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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01 비전과 미션

크레파스팩토리는

핵심가치

캐릭터

음원 출시



비전과�미션

지구가�잃어버린�초록과�우리가�잃어버린�감성을�칠합니다

MAKE IT A BETTER PLACE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영상�공모전�수상금을�사회에�환원하자는

대학생들의�취지에서 2012년�시작되었습니다

20대�청춘을�선발하여�전국�도서·산간�지역아동센터�아동을�대상으로

매년 2회�환경캠프를�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영상�제작�전문�기업인�크레파스미디어의�비영리�산하�기관으로�소속되어

사회공헌활동을�이어가고�있습니다

크레파스팩토리는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따뜻한�눈으로�세상을�바라봅니다

감성

지구가�잃어버린�초록을�칠합니다

자연

우리가�잃어버린�감성을�되찾습니다

청춘
핵심가치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크레파스팩토리의�캐릭터 ‘토리’의

머리는�환경을�상징하는�나뭇잎을

몸통은�부드러운�질감의�크레파스를 

형상화하고�있습니다

TORY

토�리

캐릭터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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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02 크레파스 환경캠프

개요

프로그램

꿈나래 모집



크레파스�환경캠프 크레파스�환경캠프는�여름과�겨울�매년 2회�개최됩니다

전국�도서·산간�지역아동센터�아동을�대상으로�환경�프로그램을�진행합니다

꿈나래로�참가하는 20대�청춘의�경험, 재능, 사랑을�꿈나무에게�나누며

‘지구가�잃어버린�초록과�우리가�잃어버린�감성을�칠합니다’ 라는

크레파스팩토리의�미션을�실현하고�있습니다

지구가�잃어버린�초록을 
우리가�잃어버린�감성을�칠합니다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개요

주최
크레파스미디어

주관
크레파스팩토리

기간
매년 1월, 8월�중 3박 4일

* 1일차�꿈나래�사전�교육 / 2일차�환경캠프�시작

장소
전국�지역아동센터

* 장소는�추후�게시판에�공지�예정, 매회�장소�변경

활동�내용
환경을�주제로�꿈나래 1명과�꿈나무 1명이�팀을�이루어�프로그램�참가

참가비
없음 / 숙식�제공 / 집결지까지�교통비는�본인�부담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프로그램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핵심가치
따뜻한�눈으로�세상을�바라보는

지구가�잃어버린�초록을�칠하는

우리가�잃어버린�감성을�되찾는

역할
캠프�참가�아동�꿈나무와�짝을�이루어�환경�프로그램�진행

소개
크레파스�환경캠프에�참가하는 20대�청춘

나래는 '날개'라는�뜻의�순우리말로�꿈나무에게�날개를�달아준다는�의미

꿈나래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발자취03 수상경력

연혁



환경부�장관상 3회

고용노동부�장관상 2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1회

통일부�장관상 2회

KBS·MBC· YTN 사장상

청소년·대학�영화제�다수�수상

170여�회의�공모전�수상금으로�시작되었습니다
수상경력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1월� 환경�다큐멘터리 ‘낙동강�배들의�눈물’ 제작

4월 ‘그린�캠퍼스’ 아이데이션�작업 (동의대, 부산외대, 부경대)

5월� 제 1회�그린�꿈나무�환경교실�진행 (밀양중�청도분교장)

6월� 크레파스�환경캠페인xDEU (동의대) 진행

8월� 제 1회�그린�꿈나무�환경캠프�진행 (밀양중�청도분교장)

9월� 감성영화 ‘남포동에�사는�남자, 해운대에�사는�여자’ 제작

11월� 환경�다큐멘터리 ‘물의�목소리’ 제작

연혁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연혁

1월� 제 2회�그린�꿈나무�환경캠프�진행 (서울�성북구�아름드리�도서관)

2월 ‘그린�꿈나무�환경캠프’가 ‘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로�변경  

  제 3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경주�미래지역아동센터연합)

5월� 크레파스�환경캠페인xPKNU (부경대) 진행

8월� 제 4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경주지역아동센터연합)

9월� 감성영화 ‘자판기’, ‘우리동네�크레파스’ 제작

10월� 크레파스팩토리�비영리�단체�정식�인가

10월� 부산경남, 서울경기지부�신규�감성멤버�모집

12월� 감성영화 ‘오늘�날씨, 맑음’ 제작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연혁

1월� 제 5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경주지역아동센터연합)

 2014 크레파스팩토리�감성�신년파티

2월� 크레파스팩토리�서울경기지부�부산경남지부�감성�워크숍 (대부도)

 크레파스팩토리�캐릭터 ‘토리’ 제작

3월� 홍익대학교�영자신문 <Active 20's> 크레파스팩토리�소개

 사회공헌�매거진�허그인�크레파스팩토리�소개

 잡코리아�온라인�포트폴리오�서비스�웰던투�포트폴리오�올림픽�은상�수상

5월� 푸른아시아�주최�까페�콘서트�연사�초청

6월� 제 1회�크레파스�글로벌�환경교실�진행 (경주�입실초등학교)

7월� 크레파스팩토리�부산경남지부, 서울경기지부�감성워크숍 (경주)

 월간샘터 7월호 "희망뉘우스" '상금은�나의�힘' 소개

8월� 제 6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충북�음성�대장초등학교)

10월 2014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참가

12월� 크레파스팩토리�감성멤버�감성�워크숍 (경남�창녕�부곡)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연혁

1월� 제 7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합천�야로지역아동센터)

 2015 크레파스팩토리�감성�신년파티

2월� 크레파스팩토리�싱글앨범�녹음�및�뮤직비디오�촬영 (콩뮤직�논현점)

3월� 기업사회공헌전문지�더하기 31호�크레파스팩토리�소개

 2015 상반기�부산경남지부�감성멤버�임명식

5월� 크레파스팩토리�싱글앨범�발매 (발매사 ㈜네오위즈인터넷)

 제 1회�초록운동회�진행 (경남�합천�야로지역아동센터)

6월 tbs 교통방송 (95.1MHz) ‘송정애의�좋은�사람들’ 크레파스팩토리�박준영�대표�전화인터뷰

7월 KBS 신세대 VJ 콘테스트�미디어연수�참여 (KBS 수원�인재개발원)

 부산일보 2015년 7월 22일자 ‘사람’ 소개 "상금으로�할�수�있는�의미�있는�일을�찾은�겁니다"

8월� 제 8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경주�성동지역아동센터)

11월� 크레파스팩토리�로고�변경

12월� 크레파스팩토리�홈페이지�오픈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연혁
1월� 제 9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합천�야로지역아동센터)

2월 2016 크레파스팩토리�감성멤버�부산경남지부�모집

8월� 제 10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경주�성동지역아동센터)

9월� 크레파스미디어�비영리�산하�기관으로�소속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연혁
1월� 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 5주년�기념�다큐멘터리�제작

  제 11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합천�가야지역아동센터)

5월� 크레파스팩토리�캐릭터 ‘토리’ 저작권�등록

8월� 제 12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거제�장평지역아동센터)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연혁
1월� 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 6주년�기념�다큐멘터리�제작

 제 13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울산�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8월� 제 14회�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진행 (밀양�초동지역아동센터)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연혁

1월� 크레파스팩토리�홈페이지�리뉴얼

  ‘크레파스�꿈나무�환경캠프’가 ‘크레파스�환경캠프’로�변경

  크레파스  환경캠프�로고�리뉴얼

  크레파스�환경캠프 7주년�기념�다큐멘터리�제작

  제 15회�크레파스�환경캠프�진행 (영덕�꿈이자라는지역아동센터)

3월� 크레파스팩토리�리뉴얼�홈페이지�오픈

개요 주요활동 발자취 언론보도



언론보도04 PRESS

REPORT



언론보도

신문 보도
- 부산일보 (15.7.22) “상금으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은 겁니다"

- 기업사회공헌전문지 더하기 31호

    [공모전 수상금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크레파스 팩토리]

- 홍익대학교 영자신문 [Active 29’s] (14.3.15) “Color the world Warm Heart”

- 사회공헌 매거진 [허그인](13.3.13)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 디자인정글(13.12.13) "세상을 초록빛으로 만들 '크레파스 팩토리'를 소개합니다."

- 잡코리아(13.12.12) "지역아동을 위해 봉사하는 대학생들이 모인 단체"

- 대학연합신문(13.11.21) 

  "대학생들의 행복한 초록이야기로 물든 제 1회 한국자원봉사영상제 .

- 뉴스와이어(13.11.15) "제1회 한국자원봉사영상제" 공모전에 도전하여 

   그 상금을 다시 사회공헌으로 나누는 이색 동아리

- 서울신문(13.7.2) "세계 29개 도시에 울린 아리랑 선율"

- 한국일보(13.3.21) "아리랑 선율, 세계에 울려 펴지다"

- 환경일보(13.2.12) "대학생과 지역아동이 함께 하는 크레파스 꿈나무 환경캠프 개최"

- 헤드럴경제(12.12.26)"아리랑, 해외에 한국 알릴 훌륭한 고리"

- 잡코리아(12.8.23) "대학생 공모전 동아리가 꿈꾸는 행복한 초록이야기" 기재

- 국제신문(12.7.17) "동의대 박준영씨 UCC공모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대상 수상"

- 한국 대학신문(12.7.13) "동의대생, 안전보건 UCC공모전 대상"

- 한겨례 뉴스(10.9.21) "자식 그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미니 다큐" 박준영 감독 인터뷰. . 

  다양한 공모전 사이트에 수상자 인터뷰

  (잡코리아, 캠퍼스몬, 대티즌, 알바몬, 사람인,디자인정글 등) 

- 2015 KBS 신세대 VJ 콘테스트 특집 방송 출현 

- 2015 TBS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 tbs 교통방송(95.1MHz)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

- KBS 열린채널 다큐멘터리 총 5회 방영 및 기타케이블 방송 

   및 지역방송 다큐멘터리 및 VJ영상 방영

- 2012 국악방송 다큐멘터리 아리랑편 '코리아 아유 레디'팀 영상담당 박준영 팀장 출연

- 2012 KBS 특집방송 'KBS신세대VJ' 부산경남 대학생 동아리 소개

- 2011 KTV 한국정책방송 G20세대 영상창작 도화지 '스크린' 32회 출연

- 2011 KBS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412회 체험KBS '동안미녀 드라마 촬영장' 출연

- 2011 한겨레 신문 추석특집 영화관 상영 [단편영화 '외출']

- 2010 SBS특집다큐멘터리 '사막을 숲으로 바꾼 환경영웅을 만나다'출연

- 2010 EBS 교육마당 89회 청소년! 영상미디어 전문가를 꿈꾸다!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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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43-7777
Web : www.crapasfac.com
E-mail : crapasfac@naver.com

수도권지사    서울 종로구 명륜3가 1-1054

본사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6로 32번길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