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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부터 디자인, 패션, 만화, 게임까지
지금 일어나는 가장 새롭고 창조적인 시도들을
텀블벅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누적 후원액

1,550억

누적 성사된 프로젝트

23,000건

누적 후원

400만건

월 방문자

22만명

2011
2018

2016
2020

2021

1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1,600억원

창작문화를 선도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2011년 서비스를 시작한 텀블벅은 

창작자·창업가들의 첫 시작에 함께 해왔습니다. 

2022년 현재까지 2만 3천개의 프로젝트가
200만 이용유저와 만나 제작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출판으로 만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출근길 메모 한줄이 나만의 브랜드 창업이 되는 일 

텀블벅에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서비스
런칭



2만 2천 명의 창작자들이
텀블벅을 택한 이유



첫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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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아이디어
나만의 콘텐츠가 있다면 
누구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텀블벅은 완성된 결과물이 없더라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미완성 원고로 프로젝트를 올렸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책을 받은  

후원자가 학교에 가져가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커뮤니티에  

글 쓴 걸 봤다. 너무 기뻐서 그날 펑펑 울면서 일기를 썼다. "

소설 <달러구트 꿈백화점> 텀블벅 펀딩 이후 2020년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한 
든든한 인프라

제작비 마련은 물론 
수요 예측과 유저 피드백까지.
새로운 시도,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2017년 첫 프로젝트 이후 지속성장하고 있는 비건 패션브랜드 <낫아워스>

"프로젝트를 10번 정도 하면서 우리를 알리고 자리를 잡는 데  

텀블벅이 많은 도움이 됐다. 지금도 콘셉트가 새롭다거나 더 큰 힘을  

얻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는 텀블벅 펀딩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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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에는 수많은 인디게임 프로젝트가  

올라오고 대중의 선호를 얻은 게임은 목표치를  

훌쩍 넘기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텀블벅은 인디게임의 상업적 성공을  

입증하는 척도이다."

한국사를 소재로 인디게임을 만드는 <코스닷츠>

텀블벅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후원자

창작자의 가치를 이해하는
후원자들과 함께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세요

#참신함 #아이디어 #감성
#덕질 #팬심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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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텀블벅이 함께 합니다



나의 팬,
커뮤니티를 만들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알고
창작자님의 든든한 커뮤니티가 되도록
프로젝트에 후원의 즐거움을 연결합니다.

공개예정

알림신청을 통한 후원자  

사전 확보

창작자 팔로우

관심있는 창작자의

소식 팔로우

관심 프로젝트

좋아한 프로젝트에

대한 푸시 알림



외부 채널 광고 비용 
0원

어렵고 부담스러운 외부 채널 광고
별도 비용 없이 텀블벅이 해드립니다.

SNS 콘텐츠리타겟팅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지속적인 프로젝트 노출 
0원

텀블벅 유저들에게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다양한 앱/웹 노출 구좌를 운영합니다.

신규 프로젝트 기획전 마감 임박



손쉬운 시작 
간편한 관리

후원자 소통은 메시지 기능으로
진행중인 마케팅은 대시보드로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작 · 배송 파트너

각 창작 분야에 최적화된 제작 파트너와
선물 전달을 책임지는 물류 파트너 제휴로
펀딩 이후에도 함께합니다.



성공적인 펀딩 노하우 교육 

창작 인사이트를 전하는 0% 뉴스레터
성공적인 펀딩의 길잡이 창작자 가이드
텀블벅 펀딩의 A to Z를 모두 공유합니다.



창조적인 열정에 텀블벅이 함께합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펀딩 수수료 5%

펀딩수수료는 목표금액을 넘어 성사된 프로젝트에만  

부과됩니다. 창작자님의 더 많은 도전을 응원하고자  

무산된 프로젝트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결제(PG) 수수료, 부가세 별도

텀블벅의 모든 프로젝트는 동일한 혜택과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소중한 수수료는 창작자님의 프로젝트가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마케팅, 

원활한 플랫폼 이용을 지원하는 CS,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위한 유지 비용 등으로 쓰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

프로젝트 작성 〉 〉심사 & 승인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 작성 가이드 심사 신청 가이드

https://creator.tumblbug.com/
https://help.tumblbug.com/hc/ko/articles/115010067667
https://help.tumblbug.com/hc/ko/articles/115010067667-프로젝트를-올리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2011. 1. 자본금 1천만원으로 텀블벅 설립

 3. 텀블벅 서비스 시범 운영 

2012. 2. 론치 프로젝트 100건 돌파 

2014. 1. 론치 프로젝트 1,000건 돌파 

2015. 5. 시리즈 A  투자 유치(소풍, 스트롱벤쳐스, 네이버 )

 8. 회원 가입 10만 명 돌파

2016. 8. 누적 후원액 100억 원 달성 

2018. 4. 론치 프로젝트 1만 건 돌파

 11. 누적 후원액 500억 원 달성

2019. 4. 회원가입 100만 명 돌파

 10. 론치 프로젝트 2만 건 돌파

2020.6. 아이디어스의 모기업 백패커와 한 가족이 됨 

 7. 누적후원액 1,000억 원 달성

2021. 4. iOS, Android 앱 출시

 5. 후원 400만 건 , 론치 프로젝트 3만 건 돌파

 11. 누적후원액 1,500억 원 달성

 12. 회원가입 200만 명 돌파

텀블벅 히스토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  
누적 후원액 1,200억 원

기사 보기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영화, 제조업 등 많은  

분야의 창작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많은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었고, 제조 업체 역시 판매 활로를 찾지 못해 여러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뒤따랐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텀블벅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해 후원자를 발견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창작자가 대폭 증가했다.

텀블벅, 달빛천사 OST 후원액 모금  
26억 돌파...국내 펀딩사상 최다

기사 보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은 지난 9월 27일 시작된 '달빛천사  

15주년 기념 국내 정식 OST 발매 프로젝트'가 약 한 달 만에  

7만 명이 넘는 후원자로부터 26억원이 넘는 후원액 모금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내 크라우드펀딩 역대 최다  

금액 모집이다.

텀블벅으로 시작해 드라마 판권 계약까지 한  
소설 『옥토』 규영 작가 인터뷰

기사 보기

시작은 텀블벅이었다. 소설을 완성하고, 혼자 편집디자인을 하고, 

표지 일러스트는 물론 본문 일러스트까지 다 혼자 했다. 텀블벅에서 

800% 후원을 달성하며 독립출판물  옥토 는 세상에 나왔다.  

어쩌면 그게 끝이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옥토의 텀블벅  

후원자 중 폴앤니나 출판사 편집자가 있었고, 편집자는  옥토의  

정식 재출간을 제안했다.  옥토 를 더 매끄럽게 다듬고 새 옷을  

입히는 동안 드라마 판권 계약까지 끝냈다.

주요기사

https://platum.kr/archives/155663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888
http://ch.yes24.com/Article/View/46081


텀블벅(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902호

전화번호 02-6080-0760

이메일 support@tumblbug.com

카카오톡  텀블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