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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OINT PRESENTATION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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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Company 

CALT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쇼핑, 문화의 중심지역에서 

Name Value가 검증된 기업들의 인프라를 제공받아 

Test bed로 활용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실증기회를 

제공받게 됨 

Win - Win 한국도심공항의 사업 인프라를 활용 가능한 스타트업 

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혁신적인 New Biz. Model 

및 고객서비스를 발굴하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레퍼런스를 지원함 

Purpose 



리무진 버스 

CALT 협업 
가능 분야 

리무진 버스 

 - 서울 강남,강북과 인천공항 

   을 왕복하는 리무진 버스 

Summary 

물류 인프라 

집객 거점 여행 서비스 

물류 인프라 

 - 물류 창고 및  

   해상 컨테이너 박스 

집객 거점 

 -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및 

   상계동 수락터미널  

여행서비스 

 - Inbound & Outbound 

   여행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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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진버스 

리무진 창문 

Display 활용 

인천공항 탑승 여행객들 대상 리무진버스 

차량의 창문을 Display로 활용하여  

「서울 주요 관광지 영상」 및 「K-pop Star 영상」등을  

가상현실로 체험 

Details 

Head Mounted Display 

Type VR Tour 

서울 방문 인바운드 관광객 대상으로 서울 주요관광지의 

영문(중/일문) 버전 관광상품을 입체감과 몰입감 높은  

VR 기반 특수안경(HMD) 서비스로 제공 

KT 5G 버스와 록히드마틴 광고(화성체험 스쿨버스) 

KT 5G 체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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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서비스 

강남구 VR Tour 

Details 

인바운드 산업관광 매칭 사업 

여행정보 데이터 자동화 기반  

관리체계 구축 

해외 정부기관/기업과 국내 산업시설 및 기업 간의 

「온라인 Target형 매칭 플랫폼 사업」 

무역협회 및 kotra 해외 인프라 활용 홍보와  

지자체별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 연계 통한 

유기적 협업으로 인바운드 관광의 틈새시장 진입 

비즈니스 방문객 대상으로 코엑스몰 등 무역센터  

Hot Place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VR Tour를 통한 

강남구 관광명소 및 맛집 간접체험(→ 추후 실제 방문 연결) 

  단순 반복업무의 프로세스 개선 통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① 現수작업 중인 인‧아웃바운드 고객의 여권, e-Ticket 등 

      주요 정보 data화 (자동화 예시 : OCR 등) 

   ② 고객 기본정보를 “Self On-line Update” 관리체계 

      (고객에게 갱신시점 Alarm → 고객Self 주요정보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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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인프라 

중고 컨테이너 활용 

도심형 Smart Farm 

리스기간 종료 컨테이너 박스 회수 후 

IoT 기술 접목한 Smart Farm으로 재활용   

인근 식당 등에 친환경 식자재 제공 

(물류 및 유통비용 절감) 

추후 휴식 공간 및 교육목적  

체험관광 포인트로 연계확장 가능 

Details 

해외 물류센터 매칭 사업 

컨테이너 활용 수직농장 예시 

국내 중소수출기업들과  해외 물류센터 간  

매칭 플랫폼 사업.  

주요 도시별 물류센터 현황 및 임대상황 제공과  

견적 상담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중소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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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객거점 

수하물 보관•배송 사업 

리무진사업 거점 및 유휴 시간대 리무진버스 활용  

여행객 수하물 및 골프백 보관•배송 사업 

입출국 관광객들의 Hands－Free 이동 서비스 제공 

지역 거점 및 운송수단 제공함으로써 협력 스타트업 

업체는 물류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지역 확대 가능 

Details 

외국인 대상  

온라인쇼핑 배송 대행지 

한류 및 저렴한 가격정책으로 국내 방문 외국인들의  

사전 온라인쇼핑 증가에 따라 구입 물품의 

배송•취합 위한 배송 대행지 필요성 대두 

한국방문위원회 핸즈프리 서비스 예시 

현지에서 온라인 

쇼핑 물품구입 
⇒ 

배송대행지로 

쇼핑물품 집하 
⇒ 

한국 방문 후  

물품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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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심공항, 스타트업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