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적없는여행을꿈꾸다
친환경여행, 그린풋



Greenfoot
지속가능한미래를꿈꾸는MZ세대를위한여행파트너
그린풋은친환경(Green)과탄소발자국(Carbon-FootPrint)의합성어로

환경과가치를동시에잡는관광상품전문여행사입니다. 
글로벌여행시장이외형적으로크게성장하며지역사회와

많은여행자들에게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준한편,

여행에따른환경파괴및오염문제는여행자들이해결해야할숙제로남아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No-footprint, 여행지에다녀간흔적을남기지않는것이우리의목표입니다.

그린풋과함께다양한테마가있는여행을즐기며자연과지역사회를지키는것은물론,

새로운가치를찾아떠나보세요.

What We Do?
ESG 저탄소–제로웨이스트를테마로국내친환경관광코스를발굴하고

여행을통해여행객과 ESG경영을실천하는기업을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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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e are
그린풋소개

사업
영역



“친환경기업제품만살래,
SNS에인증샷도올려야지!”

소비자

“친환경경영을알리고싶은데
홍보방법을모르겠네?”

기업

Who We Are
MZ세대의감성과트렌드를담은
친환경관광상품크리에이터

지속가능한관광(환경, 사회)상품을통해
여행자와기업의네트워크구축

친환경/ 사회적가치실현

기업의 ESG 및 CSR 경영홍보
가치소비∙관광문화형성

참가비지급

관광경험제공
∙

기업협찬품지급
(상품∙할인)

협찬제공및서비스 의뢰

홍보콘텐츠제공



그린풋소개

Team Greenfoot
그린풋운영진소개

김하은
CEO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 디지털미디어학과 졸업
EBS 진로직업청소년부 서브작가

기업테마연수전문여행사아이투어 OP
이시스코스메틱 IR부서 팀원
IR비즈넷 컨설팅 IR부서 팀원
(현) 국내여행사그린풋 대표

ESG 마케팅전문인력

• 전경련ESG 교육과정수료

• 전경련 ESG 전문가자격취득

• 제 2021-0017-200호

ESG 전문가자격취득

ESG 전략아카데미수료

• ESG 커뮤니케이션전략

• 국내 ESG 트렌드적용

• 소비자공감마케팅진행



그린풋소개

Team Greenfoot
그린풋운영진소개

김예지
문화예술기획 / 아트디렉터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7 환경주제 전시및세대공연기획

2019 종로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단문화예술투어리즘 코디네이터
2020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인재동반사업 축제기획자 부분최우수

2021 공연기획 먹스킹 기획팀장
(현) 그린풋 상품기획팀

지혜윤
마케터 / 인플루언서

국민대학교 실용무용학과 졸업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

브랜드협업인플루언서 / 영상크리에이터
Insta(@_bulletaappeal) 1.5만팔로워 보유

Tictok(@_bulletaappeal) 2.5만팔로워보유
여성크럼프댄스대표팀 B.O.T.B 소속
(현) 그린풋 영상제작및홍보마케터



Team Greenfoot
친환경아웃도어체험담당호스트소개

인플루언서유튜버컨텐츠제작전담

브랜드유튜브컨텐츠제작및관리

기업홍보및바이럴영상전문

신정우
객원PD

CONTENTS

웰니스아카데미 (핫요가, 하타, 빈야사요가)

유소년스포츠지도사x 노인스포츠지도사

13년차배우경력

이선민
웰니스체험담당

WELLNESS

상명대학교스포츠건강과학과졸업

생활체육지도자2급 (보디빌딩)

필라테스지도자자격증 (머슬케어필라테스)

임예찬
아웃도어체험담당

FITNESS



Core Competency
그린풋역량및특징

• MZ세대타겟 SNS용콘텐츠

기업및공공기관대상여행상품기획경력

여행자탄소발자국계산기를적용한맞춤형
저탄소여행지추천서비스특허출원

콘텐츠제작능력

• 기업홍보및기업탐방영상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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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최신트렌드부터고객사니즈를반영한
맞춤형친환경관광경험제시

플로깅

비치코밍

트래쉬헌팅

비건요리체험

템플스테이

자전거투어

생태체험

친환경공장투어

재생에너지현장견학

지역농가체험

MZ세대모임

로컬모임

취미모임

친환경스토리텔링

ESG테마관광기획

유튜브영상물

SNS 카드뉴스

블로그포스트

친환경
아웃도어
활동

탄소중립
체험활동

기업연계
관광상품

소셜
라운지
운영

콘텐츠
제작

관광상품
개발



Our Business
최신트렌드부터고객사니즈를반영한
맞춤형친환경관광경험제시

B2B 
(MZ세대여행객)

B2C 
(친환경경영기업)

지속가능한가치발굴친환경관광경험

‘어디'를가는지보다 '무엇'을경험하는지가더중요시되는MZ세대를위한

환경문제와지속가능성에중점을두는테마여행상품제공

+

친환경소비지향, 비윤리적기업을기피하는그린슈머(Greensumer)의

니즈를충족하는친환경기업임을새로운방식을통해대중에게홍보

친환경이미지제고 홍보인프라확보+ + 대중접근성강화



Business Process
업무프로세스소개

기업및브랜드
ESG 현황파악

홍보 + KPI
달성

고객타겟및니즈
관광진행

기업및브랜드
체험테마상품기획

Community

20~30대의트렌드에민감하고

새로운경험과가치를찾는

MZ세대타겟커뮤니티형성

Travel

기업연계및지자체협찬을

통해기존여행경비의부담은

덜고지속가능한가치를더함

Contents

탄소중립/제로웨이스트/비건등

친환경LifeStyle관련콘텐츠및

SNS 여행후기발행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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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바다페스티벌현장
해양에코투어



ECO 애착인형랜선투어
비대면여행상품



‘

水요일에만나요

제로웨이스트& 저탄소여행



친환경여행자커뮤니티＇그린풋'

그린풋은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약 120명규모의친환경 여행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소셜라운지운영

지역청년대상환경커뮤니티

그린풋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게플로깅, ESG스터디,

토론회, 환경전시회방문등

다양한친환경 활동을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