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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Pro, Premium 으로 나누어져 있는 Tumblbug 창작자 요금제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여 다양한 요금제별 혜택을 즐겨보세요!

요금제

수수료율
(VAT 별도)

플랫폼 이용 수수료 5%  

결제 수수료 3%

[기본 혜택]

프로젝트 펀딩 

공개예정 서비스
텀블벅 디스플레이 광고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Basic

물류/제작 파트너 연결
후원자 1:1 메시지
후원자 서베이

기본 혜택만으로
효율적인 펀딩 진행가능

추가적인 SNS 광고 대행을 통해
프로젝트 홍보 가능

브랜드 홍보부터
더 큰 수익창출까지!

Basic의 모든 서비스+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Pro
프로젝트 응원권 발급

[광고 혜택]
• SNS 광고 대행
 광고 대행 수수료 0원   
 (광고 예산 최소 200만원 이상 필요)
 * 광고대행 수수료 15% 이나 한시적으로 수수료 0% 혜택 제공

 광고 집행 후 성과 리포트 제공

Pro의 모든 서비스+
페이스북 맞춤 타겟 제공 (별도 신청 필요)

[광고 혜택] 아래 중 택 1
• SNS 광고 대행 플러스 패키지
 광고 대행 수수료 0원(광고 예산 최소 200만원 이상 필요)
* 광고대행 수수료 15% 이나 한시적으로 수수료 0% 혜택 제공

    광고 예산의 50% 상당 SNS 광고 및  
 텀블벅 자체 채널 홍보 추가 제공
   *(옵션)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광고 집행 후 성과 리포트 제공

• 500만원 상당의 온드 미디어 패키지
 SNS 광고(최소 50만원) 및 텀블벅 자체 채널 홍보 제공
 광고 집행 후 성과 리포트 제공

플랫폼 이용 수수료 9%  

결제 수수료 3%

플랫폼 이용 수수료 15%  

결제 수수료 3%

요금제별 혜택

Basic Pro Premium - 심사 필요

SNS 광고 및 텀블벅 자체 채널 홍보 혜택은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텀블벅에서 자체적으로 편성

https://help.tumblbug.com/hc/ko/articles/11930022675481
https://creator.tumblbug.com/facebookpixel
https://help.tumblbug.com/hc/ko/articles/11930022675481


SNS 광고 대행 



SNS 광고 대행 프로세스를 통해

텀블벅 마케팅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화된 광고 집행을 경험해보세요

Pro, Premium 요금제 선택 후,

프로젝트가 아래 단계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프로젝트 심사 승인된 프로젝트

• 공개예정 프로젝트

• 펀딩 진행 중(종료까지 14일 이상)

•  텀블벅 광고 심사 기준에 따라

 SNS 광고 대행 진행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SNS 광고 대행 검토 결과 및

승인 시 집행 절차를 5 영업일 내 안내합니다.

1) 견적서/계약서 모두싸인을 통해 발송

2) 현금(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 결제  

 가능한 결제 링크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계약 체결 및 결제가 완료된 후,

 광고 소재 제작 및 광고 집행합니다.

• 광고 집행 전, 중간 성과 확인 가능한

 창작자 전용 리포트 링크를 전달드립니다.

• 프로젝트 종료 후 7 영업일 내

 마감 리포트를 전달드립니다.

심사 승인 신청서 제출 계약 및 결제 광고 집행 마감 리포트 확인

https://ad.tumblbug.com/dc0dc176-c377-434f-b77b-c9b96fcfe3ed
https://docs.google.com/forms/d/159eDLEGcCla00hvJiAb1dkILq6hhtv0I6xiMeBUiS8s/edit


Pro, Premium 요금제에서 받을 수 있는 SNS 광고 대행 혜택

SNS 광고 &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을 통한 후원 유도

광고 상품

SNS 광고

최소 200만원 ~

(광고 대행 수수료 0원)

*광고 대행 수수료 15%이나 한시
적으로 수수료 0% 혜택 제공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광고 소재 

제작 후 광고 진행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카카오 비즈보드
SNS 광고 매체별 맞춤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텀블벅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하는 메시지형 광고
카카오톡

(옵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 SNS 광고 대행은 SNS 광고 대행 신청 및 계약이 완료된 후에 진행됩니다.

  SNS 광고 대행의 경우,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통해 선결제 후 진행됩니다.

  카드의 경우 결제 수수료(3.3%) 제외된 금액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SNS 광고 대행의 경우 광고 심사 기준에 따라 반려될 수 있습니다. 

  SNS 광고 대행 수수료는 15%로, 한시적으로 면제(0%) 됩니다. 

• SNS 광고 대행 집행 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광고가 집행되며, 이외 채널은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PC/모바일 구분 없이 모두 노출됩니다.

광고 단가 (VAT 별도) 운영 방식 노출 위치 상품 소개



각 프로젝트에 맞는 이미지/영상 + 카피로 맞춤형 소재 제작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맞춤 타겟 대상으로 광고 진행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트위터, 카카오 비즈보드 진행 가능

SNS 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비즈보드



프로젝트에 관심도가 높은 타겟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하여 

후원 및 알림신청 유도(총 모수 50만명)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프로젝트 고관여 유저 대상으로 최소 4만명 ~ 최대 50만명 대상 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의 경우 텀블벅 마케팅 팀에서 진행 여부 결정

주제별 큐레이션 단독 프로젝트 발송



SNS 광고 대행 사례 



텀블벅 기존 고객 포함 웹툰/만화 관심사 잠재 고객 타겟팅하여

광고 후원액 약 3.8천만원(비중 11.7%) 확보하여 총 후원액 약 2.6억원 달성 기여

SNS 광고 - CASE1 

총 후원액
260,842,222원

37,779,000원

유료 마케팅
11.7%

콘텐츠 마케팅
1.1%

알림 채널
6.1%

링크 공유
20.8%

직접 유입
60.3%

[ 유입 경로별 후원액 ]

알림 채널링크 공유

직접 유입콘텐츠 마케팅유료 마케팅

[소재 예시]



프로젝트 맞춤형 유저 타겟팅 &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광고 후원액 약 1천만원(비중 22.6%) 확보하여 총 후원액 약 4.3천만원 달성에 기여

SNS 광고 - CASE 2

총 후원액
42,584,300원

알림 채널
11.8%

링크 공유
8.5%

직접 유입
45.7%

유료 마케팅
22.6%

콘텐츠 마케팅 
11.4%

알림 채널링크 공유

직접 유입콘텐츠 마케팅유료 마케팅

[소재 예시]

9,620,400원

[ 유입 경로별 후원액 ]



프로젝트 맞춤형 유저 타겟팅 &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광고 후원액 약 1천만원(비중 22.6%) 확보하여 총 후원액 약 4.3천만원 달성에 기여

SNS 광고 - CASE 2

총 후원액
42,584,300원

알림 채널
11.8%

링크 공유
8.5%

직접 유입
45.7%

유료 마케팅
22.6%

콘텐츠 마케팅 
11.4%

알림 채널링크 공유

직접 유입콘텐츠 마케팅유료 마케팅

[소재 예시]

9,620,400원

[ 유입 경로별 후원액 ]

창작자 팬덤 & 텀블벅 유저 등 FIT에 맞는 맞춤 타겟팅 진행
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소재 활용한 프로젝트 홍보



텀블벅 카카오톡 채널 추가자 중 전통 카테고리 고관여 유저에

큐레이션 메시지 발송하여 ROAS 1100% 기록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 CASE 1

54% 1100%

발송수                                                                     광고비열람수 후원액

발송수 대비 열람수 광고비 대비 후원액

*ROAS  : 투입 광고비 대비 후원액 비율



텀블벅 카카오톡 채널 추가자 중 뷰티 카테고리 고관여 유저에

큐레이션 메시지 발송하여 ROAS 400% 기록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 CASE 2

*ROAS  : 투입 광고비 대비 후원액 비율

57% 400%

발송수 대비 열람수

발송수                                                                     열람수

광고비 대비 후원액

광고비 후원액



텀블벅 카카오톡 채널 추가자 중 뷰티 카테고리 고관여 유저에

큐레이션 메시지 발송하여 ROAS 400% 기록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 CASE 2

*ROAS  : 투입 광고비 대비 후원액 비율

57% 400%

발송수 대비 열람수

발송수                                                                     열람수

광고비 대비 후원액

광고비 후원액

후원 확률 높은 유저 대상으로 메세지 발송
후원 전환율 高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해야할까?’
막막하기만 했던 마케팅!

텀블벅에서 마케팅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텀블벅에서 광고를 대행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유료광고를 집행해보신 경험이 없거나,  

 더 큰 성과를 목표로 하시는 창작자님께 추천드립니다. 광고 최소 예산만 전달해 주시면  

 텀블벅 마케팅팀에서 프로젝트에 반응할 타겟에 최적화하여 SNS 유료광고를 집행해드립니다.

어떤 이용자를 타켓으로 광고가 노출되나요?

 프로젝트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연령층을 설정하며, 주로 180일 이내 텀블벅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유저와 프로젝트 카테고리 관심 유저에게 맞춤형으로 노출됩니다.

광고를 집행할 상품과 매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SNS 광고 대행 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광고가 집행되며, 프로젝트 및 카테고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광고로도 집행될 수 있습니다.

광고 성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SNS 광고 대행 계약 및 결제 완료 후, 광고 세팅 안내 메일 발송 시 리포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 창작자 대시보드에서 텀블벅 마케팅을 통한 후원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최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는 프로젝트 종료 후  

 7영업일 내로 보내드립니다. 

제 프로젝트의 광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재와 카피를 공유 받을 수 있나요?

 다양한 광고 소재 노출 후 광고 채널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최적화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소재를 공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펀딩 종료 후 보내드리는 리포트를 통해 집행된  

 소재와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광고비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현금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지원하며, 광고비 선결제 및 계약 체결 후 광고가 진행됩니다. 

광고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있나요?

 SNS 광고 대행 수수료(15%)와 카드 결제 수수료(3.3%)는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광고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프로젝트가 심사 승인된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진행중인 프로젝트라면 종료일까지  

 14일 이상 남아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Basic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SNS 광고대행 사용을 위해 프로젝트 진행 중 

Pro 또는 Premium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프로젝트 심사 승인 이후에는 요금제 변경이 불가합니다.

 SNS 광고 대행은 펀딩 종료일까지 최소 14일 이상 남아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창작자인데 소액 광고는 안 될까요?

 보다 효과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 설정된 최소 예산은 200만원(VAT 별도)입니다.  

 200만원 미만의 광고 예산은 대행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SNS 광고 대행 유의사항

•  SNS 광고 대행은 펀딩 기간 내에 진행됩니다. 

• 회사는 광고센터 운영정책의 광고 심사 기준에 따라 SNS 광고 대행 신청을 반려하거나 집행 중인 광고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율의 조정 또는 수수료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텀블벅은 광고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특정 광고문구 등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을 권한을 가집니다. 텀블벅의 정책과 기준에 따라

 창작자의 광고신청 및 광고 게재를 거절하거나 게재 요청한 광고 문구 등을 변경한 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텀블벅은 광고 게재가 게시된 이후에도 프로젝트 또는 광고물이 관계법령이나 프로젝트 심사 기준, 커뮤니티 운영원칙에 위반되거나 창작자가  

 서비스 이용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광고 게재를 제한, 중단하거나 광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해당 창작자 본인이 부담하고, 텀블벅은 창작자가 기 지불한 광고대금을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SNS 광고 상품은 회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s://ad.tumblbug.com/dc0dc176-c377-434f-b77b-c9b96fcfe3ed


텀블벅 자체 채널 홍보



창작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의 홈 페이지 & 텀블벅 APP & 공식 SNS를 통한 프로젝트 홍보

홍보 채널

홈 페이지
홈 배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보물기획전

앱푸시

하프모달

트위터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뉴스레터 / 텀블로그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 홍보 소재 

및 콘텐츠 제작 후 진행

텀블벅에 접속하는 모든 유저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최상단 ‘홈 배너’를 비롯하여,  

텀블벅에서 직접 선정한 추천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그 외에 ‘보물기획전’까지 텀블벅 홈 페이지 메인 화면 노출되는 구좌

프로젝트 관심도가 높은 타겟을 대상으로 앱 푸시 발송 및 하프모달 팝업 배너  

노출하여 후원 및 알림신청 유도

관심사를 기반으로 팔로우하는 트위터, 매력적인 시각 요소에 반응하는 인스타그램, 

프로젝트를 큐레이션하여 구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뉴스레터 등 약 70만 명의  

텀블벅 SNS 팔로워 FIT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젝트 홍보

텀블벅 APP

공식 SNS

• 텀블벅 자체 채널 홍보 혜택은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되며, 홍보 시점 및 채널 선택은 불가합니다.

  자체 채널 중 특정 노출 구좌 홍보를 원하실 경우, 텀블벅 광고 센터 > 디스플레이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 텀블벅 자체 채널 홍보 혜택은 Premium 요금제 이용 시 SNS 광고 및 텀블벅 자체 채널 홍보 혜택을 포함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Basic, Pro 요금제의 경우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텀블벅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며, 별도의 리포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노출 구좌 운영 방식 채널 소개



텀블벅에 접속하는 모든 유저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최상단 배너 영역

최다 노출 및 주목도가 집중되는 곳이자 텀블벅의 얼굴 (*월 방문자 150만)

CASE 1
<마침내, 박찬욱> 감독 30주년
단행본 & 리미티드 굿즈

총 후원액

334,441,000원

총 후원액

227,809,990원

구좌 내 발생 후원액

41,557,000원 (비중 12%)

구좌 내 발생 후원액

34,429,000원 (비중 15%)

CASE 2
전세계를 사로잡은 <상수리나무 아래>
Premium 공식 굿즈

홈 페이지 - 홈 배너



텀블벅에서 직접 선정한 추천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홈 페이지 상단 영역

프로젝트 이미지와 제목이 직관적으로 노출되어 클릭 전환 유도

CASE 1
신는 순간 편안한 길들이기가  
필요없는 <클래식 인생워커>

총 후원액

89,055,200원

총 후원액

42,011,700원

구좌 내 발생 후원액

12,050,200원 (비중 13%)

구좌 내 발생 후원액

6,885,800원 (비중 16%)

CASE 2
“예쁘지만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에코보부상 백팩 3종

홈 페이지 -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신규부터 우수 후원자까지 넓은 풀의 유저에게 메시지 도달하여

취향 기반 추천으로 알림신청 및 후원 전환 유도 (*총 모수 18만)
텀블벅 APP - 앱푸시

CASE 1
간호사 대표가 만든
피로감 제로 말랑쫀떡 슈즈

총 알림신청 수

1,992건

총 알림신청 수

1,001건

앱 푸시 통한 알림신청

306건 (비중 16%)

앱 푸시 통한 알림신청

332건 (비중 16%)

CASE 2
더 흥미진진해진 추리 사건  
<당신은 사건현장에 있습니다2>



텀블벅 앱 실행 시 팝업 배너 노출로 프로젝트 홍보 및 클릭 전환 유도

후원자 대상 경품 증정 이벤트 진행 시 적합한 구좌
텀블벅 APP - 하프모달

CASE 1
더 가벼워진, 세상에 없던  
수채화 다이어리

총 후원액

14,653,220원

총 후원액

23,365,200원

구좌 내 발생 후원액

5,763,340원 (비중 39%)

구좌 내 발생 후원액

5,106,000원 (비중 21%)

CASE 2
[입문용] 바로크의 로리타  
세일러 원피스&스커트



웹툰/만화 IP 및 판타지 요소를 더한 이색 프로젝트에도

유저 이해도가 높아 리트윗 바이럴 효과와 함께 잠재 후원자 발굴

팔로워 18.7만 명

리트윗(최대) 7.5천회

공식 SNS - 트위터





도달(최대) 447만 회





창작자를 위한 대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라는

텀블벅 브랜드 톤앤매너에 맞춰 기존 후원자들과 소통하며 신규 프로젝트 참여 유도
공식 SNS - 인스타그램 

팔로워 3.5만 명

좋아요(최대) 1.8천회






도달(최대) 56만 회 



대중 인지도가 높은 창작자 & 대형 IP 콘텐츠 프로젝트 위주로

카드뉴스 게시글 콘텐츠를 발행하여 프로젝트 도달 볼륨 확보 및 참여 유도
공식 SNS - 페이스북

팔로워 5.6만 명

참여(최대) 2.3만 회






도달(최대) 69만 회 



재후원율 3회 이상인 텀블벅 고관여 유저의 구독율이 높은 뉴스레터

유저 FIT에 맞는 프로젝트 큐레이션을 통한 재후원 유도
공식 SNS - 뉴스레터

구독자 45만명

후원율 (최대)  13%






클릭율 (최대)  18%



맞춤형 콘텐츠 크리에이티브와 소통전략으로
텀블벅의 신규 고객부터 충성 고객까지 도달해 보세요!



텀블벅 자체 채널 홍보 FAQ 

텀블벅의 자체 채널 홍보는 무엇인가요?

텀블벅의 홈 페이지부터 텀블벅 앱, 공식 SNS 채널 등 텀블벅이 보유한 자체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젝트 홍보 혜택입니다. 

홍보 채널이나 구좌, 일정을 선택할 수 있나요?

Premium 요금제 사용으로 제공되는 텀블벅 자체 채널 홍보 혜택은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되며, 홍보 시점 및 채널 선택은 불가합니다.

특정 구좌에 노출을 원하실 경우 원하는 시점에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 모든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 일부 구좌 심사 필요)

Premium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SNS 광고 대행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체 채널 홍보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나요?

Premium 요금제에서 500만원 상당의 온드 미디어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 SNS 광고(최소 50만원) 및 텀블벅 자체 채널 홍보 혜택이 제공됩니다. 

SNS 광고 대행 플러스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 전달해 주신 광고 예산의 50% 상당 추가 홍보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광고 예산의 50% 상당 추가 혜택에는 자체 채널 홍보도 포함되어 있어 SNS 광고뿐만 아니라 자체 채널 홍보 혜택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체 채널 홍보의 진행 상황 및 성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공개예정 및 본 펀딩 기간 중에는 홍보 예정 일정 또는 진행현황 공유가 어렵습니다.

Premium 요금제 이용 시 펀딩 종료 후 발송해 드리는 리포트를 통해 SNS 광고 및 자체 채널 홍보 내역 및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ro & Basic 요금제 이용 시 리포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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