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심사 가이드
심사 정책/기준 가이드

፠ 심사가이드 한눈에 보기
구분

공통

심사 내용

동시판매

심사 기준

[심사 기준]
- 리워드를 국내·외 채널을 통해
유통한 경우 프로젝트 진행이
제한됩니다.

[예외 기준]
- 국내에서 유의미한 유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기존 유통 채널을 비노출 하는
경우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의미한 유통 이력이란?
판매 이력 50건 이상인 경우)
(*증빙서류란? 판매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판매 이력이 50건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수 서류
리워드
실물 이미지

[심사 기준]
- 스토리 내 반드시 실물 이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외 기준]
- 일부 항목은 렌더링 이미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① 소셜·캠페인 카테고리
② 캐릭터·굿즈* 카테고리
③ 컬쳐·아티스트 카테고리 中
리워드가 공연 티켓 또는 예술
작품으로부터 파생된 굿즈인 경우
④ 리워드가 보드게임, LP, 테이프,
CD인 경우 (이때, LP, 테이프, CD
등은 음원 샘플 파일 확인 필요)
⑤ 리워드가 출판물, 엽서 등
지류에 단순 인쇄한 경우
(*캐틱터·굿즈란? 메이커가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를 입힌 리워드
또는 브랜드(및 IP)사의
라이선스를 득하여 제작한
리워드)

이때, 렌더링 이미지는 단순
공산품에 한하여 대체
가능합니다.
(이때, 테크·가전,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뷰티, 푸드 등
리워드의 서류를 수취하는 품목은
제외)

제작 유형에 따른
필수 서류
[자체 제작]
① 기획·개발 증빙 자료*
(*기획·개발 증빙 자료란? 도면,
작업지시서, 금형 소유권
입증서류 등 메이커님의
기획·개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출판물은 초고파일 /
무형서비스는 기획서 등으로
대체)

[위탁 제조 - OEM]
① 기획·개발 증빙 자료
② 위탁제조계약서
(이때, 테크·가전, 의약외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뷰티, 푸드
등 제조사의 서류를 수취하는
품목에 한함)

[제조사 개발 - ODM]
① 기획·개발 기여 자료
② 국내·외 독점 계약서

[글로벌]
① 독점 총판 계약서

메이커 자격에 따른
필수 서류

리워드 품목에 따른
필수 서류

메이커 자격에 따른 필수 서류는,

리워드 품목에 따른 필수 서류는,

(메이커의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 리워드를
유통하기 위해 법상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리워드가 유통되기 위해 법상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때, 리워드 제작 유형이 위탁 제조인 경우,
일부 서류는 메이커가 아닌 제조사의 서류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ex. ~ 제조업 영업신고서 등)

[서류 예시]
- KC인증 대상(테크·가전,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마스크 등) : KC인증서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등)
- 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의약외품 :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등
- 위생용품 :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등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
사전광고 심의 필증 및 전문 등
- 수도용품 :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 반려동물 : 사료 성분 등록증, 동물용
의약외품등/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증 등
- 뷰티 : 기능성 화장품 심사제외 품목보고서
등
- 푸드 : 품목제조보고서, 영양성분 증빙 자료,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사전광고 심의
필증 및 전문 등

[서류 예시]
- 의약외품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 등
- 위생용품 :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서 등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제조업/판매업 허가증
등
- 반려동물 : 사료 제조업 등록증, 동물용
의약외품/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등
- 뷰티 :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등
- 푸드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유통전문판매업 영업등록증,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판매업 허가증 등

[예외 기준]
- 일부 서류는 사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① KC인증서
② 수입신고 확인서
③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사후 제출이란? 리워드 배송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미국 크라우드펀딩 입점 불가 프로젝트/캠페인
구분

인디고고

킥스타터

1. 의료 관련 품목: 질병이나 상태를 진단/치료/예방 기능을
2. 대회나 쿠폰, 도박 및 복권

입점
불가

3. 에너지 드링크 및 식품

1. 도박

4. 불쾌감을 주는 자료(ex. 증오 표현, 타인에 대한 폭력 조장 등)

2. 약물과 주류

5. 유전자 조작 관련 프로젝트

3. 투자 및 이익배분

6.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동물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괴롭힘, 증오 표현

7. 주류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5. 과도한 노출 및 음란 콘텐츠

8. 금융, 자금처리, 신용서비스, 현금, 현금 등 (여행 패키지, 전화

6. 폭력을 조장하는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등)

7. 무기 및 탄약 관련 악세서리

9. 정치자금 모금

8. 인간 또는 동물의 유골

10. 음란물

9. 항공기

11. 새로운 기능이나 아이디어를 추가하지 않은 기존 제품 또는

10. 정지캠페인

재포장된 제품 프로젝트

11. 건강, 웰빙, 명상 및 식이보조제

12. 재판매(프로젝에 의해 생산된 제품만 가능)

12. 재판매(제3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

13. 마약, 니코틴, 담배, (약물)기화기 관련 제품

출처:
https ://www .indiegogo .com/about /community -guidelines #/
prohibited

14. 무기, 무기 복제품 및 무기 액세서리
출처: https://www.kickstarter.com/rules/prohibited

기타

- 국가별로 배송 및 판매에 제한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의 경우, 금지품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참고사항 식음료와 화장품은 미국 반입 전 FDA 인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