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어아이디는 다수의 브랜드 디자인 및 펀딩경험으로  
패션잡화, 푸드, 뷰티, 하드웨어 제품 관련 브랜딩에 특화된  
젊은 감각의 기획-디자이너 크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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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회사 소개 

대표  

설립년도 

업종 

경력 

전문분야 

진행 프로젝트

디어아이디 (Design your Identity)

| 신혜림 

| 2015.12.03 

| 시각 디자인업, 제조업 등 

| 청년창업사관학교 7기, 국내외 엑셀러레이팅(igXnite XL, 요즈마 등), 농식품 R&D 등  

| 패션잡화, 푸드, 뷰티, 라이프스타일 제품 브랜드 디자인 및 펀딩/프리오더 기획 

| 농심 FMD 사업부 브랜딩, 코오롱 슈콤마보니 펀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보육업체 브랜딩 

및 디자인 외 다수 

디어아이디는 디자인 베이스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여  
국내외 엑셀러레이팅 및 스타트업 프로그램 등 6년간 다양한 활동 진행. 
젊은 감각과 그 간의 브랜딩 노하우로 브랜딩 스페셜리스트로 발전했습니다. 



필 요 한  사 항 을  말 씀 해 주 세 요 .

계 약  후 ,  제 품 에  관 련 된  질 문 지 를  제 공 합 니 다 .

초 안  텍 스 트  컨 펌  이 후  이 미 지  레 이 아 웃 을  제 안 합 니 다 .

S t e p  1 .

S t e p  2 .

S t e p  3 .

Process
펀딩메이트 진행 과정

제품을 기획한 이유, 과정, 시장 환경 등을 분석하여 
컨셉부터 디자인, 마케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펀 딩  런 칭  이 후 , 계 약 은  종 료 됩 니 다 !S t e p  4 .

지금까지 진행 된 사항이 어느정도인지, 필요한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서면 혹은 파일로 전달주시면 그에 맞는 견적과 제작 기간을 제안드립니다.  

계약을 진행한 후, 제품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지를 제공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의도를 비롯해 스토리가 더해진다면  더 좋은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자료와 저희가 받은 인사이트로 작성된 텍스트가 컨펌된 후에


어떻게 스토리를 이어갈 지 혹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일지에 대한 제안서를 제공드립니다.

콘텐츠 제작 및 배포 후, 계약서에 명시 된 수정 횟수 및 A/S 부분이 끝나면 펀딩메이트에 대한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에 사용 된 원본 파일은 클래디에 귀속되며 원본 제공은 추가 비용 발생 가능합니다.  

https://www.fundingmate.wadiz.kr/41

http://www.apple.com/kr


Process
진행 과정 - 펀딩메이트 진행 예시
진행 단계는 계약 조건에 따라 생략 혹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정보 파악

기본 자료에 맞는 가이드 및  
기본 필수 질문지 제공

스토리 기획

질문지 기반 스토리 및 기획안 제공 

디자인 초안

컨펌 이후, 이미지 레이아웃 제공 

디자인 작업

레이아웃 바탕으로 촬영  
및 상세 페이지 디자인 제작 

프로젝트 런칭

이미지 제작 이후 시기 조절하여  
크라우드 펀딩 런칭 진행



Funding 
References

펀딩 참고자료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는 첫 기획부터 모델 선정,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스토리보드 설정, 광고이미지 제작, 광고 집행까지  
모두 클래디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제품 런칭은 물론 앵콜펀딩의 경험으로 상황에 맞게 다각적으로 프로젝트 런칭을 돕고자 합니다.

# 패션 잡화 _ 신발

펀딩기간 2020.06.12~2020.06.28 펀딩기간 2020.04.13~2020.04.26 펀딩기간 2020.05.25~2020.06.21

214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22,711,000원 성공

펀딩기간 2020.07.31~2020.08.17 펀딩기간 2020.06.23~2020.07.14

# 패션 잡화 _ 신발

34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5,555,200원 성공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로 연결됩니다.

# 패션 잡화 _ 신발

151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1,467,000원 성공

# 패션 잡화 _ 가방

46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7,284,000원 성공

# 패션 잡화 _ 가방

146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8,627,001원 성공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5983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418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538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9579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3332


Funding 
References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로 연결됩니다.

# 패션 잡화 _ 1/2차

펀딩기간 2020.05.12~2020.06.02

1,228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73,521,600원 성공

펀딩기간 2020.12.07~2020.12.28

# 패션 잡화 _ 가방

82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1,791,200원 성공

펀딩 참고자료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는 첫 기획부터 모델 선정,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스토리보드 설정, 광고이미지 제작, 광고 집행까지  
모두 클래디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제품 런칭은 물론 앵콜펀딩의 경험으로 상황에 맞게 다각적으로 프로젝트 런칭을 돕고자 합니다.

펀딩기간 2021.04.28~2021.05.19

# 패션 잡화 _ 땀복

펀딩금액 19,745,100원 성공
246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기간 2021.07.20~2021.08.09

# 패션 잡화 _ 양말

펀딩금액 4,214,200원 성공
184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276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231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0828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07407


Funding 
References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로 연결됩니다.

펀딩기간 2020.06.09~2020.06.23

# 뷰티 _ 수분크림

81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5,238,000원 성공

펀딩기간 2020.09.01~2020.09.14

# 뷰티 _ 앰플

266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6,418,500원 성공

펀딩기간 2020.11.30~2020.12.15

# 뷰티 _ 앰플

60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5,390,000원 성공

펀딩 참고자료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는 첫 기획부터 모델 선정,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스토리보드 설정, 광고이미지 제작, 광고 집행까지  
모두 클래디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제품 런칭은 물론 앵콜펀딩의 경험으로 상황에 맞게 다각적으로 프로젝트 런칭을 돕고자 합니다.

펀딩기간 2020.12.17~2020.12.31

# 뷰티 _ 수분크림

41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2,307,800원 성공

# 뷰티 _ 주름스틱

펀딩기간 2020.11.06~2020.11.23

497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7,808,600원 성공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8908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093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010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519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5069


Funding 
References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로 연결됩니다.

펀딩기간 2020.04.07~2020.04.21

# 리빙 _ 주방매트

297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2,935,100원 성공

펀딩 참고자료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는 첫 기획부터 모델 선정,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스토리보드 설정, 광고이미지 제작, 광고 집행까지  
모두 클래디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제품 런칭은 물론 앵콜펀딩의 경험으로 상황에 맞게 다각적으로 프로젝트 런칭을 돕고자 합니다.

# 뷰티 _ 모공패드

펀딩기간 2020.12.29~2021.01.14

82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804,400원 성공

# 뷰티 _ 앰플

펀딩기간 2021.03.17~2021.04.16

27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707,500원 성공

# 뷰티 _이너퍼퓸

펀딩기간 2021.05.12~2021.05.31

44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286,900원 성공

펀딩기간 2020.10.01~2020.10.15

# 리빙 _ 타올

534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21,216,000원 성공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59504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5039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0477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10559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991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991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991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9917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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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로 연결됩니다.

# 푸드

펀딩기간 2021.03.23 ~ 2021.04.12

89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0,842,000원 성공

펀딩 참고자료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는 첫 기획부터 모델 선정,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스토리보드 설정, 광고이미지 제작, 광고 집행까지  
모두 클래디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제품 런칭은 물론 앵콜펀딩의 경험으로 상황에 맞게 다각적으로 프로젝트 런칭을 돕고자 합니다.

펀딩기간 2021.01.28 ~2021.02.15

# 푸드_건강기능식품

63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5,920,000원 성공

#푸드

펀딩기간 2020.04.20~2020.04.28

187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5,865,200원 성공

#푸드

펀딩기간 2020.09.25~2020.10.12

293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7,775,640원 성공

펀딩기간 2021.0610~2021.07.03

# 리빙 _ 허리베개

218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7,160,000원 성공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9660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9660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9660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9660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9660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544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544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544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544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544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477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477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477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477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477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8869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8869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8869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8869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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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기간2020.07.02~2020.07.19

# 푸드

248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28,233,300원 성공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로 연결됩니다.

# 푸드

212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0,087,500원 성공

펀딩기간 2020.09.16~2020.10.05

펀딩 참고자료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는 첫 기획부터 모델 선정,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스토리보드 설정, 광고이미지 제작, 광고 집행까지  
모두 클래디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제품 런칭은 물론 앵콜펀딩의 경험으로 상황에 맞게 다각적으로 프로젝트 런칭을 돕고자 합니다.

#푸드_펫

펀딩기간 2021.02.09~2021.03.02

61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4,089,100원 성공

# 푸드

67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2,292,100원 성공

펀딩기간 2021.07.26~2021.08.09

# 푸드

펀딩기간 2021.06.04~2021.06.21

169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4,091,900원 성공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1770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926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695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695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695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695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1799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06907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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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기간 2020.08.12~2020.09.07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로 연결됩니다.

# 하드웨어

230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1,241,550원 성공

펀딩 참고자료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는 첫 기획부터 모델 선정,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스토리보드 설정, 광고이미지 제작, 광고 집행까지  
모두 클래디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제품 런칭은 물론 앵콜펀딩의 경험으로 상황에 맞게 다각적으로 프로젝트 런칭을 돕고자 합니다.

펀딩기간 2020.10.26~2020.11.16

# 하드웨어

4,746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88,924,700원 성공

펀딩기간 2021.02.18~2021.03.04

# 하드웨어

475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7,420,900원 성공

펀딩기간 2021.03.09~2021.03.31

# 하드웨어

170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1,954,500원 성공

펀딩기간 2021.07.19~2021.08.09

# 하드웨어

30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795,000원 성공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6756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7422


Funding 
References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로 연결됩니다.

펀딩기간 2021.03.21 ~2021.04.12

# 취미_악기

77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26,028,000원 성공

펀딩기간 2021.01.11~2021.01.25

# 취미

179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4,280,000원 성공

펀딩 참고자료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는 첫 기획부터 모델 선정,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스토리보드 설정, 광고이미지 제작, 광고 집행까지  
모두 클래디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신제품 런칭은 물론 앵콜펀딩의 경험으로 상황에 맞게 다각적으로 프로젝트 런칭을 돕고자 합니다.

펀딩기간 2021.08.26~2021.08.30

# 마스크

171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7,320,410원 성공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6317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191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191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191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191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191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119562


CLADI Projects
Funding 
자체 운영 펀딩 참고자료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는 첫 기획부터 모델 선정,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스토리보드 설정, 광고이미지 제작, 광고 집행까지  
모두 클래디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발생했던 배송 지연 혹은 제품 퀄리티 부분의 문제 사항등의 CS 처리, 후속 민원 처리
까지 내부에서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엠마백 프로젝트 

펀딩기간 2018.12.20~2019.01.06

18일 동안 582% 달성
255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1,653,000원 성공

#롤라백 프로젝트 

펀딩기간 2019.03.12~2019.03.26

15일 동안 563% 달성
93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5,630,200원 성공

[앵콜] #엠마백 프로젝트 

펀딩기간 2019.06.04~2019.06.16

13일 동안 404% 달성
64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4,042,900원 성공

#복희백 프로젝트 

펀딩기간 2019.12.24~2020.01.02

10일 동안 306% 달성
46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3,069,000원 성공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7852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171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6459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54025


CLADI Projects
Funding 
자체 운영 펀딩 참고자료 

성공한 모든 프로젝트는 첫 기획부터 모델 선정, 제품 촬영, 콘텐츠 제작, 스토리보드 설정, 광고이미지 제작, 광고 집행까지  
모두 클래디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중간에 발생했던 배송 지연 혹은 제품 퀄리티 부분의 문제 사항등의 CS 처리, 
후속 민원 처리까지 내부에서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라일리백 프로젝트 

펀딩기간 2020.02.12~2020.02.23

12일 동안 1,045% 달성
243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10,452,100원 성공

#라일리백 (앵콜)

펀딩기간 2019.03.12~2019.03.26

15일 동안 563% 달성
73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5,630,200원 성공

#살랑팬티 프로젝트 

펀딩기간 2020.08.27 ~ 2020.09.14

19일 동안 7,289% 달성

1,433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72,892,100원 성공

#노웨어 프로젝트 

펀딩기간 2020.12.28~2021.01.11

12일 동안 1,069% 달성
127분 의 서포터님들과 함께

펀딩금액 5,346,100원 성공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5798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66835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79402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94467


텀블벅 사이트에서 진행한 펀딩 내역입니다.

펀딩 평균 일수 14일 / 누적 서포터 수  1,198명 / 누적 펀딩액 32,803,700원

https://tumblbug.com/seoulism https://tumblbug.com/emmabag https://tumblbug.com/lilypouch2 https://tumblbug.com/lilypouch https://tumblbug.com/reliphttps://tumblbug.com/ 
cladcompactbag

CLADI Projects
Funding 
자체 운영 펀딩 참고자료 

https://tumblbug.com/seoulism
https://tumblbug.com/emmabag
https://tumblbug.com/lilypouch2
https://tumblbug.com/lilypouch
https://tumblbug.com/relip
https://tumblbug.com/
https://tumblbug.com/cladcompactbag


CLADI Projects

BRANDING 
C.I / B.I 

PACKAGE 
GRAPHIC DESIGN 
VISUAL DESIGN 

WEB DESIGN 
APPLICATION 

PHOTOGRAPHY 
SNS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자사 브랜드 _ 클래디



CLADI Projects

BRANDING 
C.I / B.I 

PACKAGE 
GRAPHIC DESIGN 
VISUAL DESIGN 

WEB DESIGN 
APPLICATION 

PHOTOGRAPHY 
SNS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자사 브랜드 _ 클래디



Branding _브랜드 디자인

Projects

BRANDING 
C.I / B.I 

PACKAGE 
GRAPHIC DESIGN 
VISUAL DESIGN 

WEB DESIGN 
APPLICATION 

PHOTOGRAPHY 
SNS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Branding _ 브랜드 디자인

Projects

BRANDING 
C.I / B.I 

PACKAGE 
GRAPHIC DESIGN 
VISUAL DESIGN 

WEB DESIGN 
APPLICATION 

PHOTOGRAPHY 
SNS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공유주방 미식로그



www.misiklig.com

공유주방 미식로그

Projects

웹사이트 및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SNS 마케팅 진행

BRANDING 
C.I / B.I 

PACKAGE 
GRAPHIC DESIGN 
VISUAL DESIGN 

WEB DESIGN 
APPLICATION 

PHOTOGRAPHY 
SNS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Branding _ 브랜드 디자인

http://www.misiklig.com


Branding _ 농심 FMD 사업부

Projects

BRANDING 
C.I / B.I 

PACKAGE 
GRAPHIC DESIGN 
VISUAL DESIGN 

WEB DESIGN 
APPLICATION 

PHOTOGRAPHY 
SNS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농심 FMD 사업부 신상품  
전체 브랜딩 및 패키지 디자인



잡화 ODM. A사 프로모션 브랜딩 

Projects

코스메틱 브랜드 A사 프로모션 브랜딩  
및 인스타그램 마케팅 업무 진행

BRANDING 
C.I / B.I 

PACKAGE 
GRAPHIC DESIGN 
VISUAL DESIGN 

WEB DESIGN 
APPLICATION 

PHOTOGRAPHY 
SNS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봉제를 활용한 잡화  
디자인 및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Projects

BRANDING 
C.I / B.I 

PACKAGE 
GRAPHIC DESIGN 
VISUAL DESIGN 

WEB DESIGN 
APPLICATION 

PHOTOGRAPHY 
SNS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잡화 ODM_Y사 파우치 제작건



( 주 ) 클 래 디  

감사합니다.

|   신혜림


|   405-81-11055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47, 6층


|   02-540-1512


|  hello@cladi.me


|  www.dear-id.com


| www.cladi.me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자사 브랜드 몰

본 회사 소개서는 펀딩메이트에 한정됩니다. 


브랜딩 회사소개서를 요청하실 경우, 이메일로 발송드립니다. 

mailto:hello@cladi.me
https://bit.ly/3jUKfI5
http://www.clad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