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로운 글
돈냄새만 진동하는

세상의 필독서

1. 대표이미지에 글자가 있지는 않나요? 대표 이미지에는 글자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 게임, 공연, 전자출판, 타이포그래피 프로젝트의 경우 제목에 한해 대표 이미지에 글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텀블벅 프로젝트 체크리스트기본정보 탭

선물 구성 탭

향기로운 글

돈냄새만 진동하는
세상의 필독서

텍스트를 직접 기입하여 불가한 경우 텍스트가 간접 노출되어 가능한 경우 

2. 배송이 필요한 모든 선물 박스의 배송 여부가 ‘네’로 되어 있나요? 선물을 전달할 때 택배 등의 배송이 필요하다면, 
  배송 여부에 반드시 ‘네’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6.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주세요. 
 � 영화 캡처 이미지, 영화 포스터, 상표, 브랜드 로고, 제품의 디자인 모두 사전에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셨다면, 모두 삭제 바랍니다. 
 � 그립톡은 상표권이 등록된 표현으로, 무단 사용이 불가합니다. 정품 그립톡이 아니라면 프로젝트 계획 탭과 아이템 이름에서 

  '그립톡' 표현 대신 '스마트톡', '팝소켓' 등의 단어로 모두 수정해 주세요.

7. 판매, 구매, 구입 등의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텀블벅 펀딩은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후원하는 것입니다. 텀블벅 취지에 맞도록 아래 표현은 수정해주세요.

  '판매'   →  '펀딩', '창작', '프로젝트 진행'
  '구매, 구입'   →   '후원'
  '메이커', '서포터'   →  '창작자', '후원자'

8.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전화 연락처 등 외부 문의처를 기재하신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후원자 문의는 모두 '창작자에게 문의'
 (텀블벅 메시지)로 받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작자님 SNS나 자사몰 등의 홍보는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좋고, 문의처만 텀블벅 내 '창작자에게 문의하기'로 

 통일하시면 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9. 예산은 구체적인 항목으로 작성해 주세요. ‘프로젝트 예산’에 제작비 단일 항목으로만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예

5.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창작자의 예전 제품을 선물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 이번에 새로 만드는 제품으로만 구성된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 예전 제품으로만 구성된 선물은 후원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옵션으로 메일이나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단, 후원자 이름을 도서나 영화 및 게임 등에 기재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옵션에 선물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지는 않으셨나요? 선물의 컬러나 종류 등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옵션 기능을 사용해 주세요. 
 � 아래 이미지와 같이 객관식 옵션이나 주관식 옵션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좋은 예

프로젝트 계획 탭

10. ‘프로젝트 일정’ 란에 작성하신 일정과 아래에 설정하신 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10-1. [펀딩 계획 탭]에서 설정한 펀딩 종료일 
  10-2. [선물 구성 탭]에서 설정한 선물의 예상 전달일

11.  후원자에게 제공 예정인 선물의 사이즈나 소재, 규격, 사양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프로젝트 계획 탭

12. 제출하신 서류 및 신분증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가려 주셨나요?

13. 예상되는 어려움은 작성하셨나요? 프로젝트의 진행 및 선물 전달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작성해 주세요.  

창작자 정보

필수 가능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