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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경험을 리디자인합니다.

yellowknife 개요

HMI / UIUX에 대한
이해와 기술 숙련도

현대자동차 출신
사내벤쳐기업

기업명

대표

위치

제품/서비스

㈜옐로나이프

이한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H-1 972D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6길 16 5층 (지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판교기업지원허브 창업존 841호(연구소)

벨로가 오토, 벨로가 사이클

높은 모빌리티 이해도인터페이스에 대한 전문성



2018

2019

2020

Milestones

2021



Products

벨로가 사이클

- 스마트폰 앱

- 2륜 모빌리티 UIUX 서비스

- 현재 서비스 중 (Android, iOS)

벨로가 오토

- IVI 시스템

(스마트폰 앱, 차량용 소프트웨어, 확장 보드)

- 차량용 UIUX 플랫폼

- 현재 시연 성공 단계



Details on Veloga Auto

LCD

ECU for PIO

W/L 통신

무선 통신
CAN

ECU

Bypass
Switching

운전자 화면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앱

확장보드 (연결성 제공)

차량
(LCD 화면 내장)

확장 보드
(필요시, 연결성 제공)

스마트폰 앱
(조작용)+ +

Veloga Auto, 맞춤형 LCD 클러스터 UI 체계



Veloga as Platform

벨로가 오토는 차량 신호를 맞춤형 UI로 제공하며, 다양한 파트너사의 정보들을
추가로 종합해 기존의 차량 경험을 초월한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

제조사
차량 인터페이스

오직 제조사가 만든 기성품 화면만을 볼 수 있음

차량신호
(대체로 CAN 신호)

현재 (일방향적 차량 제조사 UI 사용) 개선 (맞춤형 UI와 확장적/개방적 정보 추가)



Veloga Partnership

지적 재산권

- 예술가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 감성적인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음

- 캐릭터 IP 소유

- 캐릭터 응용 콘텐츠 제공 가능



Veloga Partnership

바이오 / 헬스케어

- 신체 측정 및 운동 추천 서비스

- 신체정보 기반 운전/휴식 중 자세 교정 및 운동 유도

- 바이오 정보 진단 및 치료

- 운전, 라이딩 중 신체 변화 감지 및 사고 예방

- 심혈관내과 협력제안 및 혈당측정 솔루션 연동 협업 논의 중



Veloga Partnership

운송기술

- 전기 배터리 관리

- 최적의 배터리 관리를 유도하는 콘텐츠

- 마이크로 모빌리티

- 이용 목적에 따른 최적의 화면 제공

- 자율주행 연구 및 서비스

- 자율주행 상태 피드백, 환경의 재정의, 

새로운 공간경험 유도



Veloga Partnership

기타

- 시선 추적 및 인터랙션

- 시선 위치에 따른 안전운전 유도,

시선 위치 인터랙션 추가

- 아동용 카 시트

- 아동 신체 상태 표시 및 경고 알림



X

Veloga Auto on Progress

- Tesla 모델 3/Y 대응형 협력과제

- 보조화면 제공으로 사용성 증대

- 2021년 7월 테스트 완료

보조 화면 디바이스

- 기아 카니발 모듈 부착형

- 2021년 6월 테스트 완료

- 2022년 내 판매 예정

LCD 응용형



Details on Veloga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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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증가 추이 (가입자)

어제보다 더

이전 주행의 평균속도보다 얼마나 빠
른지 보여주는 라이딩 스킨

함께 달리자

여러 명이 함께 달리며 서로의 위치와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딩 스킨

멀리 더 멀리

거리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률을 확
인하면서 달리는 라이딩 스킨



Veloga Cycle on Progress

Geo 마킹 (메타버스)주행 루트 가이드

- 다국어 제공, 비대면 루트 가이드

- 코로나19 시대에 여행 경험을 돕는 기능 제공

- 위치에 대한 정보 표시, 제공

- 사용자 행동에 따라 지도에 마크를 남겨 나만의 지도 완성



Veloga Cycle
자전거 속도계 화면 플랫폼 서비스

Veloga Auto
운전자 맞춤형 화면 서비스

Veloga Mobility
통합된 모빌리티 정보 표시 서비스

이동 정보 / 경험의 개인 맞춤화 연결성을 통한 사고 위험 감소 다중 모빌리티 기반 최적 경로 제공

Future of Veloga



이한성 대표

(전) 현대자동차 연구소 책임 연구원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일반대학원 석사

장영진 부대표 배경환 R&D 센터장

(전) 영디자인연구소 대표

(전) 창업진흥원 자문위원

(전) 성신여자대학교 강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고려대학교 산업디자인 일반대학원 석사

(전) ㈜오큐브 Qt개발 팀장

(전) Qt코리아 전문자문위원

현대자동차 출신 모빌리티 전문가 UIUX 기획 및 디자인 전문가 모빌리티 UI 개발 전문가

Board



Partnership



End of Document.

contact@yellowknife.io https://yellowknife.io


	슬라이드 번호 1
	yellowknife 개요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