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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키보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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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키보드는
타이핑의 모든 순간을
더 재미있게, 빠르게, 편리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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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하루 평균 100회 노출되는 키보드

✅ 1인당 모바일 노출 수 1위 지면

✅ 모든 앱에서 노출되는 압도적인 범용성



키보드속에들어간
똑똑한이모티콘

라이브테마

플레이키보드앱

테마상품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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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렉티브키보드제공방법및그시스템’ 4



터치에반응하는
일러스트키보드

디자인테마

플레이키보드앱

테마상품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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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키보드소개

운영서비스

앱(Android & iOS) + 웹스토어
테마스토어운영/키보드사용

스튜디오(Web)
테마제작/ 출시/ 정산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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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스토어(웹&앱) 테마 제작스튜디오(웹)

https://store.plkey.app/
https://plkey.studio/


플레이키보드앱

키보드기능소개

특정단어를빠르게입력할수있는 반복입력을줄여주는

자주쓰는말

모든유행어를쉽게입력하는

인싸티콘/ 이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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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자주쓰는말 인싸티콘/이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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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키보드 앱 설치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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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키보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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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에서 콘텐츠 구매

플레이키보드 앱

사용 프로세스

모든 앱에서
키보드 입력 시 자동으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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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키보드 앱

한 번의 구매로 모든 앱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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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키보드 앱

서비스 현황 (2022.06 기준)

• 1인당 하루 실행 수 약 100회 (모바일 최대)

• 참고) 카카오톡 73회, 네이버 18회 실행

• 해외 사용자 비율 약 48%

• 동남아, 북미, 중남미 등

• 누적 다운로드 230만건

17회 18회

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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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회



플레이키보드앱

알파세대및Z세대사용자비율90%,새로운소비권력의선택을받은서비스

14세미만

(알파세대)
33%

14~18세 (Z세대)
30%

19~27세 (Z세대)
27%

28~34세
(M세대) 5%

35~42세
(M세대) 3%

43세이상
2%

세대별사용자구분 (MAU 기준,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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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키보드스튜디오

160여국에380여개의키보드테마서비스제공 (2022.07 기준)

게임 이모티콘/굿즈

F&B 편의점 미디어

테마파크

모바일 서비스

(2020.12 한정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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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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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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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선택하세요

• 이벤트 리워드로 활용
• 홈페이지 방문자 수 확보
• 광고 영상의 조회수 확보

• 유튜브 구독자 확보
• 인스타그램 팔로워 확보

• 가입자 수 증대
• 유튜브 영상 좋아요, 댓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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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사항

● 보상형 광고집행 테마 다운로드 링크 제공 (계정당 1회 수령 가능) 사용 관련 고객응대
● 성과 리포트 (다운로드 수, 누적/사용자별 테마 노출 시간, 연령, 성별, 언어 등의 사후 모니터링 지표 데이터 분석) 
● 사전기획 테마제작 디자인 기획 및 상품 제작
● 광고지면 제공 푸시알림, 키보드팝업 알림, 스토어메인 배너, 스토어팝업 팝업, 카테고리 최상단 배치

브랜드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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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유형별 특징



브랜드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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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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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테마사용추이1

사용자연령구분2 사용자성별비율3 정성적지표 (리뷰)4

성과리포트(예시)



브랜드테마 소개

보상형 광고상품 모바일최다실행되는키보드지면에브랜디드콘텐츠를노출

이벤트참여
구독/팔로우, 앱다운로드등

브랜드테마무료다운로드 브랜디드콘텐츠압도적노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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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상품유형 1
플레이키보드 앱 다운로드 완료 후 로그인을 했을 경우의 진행 프로세스 입니다.

1

테마다운로드링크수령1 바로써보기적용2 키보드테마적용완료3

자유지급형 자유지급형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lEViU1eq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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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상품유형 2
플레이키보드 앱 다운로드 완료 후 로그인을 했을 경우의 진행 프로세스 입니다.

테마다운로드링크수령1 구독/팔로우페이지이동2 구독/팔로우캡쳐본인증3 키보드테마획득4

구독팔로우형 구독팔로우형 영상보기

https://youtube.com/shorts/CrmfSunQx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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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스토어팝업1

월평균 노출수 6만4천회 월평균 노출수 36만3천회 월평균 노출수 27만회

스토어배너2 테마정보페이지배너3

앱광고지면

* 2022년 6월1일-9월1일까지최근 3개월데이터를기준으로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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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테마 상품

트렌드한이슈,주제에대하여

자유롭게소통하는공간

특정브랜드,캐릭터,콘텐츠를

주제로한이벤트로활용가능

ex) 드라마이상한변호사우영우챌린지

브랜드테마리워드로제공받은

키보드테마활용독려

브랜드커뮤니티형이벤트

브랜드커뮤니티형이벤트바로가기

https://webview.plkey.app/event-list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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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캐릭터명 넥슨 메이플스토리

진행 기간
2020년 12월 4일 ~ 12월 31일
기간 한정 무료 배포

진행 부서 넥슨 IP사업팀

다운로드 수 8,479건

2020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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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BS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 윌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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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ore.plkey.app/theme/STUDI0-K-0


기업명 롯데월드

기간 2022년 3월~ 매월 정기출시

출시형태 유료판매

성과 테마 누적 다운로드 수 800여건

2022 

롯데월드

롯데월드 매직서클 대형스크린 영상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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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ore.plkey.app/theme/IAMLO0-L-1


진행 브랜드 긱블 (과학/공학 미디어 스타트업)

진행 기간 2022년 1월 28일 ~ 2월 10일(14일)

미션 방식
구독/팔로우형
(유튜브 채널 구독, 인스타그램 팔로우)

참여자 수 11,158명

2022 브랜드테마 구독팔로우형

과학공학 미디어 긱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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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ore.plkey.app/theme/GEEKB0-L-0


2022 브랜드테마 자유지급형

트로스트

기업 브랜드 트로스트 (국내 1위 멘탈케어앱) 

기간 2022년 5월 (30일) 

출시방식 무료증정 (자유지급형) 종료후 유료판매

상품 브랜드테마 자유지급형 2,000개 무료 증정 27

https://store.plkey.app/theme/TROST0-L-0


2022 브랜드테마 구독형

세븐일레븐

기업명 세븐일레븐 (코리아세븐)

진행 기간 2022년 5월 24일~6월 23일

진행 방법
세븐일레븐 SNS(유튜브) 팔로우 후, 
세븐일레븐 BI가 적용된 키보드테마 무료 증정 28



2022 브랜드테마 참여형

GS25

기업명 지에스리테일

진행 기간 2022년 6월 15일~ 6월 30일

진행 목적 • GS25 <나만의 냉장고> 앱 신규유저 확보 29



2022 브랜드테마 방문형

밀당 부산못골골목시장 여행

기관명 부산못골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진행 기간 2022년 9월 23일~10월 22일 (30일)

진행 목적
- 문화관광형시장 홍보영상 시청후
테마 증정 이벤트 운영

- 시장 캐릭터와 밀당이 캐릭터 콜라보레이션 30



회사명

대표자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주) 비트바이트

안서형

https://plkey.app

contents@bitbyte.kr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15층(공덕동)

좋아하는 콘텐츠 와 일상을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
플레이키보드가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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