환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한 주민 커뮤니티 조성

8) 소형폐가전제품의 적법한 처리와 도시광산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시 25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소형폐가전, 폐휴대폰, 폐사무

기기 등을 수거한 후 분해공정을 거쳐 자원화 하는 센터(’09년 설립)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방안 연구 52

(2) 업사이클 분야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한 업사이클 업체 네트워크 관리, 업사이클 업체 인큐베이킹, 마

케팅 및 서울시 전체 업사이클 행사 기획 등 업사이클 중심 허브기능 수행

◦ 서울시 자치구 단위 Re&Up사이클 플라자와 마을 단위 Re&Up사이클 샵 운영 네트워크와 

서울시 업사이클 소재 네트워크 총괄

◦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업체 및 업사이클 업체의 제작 상품을 ‘Re&Up사이클 플라자’와 

‘Re&Up사이클 샵’에 공급하고 관리하는 총괄 기능 수행

◦ 서울새활용플라자와 자치구 단위 Re&Up사이클 플라자의 입주업체 및 연계 기업의 교육 ․체
험 전문 인력 파견과 프로그램 교류 네트워크 총괄 

②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 업사이클 체험․교육을 통하여 구민들의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

여 관내 학교와 연계한 자원순환 교육 실시

◦ 업사이클 제품 판매와 업사이클 체험․교육을 통해 제작된 물품 전시․판매

◦ 서울새활용플라자와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과 업사이클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업사

이클 제품, 소재 교류

◦ 강동구 특화 업사이클 소재인 가죽의 소재은행 기능 수행

③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

◦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므로 마을의 자생적인 업사이클 관련 주민 커뮤니티 

공간제공 및 업사이클 문화행사 개최

◦ 업사이클 제품 전시․판매 및 제품 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업사이클 활동가 네트워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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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방향

(1) 리사이클 플라자

◦ 중고물품 수거․매입 후 선별 하여 지역 내 소규모 재활용품 판매 매장에 공급하는 물류기능은 

자치구 단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시범운영 형태에서 점진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

◦ 효율적인 재활용품 물류기능 수행을 위하여 아름다운 가게 및 굿윌스토어 등 자체 물류시스템

을 가진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운영방안 검토 필요

◦ 매장에 방문한 이용자가 중고물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인력을 고

용하여 찾아가는 중고물품 수거․매입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중고물품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Re&Up사이클 제품수거 센터’를 통하여 지역 내에서 폐기되는 아이스팩, PET, 폐휴대폰, 폐

배터리, 소형가전 등의 수거를 통해 자원순환율 향상

◦ 강동구 우산무료수리센터와 통합한 수리․수선 센터를 통해 고장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 장비 제공 및 지역 내 수리․수선 전문인력과 연계한 위탁 

수리․수선 프로그램 운영

(2) 업사이클 플라자

◦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인 섬유, 목재 등의 소재와 강동구 특화 업사이클 

소재인 가죽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 제작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단계를 세분화 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업사이클 교육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 관내 가죽 관련 전문인력과 연계한 가죽 소재 업사이클 제품 제작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운

영하고 업사이클 가죽 소재은행을 통해 서울시 내 가죽제품 업사이클 관련 수요 발생 시 소

재 창고 역할 수행

◦ 지역 내 업사이클 활동가 및 공방 등 업사이클 관련 네트워크 총괄 거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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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운영주체 비교 분석

[그림 4-4]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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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주체 비교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강동구 재활용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업사이클 6개

소 중 ‘순천 업사이클센터 더 새롬’과 ‘인천 업사이클 에코 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

접 운영하고 나머지 4개소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는 향후 사업 추진 시 각 운영방식의 장․단점과 현황을 고려하여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직접운영

◦ 직접 운영 방식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행정 사무

와 연계한 사업수행으로 종합적인 행정 정책 수행이 가능함

◦ 운영수익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고, 공공 서

비스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내에 속하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어려움

◦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에 의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며 담당자

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음

(2) 민간위탁

◦ 사업의 수요변화와 자금운용에 대한 융통성과 새로운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여 신

규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도입이 용이함

◦ 민간 경쟁에 의한 비용절감 및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이 가능하며, 고용의 탄력성 확보

◦ 재정적․업무적 능력이 부실한 업체가 선정 될 경우 도산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나 운영 관리 

부실의 문제 발생 여지 존재

◦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축소될 우려가 있고, 비용 절감을 목적

으로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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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지분석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예상 부지는 5호선 고덕역에서 약 600m 거리에 위치하며, 

지목은 도로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를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 입지가 가능하지만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설치

만이 가능함

◦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연장예정) 고덕역과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고덕지구의 대규모 아

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2만 세대 신규입주로 잠재적인 이용수요가 상당한 지역임

◦ 해당 부지는 동남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

성을 통해 자원순환 거리의 허브 역할 수행

◦ 반경 3km 이내에 묘곡초등학교, 고덕중학교, 광문고등학교 등 약 3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길동자연생태공원, 명일근린공원, 까치근린공원 등 강동 그린웨이 중심의 녹지

공간이 풍부함

[그림 4-6]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예상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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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동남로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강동구, 2018)

[그림 4-7]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예상 부지 위치도

자료 : 동남로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강동구, 2018)

[그림 4-8]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 예상 부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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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예산 분석

(1) 조성사업비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를 연면적 2,300㎡, 3층 구조의 가설건축물(경량철골조)로 신축 

시 전체 조성비는 6,021백만원이 소요되며, 설계와 감리 비용을 합산한 용역비 365백만워, 

공사비 5,190백만원, 시설부대비 14백만원, 차량 및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구입비 

255백만원 소요

◦ 설계와 감리 비용 산출은 2017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안)｣
의 건축설계 대가요율(5%)과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1.04%) 기준을 적용하였음

◦ 공사비 산출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안)｣의 공사비 책정 가

이드 라인 중 업무시설, 복합청사(대청청사)의 연면적 3,000㎡ 미만 신축 기준을 적용하였으

며,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2,655천원 적용

◦ 가설건축물의 공사비용은 ｢서울형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
에서 건축사 자문을 반영한 총 공사비의 85% 요율을 적용함 

◦ 시설부대비 산출은 ’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요율 

0.27%를 적용하였음

◦ 장비 구입비용은 재활용품 수거․매입․물류 기능 수행을 위한 차량과 업사이클 체험․교육을 위한 

가죽․목공․원단 가공설비 등의 구입비용을 255백만원을 산출하였음

◦ 차량은 현 강동구 재활용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참고하여 1톤 트럭 5대와 지게차 

1대 구입비용 145백만원 산출 

◦ 가죽소재를 특화한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을 위하여 불박기, 스키기계 등 가죽제품 제작

을 위한 전문 장비와 기타 업사이클 제품 제작을 위한 드릴, 절단기, 재봉틀, 3D프린터, 플로

터 등 구매비용 산정

◦ 총 예상 조성비는 산출된 총 합계에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 건설공사비 단가상

승률 3.39%를 적용하여 도출

◦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조성사업비는 동남로 개발계획 등으로 인하여 대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향후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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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용(백만원) 내용

예상조성비 6,021
- 총합계에 2019 건설공사비 단가상승률 3.39% 적용(국토

교통부, 2018)

용역비

설계 302
- 서울특별시(2017),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마련(안) 기준 적용

감리 63
- 서울특별시(2017),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마련(안) 기준 적용

소계 365

공사비

공사비 5,190

- 2,300㎡(연면적)×2,655(천원/㎡, 단위공사비)

- 서울특별시(2017),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마련(안)의 복합청사 기준적용

- 가설건축물(경량철골조)로 총 공사비의 85%적용

소계 5,190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14
- ’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요율 0.27% 적용

소계 14

장비구입비

차량 145
- 1톤 트럭 5대(25백만원/대)

- 지게차 1대(20백만원/대)

가죽설비 30 - 불박기, 스키기계 등

목공설비 30 - 드릴, 절단기 등

원단가공설비 20 - 재봉틀 등

기타설비 30 - 플로터, 재활용품수거기 등

소계 255

합계 5,824

[표 3-1]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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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수익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예상 연간 운영수익은 1,932백만원이며, 전체 운영수익의 

87.2%를 차지하는 재활용품 판매 수익을 Re&Up사이클 체험․교육․행사에 재투자하는 공

공투자 선순환 구조 조성

◦ 재활용품의 예상 판매 수익 산출은 강동구 재활용센터의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향후 고덕지구의 2만 세대 신규 입주 및 동남로 활성화 계획 등으로 인하여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항목 비용(백만원) 내용

합계 1,932

리사이클

가전 483

- 강동구 재활용센터 판매항목별 최근 3년 매출액 평균가구 912

기타 299

소계 1,694

업사이클

교육 89

- 가죽공예 교육 정규교육과정

 ․ 초급과정 : 90천원/월

 ․ 중급과정 : 120천원/월

 ․ 고급과정 : 150천원/월

체험 123
- 가죽, 섬유, 목재, 생활소재 업사이클 제품 제작 체험

 ․ 20천원/1회 수업 ※ 체험클래스 수업료 평균

업사이클 제품판매 24 - 2,000천원×12개월

임대수익 2 - 1,050원/㎡×49.6㎡×4개소×12개월

소계 238

[표 3-2]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수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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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사이클 분야의 주 운영수익은 교육 및 체험 수업료이며, 정규교육과정의 경우 강동구 

특화 업사이클 소재인 가죽 공예 수업을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초급 90

천원/월, 120천원/월, 150천원/월 기준으로 수업료를 산출하였음

◦ 가죽, 섬유, 목재 및 생활소재 업사이클 체험수업은 1회 수업 당 평균 수업료를 20천원, 15명

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업사이클 제품판매 수익은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업사이클 마켓 운영수익(3,000~5,000천원/월)

을 참고하여 보수적으로 산출하였음

◦ 업사이클 입주업체의 임대수익은 서울새활용플라자(1,000원/㎡)와 경기도업사이클플라

자(1,100원/㎡) 입주업체의 임대수익 평균으로 산정하였으며, 향후 입주업체 입주 계획 

수립 시 현황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3) 운영비용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예상 연간 운영비용은 1,624백만원이며, 리사이클 사업 운영

비 741백만원, 업사이클 사업 운영비 124백만원 통합운영비 759백만원 소요

◦ 리사이클 사업 운영비 중 재활용품 매입비 산출은 강동구 재활용센터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입

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약 30% 소요

◦ 차량유지비는 강동구 재활용센터의 최근 3년 차량유지비 평균(13백만원/대)을 기준으로 산출

하였음

◦ 업사이클 사업 운영비는 체험․교육 강사비와 재료비, 전시․행사비, 업사이클 제품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구성

◦ 통합운영비 중 홍보비용은 리플릿 등 홍보물품 제작비용 5,000천원과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 

홍보비용 5,000원, 기타 홍보비 10,000원을 합산하여 산출함

◦ 운영수익을 고려하였을 때 308백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재

활용품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수익구조가 안정될 경우 재활용품의 판매단가를 점진

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방안 연구 62

항목 비용(백만원) 내용

합계 1,624

리사이클

재활용품 매입비 511
- 강동구 재활용센터 최근 3년 매입비 평균

 ․  판매금액의 약 30%

차량유지비 78
- 강동구 재활용센터 최근 3년 차량유지비 평균

 ․ 13백만원/대

부가가치세 152 - 판매금액의 9%

소계 741

업사이클

재료비 12 - 100천원×12개월

체험강사비 82 - 100천원×2시간×8.5개수업×4주×12개월

교육강사비 16
- [상반기]150천원×2시간×2개수업×6개월=3,600천원

  [하반기]150천원×2시간×7개수업×6개월=12,600천원

전시․행사비 12 - 2,000천원/회×6회

부가가치세 2 - 판매금액의 9%

소계 124

통합운영비

인건비 502 - 표 3-4 참조

기타운영비 237 - 강동구 재활용센터 최근 3년 기타운영비 평균

홍보비 20

- 홍보물품(리플릿 등) 제작 5,000천원

- 주요포털사이트 메인 상세페이지 제작 

  625천원×8식=5,000천원

- 기타 홍보비 10,000천원

소계 759

[표 3-3]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비용(안)



04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조성 방안 63

(4) 운영인력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운영인력은 총 16인으로 강동구 재활용센터 운영인력과 

유사규모의 업사이클센터 운영인력을 고려하였음

◦ 인건비는 강동구 재활용센터와 직영운영 방식의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및 순천 업사이

클센터 더 새롬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본 운영인력(안)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운영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개소 시점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구분 직위 업무 인원 보수(천원) 비고

합계 16인 501,825

총괄

소장 운영 총괄 1인 42,902 -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보수 적용

팀장
Re&Up사이클 

현안업무 총괄
1인 37,373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보수 적용

주임 회계, 서무 1인 32,931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보수 적용

소계 3인 113,206

리사이클

주임

재활용품 운송,

물류, A/S
7인 32,931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보수 적용

매장관리 4인 23,060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보수 적용

소계 11인 322,757

업사이클

주임

체험, 교육 1인 32,931 -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보수 적용

판매, 전시,

공방관리
1인 32,931

소계 3인 65,862

[표 3-4] 운영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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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 Re&Up사이클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교육․체험 과정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교육대상과 내용 체계화한 교육 수행

◦ 교육과정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과 Re&Up사이클 정규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구분

◦ 개소 초기에 안정정인 사업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

◦ 상반기에는 시범운영 형식으로 주당 10개(체험수업 8개, 정규교육 과정 2회) 수업을 진

행하여  교육과정이 점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주당 15개(체험수업 

9개, 정규교육 과정 6회) 수업 진행[그림 4-9, 4-10 참조] 

◦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수강 수요가 많아지면 주말 강의 추가 개설 검토

◦ 서울새활용플라자 및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강사섭외 및 교

육․체험 프로그램 연계

◦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등 강동구 관내 Re&Up사이클 인프라

를 파악하여 제품 제작 관련 수업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섭외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1층에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제품을 상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조성

(1) 상시 체험교육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1층에 상시체험존을 조성하여 방문객이 자유롭게 수강시간

에 구애받지 않고 업사이클 제품 제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업사이클 소재(섬유, 목재 등)를 활용한 업사이클 원

데이 체험수업 운영

◦ 체험수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어도 간단하게 제작 가능한 

DIY 업사이클 제작체험 위주의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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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Up사이클 정규교육

◦ 강동구 특화 업사이클 소재인 가죽을 기반으로 강동구 관내 가죽 관련 전문 인력과 연계하여 

가죽제품 제작에 관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정규교육 과정 운영

◦ 정규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가죽 소재 확보를 위하여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과의 업무협

의를 진행하였으며 제품 제작 후 남는 자투리 가죽(5~10kg/월) 수급 1차 협의 완료

◦ 정규교육과정은 단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세분화 하여 진행

(3) 전문인력 양성 과정

◦ Re&Up사이클 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가 되고 싶은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과정

을 운영하고, 본 교육을 통하여 배출한 전문인력은 관내 학교 및 직업교육센터 등과 연계

하여 ‘찾아가는 Re&Up사이클 교육’ 실시

[그림 4-9]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방안 연구 66

[그림 4-10] 상반기 교육․체험 프로그램

[그림 4-11] 하반기 교육․체험 프로그램



04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운영․조성 방안 67

2 ∙ 공간구성 계획

1) 공간 구성 방향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는 유사 규모의 업사이클센터 및 재활용센터 현황을 고려하

였을 때, 최소 연면적 2,000㎡ 이상의 공간 확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년도에 교부예정인 시설비 6,048백

만원을 기준으로 연면적 2,300㎡의 3층 신축건물에 대한 공간 구성 방안을 분석함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는 기본 공간 구성 컨셉은 강동구 특화 업사이클 소재인 가

죽을 기반으로 한 테마 공간으로 조성

◦ 센터 외부와 내부 인테리어에 업사이클 건축 자재 및 소재를 활용하고, 이용자 유도와 체류시

간 증진을 위하여 북카페, 업사이클 상시체험존 등 공간 조성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는 각 공간이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리사이클 플라자와 업사

이클 플라자로 역할을 구분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거점이 되는 공간 조성

[그림 4-12]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공간 구성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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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구성 개요

(1) 리사이클 플라자

◦ 리사이클 플라자의 공간구성은 리사이클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리사이클 마켓, 

리사이클 제품 선별장, 리사이클 제품 수선․세척실, 수리․수선 센터, Re&Up사이클 제품

수거 센터로 구분하여 배치

◦ 리사이클 플라자는 이용자 접근성 및 가구․가전 등의 재활용품 운반을 고려하여 1층과 

2층에 배치하도록 구성

(2) 업사이클 플라자

◦ 업사이클 플라자의 공간구성은 업사이클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북카페(업사이

클 상시체험․전시존, 업사이클 마켓), 업사이클 체험․교육을 위한 공방, 업사이클 업체 입

주 공방, 공동제작실, 소재창고로 구성

◦ 북카페를 제외한 업사이클 플라자의 주요 공간은 이용자들이 사전에 미리 예약하거나 특

정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기 때문에 2층과 3층에 배치하도록 계획

[그림 4-13]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공간 구성 개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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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감도[정면부]

[그림 4-15]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감도[측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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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감도[옥상]

[그림 4-17] 1층 공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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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별 공간구성 계획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공간 구성은 연면적 2,300㎡, 3층 건물로 각 층별 바닥면

적은 766.7㎡이며, 공간 배치는 계단, 복도 등 여유면적 20%를 제외한 613.3㎡로 산정

◦ 향후 부지확정을 통해 건축면적이 결정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층별 공간 구성 비율을 

기반으로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1) 1층 공간구성 계획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1층에는 북카페(업사이클 상시체험․전시존, 업사이클 마켓), 리

사이클 마켓(대형 가전․가구), 리사이클 제품 선별장, 리사이클 제품 수리․세척실, 수리․수선 센

터, Re&Up사이클 제품수거 센터를 배치

◦ 북카페는 이용자 체류시간 증진을 위한 공간이며, 북카페 내에 업사이클 상시체험․전시존과 업

사이클 마켓을 조성하여 수업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업사이클 제품 제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업사이클 제품 및 시중에 판매되는 업사이

클 제품을 전시․구매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리사이클 마켓은 현재 재활용센터의 대형․소형 가전․가구 및 의류․잡화 등의 재활용품 판매 기

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이용자 접근성이 우수한 1층과 2층에 판매품목을 구분하여 배치하며, 

1층에는 효율적인 제품 운반을 위하여 대형 가전․가구 판매 매장 조성

◦ 리사이클 제품 선별장은 수거․매입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리

사이클 마켓과 마을단위 재활용품 판매 매장에 공급하는 물류 거점 기능 수행

◦ 리사이클 제품 수리․세척실은 수거․매입한 재활용품을 수리하고 세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수준

의 제품으로 만드는 공간이며, 판매한 제품의 A/S센터 역할도 함께 수행

◦ 수리․수선 센터는 이용자 접근성이 우수한 1층 입구 부근에 배치하며, 이용자들이 직접 간단한 

수리․수선을 할 수 있는 공구 및 장비들을 구비하고 센터 이용 전 안전교육 실시

◦ Re&Up 제품수거 센터는 1층 입구 앞에 배치해 이용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면서 아이스

팩, 폐휴대폰, 폐배터리, 의류, 소형가전 등을 수거하는 센터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교육효과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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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1층 북카페 컨셉

[그림 4-19] 1층 리사이클 마켓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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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1층 Re&Up사이클 제품 수거센터 컨셉

[그림 4-21] 2층 공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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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층 공간구성 계획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2층에는 교육․체험을 위한 공방 4개소와 소형 가전․가구․의류․잡
화 품목을 판매하는 리사이클 마켓(대형 가전․가구)을 배치

◦ 교육․체험을 위한 공방 4개소는 소재의 종류에 따라 가죽, 목재, 섬유, 다목적 공방으로 조성하

며, 각 소재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조성

◦ 가죽공방은 가죽제품 제작 시 이용하는 본드 사용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하여 환풍시설 및 

공기청정 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용 미싱과 스키기계, 불박기 등 가죽제품 제작 전용도구를 구

비하도록 하며, 바늘과 칼 사용을 위한 안전거리를 위해 작업자 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

◦ 2층에 조성하는 리사이클 마켓은 제품 운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소형 가전․가구와 의류 및 

잡화 등의 재활용품 판매 공간으로 조성

자료 : 굿윌스토어

[그림 4-22] 2층 리사이클 마켓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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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2층 가죽 공방 컨셉

[그림 4-24] 2층 섬유 공방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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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층 공간구성 계획

◦ 3층 공간은 업사이클 입주 공방 4개소와 업사이클 소재창고와 입주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제작실,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직원 사무실 및 입주업체들과 함께 이용하는 휴게실

과 회의실 배치

◦ 입주공방은 입주업체 사무실 및 제품제작과 디자인, 연구․교육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

며, 3층에 위치한 휴게실과 회의실, 업사이클 제품 공동제작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함

◦ 업사이클 소재창고는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 및 강동구 관내 가죽제품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자투리가죽과 의류 등 섬유소재, 목재 등 업사이클 소재들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서울새활용플

라자와 마을단위 Re&Up사이클 샵 등 Re&Up사이클 관련 기관과 업사이클 소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센터에서 필요한 소재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함

◦ 업사이클 제품 공동제작실은 3D프린터, 플로터 등 시제품 제작 및 업사이클 제품 제작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방별로 체험 클래스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 구성

[그림 4-25] 3층 공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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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3층 입주 공방 컨셉

[그림 4-27] 3층 휴게실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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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상 공간구성 계획

◦ 옥상 공간은 스크린을 설치한 야외무대와 루프탑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Re&Up장

터 등의 행사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옥상 공간 조성 시 야외무대, 테이블, 벤치 등은 업사이클 소재를 활용하도록 함

[그림 4-29] 옥상 공간 조성 컨셉 

[그림 4-28] 옥상 공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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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옥상 공간 활용 컨셉[1]

[그림 4-31] 옥상 공간 활용 컨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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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Re&Up사이클 현황과 국

내 업사이클센터 6개소와 재활용센터 4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요인을 파

악하고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현황․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운영․조성 방안을 모색하

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외 Re&Up사이클 현황 분석 결과 강동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컨셉 발

굴 및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센터 각각의 개선요인들을 보완한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통해 조성한 업사이클센터는 자체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운영구조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중고물품 판매수익을 통해 운영비

용을 확보하여야 함

◦ 재활용센터는 단순히 중고물품 판매하는 역할을 넘어 수리․수선 카페 프로그램을 도입하

여 이용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중고물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및 기부․수거․매입한 물품을 선별하여 강동구 내 중고물품 판매 매장으로 공급하는 물류

기능 수행

◦ 또한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특화 컨셉으로 강동구 대표 산업인 ‘가죽’ 인프라를 활용

하여 자투리 가죽 수급 및 관내 가죽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둘째, 국내 업사이클센터 6개소와 재활용센터 4개소 대상 36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용자 확보를 위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부지에 ‘강동 Re&Up사

이클 플라자’를 조성하고,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체험․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재활용센터 이용자 및 센터 관리직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판매가격과 접근성 및 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센터 관리직원은 리사이클 마켓 이외에도 체험․교육 프로

그램과 수리․수선 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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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사이클센터 이용자, 입주업체 직원, 센터 관리직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재활용센터 

이용자 응답과 마찬가지로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상시적인 업

사이클 제작․체험 및 다양한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업사이클센터 입주업체 직원과 센터 관리직원 설문조사 결과 운영프로그램과 이용자 확보, 입

지조건, 운영예산, 체험․교육이 센터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음

◦ 셋째, 현황․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체험․교육     ․   소비  ․  물류 네트

워크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운영․조성방안 도출

◦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는 연면적 2,300㎡, 3층 건물에 리사이클 플라자와 업사이클 

플라자로 기능을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조성 계획 수립

◦ 리사이클 플라자는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1층과 2층에 리사이클 마켓, 선별장, 수선․
세척실, 수리․수선 센터, Re&Up제품 수거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내 리사이클 물류기능과 

수리․수선 문화 확산 및 중고물품 판매를 통한 ‘강동 Re&Up사이클 플라자’의 주 수입원 

기능 수행  

◦ 업사이클 플라자는 북카페(업사이클 상시․체험존, 마켓), 업사이클 체험․교육 공방, 입주 

공방, 공동제작실, 소재창고로 조성

◦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섬유, 목재 등의 소재와 강동구 특화 업사이클 소재

인 가죽을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 제작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

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Re&Up사이클에 대한 인식 전환 도모

◦ 향후 서울시 자치구 단위 ‘Re&Up사이클 플라자’와 마을 단위 ‘Re&Up사이클 샵’이 각 

센터 단위로만 운영되지 않고 서로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

역별 Re&Up사이클 네트워크 파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뒷받침 되어

야 하며, 이용자 확보를 위한 홍보 방안 등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부록

․ 재활용센터 이용자 설문조사지 

․ 업사이클센터 이용자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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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stablishment Planning on Gangdong Re&UpCycle Plaza 

Boram Kim

  In January 2019,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e "The Basic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Seoul Re&Upcycle Plaza" to spread the recycling culture, 
establish infrastructure for recycling consumption in the region and expand the 
upcycle industry. The "The Basic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Seoul Re&Upcycle 
Plaza" is to establish "Re&Upcycle Plaza" and "Re&Upcycle Shop" in 25 autonomous 
districts, with the 'Seoul Upcycling Plaza', to create a virtuous circle of resources in 
the region. ‘Re&Upcycle Plaza’ was selected for the first time through initial public 
offerings, while Gangdong-gu secured 6,048million won in formation through 
investor sentiment in October. In respons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Overseas Re&Upcycle, and surveyed six local upcycle centers and four 
recycling centers. Through these efforts, the project operation plan and space 
composition plan of ‘Gangdong Re&Upcycle Plaza’ were presented by identifying 
improvement factors and analyzing their impact on usage satisfaction.
  The "Re&Upcycle Plaza" will be created throughout the 25 autonomous districts. 
Therefore, a specialization concep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s 
needed to entice use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Gangdong-gu, 
this research proposed a plan to operate education programs using the supply and 
demand of abandoned leather and cooperate with a leather craftsman using utilize 
leather industrial infrastructur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industry of Gangdong- 
gu. In addition, through a Status survey and survey, the improvement factors of the 
cycle center and the upcycle center were supplemented. Upcycle experience an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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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rogram-oriented upcycle centers secure operating costs through revenue 
from sales of second-hand goods at recycling centers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nerate their own profits under the operating structure.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one month in August 2019 on six upcycle centers in Korea, four recycling centers 
in the southeastern part of Seoul and 362 survey respondent. According to the survey, 
‘Gangdong Re&Upcycle Plaza’ has to created on highly accessible sites to secure 
users, and it was found that the operation of education-oriented programs with high 
user preference was necessary. 
  In this study, the plan for operation and space development was proposed based on 
the floor area of 2,300㎡ and the three-story building in consideration of formation 
costs. First, the operation program and spatial composition plan were developed by 
dividing the functions performed by the ‘Gangdong Re&Upcycle Plaza’ into the ‘recycle 
plaza’ and the ‘upcycle plaza’. Recycle Plaza was designed to create recycle markets, 
screening areas of second-hand goods, repair and cleaning rooms, repair centers, and 
Re&Upcycle product collection centers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in consideration 
of user accessibility. This space was designed to serve as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Gangdong Re&Upcycle Plaza’ through the sale of second-hand goods and the 
spread of recycling logistics functions and repair culture in the area. Upcycle Plaza is 
also created as a book cafe(upcycle permanent experience zone, market), upcycle craft 
workshop rooms, cratf shops, a co-production room, and a material warehouse. The 
‘Gangdong Re&Upcycle Plaza’ plans to run an education program for producing upcycle 
products using materials such as textiles and wood, which are readily available in 
everyday life, and leather, a specialized upcycle material in Gangdong-gu. Through 
this, it aims to provide quality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citizens and help them 
change their perception of the Re&Upcycle,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resource-cycling ecosystem in Gangdong-gu and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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