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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액션크래프트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할까?

내 손으로 만들면서 완성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신기한 지기구조가

내 손 안에서 완성됩니다.



About Action Craft

액션크래프트는 “움직이는 캐릭터 페이퍼 토이” 입니다.

자사는 30년이상 구조 설계에 전념한 최고 전문가의 기술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놀라운 액션크래프트를 창안하였습니다.

액션크래프트는 캐릭터를 만드는 DIY기반의 만들기 재료입니다. 

정밀하게 설계 된 종이 캐릭터들은 놀라운 움직임을 선보이며, 

이 과정에서의 강한 사용자 경험은 제품에 대한 강한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뜯고 만들어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창의력, 집중력 향상은 물론 

응용 수학과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으며, 

아동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좋아하는 성인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신개념 DIY 키트입니다.

· 액션크래프트 제품 도매 및 위탁판매

· 교육 서비스 제공

· 액션크래프트 맞춤형 주문 제작

Brand

Business Model

About Company

Origin from 

회사 홈페이지 교육 홈페이지



Brand Intro

Brand
유레카!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풀쩍 덤블링을 넘는 문어과학자.

연구에 열정이 넘치는 그 모습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문이 떠도는데...

과연 그의 연구실에선 오늘도 어떤 작업이 계속 될 것인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명탐정거북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재빨리 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옆집에 사는 문어 과학자를 수상히 여겨 365일 관찰 중이지만

남몰래 해피시티의 누군가를 짝사랑 하는 순정파이기도 하다.

커피가 너무 좋아 커피콩 안에 살고 있다는 병아리 바리스타.

향긋한 커피와 함께 판매 중인 도넛도 해피시티의 인기 만점 간식이다.

지금은 작은 까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언젠가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는것이 꿈.

유명한 병아리가 되어 어릴적 헤어진 엄마꼬꼬를 만나고자 하는것이 그 이유이다.

언제나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악어쉐프.

3대째 내려온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악어쉐프는 특유의 장인정신으로 늘 최고의 케이크를

선사하려 한다. 커다란 입 안에는 쉐프를 돕는 보조 요리사 악어새가 함께 하고있는데

실수가 잦고 꾀를 부리기도 하지만 푸근한 악어쉐프가 항상 넓은 마음으로 감싸준다.

캐릭터 콘텐츠 개발

예시 - 액션프렌즈

Service

액션크래프트 외형에 입힐 캐릭터 그래픽 작업 뿐만 아니라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컨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체 IP개발과 필요에 따라 고객사의 상품만을 위한 캐릭터 디자인 작업도 수행합니다.

캐릭터 기반의 상품 개발

홈페이지



액션크래프트 특징

액션크래프트 제품은 사용자 제작 상품입니다.
풀이 필요한 타입과 필요 없는 두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도면에서 부품을 뜯어내고, 순서대로 붙이면 완성되며 만든 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적 효과는 물론,  완성 후 성취감과 움직임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Product Info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록

결합방식 종류

실용신안 20-0481995호 외 다수 

디자인 등록 제 30-0844790호 외 다수

정밀한 지기구조 설계로 풀 없이 제작 가능 (특허출원중)

접착 Ver. 비접착 Ver.



구성 예

주문 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은 구성과 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자인 비용과 제작비가 나누어져 있으며, 

만들고자 하시는 캐릭터와 제품 구성을 정확히 알려 

주시면 정확한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

포장 형태 (택1)
: 박스 / OPP

설명서만들기 도면

건물 (옵션) 기타꾸밈판 (옵션)

주문 제작 의뢰

· 제품 구성 결정
· 견적 = 생산비 + 디자인비 (1회발생)
· 주문 제작 기본 수량 : 1,000부
· 경제 부스 : 5,000부
· 총 소요 기간 : 2주-6주
· 재생산의 경우 약 1주 소요

· 적정 매커니즘 선정
· 제품 기획에 따른 설계 작업
· 설명서, 동영상 콘티 작업

· 샘플링 작업

· 디자인 컨펌

· 고객 지정 장소 납품

· 배송비 별도

움직임 설계 및 디자인

생산 및 검수 납품 완료

샘플 제작 및 컨펌

기획 컨셉 및 도출

Ordering Process

주문 제작 안내

제작 안내 영상



Ordering Example

공주시 공주 공주시 고마곰

줄랑줄랑 티 국립부산과학관 다박사

구름이 컴플



Brand Intro

교육 재료 공급

제품 개선 등으로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창의 체험 교육 서비스 제공

Brand

Service

초,중,고등학교에서 창의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합니다.

액션크래프트 제품에 과학적 원리를 접목시킨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응용 수학과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액션크래프트는 

문제해결능력과 소근육 발달, 집중력 향상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수반합니다.

교육 보조 재료 개발 및 교육 서비스 제공

교육소개 블로그



초등학교 - 방과 후 수업, 돌봄교실 중학교 - 창의 학습 체험 고등학교 - 자유 학기제

Education

난이도 하 (25종) 난이도 중(45종) 난이도 상(40종)

다양한 연령대의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재료를 공급하여 창의 교육 효과가 뛰어납니다. 

현재 개발된 100여종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멋진 캐릭터 친구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돌봄교실, 방과후수업, 계절학기, 자유학기제, 창의체험학습, 

문화센터강좌, 캠프,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 진행 가능

8 ~ 10세 11 ~ 13세 14 ~ 16세 17 ~ 19세 매니아 / 전문가



친숙한 기초 과학과 만남

아이들이 알기 어려워 하는 도형, 수학, 기초 

과학을 친근한 콘텐츠의 형태로 배울 수 있습니다. 

만들면서 수반되는 집중력 향상은 기본, 소근육 

발달과 창의력 발달까지. 

액션크래프트를 통해 전인적 교육을 경험해보세요.

주어진 내용을 암기하는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도형 - 내각

무게중심 - 중력

육각형이 육각기둥으로 변합니다.
어떤 원리가 적용될 까요?

수평으로 누워있던 물체가 
수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육각형
(2D)

육각 기둥
(3D)

고무줄의 탄성력

육각 기둥의 내각

늘어났다 줄어드는
고무줄의 탄성력 원리

육각 기둥의 내각을 유지함에 따라
고무줄 탄성력에도 불구하고
일정 모양을 견딜 수 있음

가장 무거운 부부인 무게중심은 
중력에 의해 지구 중심을 향한다.

무게중심과 중력

교육 효과 영상



방과 후 지도자 양성 및 연수

교사 지원 시스템

수업 커리큘럼 예시

선생님들의 수업 구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합적 인재교육

6개월 과정 A 
수업재료는 동일 원리의 다른 디자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업 재료 영역 활동내역차시

상어

코끼리

문어 v.2

토끼와 거북이

오토메타

스토리

일어나는 펭귄

아기 펭귄

고래

북극곰

스토리

까마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해

언어

이해

문제해결

창의력

언어

이해

탐구

언어

문제해결

언어

탐구

액션크래프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종이의 지기 구조, 선, 면에 대해 이해한다.

봉투 속 코끼리의 구조를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한다.

종이 스위치를 통해 쐐기의 원리를 학습한다. 탄성체의 탄성력에 대해 이해한다.

토끼와 거북이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본다. 작동이 안되는 경우를 찾아보고 그 문제를 Triz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한다.

남들이 만들어 보지 못한 나만의 움직이는 페이퍼 작품을 만들어본다.

지금까지 만든 친구들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공유한다. 그것을 외국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어나는 펭귄의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중력과 무게추의 상관관계,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힘에 대해 이해한다.

알에서 깨어나는 펭귄을 만들어 보고 원리를 탐구한다. 어떻게 하면 작동이 잘 되는지 탐구해보고 원리를 공유한다.

입을 벌리는 고래를 만들고 입 속에 넣을 메시지를 작성한다. 다양한 인사말을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

평면과 다면체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그 문제를  Triz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한다.

지금까지 만든 친구들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공유한다. 그것을 외국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진다.

까마귀를 만들어보고 원리를 탐구한다. 어떻게 하면 작동이 잘 되는지 탐구해보고 그 원리를 공유한다.

차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업재료

왕거북이

토끼 v.2

상어

코끼리

문어 v.2

배경 스토리 만들기

일어나는 펭귄

아기 펭귄

고래

까마귀

북극곰

배경 스토리 만들기

영역

이해

탐구

문제해결

언어

문제해결

언어

이해

탐구

언어

문제해결

문제해결

언어

액션크래프트에 대한 전박적인 소개와 종이의 지기 구조, 선, 면에 대해 이해한다.

토끼와 거북이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만의 스토리에 응용한다.

봉투 속 상어를 만든다.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봉투 속 코끼리의 구조를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한다.

종이 스위치를 토해 쐐기의 원리를 학습한다. 탄성체의 탄성력에 대해 이해한다.

지금까지 만든 친구들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공유한다. 그것을 외국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어나는 펭귄의 원리에 대해 학습한다. 중력과 무게추의 상관관계,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힘에 대해 이해한다.

알에서 깨어나는 펭귄을 만들어보고 원리를 탐구한다. 어떻게 하면 작동이 잘 되는 탐구해 보고 원리를 공유한다.

입을 벌리는 고래를 만들고 입 속에 넣을 메시지를 작성한다. 다양한 인사말을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표현해본다.

까마귀를 만들어 보고 원리를 탐구한다. 어떻게 하면 작동이 잘 되는지 탐구해 보고 그 원리를 고융한다.

톡 튀는 북극곰을 만들어 보고 평면과 다면체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해한다.

지금까지 만든 제품들로 스토리를 만들고 공유한다. 그것을 외국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차시

1

2

3

4

수업재료

울산고래

옹기 및 까마귀

처용

배경 스토리

영역

탐구

이해

문제해결

언어

울산의 대표 상징물인 고래를 만들고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탐구한다.

옹기와 까마귀를 만들고 울산의 상징물에 대해 이해한다.

어려운 작품인 처용을 만들어 보고 문제가 발생할 시 해결 능력을 기른다.

울산의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 나만의 울산 문화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

특강 

활동 내역

활동 내역

통합적 인재교육 _ 3개월 과정

울산 문화 과정 _ 1달 과정 (방학특강)

Seaki Oh C.E.O Yurim Jeong Director Nakamura Haruki Author

nakamurayurimohse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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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자료

디지털 자료

수업 지도 매뉴얼

재료 공급

과정별 지도 계획서

수업별 학습 지도안

스토리 가이드라인 제공

홍보 자료 제공

수업 진행 편의를 위하여 교사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방과후 교사, 창의 체험 학습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기 과정과 속성 과정이 있으며, 교육 수강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강사 과정 수료 후에는 제품을 특별가에 공급해 드립니다.

만드는 방법 동영상 수업별 학습 지도안



제품 개선 등의 이유로 디자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Q&A

4살 조카에게 사주고 싶어요. 잘 가지고 놀까요?

액션크래프트는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를 주 타겟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유치원생 미만의 아동인 경우 종이를 이해하지 못해 정교한 제품은 혼자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라면 함께 만들고 이야기하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일부 구조적으로 튼튼한 제품 (거북이, 상어) 등은 문제없이 잘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용자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보통의 경우 평균 30분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정교한 제품은 40~50분, 쉬운 제품은 10분~20분정도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 캐릭터가 들어있는  제품의 경우 만드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들기 도움을 받고싶어요!

액션크래프트는 제작 도움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 등에 삽입되어 있는

QR코드를 인식하시면, 친절한 동영상 제작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액션크래프트 홈페이지 : http://www.actioncraft.co.kr

액션크래프트 쇼핑몰 : http://www.actionkids.kr

액션크래프트 교육블로그 : http://www.actionpaper.co.kr

Tel : 070-7678-6797   Fax : 0303-3444-0120   E-mail : sales@actioncraft.co.kr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12 8F R20

제품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제품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 검색, 오프라인 판매처등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교육 형태, 수강인원, 장소 및 일시 및 기타 문의 사항 등을 

이메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거래사

· 울산박물관

· 국립부산과학관

· 서울박물관

· 장생포고래박물관

· 외고산옹기마을

· 현대문화센터

· 울산교육문화재단

· 이든교육

· 에코앤펀

· 씽크와이드

· 바보사랑

· 아이스크림몰

  이 외 다수

Partner



주요 거래사

· 팝콘에듀

· 메스씨엔지

· 지오넷

· 알파문고

· 교보문고

· 핫트랙스

· 에듀팡

· 챔버아트

· 점프

· 르호봇

· 경기콘텐츠진흥원

·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이 외 다수

Partner & Sponser

Free Your Style

디자인커뮤니티샵천삼백케이

Gyeonggi Creative Contens Agency



www.actioncraft.co.kr     www.actionkids.kr
sales@actioncraft.co.kr     070-7678-6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