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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보다 많이 실행되는
모바일 최대의 노출 지면, 플레이키보드

플레이키보드 소개

3

✅ 1인당하루평균100회노출되는키보드

✅ 1인당모바일노출수1위지면

✅ 모든앱에서노출되는압도적인범용성



키보드속에들어간
똑똑한이모티콘

라이브테마

한국,미국,일본특허등록
대한민국특허청등록특허제10-2103192호,제10-2054517호

미국특허상표청출원번호제15/930,050호
일본특허청등록특허제6963851호

‘인터렉티브키보드제공방법및그시스템’

플레이키보드앱

테마상품유형

10초소개영상(링크)

https://youtu.be/mZ6ED5CopCU


터치에반응하는
일러스트키보드

디자인테마

플레이키보드앱

테마상품유형



1

플레이키보드앱설치
(안드로이드,아이폰모두지원)

2

기본키보드로설정

3

스토어에서콘텐츠구매

플레이키보드앱

사용프로세스

모든앱에서
키보드입력시자동으로노출



플레이키보드앱

한번의구매로모든앱에서사용



플레이키보드앱

서비스현황(2022.04 기준)

• 1인당하루실행수약100회 (모바일최대)

• 참고)카카오톡73회,네이버18회실행

• 해외사용자비율약48%

• 동남아,북미,중남미등

• 누적가입자136만명

17회 18회

73회
100

회



앱가입자연령 앱가입자성별

여성
78%

남성
22%

플레이키보드앱

온라인체류시간이많고바이럴효과가높은MZ세대사용자70%

만13세미만

25%

만13~17세

29%

만18~24세

32%

만25~34세

10%

만35~47세

3%

만48세이상

1%



브랜드테마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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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소개

브랜드테마는플레이키보드모바일앱내에서이벤트또는고객사지체마케팅을통해

키보드테마상품을리워드로제공할수있는마케팅・리워드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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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소개

키보드입력에기반한전환액션버튼노출가능(개발중,협의필요)

12

(예시)
입력키워드에기반한
앱설치,웹페이지방문등전환액션버튼을
키보드상단‘툴바’에노출가능

특허등록
’키워드감지에기반한키보드영역내광고제공방법’
대한민국특허청등록특허제10-2230055호



상품 유형 자유지급형 방문형 구독/팔로우형 참여형

소개
다운로드 링크 통한

테마 자유지급

웹페이지등
방문 후
테마지급

SNS, 유튜브 채널등
구독/팔로우 후 테마지급

회원가입, 미션수행 등
참여 후 테마지급

이럴 때
선택하세요

• 디지털 굿즈를
판촉물로 활용할 때

• 이벤트 경품이 필요할
때

• 홈페이지 방문자 수
확보가 필요할 때

• 광고 영상의 조회수
확보가 필요할 때

• 유튜브 구독자 확보가
필요할 때

• 인스타그램 팔로워
확보가 필요할 때

• 가입자 수 증대가
필요할 때

• 유튜브 영상 좋아요,
댓글 참여가 필요할 때

특징
● 사용기간: 기간 제한 없이 영구 무제한 사용 가능
● 라이브테마, 디자인테마 모든 테마 유형 적용 가능
● 앱 내 또는 외부 브라우저에서 접속 가능한 이벤트 페이지 제공

제공사항

● 테마 다운로드 링크 제공 (계정당 1회 수령 가능) 
● 테마 다운로드 및 사용 관련 고객응대
● 성과 리포트 제공 (다운로드 수, 누적/사용자별 테마 노출 시간, 연령, 성별, 언어 등) 
● (의뢰시) 테마제작 대행, 크리에이터 연계

브랜드테마

상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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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 1,000개 5,000개 10,000개 10,000개 초과

디자인테마 75만원 150만원
750만원

712만원 (5%↓)
1,500만원

1,350만원 (10%↓)
협의

라이브테마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950만원 (5%↓)
2,000만원

1,800만원 (10%↓) 협의

배포기간 10일 15일 30일 30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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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집행비

자유지급형 방문형 구독/팔로우형 참여형

소개
다운로드 링크 통한

테마 자유지급
웹페이지등 방문 후

테마지급
SNS,유튜브 채널등

구독/팔로우 후 테마지급
회원가입,미션수행 등

참여 후 테마지급

집행비 할증 - 10% 20% 30%

추가혜택 -
플레이키보드서비스내홍보지면무상제공

(푸시알림,키보드전면알림,스토어메인배너,앱접속팝업,카테고리최상단배치)

사용기간 한 번 다운받아 무제한 사용 가능

테마

유형별

상품

유형별



1
5

테마 자체 제작하시는 경우 테마 제작을 의뢰하시는 경우

상품 자제 제작 시 발생비용은 없습니다.

키보드 테마 상품 & 홍보 배너

테마 상품은 플레이키보드 스튜디오(링크)에서
제작 가능합니다. 키보드 테마

• 라이브테마 : 별도 협의
• 디자인테마 : 테마 1종 기준 450,000원

(컨셉 기획 및 시안 수정 1회 포함된 가격입니다.)

앱 내 스토어 배너

고객사에서 테마 디자인 및 제작 의뢰하실 경우,
아래 별도 제작비가 발생합니다.

• 홍보 배너 제작도 함께 의뢰할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의뢰 후, 견적 비용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디자인테마 1종 기준, 부가세 별도)

상품 제작 의뢰 시 최소 450,0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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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Web)
테마제작/ 출시/ 정산

브랜드테마

테마제작안내

https://plkey.studio/


광고 기획안 전달 및 계약

광고 기획안을 전달해주세요.
• 달성하고자 하는 마케팅·광고 목적

• 출시를 원하는 브랜드테마 콘셉트
• 광고 집행 일정 계획

• 테마 및 배너 이미지 등 소재를 제작합니다 (제작/집행 가이드는 계약 후 제공합니다).
• 직접 테마를 제작하는 경우, 플레이키보드 스튜디오에서 제작해주세요.

• 광고 실행 최소 2일 전까지 모든 소재 제작·세팅을 완료해주세요.

• 테마 검수 과정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이메일로 전달해드립니다.

• 광고 종료 후 성과 보고서를 제공해드립니다.
• (선택사항) 유료 상품으로 전환하여 계속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테마 기획/제작

테마 검수 및 최종 확인

광고 집행

광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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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브랜드테마집행프로세스

https://plkey.studio/)


이벤트 노출

이벤트에참여하여키보드테마를무료획득하고, 키보드를사용하며브랜드캐릭터/아이덴티티/로고를노출하는광고상품입니다.

푸시알림, 키보드전면 알림 제공 웹페이지 방문, SNS 구독/팔로우 등
전환 액션 설정 가능

키보드 사용 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지속 노출

이벤트 참여 브랜드테마 획득/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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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앱내지면안내1(* ’자유지급형’은미해당)



1

2

스토어 배너 영역1

‘오늘 테마 뭐 쓰지?’ 영역2

‘취향대로 골라보기’ 영역3

- 플레이키보드 앱에 접속하면 최상단에 노출되는
주목도 높은 배너 영역

- 배너 이미지 제작 필요

- 광고 집행 시작 후 3일간 노출

- 제작된 브랜드테마와 연관된 카테고리에
최상단 고정 노출

3

이벤트 참여 페이지(오퍼월)4

- 사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음
- 최종 전환이 일어나는 페이지

- 공감, 리뷰를 통해 사용자 반응 확인 가능
- 브랜드테마 정보(테마 이름, 디자인스토리, 태그)는

희망하는 정보로 설정 가능

4

브랜드테마 상품 노출 영역 앱 메인과 키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벤트 참여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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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앱내지면안내2(* ’자유지급형’은미해당)



키보드 전면 알림1

키보드 내 ‘오늘 테마 뭐 쓰지?’ 영역2

푸시알림3

- 키보드 실행 시 전면에 노출되는 알림 영역
- 삽입 이미지 제작 필요

- 키보드 상단 ‘P’ 메뉴의 ‘오늘 테마 뭐 쓰지’ 영역 최상단 고정 노출
- 광고 집행 시작 후 3일간 노출

-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푸시알림 발송
1 2

브랜드테마 상품 노출 영역 – 키보드 및 푸시 앱 메인과 키보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이벤트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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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앱내지면안내3(* ’자유지급형’은미해당)



캠페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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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성공사례

2022 과학공학미디어‘긱블’

진행 브랜드 긱블 (과학/공학 미디어 스타트업)

진행 기간
1월 28일 ~ 2월 10일(14일)
* 유료전환 판매중

미션 방식
구독/팔로우형
(유튜브 채널 구독, 인스타그램 팔로우)

참여자 수 11,158명

성과
• 인스타그램 팔로워 458명 -> 3,425명

• 브랜드테마 다운로드 1.1만 건 이상 확보

https://www.youtube.com/c/%EA%B8%B1%EB%B8%94Geekble/videos


캠페인성공사례

2021 캐릭터‘밀당해피니스’ 1차

진행 브랜드 밀당해피니스 (캐릭터 브랜드)

진행 기간 9월 17일 ~ 9월 30일 (14일)

미션 방식 방문형 (유튜브 영상 시청)

참여자 수 3,073명

성과
• 유튜브 영상 조회수 0회 -> 2,800회

• 브랜드테마 다운로드 3,073건 확보



캠페인성공사례

2021 캐릭터‘밀당해피니스’ 2차

진행 브랜드 밀당해피니스 (캐릭터 브랜드)

진행 기간 11월 22일 ~ 12월 5일 (14일)

미션 방식 구독/팔로우형 (유튜브 채널 구독)

참여자 수 3,000명

성과
• 유튜브 채널 구독자 167명 -> 3,070명

• 브랜드테마 다운로드 3,000건 확보



회사명

대표자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주식회사 비트바이트

안서형 (010-9298-1869)

https://plkey.app

contents@bitby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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