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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고민은 창작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가 아닐까요?

스테디오는 지속 가능한(Steady) + 작업 공간(Studio)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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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문화를 선도하는  
텀블벅이 만듭니다

텀블벅은 돈이 없어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없던 
창작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년부터 !"!!년 현재까지 !만 $천개의 프로젝트가 
!%"만 이용유저와 만나 제작을 실현했습니다.

창작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서비스 텀블벅이 
크리에이터의 멤버십 비즈니스를 위해 신규 서비스  
스테디오를 선보입니다.

서비스
런칭



크리에이터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창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텀블벅이 새로운 창작물을 제작하는 목적과 사람들의 후원을 연결했다면

스테디오는 크리에이터와 이들의 창작에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팬을 연결합니다.

멤버십을 통한 꾸준한 수익은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돈의 압박에서 벗어나 

창작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찾고, 더 몰입하고 더 도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크리에이터에게도
월급이 필요합니다

번듯한 작품을 내기 전까지 창작은 그저 돈 안되는 외로운 싸움뿐 일까요?  

스테디오의 월간 멤버십 후원으로 이제는 매달 예상 가능한 제작 비용을  

창작 계획에 반영하세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창작 활동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트렌드, 알고리즘에서 
해방되세요

나와 맞지 않는 트렌드, 플랫폼의 선택이나 알고리즘에 내 창작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창작에 쏟으세요. 스테디오 멤버들과 함께라면 창작에 보다 도전적이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팬들과 의미있는 
소통을 나누세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드러나지 않은 과정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이제 스테디오 멤버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가 아닌 당신이 주도권을 갖고 관리하는 스테디오 안에서 팬들과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스테디오 멤버와 함께 
이제는 창작에만 집중하세요



나만의 크리에이터 페이지

프로필 설정

크리에이터인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미지, 소개글을 올려 매력적인 첫인상을 남기세요.

포트폴리오로 활용

SNS 계정과 웹페이지 URL을 덧붙일 수 있어 나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 공간으로 활용해보세요.



멤버십으로 후원 받기

월간 멤버십 결제

당신의 팬이 월 단위로 정기 후원할 수 있도록 멤버십의 가격과 혜택을  

구성하세요. 월마다 들어오는 꾸준한 수입으로 작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멤버십 등급

!개 이상의 멤버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후원 멤버십에서부터 개

인화된 강력한 혜택의 멤버십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주세요.
*PRO 요금제 필요



콘텐츠 올리기

쉽고�간편한�포스트

텍스트, 이미지는 물론이고, 영상,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임베드  

또는 첨부파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앱에 내장된 플레이어*를 이용하면  

오디오 콘텐츠를 백그라운드 재생할 수 있습니다.
*PRO 요금제 필요

멤버십 마다 접근 권한 설정

각각의 포스트는 멤버십 등급 마다 접근 권한을 달리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멤버가 아닌 모두 유저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더 다양한 방식의 멤버십 운영

배송지 수집 기능

정기적으로 책, 푸드, 향수 등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감사의 의미로  

내 팬을 위해 만든 굿즈를 발송하고 싶으신가요? 스테디오의 배송지  

수집 기능 !*PRO 요금제 필요"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진행하세요.

쿠폰 기능

내 팔로워를 멤버십에 빠르게 유입시키기 위해 멤버십 쿠폰을 생성할 수 있

습니다. 원하는 기간만큼 무료로 멤버십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쿠폰을 활

용하여 홍보해보세요. !* PRO 요금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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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과 소통하는 최적의 방법

메시지와 그룹챗 

멤버들과 !:!로 혹은 그룹챗"지원 예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터의 주도권 안에서 창작에 대한 감상과 의견을 나누세요.

커뮤니티와 투표!지원예정"

게시판�기능을�하는�커뮤니티에서는�하나의�주제로�토론을�할�수도��

투표�기능을�통해�창작과�관련한�서베이를�진행할�수도�있습니다$



필요한 기능에 따른
맞춤 요금제 옵션

필요한 멤버십 수, 배송지 수집 여부 등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운영하려는 멤버십 계획에 맞춰 필요한 기능을  

살펴보고 LITE와 PRO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PG) 수수료, 부가세 별도

스테디오
크리에이터 요금제

LITE '(

멤버십 비즈니스 시작을 

위한 간단한 기능

㊏�크리에이터 페이지 개설

㊏�단일 월 정기 멤버십 생성·운영

㊏�멤버십 전용 포스트 발행

㊏�멤버십 전용 #:# 메시지

성공적인 멤버십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 

㊏�LITE 요금제의 모든 혜택 포함

㊏�무제한 월 정기 멤버십 생성·운영

㊏�네이티브 오디오 플레이어

㊏�선물 전달을 위한 배송지 수집 &예정'

&*크리에이터 의견을 반영 지속적인 개선'

PRO #"(



텀블벅(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19층 (서초동, BNK디지털)

outreach@steadi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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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디오에 대해 궁금한 점은

사소한 것이라도 문의주세요!

크리에이터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고민점을 함께 의논해드리겠습니다.

outreach@steadio.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