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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Mission

Share
The Creativity
스테이지는 창의적 발상을 기반으로 디자이너 크루
들이  모인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단순한 심미적 디자인을 넘어서, ‘디자인 프로세스
와 디자인 씽킹＇을 이해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
하여 선제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을 제안합니
다.

특히 종이 모형의 경우 국내 최고의 지기구조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
탕으로 창의적이고 놀라운 제품들을 만들어 냅니다.

특히 종이 모형의 경우 국내 최고의 지기구조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
탕으로 창의적이고 놀라운 제품들을 만들어 냅니다.



02. Education Program

01. Paper Model Engineering

About STAGE

· 교육용, 홍보용 캐릭터 종이 모형 제작

· 구동 가능 플랫폼 제공 및 캐릭터 디자인

· 기관, 관공서, 기업 등 맞춤 제작

·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재료 판매

· 업사이클링 교육 키트

· 코딩 전자 교육 키트

스테이지는

사용자 경험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인 씽킹을

바탕으로 Paper Model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Editoral Desig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3. Editorial Design

캐릭터 제작

· 기관, 관공서, 기업 BI/CI 제작 

· 브로셔, PPT 등 편집 디자인



SERVICE 01

Paper Model 
Engineering
· 교육용, 홍보용 캐릭터 종이 모형 외주 제작 

· 구동 가능 플랫폼 제공 및 캐릭터 디자인

· 기관, 관공서, 기업 등 맞춤 제작

· 친환경, 업사이클링 활용 교구



국내 최고의 

페이퍼 토이

개발 업체

수 많은 종이 모형 설계 경험, 다수의 지식 재산권 보유, 국내 최대규모 커뮤니티 운영,  국내 유일의 종이모델 디자이너를 위한 설계 교육 제공, 

우수한 개발 인적 자원  등 자사는 국내 최고의  페이퍼토이 업체임을 자신합니다.

친환경 재질로 만든 캐릭터로서 단순하게 표현하거나, 실물과 같이 매우 정교하게 표현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타업체와 비교해보세요. 
뛰어난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납품이 가능합니다.

지기 구조 설계 관련 11종의 특허 보유 단순 모형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종이 모형

국내 최대의 페이퍼 토이 커뮤니티 운영 페이퍼 토이 설계 프로그램 강의  카이스트 출신 개발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액션크래프트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에 의해 다양하게 

움직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수학, 도형, 과학 등 

기초원리를 친근한 캐릭터로 

자연스럽게 배워 교육 효과도 

뛰어납니다.

ACTION 
PAPER TOY

단순 제품 설계만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에서 구조 설계, 생산 및 납품 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까지

도형 - 내각

무게중심 - 중력

평면이 입체로 변합니다. 
어떤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었을까요?

누워 있던 물체가 스스로 일어납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① 탄성력과 부피형성

무게중심과 중력

② 육각기둥의 내각

탄성력을 이용해 마주보는 면
을 당기면서 부피를 형성합니
다.

육각기둥의 내각이 120도로써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고무줄 당기는 힘에도 불구하
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게추의 균형이 깨지면서 중
력에 의해 지구 중심을 향하고 
지기 구조로 인하여 일어납니
다.

무게추

한번 만들고 버려지는 일반적인

페이퍼토이와는 달리 움직임과

기능을 추가하여 주목도가 높으며

사용자에게 재미를 전달합니다.

세계 각지의 다양한 아티스트와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계 

메커니즘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Have a Fun

Features

Character

기존 홍보물 대비 저렴하여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

다. 이로서 기념품, 축제, 체험상품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교한 형태와 재미있게 움직여 남녀노소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기관 캐릭터 활용이 가능하며, 

캐릭터가 없는 경우 캐릭터를 개발해드립니다. 

우리 기관의 캐릭터까지 덤으로 가져가세요.

경주박물관 캐릭터 도토리

현대백화점 스마일리

카이스트 넙죽이

수원시 수원이

공주시 고마곰과 공주

교육교구

 주문제작



제품은 대부분 3 ~ 4주내 납품
이 가능하며, 상황과 수량에 따
라 기간 조절됩니다.

생산 가능 수량은 1,000부 부터
며, 생산 수량 증가시 가격이 할
인됩니다.

1주 1주 1.5주

Ordering

Process

주문 제작 과정

주문 제작시 선택 사항

상담 및 기획

생산 할 제품 종류 
및 수량 결정

포장방식과 (opp 포장과 벌크중 선택)형태를(움직임과 고정형중 선택)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움직임을 선택하시면 조립에 풀이 필요하며, 고정형은 풀 없이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 가능합니다.

구조 설계 및 샘플링

컨셉에 맞는 최적의
움직임 설계 및 샘플링

디자인 작업

고객사 피드백 반영
및 완성

생산 및 납품

공정 기반 생산, 패키징
및 검수 후 납품

포장방식 형태 조립방식

옵션

OPP 움직임 접착

벌크 고정 끼우기



2013 종이천하 커뮤니티 개설
2013. Kamikara社기술이전
2014 울산대학교 가족기업
2017 MassC&G MOU
2019 아주대학교 협력기업

2013 문화체육부 장관상
2014 콘텐츠진흥원장상
2014 문화체육부 장관상
2017 벤처기업협회장상
외 다수 수상

2015 특허 등록
2016 벤처기업 인증
2016 다큐멘터리 촬영
2017 사회적기업 인증

2014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2017 돌봄교실 프로그램 제작
2018 방과후 프로그램 제작
2019 업사이클 교구 제작

2017 책 ‘종이모형이야기‘ 출간
2019 책 ‘종이퍼니처‘ 출간
2020 책 ‘전투기종이접기’ 출간

2021 유튜브 영상 2억 뷰 돌파

Project
Works

어린이 급식센터  파프리카

비추다 마리아

소방청 영웅이 덕포진 손돌공과 덕포대장

브래니 쿠닝

추사 박물관 김정희

인천국제공항 에어스타

제암리 순국박물관 안용복 선생

오산시 까산이

가야문화재단 장군이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다박사

서울역사박물관 안데르센전시

가야문화재단 김수로왕 울산박물관 12지상 사리탑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옹기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안데르센전시

전곡리선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안데르센전시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호프

어린이 급식센터  파프리카

울산대학교 링크사업단

상기건 외 다수



Product

Works

자체 판매 상품 – 해피 시티 (6종)자체 판매 상품 – 액션 애니멀즈 (12종)

현재 온, 오프라인 체널로 유통되고 있는 자체 상품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구매는 롯데마트, 핫트랙스, 홈플러스 등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자사몰 및 검색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스튜디오 쇼케이스



Project

with

울산박물관 
울산고래박물관 
울산옹기박물관 
부산과학관 
부산박물관 
울산시 관광과 
경주박물관 
제주시 관광과 
공주시
오산시 
오산메이커센터 
카이스트 
해태제과 
사랑의열매재단 
홈플러스 
롯데마트 
퍼즐갤러리 
금산군청 
티켓몬스터 
브레니
김포시
울산 과학관 
YG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비추다 
 한국석유공사 
링크사업단 
 한국석유공사 
 챔버아트

인천공항공사 
르마르마랩
서울역사박물관
독립기념관
추사박물관
과천시
금산군청
현대백화점
사쿤
탱크토이
제주어린이급식센터
광주어린이급식센터
수원아토피센터
부안군청
프로젝트프룻
경기업사이클플라자
한솔제지
길벗출판사
제암리역사박물관
노원청소년센터
울산대학교
수원대학교
김포문화재단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은살아있다
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티켓몬스터
이외 다수



적절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액션크래프트는 남녀 노소 즐길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이 가장 적합합니다. 
유치원생 이하 아동의 경우 발달 미숙으로 일부 제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만들기 시간은  평균 20~30분 내외입니다. (원하시는 시간대로 설계해 드립니다.)
제품 생산의 경우 1달 (약 4주~4.5주)정도 소요됩니다.

만들기 도움 영상도 제작 가능한가요?

수업시 제작 도움 영상을  재생하면 수월한 체험 활동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는 별도의 영상 제작을 통해 체험활동의 질을 올려보세요.

CONTACT

Address Phone Mail Hompage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102

031-778-7944 ceo@actioncraft.co.kr

A M H

actioncraft.co.kr

smartstore.naver.com/g9

제작 비 은 어떻게 되나요?

제작 비용은 설계 디자인비용과 생산비의 합으로 계산되며, 원하시는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편성하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가능하도록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FAQ

(010-4075-2661)

https://youtu.be/iPey2DbTMV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