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오늘도 127만명이 우리가 만든 기술을 사용합니다.

문의 : 02-856-0604
이메일 : sales-support@awesomeit.co.kr

www.awesomeit.co.kr

데이터바우처 기업

회사 소개

회사 개요
회사명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 년도
해당부문 사업 기간

주식회사 어썸잇

유병규

대표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태평양물산 넥스트데이 51호
02-856-0604
2018 년

6월

4일

어썸잇 : 2018 년

5 월 ~ 2022 년 5 월 (

3 년

12 개월)

주요연혁(요약)

2018

어썸잇 설립
신용보증 NEST 선정
Startup 4.0 선정

2019

삼성전자 협력사
B2B 모바일 단말제어
(KNOX)

특허
기능 제한이 가능한
이동단말 제어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자동차 데이터
및 모바일 단말제어

2020

완성차 협력사
자동차 정보 오픈 플랫폼
(국내:현대 기아 제네시스)
(해외:폭스바겐 혼다)

벤처기업 인증

2021

특허
원격 차량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출원

데이터 공급기업

상생협력기업

자동차 데이터바우처

중소기업상생협력기업

주요 기술

삼성전자 B2B 기술지원 파트너로써 KNOX 보안솔루션을 통해 고객사가 원하는 모바일

Samsung Electronics
B2BTechnology Support Partners

환경을 기획, 디자인, 개발, 운영합니다.
* 2015년 삼성전자 프리미엄 기술 파트너

KNOX based System Intergrator

20년 이상 축적된 자동차 정비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석 솔루션과 차량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r DATA Analysis
데이터바우처 기업

awesomeconnect

* 2022년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

즐거운 아이디어와 데이터로 일상을 바꿔봅니다.

Next Generation

* 카피치 : 보이스 카커머스 서비스

Carpeach ㅣ Tosst

* 토스트 : 소비자가 만드는 하이퍼로컬 공동구매 커머스

2021년 성과

178%

75%

1

40%

Growth in Billing

Average Repurchase
Rate

Global Edutech
business With
‘awesomeit’
Technology

Repeatable Software
Revenue Contribution

FY21 vs FY20

사업 소개
B2B 맞춤형 런처

B2B Launcher

Samsung Electronics
B2B Technology Support Partners
KNOX based System Intergrator Launcher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는
제조단계부터 KNOX 보안 플랫폼 내장하고 있습니다.
‘어썸잇’은 표준화된 단말기 초기환경을
B2B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고객사만의 최적화된 맞춤 런처를 제공합니다.

지난 10여년간 삼성전자 B2B 한국총괄과 협력하여
100여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객사

출처 : 삼성전자 KNOX Suit 홍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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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법

LG유플러스 Z플랜폰

런처+에어클립

대교 써밋

런처+에이전트

MDM
Mobile Device Management

삼성전자 B2B 한국총괄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05년부터 약 100여
개 이상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해 왔
습니다.

주요 분야

교육 〮 금융 〮 헬스케어 〮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고객의 모바일 환경을 분석
하여 최적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개발개요

LG유플러스의 청소년 자기관리와
학습을 돕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개발개요

대교의 수준 높은 에듀테크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태블릿 관리 시스템 환경 개발

개발형태

안드로이드 런처(삼성 knox)

개발형태

안드로이드 런처(삼성 knox)

주요개발요건

✓

주요개발요건

✓
✓
✓

✓
✓

멀티홈모드
(기본홈모드, 컨테이너모드,
커스텀모드, 피처폰모드)
자기관리 기능
플래그십 스마트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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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런처, 방문교사 런처, 서버 개발
레거시 서버 분석 및 연동
업데이트 환경 구축

개발 방법

롯데시네마 AI 발권 키오스크

런처+에이전트

국민은행 간편송금

에어클립+에이전트

MDM
Mobile Device Management

개발개요

영화관 매점 및 휴게 장소에 비치되는
AI 음성 발권 키오스크 개발

개발개요

KB금융그룹사의 통합 서비스 전용폰

개발형태

안드로이드 런처(삼성 knox)

개발형태

안드로이드 런처(삼성 knox)

주요개발요건

✓

주요개발요건

✓
✓

✓
✓
✓

런처 및 콘텐츠 앱 화면 외에는
사용자의 접근 불가능
정해진 시간동안 앱 동작이 없을 경우
홈화면으로 자동 이동
앱 업데이트 및 화면보호기 기능
전원 이벤트 시 모드 설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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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 UX로 국민은행 콘텐츠 이용
그룹사 핵심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여
고객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바로 송금, 이체 기능 탑재
멀티 키보드 기능 탑재

개발 방법

아시아나항공 전용폰

에이전트+아이콘팩

EBS필통

런처+에이전트

MDM
Mobile Device Management

개발개요

아시아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 전용폰

개발개요

EBS(싸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 전용폰

개발형태

안드로이드 런처(삼성 knox)

개발형태

안드로이드 런처(삼성 knox)

주요개발요건

✓
✓
✓

주요개발요건

✓
✓
✓

✓

터치위즈 UI를 그대로 쓰면서
설정 기능 제어
모아보기 폴더 개발
및 아시아나 앱과 연동
아이콘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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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시간별 앱/기능 제어 기능
화이트 앱 설정 기능
학부모 모드

개발 방법

공부의신 시리즈

순수교육 뽀로로탭

에이전트

에이전트(자사 앱 키오스크)

MDM
Mobile Device Management

개발개요

스마트폰 기본 UI에 학습모드 기능 결합

개발개요

순수교육의 어린이 유아 전용탭

개발형태

안드로이드 런처(삼성 knox)

개발형태

안드로이드 런처(삼성 knox)

주요개발요건

✓

주요개발요건

✓
✓
✓

✓
✓
✓
✓

데이터 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통신 차단
학습방해요소 모두 숨김
학습용 음악, 테마, 영상 포함
영한사전 데이터 다운로드
앱 자동 설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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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앱 키오스크
드라이브 숨김 기능
업데이트 차단

주요 사업현황(교육)

LG유플러스

대교

비상교육

메가스터디

지플랜(Zplan)

S홈, T클립 플랫폼

스마트 알파탭

스마트탭

엘지유플러스의 청소년을 위한 자기관리 스마트폰

전국 12,000여명의 방문교사와 5만대 이상의
모바일 모니터링 단말제어관리 시스템

중등 모바일 학습의 최강자 수박씨닷컴 앱

합격 불변의 법칙 메가 단말제어 고등 전용탭

싱가포르 프뢰벨

윤선생

SK텔링크

싸이들

딥스터디

영어숲

공부의 신 시리즈

EBS필통

어린이를 위한 바른 교육 프뢰벨이 제공하는 글로벌
영유아 교육 태블릿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영어교육 윤선생의
모바일 단말제어 시스템

공부의신 ‘강성태’의 공부하는 비법이 담긴
학습용 스마트폰

EBS 교육 콘텐츠와 결합된 스마트폰 중독 방
지를 위한 전용폰

주요 사업현황(기타)

KB금융그룹

삼성인력개발원

SK텔링크

롯데컬처웍스

삼성임직원 헬스케어 서비스

KB Star

스마트 키오스크 런처

효도의신 폰

삼성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
입소자의 신체 변화 모니터링 서비스

KB금융의 전용 스마트폰으로 금융 서비스 공간인
KB 스퀘어 탑재

롯데시네마 비대면 AI 스마트 런처로
영화 발권 및 매점 구매가 가능한 키오스크

SK텔링크가 만든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아시아나항공

바디프랜드

코웨이

퓨리움

아시아나항공 전용폰

AI 음성인식 안마의자 앱

아웃도어 세일즈 앱

스마트 IoT 에어샤워

아시아나항공의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디프랜드의 매디컬 기술이 탑재된 고급형 안마의자
태블릿

코웨이 대리점 및 영업자의 제품
매뉴얼을 포함한 아웃도어세일즈 서비스 앱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비대면 에어샤워의
캐어 애니메이션 플레이어

사업 소개
Car Deta Analysis

데이터바우처 기업

B2B DATA

Car DATA Analysis
awesomeconnect

국내외 자동차 정비 스캐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B2B 자동차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 글로벌 개인 차량 모니터링 앱인 토크프로에
유일하게 국내 제조사 PID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마니아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관련 분야 파트너와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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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술(자동차 데이터)

이동체 전자제어신호 분석 솔루션
서비스 대상
▪
▪
▪
▪

국내 및 해외 승용차
국내 및 해외 화물차
중장비
이륜 이동체

개발환경
▪
▪
▪

프로토콜 정보 문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SDK 제공
Adapter Layer 구조로
제품과 데이터 엔진 분리 개발

▪

매년 1월 당해 연도 출시 예정 차종
데이터 제공

데이터 범위
▪
▪
▪

국내외 완성차 데이터 분석
(TPMS, DPF, TCM 등)
100여개 이상의 데이터 제공
8천명 테스터 데이터 검증

정책
▪

제품 비용 정책
① 연간 라이선스
② 개발비

주요 기술(자동차 데이터)

인터뷰(컨설팅)

기술 검토 및 계약

분석

가공

검증 및 메뉴얼

브랜드

정보 표준화

내부 정확성 테스트

목표

유종

정보 리드 속도

내부 안정성 테스트

대상 차량

표준
(Vehicle Standard Info)

필수 정보(대체 우회 정보)

일정

기술 검토

정보 수집 범위

비표준(제조사 정보)
Vehicle Standard Info

개발 환경 점검
OBD-Ⅱ

라이선스 계약

USB

개발비 계약

CAN 종류

사용자 문서 작업

펌웨어(별도)
펌웨어(별도)

Ethernet
Connectivity

라이브러리

USART

분석 문서

솔루션 제공 방향 결정
OS SDK

외부 실차 안정성 검증
(토크프로 약 8,000여명)

주요 사업현황

불스원

언맨드솔루션

원모터스코리아

넥스트칩

SMART HUD

자율주행 셔틀 인포테인먼트

Let’s HUD

ADAS 칩셋 연구 개발

불스원이 만든 스마트 헤드업디스를레이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선택이 가능

언맨드솔루션과 오비고의 자율주행 셔틀로
안드로이드 디스플레이에 주행 정보 GUI 개발

증강현실 헤드업디스플레이로 약 40여가지의
자동차 데이터를 표현

ADAS 칩셋 개발을 위한 자동차 전자제어신호
분석 연구

엠지오퍼레이션

언맨드솔루션

기아자동차

다나와

원격 차량관제 서비스

버스운행관제 시스템

신차 시승 프로그램

다나와 스마트카스캔

렌터카 서비스를 위한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전기버스 운전자 중심의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개발

글로벌 20개국을 대상으로 신차 운행 체험 프로그램

다나와 자동차사업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사업화한 개인주행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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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Next Generation Buessine

MOBILE SERVICE
(BEST TEST)

보이스 카커머스 서비스

PEACH + SPEECH MARKET

마이카 데이터(My Car)

인터랙션 방식(Interaction)

차번호와 이름으로 초개인화 마이카 데이터 완성

음성 발화 150단어/분(터치 대비 4배)

큐레이션 서비스(Curation)

디지털 격차 해소

내 차와 사용자에 맞는 정보를 추천

인류 언어 중 가장 쉽고 익숙한 소통 방식

음성 광고(Voice Ad)

보이스 결제(Voice commerce)

시동과 동시에 웰컴 인사와 함께 제품/소식 광고

말로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빠르고 간편하게 주문

보안규정 Ⅱ급 보안문서
본 문서는 ㈜어썸잇의 독점적인 비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임으로,
㈜어썸잇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 복제, 배포를 포함하
는 모든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

회사 소개서

AWESOMEIT

감사합니다.

www.awesomeit.co.kr
Value-up your Vehicle! Value-up your 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