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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tton Internet Company”  

Just Push!!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익숙하고 단순합니다. 벤플은 사용자와 기업에게          

스마트 버튼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버튼 인터넷 소개 영상 보러가기 (사용자편) 

▶ 버튼 인터넷 소개 영상 보러가기 (기업편) 

▶ 버튼 인터넷 소개 영상 보러가기 (파트너편) 

 

https://www.youtube.com/watch?v=Y7AAVYG0jDQ
https://www.youtube.com/watch?v=xcP6L1m65aY
https://www.youtube.com/watch?v=xb39OSNWClM


 

핵심 투자 포인트 

 

●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물인터넷 방법인 버튼 인터넷 (Button Internet)을세계          

최초로 독점적으로 만들어낸 기업, ㈜ 벤플 (Benple, Inc.)입니다. 

● 수십 여건의 특허와 십 수년간의 연구가 녹아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현재 특허 현황: 국내 등록 13건, 미국 등록 1건, 국내 출원 14건, 미국 출원              

3건, 일본 출원 2건) 

● 수백 조의 기업 가치로 성장하는 기업은 미디어 기업입니다. 벤플은 스마트          

버튼을 통해 “사람과 사물,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여, “사용자 – 공간사업자 –           

광고주”를 연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미디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 삼성전자, 네슬레, SBS, YG, 국립박물관, 서울옥션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업 및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기업 모두에게           

인정받았습니다. 

● 지하철, 버스 등에서 버튼을 통해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획기적          

서비스로 대규모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를 긴밀 추진 중입니다. 

● 벤플은 NFC, 비컨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술의 장점만을 결합한 버튼          

인터넷을 세계 최초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벤플은 첨단        

기술을 쉽게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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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 투자자에게는 벤플의 스마트 버튼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벤플과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벤플은 주주 여러분과 같이 사업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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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투자 기회 요소 

● 벤플은 세상을 미디어로 만드는 (Making Real World Media) 기업입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혜택과 정보, 서비스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마술과도 같은 획기적인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 미디어 플랫폼은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구글과 네이버는         

사람과 온라인 콘텐츠를 연결하는 검색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였고,        

페이스북과 카카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 미디어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 벤플은 사람과 사물, 사람과 장소를 쉬운 버튼 서비스로 연결함으로써,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와 같은 거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 벤플의 스마트 버튼은 상점 (삼성디지털프라자, 갤러리 등), 전시 공간         

(국립박물관, 베이비페어, 백남준쇼 등), 주거 공간 (위브더제니스 등)        

등에 부착되고 있고, 지하철, 기차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 벤플의 버튼 인터넷은 버튼을 누른다는 쉬운 행동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용자의 일상           

속에 자리잡게 되어, 누구나 사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큰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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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 열번 이상 벤플의 버튼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 출퇴근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상점과 카페,        

음식점에서,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스마트 버튼 사용이 습관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 다양한 장소와 사용자를 통해 실시간, 대규모로 수집되는 스마트 버튼         

사용 데이터는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벤플은 이를 통해 기존의 어떤          

기업도 할 수 없었던 사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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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벤플 사업의 특징 

● 벤플은 IoT/AI 기반 상황 서비스 (IoT/AI-based Context Service) 회사입니다. 

○ 사용자가 “언제”, “어디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눌렀는가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가 원할 때만”,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카페 테이블에 부착된 스마트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에 메뉴,          

이벤트, 방명록, 페이스북 링크 등이 나타납니다. 채팅과 같이 카페를 방문한          

사용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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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플은 스마트 버튼을 부착한 사업자와 주변의 사업자가모두 Win-Win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카페에서 오후 2시에 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있는 영화관 티켓을 할인          

구매할 수도 있고, 주변의 여러 서비스 예약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버튼을 부착한 사업자는 벤플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벤플은 온라인 사업자들과도 함께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예: 방송 콘텐츠,          

게임 등)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 모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열차 탑승객이 버튼을 누르면, 최신 드라마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때 탑승객은 무료 시청이라는         

혜택/선물을 받고, 온라인 사업자는 광고 수익을 얻습니다. 

  

● 탑승객이 “언제”, “어디에 있는”, “어떤 버튼”을 눌렀는가를 기준으로 광고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가 만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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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플은 이러한 새로운 광고 모델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광고 시장을          

새롭게 열 것이며, 이미 지상파 방송 사업자, 광고 사업자로부터 큰          

기대를 받으면서 긴밀히 공동 기획 중입니다. 

 

 

벤플 사업의 독창성 

● 벤플의 사업은 사용자 습관이 형성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모델이 됩니다. 

○ 많은 고객들은 벤플의 버튼 인터넷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시급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페이스북이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시급한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금씩 페이스북을 사용하면서, 그들은       

이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여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벤플의 버튼 인터넷은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미처문제라고생각하지못했던것을새로운기술로가능하게         

하여, 가치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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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플의 사업은 “선물”과 같은 서비스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 유지 (User          

Retention)를 달성합니다. 

○ 벤플은 그간의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통해, 사용자들은 확실한 혜택이         

있으면, 큰 거리낌없이 앱을 설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벤플은        

사용자들이 버튼을 누를 때 마다 “선물”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용자가 여러 공간에서 버튼을 발견함에 따라 서비스는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스마트 버튼 애플리케이션은 더 많은 사용자에게 더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벤플의 수익 모델 

● 벤플은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수익 모델의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물”과같은서비스가제공되면서, 다양한광고모델을         

접목하여 광고 수익을 사업 참여자들과 분배할 수 있습니다. 

○ 벤플은 사용자에게 적합한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딥러닝 기반의       

인공저작시스템 개발)에 선정되어, 2017년 7월부터 5년간 연구 개발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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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플은 “버튼 판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 벤플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버튼을 판매합니다. 

○ 소규모 상점 등은 온-오프 통합 마케팅에 관심은 있지만 시스템 도입          

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SNS에 자신들이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고, 벤플의 스마트 버튼을 통해 해당         

콘텐츠만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벤플의 스마트 버튼은 페이스북 Like 버튼, 인스타그램        

Follow/Like 버튼, 방명록 버튼, 체크인 버튼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벤플은 “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 벤플은 버튼 인터넷 기술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니즈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컨벤션, 스마트 축제 서비스 등 1회성의         

서비스는 용역 사업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박물관 등에서        

제공되는 스마트 가이드 서비스는 월 사용료 납부 모델 (Subscription         

Model)을 통해 수익이 발생합니다. 물론 광고 모델이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개발을 통해 여러 사업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면서,         

각각의 서비스는 표준화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가는 절감되고 수익성은 제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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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슬레 스마트 컨벤션 서비스 현장 영상 

                             11 

https://www.youtube.com/watch?v=ALEdnt-g6Zo


 

● 벤플은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 벤플은 다양한 파트너들과 사업을 함께 합니다. 파트너들은 벤플의        

특허에 기반하여 스마트 버튼 하드웨어를생산, 판매할수도있고, 전국          

각 지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벤플의 스마트 버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SI 사업자들은 자체 솔루션에 벤플의 스마트 버튼을 더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벤플의 버튼 인터넷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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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인터넷의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 

 

● 벤플은 버튼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버튼 인터넷은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 SBS와 버튼 인터넷 기술을 통한 콘텐츠 유통 공동 사업 추진중 :           

2017년 7월 현재, 교통 시설 및 공간에 스마트버튼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중. 

 

○ 버튼 인터넷 기술과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결합하여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사업화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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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갤러리를 대상으로 작품 및 작가 안내 서비스 앱 SFA를          

운영하는 실리콘밸리 소재 미국 기업과 스마트 버튼의 구매의사를        

가지고 지속 협의중.  

               

○ 롯데그룹 대홍기획과 MOU 체결 및 계열사 마케팅 쇼케이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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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산업 분석 

 

“사람 손이 닿는 모든 곳이 우리의 시장입니다” - 벤플 

 

● 벤플의 버튼 인터넷은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산업을창출하며, 버튼          

인터넷 관련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연결에 의한 가치 창출 

■ 버튼 인터넷을 통해 온-오프라인이연결되며, 그과정에서경제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 교통 수단 (철도, 지하철, 버스 등), 교통 대기 공간 (철도 역사,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장), 소매업, 요식업 매장, 전시공간, 병원,         

대학, 학원, 전국 주요 관광지, 숙박업, 영업직 등을 버튼 인터넷          

적용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 연간 약 9조 원의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 기기 산업 

■ 스마트 버튼과 같은 관련 기기 산업의 규모를 산출하면, 초기         

3년간 연간 약 510억 원의 시장이 창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기 수명을 3년으로 가정). 

 

● 사람의 손이 닿는 모든 곳이 우리의 시장입니다. 적용 대상이 늘어날 때마다           

관련 산업 규모는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것입니다. 또한앞서제시한규모는          

국내만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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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벤플의 버튼 인터넷” 

 

● 벤플의 버튼 인터넷은 기존 사업자들에게 스마트 버튼을 활용한새로운사업          

기회를 현실로 연결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사업자를         

등장시키게 되며, 이는 고용 창출과 직결될 것입니다. 

● 오프라인에서의 거래 방식이 급속히 온라인화 되고 있습니다. 실세계가        

가지는 현실성과 온라인 공간이 가지는 효율성이 융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온라인의 DNA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 화장품 회사 이니스프리는 오프라인 매장에 “혼자볼께요” 바구니와       

“도와주세요” 바구니를 비치하였습니다. 

○ 일본에서는 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 택시가 나타났습니다. 

○ 아마존은 ‘Dash’, ‘Dash Button’, ‘Firefly’ 등에 이어, “AmazonGo”라는        

계산대 없는 무인 매장을 공개했습니다. 

● 오프라인은 온라인 대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오프라인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야 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서비스를 위한 자산을       

온라인에서도 활용하는 옴니 채널 (Omni-Channel) 전략이 필요하며,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끊임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이것을가장쉽고빠르게가능하도록하는          

것이 벤플의 버튼 인터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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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분석 

 

진입 서비스 카테고리에서의 경쟁 분석 

● 벤플의 버튼 인터넷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회사이므로, 직접적인 경쟁사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특정 분야의 관련 서비스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시 공간, 컨벤션 공간 등에서의 안내 서비스 

○ 기존 장비 대여형 (오디오) 가이드 시장과 애플리케이션 기반 (오디오)         

가이드 시장 등이 파편화되어 있으나, 장비 대여형 서비스 모델은         

개인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서비스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하고,        

애플리케이션 기반오디오가이드서비스모델은규모의경제를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 전시 공간 관리자들은 벤플의 버튼 인터넷 기반 가이드 서비스 모델에          

대해 이해하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벤플의 버튼 인터넷 기반 가이드 서비스 모델은 2016년 DDP에서         

개최된 백남준쇼를 시작으로, 여니갤러리, 사비나미술관 등에서      

안정성을 검증하였고, 국립제주박물관, 베이비페어 네슬레거버관에     

도입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한국코미디타운에       

적용될 예정이며, 다양한 공간에서의 스마트 가이드 서비스를 선보일        

것입니다. 

● 상거래 공간 등에서의 스마트 서비스 

○ 블루투스, 저주파, Wi-Fi 비컨에 기반한 기업 Shopkick (SK플래닛이        

인수), Zoyi코퍼레이션 등이 있으나, 비컨 방식은 고객 상호 작용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사용자가 특정 공간에서 비컨을 통해         

정보를 받고자 할 때, 제 때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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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 채널 커머스 등에 대한 니즈는 많은 기업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17년 7월 현재, 벤플의 버튼 인터넷 기반 모델이 이들          

시장에서 유일한 기술적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벤플은 2017년 4월부터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대표 매장인 강남본점, 서초점, 홍대점에 스마트       

버튼 기반 체험형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 기술 카테고리에서의 경쟁 분석 

 

●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술중스마트버튼형태는직관적인사용자경험을주요           

특징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튼을 누른다는 사용자 경험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기술 구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와이파이 페어링 방식의 아마존 대시 버튼 

○ 사용자가 스마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단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이 구조는 누가 버튼을        

눌렀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Dash          

Button”을 누르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문되는 문제가 있습다. 

● 블루투스 페어링 방식의 Flic 버튼 

○ 사용자가 스마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기기에서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Flic”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Flic은 버튼을 누르면 사전에 설정된 기능을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을         

끄거나, 음악 재생, 콜택시 호출, 네비게이션 실행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구조는 사전에 버튼과 사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 사이에 페어링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용으로만 사용되고, 공공 장소나       

상거래 공간 등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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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플의 스마트 버튼 (페어링이 필요 없는 블루투스 버튼) 

○ 사용자가 스마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Amazon Dash나 Flic같은 사례는 한명의사용자가사전에설정해놓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용 버튼입니다. 벤플의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 벤플의 버튼은 공개된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사용자가 버튼을 사용하게 되므로, 단순 제품 사업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벤플의 버튼은 페어링 없이 사용자의 스마트 단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공공 장소 및 상업 공간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카테고리에서의 경쟁 분석 

 

● 벤플은 2010년 창업 이후, NFC, 비컨, QR 코드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버튼 인터넷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 NFC (근접 무선 통신, Near Field Communication) 

○ 2017년 6월, 애플에서 iOS 11과 아이폰 7/7+의 NFC 기능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여, 2020년부터는 NFC 기능을 모든 스마트폰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벤플은 NFC 기반 서비스에 대한 다수의         

특허와 서비스 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비컨 (Beacon) 

○ 기존 비컨은 Push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스팸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고,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신호를 송신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비량이 많아 운영 효율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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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고객 행동 분석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자 관점에서는         

신호 수신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QR 코드 

○ URL만을 연결한다는 한계가 존재하여, 체크인 기능과 같은 다양한        

유틸리티 서비스에 적용되기는 어렵고, 개인화 추천 등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진화는 불가능합니다. 

○ 그리고 QR코드는 모두에게 공개되므로, 특정 장소에서만 제공하는       

특별 서비스에는 사용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통한 광학 인식보다는 물리적         

버튼을 누르는 버튼 인터넷 방식이 용이하며, 스마트 워치 등의         

웨어러블 환경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 벤플의 스마트 버튼 

○ NFC 태그, 비컨, QR 코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만을 결합한         

방식으로, 전력 사용이 매우 적고, 사용자가 가장 사용하기 쉬우며,         

관리하기도 용이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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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계획 및 재무 추정 

 

매출 계획  

● 벤플은 “플랫폼 모델”, “스마트 버튼 판매 모델”, “서비스 개발 모델”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각각의 수익 모델에 대한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모델 1: 플랫폼 모델 

○ 벤플은 2017년 7월 현재, SBS와 긴밀하게 플랫폼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적용 공간은 교통 수단이 될 것입니다. 

○ 교통 수단의 탑승객이 버튼을 눌러 SBS 유료 콘텐츠 등의 “선물”과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탑승객의 상황에 기반한 광고 모델이        

수행됩니다. 발생되는 광고 매출은 벤플, 방송사, 교통사업자 등 사업         

참여자가 분배하게 됩니다. 

○ 2017년 교통 수단 적용을 시작으로 전국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 공간, 도시 내 주요 상권 등 다양한 공간으로 버튼           

서비스 적용을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 플랫폼 모델의 수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 스마트 버튼 현장 적용 등을           

위해 2017년에는 투자가 필요하며, 2018년부터는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2017 (천원) 2018 (천원) 2019 (천원) 

매출액 648,000 12,264,000 26,280,000 

소요 비용 1,293,500 6,136,000 9,902,500 

수익 -645,500 6,128,000 16,3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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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모델 2: 스마트 버튼 판매 모델 

○ 1차적으로 전국의 전시 공간을 대상으로 스마트 버튼을 판매합니다.        

벤플은 창업 초기부터 전시 공간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벤플은 중소규모 전시 공간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성이 큰 스마트 서비스를 발견하였습니다. 

○ 모든 규모의 전시 공간이 스마트버튼만을구매하여소셜미디어 연계,          

훌륭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연동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 벤플의 스마트 버튼 판매모델은전국의 F&B(요식업) 서비스공간에도         

사업 개발을 수행합니다. SNS의 활성화에 따라 많은 F&B 매장들이         

SNS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플의 스마트 버튼을        

기반으로 실제 매장을 방문을 한 고객들을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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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가 가능합니다. F&B 서비스 서울 지역의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원) 2018년 (원) 2019년 (원) 

매출액 1,190,790,000 2,567,499,000 3,745,989,000 

소요 비용 595,395,000 1,283,749,500 1,872,994,500 

수익 595,395,000 1,283,749,500 1,872,994,500 

 

 

● 수익 모델 3: 서비스 개발 모델 

○ 벤플의 플랫폼 모델, 스마트 버튼 판매 모델이 확산됨에 따라         

사용자들은 일상 생활 곳곳에서 벤플의 버튼 인터넷 서비스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이 버튼 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습관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버튼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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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규모의 사업자는 스마트 버튼만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벤플의 서비스 개발 모델을 이용하면 됩니다. 

 

 

추가 투자 계획 

● 벤플은 2017년 7월 크라우드 펀딩 이후, 2017년 하반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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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평가 (주식 발행의 경우) 

 

● 2017년 7월 현재 벤플의 기업 가치를 65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당 가격 5,000원 (액면가: 500원)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합니다. 

● 1인당 최소 100주 이상 (500,000원)부터 투자 가능하며, 투자는 100주         

단위로 진행합니다. 

● 벤플의 기업 가치 및 크라우드 펀딩 주당 가격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본 크라우드 펀딩 이전최근유상증자는 2017년 5월, 대표이사및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가격 3,000원에 진행되었습니다. 

○ 벤플은 2017년 7월 현재, SBS와 교통 시설 및 공간에 스마트 버튼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사업이 시작될 경우 새로운 광고          

시장을 열며, 대규모의 매출이 발생됩니다. (발생 매출 규모는 "사업         

추진 계획 및 재무 추정 > 매출 계획" 참조) 

○ 벤플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원천 특허          

(지식재산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기반으로향후발생할수있는         

지식재산권 분쟁 및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 13건, 미국 등록 1건, 국내출원: 14건, PCT 출원: 2건, 미국             

출원: 3건, 일본 출원 2건) 

출원 (등록) 번호 구분 특허명 

10-2017-0067973 국내 출원 사용자에게 비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기록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10-2017-0028657 국내 출원 식별자를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방법 

10-2017-0028513 국내 출원 비콘을 이용하여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 

10-2017-0017910 국내 출원 스위치를 포함하는 비콘 장치와 상기 비콘 장치를 이용한 
컨텐츠 제공 방법 

10-2016-0179417 국내 출원 비콘을 이용하여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음성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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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10-2016-0177131 국내 출원 
비콘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상기 비콘과 상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비콘 
서비스 시스템 

10-2016-0153278 국내 출원 
사용자의 지문 정보를 포함하는 비콘 프레임을 
브로드캐스트하는 비콘 및 이를 이용하여 비콘 프레임을 
선택적으로 수신하는 방법 

10-2016-0091647 국내 출원 버튼 및 상기 버튼에 연동된 장치를 이용하는 구조 요청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 

10-2016-0074738 국내 출원 
스위치를 포함하는 비콘 장치와 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방법 PCT/KR2017/006042 PCT 출원 

10-2016-0101342 국내 출원 
오프라인 장치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버의 작동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 PCT/KR2017/001497 PCT 출원 

10-2016-0170756 국내 출원 쿠폰 제공 시스템, 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2016-0090121 국내 출원 온오프라인 연결 기반 정보 획득 시스템, 이의 동작 방법,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10-2016-0039490 국내 출원 온오프라인 연결 기반 방문 확인 방법 및 방문 확인시스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10-1719329 국내 등록 추천 다양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여 공간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방법 

10-1723120 국내 등록 실내 공간에서의 위치 안내 방법 

10-1620597 국내 등록 통합 추천자를 이용하여 사용자 추천 그룹을 갱신하는 방법 

10-1719328 국내 등록 매개 중심성에 기반하여 사용자 추천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 

10-1596707 국내 등록 

근거리 무선 장치를 이용한 이동 단말기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방법 15/328,757 미국 출원 

2017-525488 일본 출원 

10-1597668 국내 등록 

NFC 장치와 비콘 중에서 어느 하나와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 15/501,470 미국 출원 

2017-506288 일본 출원 

10-1596703 국내 등록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정보를 비컨을 
이용하여 획득하는 방법과 기록 매체 

10-1596690 국내 등록 

NFC 태그 또는 비컨을 이용한 웹 페이지 접속 방법 
(일부 미국 특허 분할 출원 중) 9,706,041 미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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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7,372 미국 
출원 

10-1468574 국내 등록 NFC 태그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 방법 

10-1469658 국내 등록 계정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10-1454760 국내 등록 NFC 태그 발급 방법 

10-0759263 국내 등록 RFID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 방법과 기록 매체 

10-0759264 국내 등록 
RFID 모듈을 구비하는 이동 통신 장치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30-2016-0038829 국내 출원 디자인) 무선신호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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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력 소개 

㈜ 벤플은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사회 문화 분야의 최고 인재와 빠른 구현이            

가능한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신나게 일하는 기업입니다. 

 Founder & CEO: 이경전 대표 

 

● KAIST 경영과학 학·석·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박사 수료 
● 세계인공지능학회(AAAI)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 2회 수상 
● 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CBS 세바시, KBS 장영실쇼, 명견만리 등에서 비즈니스 모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강연 
● 네이버, 모빌리언스 초기 주주 
● 삼성전자, LG전자, BC카드, 예스24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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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궁선영 부대표 

 

● 고려대학교 사회학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석사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대우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원) 겸임 교수 
● 1993년 미스코리아 眞 

COO: 전정호 이사 

 

● 경희대학교 법학사, 경영학 석·박사 (최우수 학위 논문상: Business Model         
and System for Making Real World into Media with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 인하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2017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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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양철영 이사 

 

● KAIST 산업공학사 / KAIST 경영과학 석사·박사수료 
● 에프앤비씨 부사장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이사 
● 현, 기웅정보통신 전무이사 
● 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 

 

개발팀장 박동진 

 

개발팀 서지연 

 

개발팀 이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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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 한동혁 

 

디자이너 전지윤 

 

정책운영실 정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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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에 꼭 읽어보세요 (유의사항) 

 

1. 투자자는 청약 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청약 기간의 종료 시 모집 금액이 발행           

기업이 목표한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은        

취소됩니다. 

2. 투자자가 배정 받은 증권은 자본시장법 제 117조의10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3. 투자자는 와디즈㈜의 홈페이지에 게재 (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발행 조건,         

발행인의 재무 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 계획서의 내용,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 위험 요소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청약의 주문 시 회사는투자            

위험의 고지 등에관하여별도로정한방법에의하여통지하는내용에대하여           

확인합니다. 

4. 투자자는 정부가 투자 대상인 증권과 관련하여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게재된투자정보에관한사항은청약기간종료전에정정될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5. 투자 대상인 금융 투자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의 원활한         

회수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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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자는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목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음과 투자자가 예상하는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투자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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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증권에 대한 사항 

 

1. 모집에 관한 사항 

(1) 모집증권의 내용 및 주요일정 

증권의 

종류 
모집수량 액면가 모집가액 모집총액 

보통주 20,000주 500원 5,000원 100,000,000원 

최소청약단위 100주 이상 (500,000원 이상) 

청약기간 2017. 7. 25. ~ 2017. 08. 31. 

증권 발행일 2017. 09. 13. 

증권 입고일 2017. 09. 29.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 01. 01. 

신주발행 지분율 1.5178%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신주 배정방법 청약증거금 납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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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가격 결정 방법 

이번 공모에 적용되는 주식회사 벤플의 1주당 가격은 발행 기업의 자체적인 가치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사항 내 P. 26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약 방법 

온라인소액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http://www.wadiz.kr) 통한 본인인증, 실명확인, 증권거래계좌 등록을 마친       

투자자에 한하여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200만원,         

소득요건구비투자자는 1,000만원, 전문투자자는 한도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2. 증권의 주요권리 

구분 상세내용 

의결권 1주당 1개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우선배당권 

상환권 
청구기간 

상환조건 

전환권 
전환기간 

전환비율 

잔여재산분배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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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위험 요소 

사업 위험 

새로운 사물인터넷 기술의 등장 

● 버튼 인터넷 기술 외에 새로운 기술의 등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벤플은 그 동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서비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사물인터넷기술등장시, 해당기술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가치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술을 서비스 플랫폼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회사 위험 
플랫폼 사업의 특성 상, 투자금 회수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신주의 환금성 제약] – 금번 청약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신주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유동성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발행일정 변경 위험] – 청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투자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명시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독자적 투자판단의 필요성] – 본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 위험 요소를 검토하여 투자자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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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의 사용 목적 

분류 금액 (원) 

대환자금  - 

운전자본 보충 70,000,000 

연구개발비 10,000,000 

마케팅비 20,000,000 

예비비  - 

총 모집금액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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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1) 기업정보 

법인명 (주) 벤플 소재지 서울 마포구 토정로 
17-3 벤플 스페이스 

대표자 이경전 홈페이지 http://www.benple.com 

설립일 2010. 12. 10. 사업분야 사물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임직원수 10명 자본금 648,833,500원 

최대주주 이경전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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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주요 연혁 

2010. 12. 법인 설립 (법인명: (주) 러브이즈터치) 

2011. 11. 김준식 작가 개인전 스마트 가이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세계 최초 미술 전시회에 NFC 적용) 

2012. 0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 10. 국립중앙박물관 스마트 가이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세계 최초 국립 박물관 NFC 적용) 

2013. 03.  서울모터쇼 현대자동차관 스마트 가이드/이벤트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관련 동영상 보러가기 

2013. 07. 롯데피트인 스마트 이벤트 서비스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관련 동영상 보러가기 

2013. 11. 국립나주박물관 스마트 가이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세계 최초 국립 박물관 NFC 전면 적용) 

2014. 02. Tech View Asia에 아시아의 사물인터넷 선도 기업으로 보도 
세계 최초 비컨 해커톤에 국내 기업 유일 참가 

2014. 08. (주) 벤플 (Benple Inc.)로 사명 변경 

2014.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모바일 생활 정보 서비스 구축 사업 수행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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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ingl1CikzE
https://youtu.be/nGwA9-a1I8w


 

2014. 11. SEOUL DESIGN SPOT 스마트 가이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015. 04. 한독의약박물관 스마트 가이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세계 최초 태그-비컨 기반 가이드 서비스) 

2015. 04. 사물인터넷 복합 문화 공간 벤플 스페이스 개관 

2015. 05. 문화 예술 O2O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benple G> 런칭 

2015. 07. 국립경주박물관 스마트 가이드/교육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015. 10. 김제지평선축제/잔다리페스타 스마트 축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015. 12.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스마트 가이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015. 12. 경희의료원 스마트 병원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016. 07. 버튼 인터넷 발표, 백남준쇼에 버튼 인터넷 기반 스마트가이드서비스구축           
및 운영 

2016. 11. 벤플-SBS MOU 체결   ▶관련 기사 보러가기 

                             40 

http://www.etnews.com/20161122000332


 

2017. 01. 버튼 인터넷 하드웨어 (Benple Button ver. 1.0) 출시 

2017. 02. 베이비페어 네슬레 거버관 스마트 가이드/이벤트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017. 03. 국립제주박물관 스마트 가이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2017. 04. 삼성디지털프라자 스마트 체험형 가이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3) 경영진의 변동 내역 

날짜 변동 내역 

2010. 12. 대표이사 이현석 선임, 감사 심규석 선임 

2011. 03. 대표이사 심규석 선임 (대표이사 이현석 / 감사 심규석 사임)  

2011. 12. 대표이사 이경전 선임 (대표이사 심규석 사임) 

2014. 08. 사내이사 전정호 선임 

2017. 01. 대표이사 이경전 선임 

2017. 03. 사외이사 양철영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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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 변동 사항 

(기준일: 2017년 7월 25일) 

발행 
(감소) 
일자 

발행 
(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액면가 발행가 비고 

2012. 10. 13 설립 보통주 500,000주 500원 500원 - 

2015. 04. 01 유상증자 보통주 500,000주 500원 500원 - 

2016. 06. 28 유상증자 보통주 100,000주 500원 3,000원 - 

2016. 12. 03 유상증자 보통주 131,000주 500원 3,000원 - 

2017. 05. 12 유상증자 보통주 66,667주 500원 3,000원 - 

  

(5) 미상환 주식관련사채(CB/BW) 발행 현황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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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의 총수 

(기준일: 2017년 7월 25일 / 단위: 주) 

구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I.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 - 10,000,000   

II.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297,667 - 1,297,667   

III.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1. 감자 - - -   

2. 이익소각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4. 기타 - - -   

IV.발행주식의 
총수(II-III) 

1,297,667 - 1,297,667   

V.자기주식수 - - -   

VI.유통주식수 
(IV-V) 

1,297,667 - 1,29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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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 주식수는 1,297,667주 입니다.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 총수 (A) 보통주 1,297,667   

의결권 없는 주식수 (B) 우선주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 (C)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 (D) 
 -  -   

정관 등에 의하여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 수 (E)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B-C-D+E) 
 보통주  1,297,667   

  

 

(8)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 내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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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상태표 (대표이사가 확인한 재무상태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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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익계산서 (대표이사가 확인한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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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17년 7월 25일) 

주주명 관계 주식종류 

소유 주식 현황 

(제출일 현재) 
비고 

주식수 지분율 

이경전 대표이사 보통주 779,917 60.1%   

강** 특수관계인 보통주 34,000 2.62%  가족 

전정호 등기임원 보통주 48,000 3.70%   

합계 보통주 861,917 66.42%   

 

(2) 최대주주 변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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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의 분포 

(기준일: 2017년 7월 25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이경전 779,917 60.10%  대표이사 

노** 200,000 15.41%  엔젤투자자 

 

 

4. 임원에 관한 사항 

(1) 임원 현황 

(기준일: 2017년 7월 25일) 

성명 출생 
연도 직위 담당 

업무 총 경력 
보유주식수 

보통주 우선주 

이경전 1969 
대표 
이사 

경영 
총괄 

27년 779,917 - 

전정호 1981 
사내 
이사 

연구 
총괄 

14년 48,000 - 

 양철영 1969  
사외 
이사  

사외 
이사  

2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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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의 형사 범죄 경력 

“해당사항 없음” 

  

(3) 소송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 

현재 대표이사인 이경전은 경영 활동의 의사결정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업무 집행 의사 결정을 위한 이사회는 2명의 사내이사와 1인의          

사외이사로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의결 사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2017년 1회 
이사회 

 2017. 06. 20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유상 증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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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의 독립성 

회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전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6.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 집단 

“해당사항 없음” 

 

(2) 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 

“해당사항 없음” 

 

(3) 관계 회사 투자 지분 현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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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사항 

▶ 버튼 인터넷 포트폴리오 보러가기 

▶ 버튼 인터넷 레포트 보러가기 

▶ 벤플 관련 언론 보도 확인하러 가기 (벤플은 SBS, 중앙일보, 한국경제,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블로터닷넷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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