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스타트업 1기 – 블루웨일컴퍼니
‘대한민국 최초 실시간 상점 유휴공간 공유 중개 플랫폼’
상점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유휴공간에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

제주관광의 새로움을 펼치는 J·Start Up(제이스타트업)
<제이스타트업 3기 - 블루웨일컴퍼니>

□ 제주관광공사는 다양한 환경변화로 관광 트랜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관광기
업을 발굴하는 ‘제이스타트업 사업’을 지난 18년도부터 진행하
고 있다.
□ 오늘 소개할‘블루웨일컴퍼니’는 20년도에 선정된 제이스타트업
3기로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

□ 블루웨일컴퍼니에서는 상점의 빈 공간을 공유하여 상점주는 수익
을 창출하고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짐 없는 일상을 즐길 수 있
는 실시간 상점 공간 공유 중개 플랫폼‘럭스테이’서비스를 대
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평소 등/하교, 출장, 쇼핑, 전시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짐 보관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동 동선에 물품보관소가 부족하고 다
양한 짐을 보관할 수 없어 불편했다. 그래서 럭스테이는 이러한
고객 불편에서 착안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상점의 유휴공간을 공
유하고 중개하는 서비스를 런칭했다.
□ 더군다나 여행이 일상화된 제주는 숙소 및 항공편 이용을 전후하
여 남는 시간을 활용할 때 무거운 짐 보관할 곳을 찾기 어려워
하는 관광객이 많아 제주로의 비즈니스 확대를 계획하여 제이스
타트업 3기로 지원하게 되었다.
□ 특히 럭스테이는 다른 짐 보관 서비스와는 다른 차별화 전략이
있다. 첫째, 특허 등록이 완료된 모바일 QR티켓을 활용한 간편
인증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고 안전한 짐 보관이 가능하다. 심지
어 외국인 이용객도 30초 이내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둘째, 짐 보관 정보설정 및 판매제품 연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점주의 쉬운 상점 관리와 짐보관 수익 이외에 추가적인 매출
발생도 가능하다.
□ 이러한 서비스로 월간 방문자는 15,000명, 상점확보는 1,300개정도
에 달하고, 이미 월 50만원 이상 추가 수익을 창출한 상점주도 상
당하다고 한다.

□ 앞으로 블루웨일컴퍼니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국 2만개 이상
상점 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제주도 내 주요관광지나 스팟을 중
심으로 1,200개 이상 호스트를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상점 유
휴 공간을 이용해 물품 보관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 및 픽업 거
점으로 활용하여 모빌리티를 활용한 도심 물류 체계를 완성할
포부를 갖고 있다.
□ 블루웨일컴퍼니 오상혁대표는 “세상의 모든 공간에 가치를 부여
하고,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혁신한다는 회사의 미션과 비전
을 늘 염두해 두고있다”며, “앞으로 블루웨일컴퍼니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상점의 유휴공간 중개를 통해 여행뿐만 아니라 일
상생활까지 물류의 제약이 없는 세상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했
다.
□ 블루웨일컴퍼니 ‘럭스테이’, http://www.lugstay.com
연락처: 1877-9727, Play store ․ App store:‘럭스테이’다운로드 가능
럭스테이 홍보 영상 http://youtu.be/z6TueZt7D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