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사 명 키튼플래닛(주)

설 립 일 2017. 4. 5. (삼성전자 C랩 스핀오프)

대 표 자 최 종 호 (헬스케어 전공)

사 업 분 야 디지털 덴탈케어 서비스

대 표 업 적 국내 어린이전동칫솔 1위, 세계최초 IoT 어린이치아보험 출시

투 자 삼성벤처투자, 인라이트벤처스, 롯데엑셀러레이터



CEO 최종호

CTO 박성진

COO 이동준

Co-Founder 

KAIST 응용수학과 학/석사

서울대학교 뇌공학 박사

삼성전자 헬스케어 개발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키튼플래닛 HW/SW 총괄

성균관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키튼플래닛 운영 총괄

TEAM

“모바일/헬스케어 서비스 및 제품 중심 인력 구성”

성 명 담당 주요 경력

현준호 브랜드 매니저 스타트업 BM 및 창업 경력

강지은 브랜드 디자인 중견기업 디자인 경력 10년

김필수 생산총괄 중견기업 품질팀장

이창준 서비스기획 스타트업 기획 및 UX 설계

김기태 개발운영 스타트업 창업 경력

이창호 App 개발 개발경력 13년

최수정 국내영업 스타트업 영업 경력

김종엽 Web 개발 중견회사 Web 개발

홍수진 콘텐츠 디자인 유아 서비스 콘텐츠 디자인

문영지 회계 중견기업 5년 경력

김희주 서비스기획 -

총 17명 (2019.7.)



B.F. Dentistry

• 베트남 최대치과 체인

• MOU 채결, 제품 판매

• 국내 최대치과 체인

• MOU 채결 / 대한소아치과학회 이사

• 서울대/경희대학교치과병원 판매 중

• 국내 개인치과 유통 협력

PARTNER

• 국내 어린이치아보험 출시• 인큐베이션 및 시드 투자

• 디지털프라자 50개지점 입점

• 롯데액셀러레이터 3기 보육기업

• 유통 / 비즈니스 자문

- 구강예방 보건복지부 과제 공동연구 기획

- 아동 구강건강 실태조사 협력

• 사업 자문 (C랩 스핀오프 담당)

• 2019년 3월 투자 완료

Business

Dental



HISTORY

2018

양치앱 글로벌 출시 (영어, 137개국, IOS 지원)

CES 2018 전시

성남 창업 경진대회 대상

국내 정식 출시

넥스트 스타트업 어워즈 대상

해외 정식 출시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2018 수상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선발

BEST of KITAS 2018 선정

아시아 하드웨어 배틀 한국대표 선발

디캠프 디데이 (with CJ ENM) 우승

한화생명 어린이치아보험 출시

01

03

04

05

06

07

09

12

2017

삼성전자 스핀오프(분사) 선정

키튼플래닛 ㈜ 법인 설립

증강현실 양치가이드 특허 출원

삼성벤처투자 투자 유치

롯데 액셀러레이터 선발 및 투자 유치

브러쉬몬스터 양치앱 베타 출시

양치앱 1위 달성

K-ICT 스마트디바이스 공모전 대상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 배송

KC 인증 획득

04

05

06

10

11

12

2019

N쇼핑 어린이칫솔 1위

MWC 2019 전시

일본 시장 진출

올해의 기능성게임 수상

교보생명 협업프로그램 선발

미국 시장 진출

03

04

07

08



VIS ION

“데이터 기반 덴탈케어 서비스 제공”

교육, 습관 교정, 미백, 관리 임플란트

브러쉬몬스터
구강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보험-치과를 연결하는 서비스



“Digital Dental Care Service for Kids” 

BRAND

• 어린이 스마트 칫솔

• 증강현실(AR) 기반 교육/리워드 App

• 치과/보험 연계 데이터 비즈니스

• 캐릭터 활용 구강관리 상품



2017.4.

2017.10.
2017.12.

2018.4.

App 출시

국내 출시

글로벌 출시

2018.5.

회사 설립

크라우드 펀딩
유아구강용품 1위

3억원 국내 매출

12개국 판매

3억원 해외 수출

보험 상품 출시

2018.12.

어린이치아보험

4억원 B2B 매출

지연 X, 환불 0%, 교환 1%
1위 달성!



PROBLEM

왜 아이들은 양치를 싫어할까?

공간지각력 부족

조작능력 부족

필요성 인지 부족

간접 교육방식



BACKGROUD

TEXT VIDEO AR

<어린이집, 학교 세면대>

간접체험 방식 (효과 부족)

직접체험 방식



Video Link

https://youtu.be/Mtz0qoVZ1XU


SOLUTION

세부 기능 기술 요소

치아인식
• 스마트폰(태플릿) 카메라를 통해 얼굴 및 치아인식
• 16개 치아영역 위치 판독, 칫솔의 움직임 포착

AR

증강현실 양치가이드
• 치아 위치 및 형태 추출 알고리즘으로 행동 분석
• 양치 행동단계 가이드 제공

스마트칫솔
• 블루투스 센서 연결(APP)
• 경쟁사 대비 1/4 무게, 1/2 부피

센서

게임(Gamification)
• 캐릭터와 상호작용으로 동기부여
• 단계/레벨별 아이템 및 리워드 제공

데이터

데이터
• 양치데이터(Time, Frequency, Duration, Coverage) 측정
• 개인별 치아/건강 상태 연결 서비스 제공



TECHNOLOGY

• 카메라 영상 분석 랜드마크 추출

• 개인별 치열 및 치아 위치 추정

센서

• 개인별 양치결과 데이터 분석

• 양치시간, 양치결과 기간별 분석

데이터

비지도 학습 및 분석방법 개발

• 가이드를 보면서 양치하지 않아도

양치결과 도출

맞춤형 구강관리/예방 콘텐츠 개발

• AI TBI (Tooth Brushing Instruction)

• 양치과정 안내 및 교육 콘텐츠 제공

현
재

향
후

➢ 구강관리 데이터 수집 방법

고도화 및 다양화

➢ 치과 및 교육기관 연계 구강관리

예방 교육 서비스 제공

• 실시간 양치동작 분석 및 피드백

• 16개 양치영역 결과 분석

3D 카메라를 이용한 치아모델링

• 개인별 치아 위치,구조 분석 기능

• 치아 상태별 맞춤형 가이드

➢ 치과 연계 개인화 구강 데이터 활용

영상/AR



REVENUE STREAM

B2C

디지털 덴탈케어

브랜드

B2B

보험/병원 연계

서비스

• 세계 최초 IoT 어린이치아보험 출시

• 기존 어린이보험 대비 400% 성과

• 20,000명 가입

구분

• 스마트칫솔 및 모바일 App 제공

• 구강관리용품 판매 및 구독

• SDK, 모듈 비즈니스 확대

내용

• 치아보험 결합 상품

- 스마트칫솔 및 리워드 제공

• 치과 고객 연결 서비스

- 개인별 구강관리 데이터 제공

• 5개 언어, 137개국 서비스 (양치앱 1위)

• 스마트칫솔 누적 20,000개 생산

• 국내 3억원, 해외 3억원

실적



TECHNOLOGY

• 카메라 영상 분석 랜드마크 추출

• 개인별 치열 및 치아 위치 추정

센서

• 개인별 양치결과 데이터 분석

• 양치시간, 양치결과 기간별 분석

데이터

비지도 학습 및 분석방법 개발

• 가이드를 보면서 양치하지 않아도

양치결과 도출

맞춤형 구강관리/예방 콘텐츠 개발

• AI TBI (Tooth Brushing Instruction)

• 양치과정 안내 및 교육 콘텐츠 제공

현
재

향
후

➢ 구강관리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치과 연계 예방 교육 서비스 제공

• 실시간 양치동작 분석 및 피드백

• 16개 양치영역 결과 분석

3D 카메라를 이용한 치아모델링

• 개인별 치아 위치,구조 분석 기능

• 치아 상태별 맞춤형 가이드

➢ 치과 연계 개인 구강 데이터 활용

영상/AR



TRACTION(B2C)

유아구강용품 1위

- 제품 출시 1년만에 1위 달성

- 2019년 4월 네이버 BEST 100 기준

- 판매수와 조회수 반영 랭킹

- 국민칫솔, 국민치약 포함 카테고리

→ 카테고리 유입량 및 판매량 증가

→ 신뢰도 확보 및 유통망 확대 요청



“가장 자주 사용되는 양치앱“

4.5/5.0

No.1

업체 오랄비 필립스 디즈니 베이비버스

분야 칫솔 1위 전동칫솔 1위 캐릭터 1위 유아교육 1위

다운로드 1M-5M 0.1M-0.5M 1M-5M 1M-5M

평점(5.0) 3.3 3.4 3.9 3.9

한국, 미국, 영국 (Android Market 양치 키워드 기준) / 200개 양치앱

Sticky Factor

33%
Successful App 20%

W1 Retention

44%
General App : 11%

2018 올해의 앱 선정
<유아교육 부문>

TRACTION(App)



• 양치습관형성을 통한 건강증진 및 추후 보험청구 감소 효과

• 보험 가입 시, 브러쉬몬스터 스마트칫솔 증정

• 양치결과에 따라 매월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및 보험료 할인

스마트칫솔

리워드

데이터 분석결과

제품 구입

운영 위탁

TRACTION(B2B)

“건강증진형 어린이치아보험 출시”

보험료 납부

치료비 보장



MARKET

▪ 40조원, 연평균 5% 성장 시장

▪ 치약, 칫솔, 가글 순으로 시장 규모 형성

▪ 반복 필수품으로 소수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가 시장 점유

- Colgate, Unilever, P&G, GSK 등이 점유

▶ 글로벌 덴탈케어 시장

출처 :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oral-care-market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oral-care-market


MARKET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 연평균 41% 성장

- 6.9B (2014) → 53.1B (2020) USD*

• 스마트 칫솔 및 모바일 App 출시 현황

- 2017년 스마트 칫솔 출시 (오랄비, 필립스, 샤오미)

- 앱스토어 200여개의 구강관리, 양치교육 앱

• 덴탈케어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 도입

- 치아보험 상품 연계 (국내 2조원, 월 10만명 가입)

- 치과 연계 서비스 (국내 5조원, 2만개 치과)

디지털 덴탈케어 시장 덴탈케어 스타트업

업체 내용 주요 제품

QUIP
(미국)

• 전동칫솔 및 구강용품 구독 서비스
• 치과보험 스타트업(Afora) 인수
• 치과연결 플랫폼 준비 중
• 누적투자 : $60M

BEAM
(미국)

• 2016년 치아보험회사로 Pivot
• 보험고객에게 자체 스마트칫솔 제공
• 양치결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 누적투자: $30M

*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성장 전망(보건산업진흥원)



REVENUE STRUCTURE

B2C

디지털 덴탈케어 브랜드

B2B

치과/보험 연계 서비스

• 스마트칫솔 및 구강관리용품 확대

• SDK, 모듈 비즈니스 확대

• 치과 예방교육 제공 및 마케팅 제휴

• 보험 결합 상품 및 GA 사업





수상경력

대회명 기관 수상 시기

K-ICT 스마트디바이스 공모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위 2017.12.

넥스트 스타트업 어워드 경기콘텐츠진흥원 1위 2018.4.

성남 창업 경진대회 성남산업진흥원 1위 2018.5.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미래창조과학부 수상 2018.6.

G-Start E 경기콘텐츠진흥원 1위 2018.3.

K-Champ Biz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위 2018.7.

아시아 하드웨어 배틀 (한국예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위 2018.8.

디데이 디캠프 1위 2018.9.



특허

특허명 국가 출원일 출원번호

증강현실을 이용한 양치가이드
정보제공 방법 및 장치

국내 170727 10-2017-0095670

영상 얼라인먼트 방법 및 그 장치 국내 170829 10-2017-0109287

증강현실을 이용한 양치가이드
정보제공 방법 및 장치

해외(PCT) 171020 PCT/KR0217/011695

영상 얼라인먼트 방법 및 그 장치 해외(PCT) 180827 PCT/KR2018/009857



인증

인증명 모델명 국가 인증내용 취득년월

KC 인증 BMT100 대한민국 국내 전파인증 획득 2017.12.

IPX7 BMT100 국제표준 방수7등급 2018.02.

어린이공급자적합성 BMT100 대한민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만족 2017.12.

CE BMT100 유럽 유럽 전파인증 획득 (DOC) 2018.06.

ROHS BMT100 유럽 유해물질 제한지침 2018.06.

FCC BMT100 미국 미국 전파인증 획득 (COC) 2018.07.

JPMIC BMT100 일본 일본 전파인증 획득 2018.08.

NCC BMT100 대만 대만 전파인증 2018.09.

SRRC BMT100 중국 중국 전파인증 2018.09.

FDA BMT100 미국 미국 식품의약청 인증 2018.11.



상표

상표명 국가 출원일 출원번호

kitten planet (42류) 국내 170424 4020170051766

kitten planet (09류) 국내 170424 4020170051765

브러쉬몬스터(09류) 국내 170712 4020170087109

BRUSHMONSTER(09류) 국내 170712 4020170087105

브러쉬몬스터(21류) 국내 170712 4020170087115

BRUSHMONSTER(21류) 국내 170712 4020170087123

BRUSHMON(09류) 국내 171212 4020170159244

BRUSHMON(21류) 국내 171212 4020170159266

BRUSHMON(35류) 국내 171214 4020170160879

BRUSHMONSTER(35류) 국내 171214 4020170160883

브러쉬몬스터(35류) 국내 171214 4020170160881

BRUSHMONSTER(09류, 21류) 해외(미국,유럽,중국) 180109 KR-2018-0000018

BRUSHMONSTER(09류, 21류) 해외(싱가폴,일본,러시아) 180515 KR-2018-0000449



대표프로필

키튼플래닛(주) 대표이사 2017.4.~ 

- 삼성전자 사내밴처(C-Lab)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및 회사 설립(Spin-off)

- 스마트디바이스 공모전 대상, 넥스트 스타트업 어워즈 대상, 대한민국 모바일 어워드 선정

- 스마트칫솔 및 관련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러쉬몬스터 출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책임연구원 2013.3.~2017.3. 

- Health Score and Coaching 알고리즘 개발 PM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공동개발)

- 스마트워치(GearFit) Health 서비스 SW 개발

- C-Lab 스마트칫솔 프로젝트 PM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사 졸업 (2008.3. ~2013.2.)

- 연구분야 : 생체신호 분석 알고리즘, Brain Computer Interface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응용수학과 석사 졸업 (2006.3.~2008.2.)

- 연구분야 : Brain 3차원 모델링 및 뇌파분석 알고리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응용수학과 학부 졸업 (2001.3.~2006.2.)

최종호 (1982년생, 만 36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