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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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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43, 303호

BLUE LEMON

블루레몬

와디즈 펀딩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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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레몬의
프로젝트 디렉터 이용재 입니다.

모든 리워드들을 직접 경험하고 디렉팅 합니다.

주요경력 : 르꼬끄스포르티브 런칭, 제일모직 스포츠사업부

블루레몬은?

 스포츠 및 아웃도어 MD출신 에디터가 직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용재 대표가 메이커로 직접 진행한 펀딩의 누적 매출이 29억 입니다.
 신발 및 용품, 캠핑 분야의 전문 노하우로 메이커를 서포트 합니다.
 '용부장의 캠핑 스토리' N블로그 운영 중
   https://blog.naver.com/cp_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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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LEMON Vision
#공감 매개체
여러분의 멋진 상품이 고객님과 여러분을 연결 시켜주는 #공감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블루레몬은 메이커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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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펀딩 금액

현재까지 블루레몬에서 진행한 펀딩의 누적 금액은 29억.
2022.08월 기준

2,918,246,5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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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성공 펀딩 프로젝트 메이커와 함께 리워드에 대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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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블루레몬은 많은 와디즈 펀딩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와디즈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펀딩 진행관련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와디즈 어워드 
블루레몬 : 2020년 Life Balance 부분 수상

디엠지홀딩스 : 2020, 2021년 Fashion Insight 부분 수상

 ※ 와디즈 메이커로 두개 사업자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블루레몬 메이커만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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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S
블루레몬의 파트너사 입니다.
패션, 슈즈, 아웃도어 및 생활용품 등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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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몬의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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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 Consulting
사전 미팅을 통해 당신의 리워드(상품)를 이해합니다.
펀딩 진행 및 마케팅, 광고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펀딩 이후 판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합니다.

STORY
스포츠, 아웃도어 상품기획(MD) 출신의 디렉터가 직접 스토리
를 작성합니다. 당신의 리워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함께
고민합니다.

PHOTO
전문촬영 작가와의 고퀄리티 사진부터, 합리적인 가격대의 사진
촬영 까지 메이커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Movie & YouTube
영상제작 및 유튜브 노출로 당신의 펀딩을 돕습니다.
영상제작 전문가, 유튜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Marketing
가장 효율적인 광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와디즈 채널 내 광고, 카카오톡 푸시, SNS 광고, 유튜브 광고 등
모든 광고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광고 대행 가능합니다.

펀딩 전반 운영
펀딩 기획, 스토리, 마케팅, CS 까지 펀딩 A부터 Z까지 모두 대행
가능합니다. 성공 노하우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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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fice
   아이템별 상품 속성에 따라 상품촬영, 누끼촬영 적접 진행합니다.

Studio
   MOU 체결된 스튜디오와 함께 컨셉촬영, 모델촬영, 룩북촬영, 드론촬영 진행합니다.
   스페셜한 아웃도어 촬영 결과물을 전달드립니다.  
   (호리존스튜디오, 지프, 카누, 바이크, 캠핑용품, 반려견 까지 다양한 소품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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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영상제작

전문 촬영 + 프로젝트 영상 제작 + 유튜브 노출  (캠핑, 아웃도어 카테고리)
       현직 캠핑 유튜버인 포토 그래퍼와의 콜라보로 사진, 영상, 유튜브 노출을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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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LnfpBiL9fU
https://youtu.be/VcTF3ssiMwY
https://youtu.be/A886TcbGGjU


프로젝트 운영
및 광고 서포트

프로젝트 운영 서포트 및 대행 가능합니다.

메이커의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도와드립니다.
       와디즈 프로젝트의 경우 광고집행이 필수 입니다.  SNS 광고소재 제작 및 광고집행 컨설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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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딩
지원

성공적인 해외 펀딩을 서포트 합니다.
       [ Japan Greenfunding ]

      탤론 피벗체어 : 1억 5천만원

      원액션테이블 : 2천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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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몬 펀딩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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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트래블러' 시리즈

블랙야크 트래블러, 트래블D 시리즈는

총6회 펀딩으로 누적매출 10억,

최고 만족도의 프로젝트 입니다.

여행이라는 주제로, 제주여행, 고성여행 등

여행 스토리에 트레킹화 '트래블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었습니다.

달성율 : 31941%
펀딩금액 : 319,418,800원
서포터 : 2,152명

대표프로젝트 : 트래블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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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론 '피벗체어 원액션'
 

회전의자의 장점을

캠핑씬과 접목하여 스토리 진행.

 

블루레몬은 탤론과  펀딩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기획, 브랜드 마케팅, 판매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율 : 30329%
펀딩금액 : 303,298,000원

서포터 : 1,513명

현재 펀딩 진행 중 (2022.08.2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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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카누 '마이카누'

접이식 카누 '마이카누는'

총2회 펀딩누적매출 2억4천만원

을 기록한 프로젝트 입니다.

모험이라는 주제로 마이카누 유저들의 만족도를

새로운 서포터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달성율 : 6190%
펀딩금액 : 123,802,000원
서포터 : 109명

대표프로젝트 : 마이카누 2022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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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필드 시리즈'
 

블랙야크의 신규 텐트 프로젝트.

유튜버와 콜라보 촬영, 영상작업으로

사전 프로모션 진행 및 프로젝트  진행.

달성율 : 3040%
펀딩금액 : 152,049,000원

서포터 : 1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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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교체 샤워기, 닥터워터

1초만에 교체가능한 샤워호스&샤워헤드

대표님과의 개발과정 인터뷰 및 생산라인 영상작업으로

이후 판매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진행

달성율 : 737%
펀딩금액 : 7,375,300원
서포터 : 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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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몬 촬영 레퍼런스

시즌 화보촬영이 필요하다면?
펀딩 준비 시 한꺼번에 촬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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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그램

2022 Spring 화보 in  Jeju

23



블랙야그 롯지 프로젝트

활공장 야외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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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그램

2022 Spring 화보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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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카누 프로젝트

무인도 야외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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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그램

2021 Winter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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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필드 프로젝트

사량도 야외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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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그램

2021 Winter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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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그램 실버패스 프로젝트

야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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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몬은
펀딩 성공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Blue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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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LEMON
서포터와 메이커의 #공감매개체

블루레몬

대표자 : 이용재
주소 :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43, 303호
전화번호 : 010-2707-2677
e-mail : yearn329@naver.com
https://www.bluelemon1.com/
https://blog.naver.com/cp_m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