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WESOMEIT

(08502)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1길 12, 넥스트데이 32호 www.awesomeit.co.kr

Value-up your Buessiness! with ‘awesomeit’



ABOUT AWESOMEIT

성장하는 팀원들과 자율과 책임을 갖고, 

사용자의 기대를 넘어서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일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습니다.

Company

awesomeit Co. Ltd.

Address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넥스트데이 32호

Business Field

① 데이터 오픈 플랫폼 ‘비이클플러스’(B2B)

② 내 차의 움직임을 기억한다 ‘차와‘(B2C)

③ 모바일 단말관리 솔루션 ‘에어클립’(삼성전자, LG전자)

Mail

sales-support@awesomeit.co.kr. 



세상을 멋지게 만드는 일은 즐겁고 행복한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팀 소개

유 병 규
CEO

손정열
Developer 노승명

Project Planner

정지훈
Developer



Mission

고객의 첫번째 파트너

고객과의 믿음과 신뢰

고객의 가치 창출과 만족 실현

Core Values

신뢰

개방

연결

도전

Vision

글로벌 이동체 데이터 선도 기업

운전자 필수 이용 서비스

모바일 단말관리 전문가

Strategy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

BSC, MBO 도입

구성원의 전문가 교육



▪ 얼라이언스 등록

삼성전자 기술지원

파트너 실버 등급

▪ 인증일

2018년 8월

▪ 인증기관

삼성전자 B2B한국총괄

▪ 특허 번호

제 10-1881050호

▪ 출원일

2018년 1월 23일

▪ 등록일

2018년 7월 17일

▪ 연구소명

기업부설연구소

▪ 인증일

2019년 7월 23일

▪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Value-up your Vehicle! Value-up your Business!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런칭과 파트너 신뢰

연혁

어썸잇 설립

비이클플러스개발시작

토크프로플러그인런칭

비즈니스

KB금융그룹_KB스퀘어

원모터스코리아_Let’s HUD

SK텔링크_효도의신전용폰

롯데컬처웍스_태블릿키오스크

기업부설연구소

비이클플러스베타런칭

특허 1종등록

토크프로테스터 5,000명돌파

비즈니스

불스원 HUD 차량데이터제공

언맨드솔루션_자율주행셔틀정보 GUI

프뢰벨_싱가포르소프트웨어수출

넥스트칩_ADAS 연구

멀티캠퍼스_교육장 DID 솔루션

삼성인력개발원_웨어러블앱

런칭 예정

내차의움직임을기억한다

‘차와‘ 베타런칭. 

2018 2019 2020

2018 2019



맥킨지&컴퍼니는
“자동차 데이터 생태계 파급력은

2030년까지 7,500억 달러에 달할 것”

“자동차 데이터 서비스 마켓은
매년 36~41% 성장할 것”



비이클플러스 01

자동차데이터오픈플랫폼

차와 02

내차의움직임을기억한다.

(준비 중)

에어클립 03

모바일단말관리솔루션

CHA-WA 

차와
Air-Clip 



비이클플러스_B2B



운전자는 평균 5.8개의 자동차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데이터 환경

제품 3.2개

앱 서비스 2.6개

클러스터
자동차 주요 정보 표시 창

AVN&CID
자동차 내비게이션및 오디오
자동차 정보 및 제어

헤드업디스플레이(HUD)
자동차 주요 정보 표시 창

블랙박스
영상 및 자동차 데이터 저장

사이드미러
자동차 접근 상황 판단

애프터마켓 1조원 시장



B2B 애프터마켓
제품 및 서비스

‘비이클플러스’는 라이브러리와 에이전트 방식으로 제공하며, 

MCU 기반의 제품과 앱 서비스를 모두 지원합니다.(IOS 지원 예정)

당신 회사의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MCU 라이브러리 개발 방식

데이터 제공 방식_1. 라이브러리

‘비이클플러스’는 무료 버전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기반의

SDK 개발환경

▪ 개발자페이지제공

▪ Adapter Layer 구조로고객사

제품과엔진분리개발

▪ 매년 1월당해연도출시예정

차종데이터제공

개발환경
▪ OBD-Ⅱ표준무료제공

▪ 제조사데이터제공

(TPMS, DPF, TCM 등)

▪ 국내 5개 OEM의 100여개

이상의데이터 API 제공

(해외 2021년예정)

▪ 5천명베타테스터데이터검증

데이터 범위
▪ 제품라이선스 정책

① 퍼블릭버전(무료)

② 프라이빗버전(유료)

정책
▪ 표준 펌웨어 제공

▪ 가상데이터 시뮬레이터 제공

▪ AES256, MD5를통한데이터

암호화정책

편의기능



파트너사 앱 서비스에 가치를 더합니다.

서비스사 앱 플러그인 방식

데이터 제공 방식_2. 에이전트



운전자 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양면 시장

차량 데이터 서비스 프로세스

B2B 제품 및 서비스
자동차 애프터마켓 제품

자동차 애프터마켓 서비스

클라우드 서버
운전자 대시보드

B2C 서비스 ‘차와’
내 차의 움직임을 기억한다.

운전자
운전자 정보

운행 정보

전자제어 정보

분석/가공
B2B 개발자 환경

-.Library

-. API

-. Plug-in APP

연계 서비스 확대
운전자 서비스 확대



자동차

표준, 제조사별데이터제공
‘비이클플러스’는 약 1,000여개 데이터중시장요구항목을제공합니다.

단, 환경문제및자동차제어등안전과환경규제연계데이터를제외한

약 100여개 데이터를제공합니다.

국내 자동차 1,100여개 모델 정보



차와
내 차의 움직임을 기억한다.





PAIN 1

보험료
안전운전을 해도 보험료는 같아요.

PAIN 2

내 차 정보
내 차 주행이력이 나에게만 없어요.

PAIN 3

정비소
정비소에 가면 고장 재현이 안되요.



주행정보 블랙박스 ‘차와’

비식별운전자 정보, 차상태정보, 운행정보를기억하는 똑똑한개인비서

내 차의 움직임을 모두 기억합니다.



에어클립
삼성전자의 기술지원 파트너사로 모바일 단말관리 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모바일을 만듭니다.



About us ‘에어클립’

OUR CORE VALUE
고객의제품만족

에어클립은 삼성전자 KNOX를 이용하여 표준 모바일을 고객사 맞춤형 모바일로 개발해 드리는 에이전트입니다.

단말제어 기능을 비롯하여 어썸잇이 제안하는 새로운 UX도 경험해 보세요.



삼성전자 ‘KNOX’ 솔루션 기능

셋업 위저드 생략*

• 불필요한 셋업 단계 생략

• 구글/삼성/통신사 단계 생략 가능

자동 설정 적용

• IMEI/시리얼넘버 기반 단말 인식

• 공장초기화 후 자동 설정 재적용

• 셋업 위저드 후 즉시 사용 가능

기본 세팅 변경

사전 탑재 앱 관리

Preloaed

App

• 불필요한 기본 탑재
앱사용 금지

• 앱의 숨김 및 무력화

• 음량, 밝기, 화면 회전

• 벨소리, 글자 크기 및 폰트

• 시간대, 언어 세팅

홈 스크린 설정

• 배경화면 변경

• 앱 바로가기 추가/삭제

• 잠금화면 위젯 숨김

부팅 애니메이션
/ 사운드 설정

• 부팅/종료 애니메이션 변경

• 부팅/종료 사운드 변경

앱 배포

기업 고객 환경 설정

• 앱 설치

• 앱 자동 실행

• 앱 삭제 방지

• 아이콘 및앱 이름변경

• 북마크 추가*

• 연락처 추가

Your
Logo

버튼 기능 변경

• 하드웨어 키 무력화

• 전원 Dialog 변경

프로 키오스크 모드

• 특정 앱만 구동

• 비밀번호 기반의키오스크 해제

• 세팅 메뉴 접근 권한 설정

• 알림 관리

최적화된 시스템 UX

화면 자동 꺼짐 방지

• 전원 연결시 자동부팅

• 모든 사운드를 단말
스피커로 출력

• 세팅 메뉴 숨김

• 전원 연결 시, 슬립 모드 방지

•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연장

부가 Knox 기능

• 앱/URL 화이트/블랙 리스팅

• VPN(Virtual Private Network)

• 웨어러블, DeX 등 신제품 설정 적용

연결 세팅

• Wifi (자동 연결, 보안 옵션)

• 블루투스, GPS, NFC, 비행기 모드

• 기본 USB 연결 옵션

• 모바일 네트워크 APN

• 모바일 데이터, SIM Lock

단말 기능 제한

실시간 푸시 업데이트

• Wifi, 블루투스, GPS, NFC, 비행기모드, 

로밍, 테더링

• 공장 초기화, SD 카드, USB, 전원 끔, 카메라, 

마이크, 녹음

• 클립보드, 화면 캡쳐, SMS/MMS

• 생체 정보 인증 기능 (지문, 홍채 인식 등)

• 서버 푸시 알림

• 앱/설정 업데이트

• 원격 공장 초기화

삼성전자가 개발한 KNOX 솔루션은 단말기의 보안 및 설정 제어를 통해 고객에 맞는 최적화 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현합니다.

교육용 솔루션비즈니스

공부의 신(1), (2)

EBS Feeltong

윤선생

대교 러닝센터

순수교육

….

기아자동차 영업장

시립미술관 미디어보드

롯데컬처웍스 체험존

아시아나항공 전용폰

KB 스퀘어(KB국민그룹)

….

자녀폰 모니터링 및 제어 솔루션



간편한 개발과 UX

웹개발 기준 2주일 이내 가능하며, 쉽게 앱의핵심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어어클립 웹
고객사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연동하여, 빠른 적용과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에어클립 네이티브
고객사의 네이티브 앱의 주요 기능을 연동하여 앱 실행 없이
주요 기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또하나의 장점 ‘에어클립’ UX



‘에어클립’ 이용자 경험

좌->우 우->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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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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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홈화면에서 ‘에어클립’을더블클릭 하거나 드래그 하여 콘텐츠에 접근하는 차별화된 UX를 제공합니다.

에
어
클
립

click
click

에
어
클
립

click
click



‘에어클립’ UX 장점

01

02

03 04

05

06

airclip

간단하지만강력한 가치를 만들어드립니다. . 

즉시성
모든 화면에서나

핵심 콘텐츠를 바로 호출

통합성

킬러 콘텐츠 게이트웨이

확장성
자신만의 콘텐츠 포털 구성

효율성
고객사 앱 서비스에 위젯 및 웹페이지 적용 가능

독창성
새로운 UX로 콘텐츠와 서비스 가치 향상

보안성
삼성전자 KNOX로 높은 보안성 제공



고객사의모바일웹페이지를직접연동함으로써개발기간및비용이낮으며, 모바일웹의주요기능을모두이용

에어클립_웹

카페 교육 기관 영화 및 공연 연예인



예시)KB국민은행_내통장잔고및 간편송금기능을쉽고간편하게이용할수 있도록네이티브앱의주요 기능및 웹페이지연동

에어클립_네이티브

에어클립 호출
계좌뷰

및 간편송금
금융상품 이벤트



KNOX를이용하여스마트폰을원격에서제어및모니터링기능

에어클립_MDM

에어클립 호출 모니터링 제어 모니터링 설정

설정

• 어플리케이션 차단

• 웹사이트 차단

• 사용 앱 조회

• 앱별 사용 시간 조회

• WIFI 제어

• 블루투스 제어

• 전화 제어

• 키오스크 모드 동작

• 스마트폰 강제 벨소리

• 위치 서비스(GPS 강제)



감사합니다.



Gongsin
공부의神시리즈

KB STAR
KB Square

Froebel
Sifgapore Head Office

Rotte Cultureworks
SMART KIOSK 



Self- Driving Bus
Unmaned Solution

2019 Seoul Motershow
Android Display 

Interaction

Galaxy Watch
Samsung Electonics
Leadership Center

_Tizen

Smart HUD pro
Bullsone

Pororo English
SOONSOOEEDUCATION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관계사

자동차 에어클립솔루션교육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만남을 기다립니다.

CONTACT US

(08380) 서울시 구로구디지털로 31길, 12 

태평양물산넥스트데이 32호

sales-support@awesomeit.co.kr

www.awesomeit.co.kr

02 – 856 - 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