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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키보드

 소개서광고 상품



플레이키보드 소개



플레이키보드는

타이핑의 모든 순간을

더  만듭니다.재미있게, 빠르게, 편리하게

1인당 하루 평균 110회 노출되는 키보드

1인당 모바일 노출 수 1위 지면

모든 앱에서 노출되는 압도적인 범용성



입력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키보드

서비스 소개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rBFFMwTW6Q


재미와 을 추구하는 키보드즐거운 입력 경험

서비스 소개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rBFFMwTW6Q


플레이키보드 한 번의 구매로 모든 앱에서 사용



플레이키보드 운영 서비스

테마 스토어   Android / iOS / 웹 지원 스튜디오(Web)   테마제작 / 출시 / 정산 플랫폼



플레이키보드 상품 유형

한국, 미국, 일본 특허등록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특허

제10-2103192호, 제10-2054517호

‘인터렉티브 키보드 제공방법 및 그 시스템’

이모티콘 키보드

키보드 속에 들어간

똑똑한 이모티콘

https://store.plkey.app/theme/MLS0-K-0
https://store.plkey.app/theme/MLS0-K-0


플레이키보드 상품 유형

일러스트 키보드

터치에 반응하는

일러스트 키보드

누를때마다 반응하는 특수키 아이콘

https://store.plkey.app/theme/IAMLO0-L-1
https://store.plkey.app/theme/IAMLO0-L-1


플레이키보드 서비스 현황 (23.02)

1인당 하루  (모바일 최대)실행 수 약 110회
카카오톡 72회, 네이버 15회 실행

동남아, 북미, 중남미 등

누적 다운로드 240만 건

매일 150개국에서 사용, 해외 사용자 비율 약 37%

15회
21회

72회

110회



플레이키보드 사용자 비율 세대별 사용자 구분(만나이), MAU 기준

알파세대 및 Z세대

사용자 비율

새로운 소비권력의 선택을 받은 서비스

14세 미만 (알파세대)        

    21%

14~18세 (Z세대)

                23%

19~27세 (Z세대)

    42%

24~23세

   10%      

35~42세  3%    



플레이키보드 한 번의 구매로 모든 앱에서 사용

플레이키보드 앱 설치 기본 키보드로 설정 스토어에서 콘텐츠 구매 모든 앱에서

키보드 입력시 자동으로 노출



게임

캐릭터 IP 

테마파크

미디어

편의점

모바일 서비스

공공기관

F&B

플레이키보드 고객 및 협력사 160여국 380여개의 키보드테마 서비스 제공 (23.05)



광고 상품 소개

 제휴마케팅

 브랜드키보드



 제휴마케팅 운영구조

양사 신규 고객 획득

및 고객만족

플레이키보드

제휴 범위

제휴사

 온드 미디어  및 서비스  노
 제휴 소식 보도자료 배포 지원
 상품화 가능한 IP 디자인 리소스 확보 및 공유 

또는 키보드테마 제작 (복수 출시)

(홈페이지, SNS 등) (앱, 인게임 등)

 플레이키보드 앱 광고 지면 노출 (최대 4주)
 제휴사 서비스 전환 마케팅 푸시 알림 지
 브랜드 키보드테마 출시 지
 제휴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기대 효과

제휴 마케팅은 별도 협의 과정을 통해 진행여부 결정합니다. 

제휴마케팅(Bater)

별도의 광고 비용 없이 


양사 운영 서비스/미디어 노출로 


고객획득과 고객만족을 확보하는 


광고상품

 키보드테마라는 유니크한 상품을 통해 
콘텐츠 IP의 소장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 강화

 콘텐츠 IP 경험을 다각화하여 서비스 락인 효과 강화

 신규 유저 유입 채널의 다양성 확보 및 서비스 전환



 브랜드키보드 상품유형 소개

다운로드 링크 제공

쿠폰 발행 없이 활용가능

온오프라인 이벤트

리워드 활용

 보상형 광고집행 키보드테마 다운로드 링크 제공 (계정당 1회 수령 가능) 및 CS 관리
 성과 리포트 (브랜드 콘텐츠 노출수, 다운로드(전환)수, 다운로드 사용자 인구통계학적 지표 분석
 제작운영비 콘텐츠 마케팅 템플릿 및 수정파일 제공
 광고지면 제공 스토어 등록정보/팝업/배너/큐레이션, 테마정보 페이지 배너, 키보드 툴바알림

웹 페이지 및 유튜브

방문 ∙ 구독 후 지급

홈페이지 방문자 수 확보

유튜브 구독자 확보

회원가입, 미션수행 등

참여 후 지급

가입자 수 증대

유튜브 댓글 참여 등

쿠폰형 방문 ∙ 구독형 참여형

유형별 특징

이럴 때 선택하세요

제공 사항

브랜드키보드



상품 유형별 다운로드 절차

테마 다운로드 링크 수령 바로 써보기 적용 키보드 테마 적용 완료!

쿠폰형
쿠폰형 영상 보기 

별도의 쿠폰발행 없이 


다운로드 링크만으로


온라인 무료 이벤트 진행

플레이키보드 앱 다운로드 완료 후 로그인  프로세스입니다.  브랜드키보드

web/plkey.app/...

https://www.youtube.com/watch?v=HlEViU1eqIQ


구독 ∙ 팔로우형
구독 ∙ 팔로우형 영상 보기 

플레이키보드 앱 다운로드 완료 후 로그인  프로세스입니다. 

링크 내 구독/팔로우 페이지 이동 구독/팔로우 캡쳐본 인증 키보드 테마 적용 완료!

모바일 상에서 간편하게 


SNS 구독 ∙ 팔로우 인증을 통해


무료 테마 지급

 브랜드키보드 상품 유형별 다운로드 절차

https://youtube.com/shorts/CrmfSunQxOU


 브랜드키보드 상품유형별 금액

 집행 금액(VAT별도)에는 제작운영비 (제작비, 모니터링 성과분석 리포트), 지면광고비와 매체비를 포함합니다
 브랜드테마 집행기간은 14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최초 기간선정은 14일 또는 30일 중 선택 가능하며, 기간연장은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키보드테마 자제 제작 시 제작비는 차감됩니다
 집행기간동안 다운로드 받을 시 영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형

방문형

구독형

다운로드 링크를 통한 테마 지급 (쿠폰발행 x)

웹페이지 등 방문 후 테마 지급

SNS, 유튜브 채널 등 구독/팔로우 후 테마 지급

441만원241만원

466만원246만원

491만원251만원

641만원241만원

691만원251만원

741만원261만원

상품유형 집행금액 

(1,000건)

집행금액

(5,000건)

일러스트 키보드

이모티콘 키보드 쿠폰형

방문형

구독형

다운로드 링크를 통한 테마 지급 (쿠폰발행 x)

웹페이지 등 방문 후 테마 지급

SNS, 유튜브 채널 등 구독/팔로우 후 테마 지급



광고 상품 특징

브랜드 노출 효과

성과 리포트 제공 진행 프로세스

마케팅 콘텐츠 확산



광고 상품 특징 성과 리포트 예시

테마 사용 추이사용자 연령 구분

정성적 지표사용자 성별 비율

너무 너무 귀여워요 쓸 때마다 만족하네요~

구독만 하면 주는거라서 대박 쉬워요!! 꼭 참여해보세요

너무 귀엽고 이런 재미있는 영상이 많은 것도 이제 알았네요!

너무 예뻐서 ○○ 가고싶어 졌어요.

전체 참여자 중 MZ 세대 ○○%, 알파세대 ○○%



진행 프로세스

집행 5~6주 전

집행 3~4주 전

집행 14~30일

10일 이내

기간

집행 전

집행 중

집행 후

이벤트 유형에 맞는 광고 상품유형 협의

브랜드 콘셉 결정 및 계약 진행

콘텐츠 유형에 맞는 키보드 테마 제작

콘텐츠 마케팅 기획 및 홍보 디자인

키보드테마 출시 (AOS,iOS 지원)

앱 내 광고지면 홍보

주요 SNS 채널 마케팅 디자인

브랜드 콘텐츠 노출수 

다운로드(전환)수, 사용자 인구통계학적 지표 분석

진행 방식주요 과정

제안 및 협의

계약 진행

상품 제작

광고 실행

상품 출시

성과 리포트 제공

광고 상품 특징



23.02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데이터의 월 평균값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앱 광고 지면 활용을 통한 브랜드 노출 및 전환 효과 광고 상품 특징

스토어 등록정보 스토어 배너 스토어 큐레이션 테마 정보 페이지 배너 키보드 툴바알림

월 평균 노출 17만건 월 평균 노출 33만건 월 평균 노출 33만건 월 평균 노출 35만건 월 평균 노출 4만명



주요 SNS 채널 콘텐츠 마케팅을 통한 콘텐츠 확산광고 상품 특징



포트폴리오



게임 출시 2주년 기념 이벤트

기업 | 분야

진행 기간

상품 유형


브랜딩 효과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게임IP

2023. 01. 17 - 02. 20 

쿠폰형・일러스트 키보드 2종

누적 다운로드 10,229건

콘텐츠 노출시간 11,388시간/474일 (23.02 기준)

데브시스터즈2023

매일 사용하는 키보드에 게임 IP 노출

포트폴리오



게임 출시 1주년 기념 이벤트

기업 | 분야

진행 기간

상품 유형


브랜딩 효과


넥슨 블루 아카이브 게임IP

2022. 11. 09 - 2022. 12. 06

쿠폰형・일러스트 키보드 11종 (웹페이지)

누적 다운로드 104,440건

콘텐츠 노출시간 62,482시간 (7년+)

포트폴리오 넥슨2022

매일 사용하는 키보드에 게임 IP 노출

https://webview.plkey.app/event/BLUE-ARCHIVE


게임 콘텐츠의 일상화

기업 | 분야

진행 기간

상품 유형

브랜딩 효과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IP

2020. 12. 04 - 2020. 12. 31

쿠폰형 

누적 다운로드 8,479건

포트폴리오 넥슨2020

매일 사용하는 키보드에 게임 IP 노출



유튜브 미디어 콘텐츠 홍보

기업 | 분야

진행 기간

상품 유형

브랜딩 효과


긱블 과학공학미디어

2022. 01. 28 - 02. 10 (14일)

구독 팔로우형 (유튜브채널 구독/인스타그램 팔로우)

누적 다운로드 11,158건

포트폴리오 긱블2022

SNS 채널 구독 ∙ 팔로우 확보



유튜브 미디어 콘텐츠 홍보

기업 | 분야

진행 기간

상품 유형

브랜딩 효과


코리아세븐 편의점

2022. 05. 23 - 2022. 06. 23

유튜브 구독형 

유튜브 채널 <복세편세> 구독형 

콘텐츠 노출시간 5,590시간 (233일)   

포트폴리오 코리아세븐2022

SNS 채널 구독 ∙ 팔로우 확보



유튜브 미디어 콘텐츠 홍보 

기업 | 분야

진행 기간

상품 유형

브랜딩 효과


부산못골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 

2022. 09. 23 - 2022. 09. 24 (1 일)

유튜브 채널 방문형

집행 22시간만에 조기마감 달성  

포트폴리오 부산못골골목시장2022

SNS 채널 구독 ∙ 팔로우 확보



기업 | 분야

진행 기간

상품 유형

브랜딩 효과


GS25 편의점

2022. 05. 15 - 2022. 06. 30

참여형 (앱 다운로드)

앱 전환율 20% 달성 

포트폴리오 GS252022

참여형 | 앱 다운로드를 통한 신규 유저 확보

자사 앱 신규 유저 확보 



리브랜딩 앱 홍보

기업 | 분야

진행 기간

상품 유형

브랜딩 효과


트로스트 국내 1위 멘탈케어앱

2022. 05 (30일) 

쿠폰형 (기간 한정 무료 배포) 국내한정 

앱 리브랜딩 캐릭터 이미지 홍보 채널 다양화  

포트폴리오 트로스트2022

쿠폰형 | 링크만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무료 이벤트 진행



테마파크 IP 상품화 

기업 | 분야

진행 기간

상품 유형

브랜딩 효과


롯데월드 테마파크

2022. 03 - 매월 정기출시 

이모티콘 & 일러스트 키보드 (총 28종)

누적 다운로드 3,081건 (23.02 기준) 

포트폴리오 롯데월드2022

정기 키보드 테마 출시 



좋아하는 콘텐츠 일상을 함께하는와  새로운 경험,

플레이키보드가 만들어갑니다.

(주)비트바이트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CKL기업지원센터 1307호

대표 안서형Page https://plkey.app

Mail contents@bitbyt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