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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ALL READY! 글로벌 서비스 SDK
‘PLAY! NANOO’와 함께 글로벌 서비스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쉽고 빠르게 적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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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담은 수퍼 SDK

서비스 소개

커뮤니티 (포럼)

고객센터

영수증 검증

우편함

쿠폰

데이터 관리

랭킹

콘솔

독립된 커뮤니티 공간에서 충성 유저와 소통

유저의 불편 사항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

부정 결제 방지 및 실시간 매출 확인 서비스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아이템 지급 처리

서버 사이드 인증 및 일회성, 대규모 발급

유저 플레이 데이터 클라우드 저장, 불러오기

자체 랭킹 서비스 지원. 시즌 및 지역별 랭킹

운영자별 권한 설정, 대시보드, 운영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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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광고 노출 NO! 
자사 게임/앱을 위한 독립적 공간, 
인-게임/앱 커뮤니티 & 고객센터

서비스 소개

Play!�NANOO�로고는�원하는�이미지로�커스터마이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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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서버 구축 없이, 
원하는 기능만 선택해서 사용

서비스 소개

ON

OFF

OFF

✓ 필요한�기능만�스위치�ON�
✓ 사용한�만큼만�청구되는�합리적�비용�
✓ PC�또는�모바일에서�편리하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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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700만 유저에게 
안정성이 검증된 SDK

서비스 소개

저희가�직접�글로벌�퍼블리싱을�경험하면서�만들었습니다!�
서비스의�기능과�편의성을�지속적으로�업그레이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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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지원 OS iOS, Android

지원 엔진 Unity 엔진 (Cocos, Unreal 지원 예정)

지원 언어 한국어, 영어 (콘솔 관리자), 사용자별 언어 지원 (커뮤니티)

SDK 용량 빌드 탑재 기준 1MB 이하

글로벌 설정 기준 시간대, 화폐 단위 설정 가능

SDK 스펙

1시간 이내 (연동 서비스 종류 및 연동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시간 차이 발생)

SDK 연동 소요시간

https://console.playnanoo.com 접속.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

SDK / 가이드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s://console.playnanoo.com/
https://console.playnanoo.com/
https://console.playnanoo.com/
https://console.playnanoo.com/
https://console.playnanoo.com/
https://console.playnanoo.com/
https://console.playnanoo.com/
https://console.playnan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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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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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포럼)



 11

커뮤니티 (포럼)

서비스 가이드

게임/앱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인-게임/앱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단단한 커뮤니티는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모드,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 화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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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기능

뷰 페이지리스트 글쓰기

• 게시물 작성, 조회, 검색 
• 추천과 덧글로 소통  
• 게임/앱 스크린샷 첨부 기능 
• #해시태그를 이용한 연관 주제 분류

커뮤니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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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벤트
• 운영자 공지사항 
• 이벤트 게시물 등록 (이벤트 기간 설정) 
• 게시물 상단 고정 지원 (3개까지 등록)

커뮤니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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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디스플레이
• 인-게임/앱 내에서 프로모션 배너를 노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 화면 모드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레이아웃 제공 
• 커뮤니티 내 공지사항 및 이벤트 등 게시물로 연결

커뮤니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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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선물하기
• ‘커뮤니티 (포럼)’ + ‘우편함’ 연동 시 사용 가능 
• 게시물 작성자에게 인-게임/앱 아이템 실시간 지급 
• 커뮤니티 이용 독려 및 각종 이벤트 등에 활용

커뮤니티 (포럼)

아이템 종류 및 수량 선택 후 지급 아이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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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글로벌/웹접속
• 로그인 없는 간편한 글쓰기 (게임센터, 구글플레이 ID) 
• 계정 연동 지원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 언어별 채널 생성 기능 
• 웹 접속 URL 제공 
• https://forum.playnanoo.com/게임(앱)ID

커뮤니티 (포럼)

PC 웹에서도 접속 가능계정 연동간편한 글쓰기

https://forum.playnanoo.com/%EA%B2%8C%EC%9E%84%EB%AA%85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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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대시보드와 관리
• 대시보드: 방문자, 게시물, 신규이용자, API 지표 
• 전체 게시물 통합 관리 (조회, 수정, 삭제, 검색) 
• ON/OFF 기능을 통해 게시물 노출, 상단 공지사항 게시 등 관리

언어별 게시물 통합 관리커뮤니티 활성화 상태 확인

커뮤니티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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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게시물, 이벤트 작성
• 언어별 게시물 등록 지원 
• 글 작성을 위한 전용 에디터 
• 일반 / 공지사항 게시물 작성 및 관리 
• 이벤트 게시물 (이벤트 기간, 아이템 지정)

커뮤니티 (포럼)

이벤트 게시물 작성일반 / 공지사항 게시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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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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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서비스 가이드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해 주세요. 
글로벌 서비스 운영에 최적화 된 전문적인 고객센터 시스템! 
한단계 높은 고객 지원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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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고객응답
• 1:1 문의/답변 
• 답변 완료 시 자동으로 이메일 발송 처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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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하기
• 문의사항 등록 및 스크린샷 첨부 
• 고객지원을 위한 사용자 정보 수집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확인 기능 
• 응답에 필요한 추가 정보 필드 등록 가능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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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선물하기
• ‘고객센터’ + ‘우편함’ 연동 시 사용 가능 
• 문의 작성자에게 인-게임/앱 아이템 실시간 지급 
• 이벤트 아이템 지급 및 결제 오류 등에 대응

아이템 종류 및 수량 선택 후 지급 아이템 획득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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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답변 내용 등록 
• 언어별 FAQ 분리 가능 
• 노출 설정 ON/OFF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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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대시보드와 관리
• 대시보드: 문의 / 답변 통계 확인 
• 전체 문의내역 통합 관리 (조회, 응답, 수정, 삭제, 검색) 
• FAQ 항목 등록 및 관리

FAQ 및 템플릿 답변 관리일별 문의량 / 답변 처리 현황 확인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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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문의 관리
• 사용자 UUID, 디바이스 정보 등 필수 정보 제공 
• 템플릿 답변을 이용해 문의 신속 처리 
• 인-게임/앱 고객센터 문의내역 및 메일을 통해 답변 전달

사용자 정보 체크고객문의 관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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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멀티 Seat
• 다수 운영자의 공동 고객 지원 
• 공동 작업으로 효율적인 문의 처리 
• 이용 등급에 따른 추가 Seat 제공 (가격정책 참조)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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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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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검증

서비스 가이드

부정 결제를 방지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비교해 검증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실시간 매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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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결제 방지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구매 영수증 확인 
• Play! NANOO 서버 결제내역과 비교 검증 
• 부정 결제로 인한 매출 손실 차단

영수증 검증

1 2 3 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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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보드: 일별, 플랫폼별 매출 통계, API 지표 
• 글로벌 주요 국가 화폐 단위 지원 
•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매출 확인

콘솔: 실시간 매출 확인

영수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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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내역 (플랫폼, 주문ID, 아이템, 금액, 구매자, 등록일자) 정보 
• 인-게임/앱 결제 아이템 상품 코드 등록 관리 
• ‘영수증 검증’ + ‘고객센터’ 연동으로 완벽 고객 응대 가능

영수증 검증

콘솔: 결제내역 관리

상품코드 관리결제내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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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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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서비스 가이드

아이템 쿠폰을 발급하고 서버를 통해 인증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량 발급이 가능하며, 사용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쿠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인-게임에서 등록 가능한 아이템 쿠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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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쿠폰 관리
• 대시보드: 쿠폰 사용 통계, API 지표 
• 쿠폰 사용 내역 관리  
• 쿠폰 정보 (UUID, 닉네임, 쿠폰 코드, 아이템코드, 아이템 수량, 등록일자)

쿠폰

사용내역 확인쿠폰 사용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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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쿠폰 발급
• 쿠폰 그룹 생성, 또는 개별 쿠폰 발급 
• 최대 10자리 코드 설정, 만료일자, 제한수량 지정 
• 대규모 프로모션을 위한 대량 쿠폰 발급 예약

쿠폰

대량 쿠폰 발급쿠폰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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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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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서비스 가이드

서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우편함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아이템을 개인 또는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고객지원 등에도 우편함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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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우편함 관리
• 대시보드: 우편함 사용 통계, API 지표 
• 우편함 사용 내역 관리  
• UUID, 메시지, 아이템 코드, 수량, 만료일자 지정 

아이템 등록 및 발송우편함 사용 현황 확인

우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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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이벤트 관리
• 전체 이용자에게 아이템을 지급할 때 사용 
• 이벤트명, 메시지, 대상 플랫폼, 대상 버전 설정 
• 예약 발송 기능 지원. 만료일자 지정

예약일자 & 만료일자 지정이벤트 등록

우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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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구독상품 관리
• 매일 아이템이 자동 지급되는 구독형 상품 (VIP 상품) 지원 
• 식별코드, 상품명, 상품기간, 보관기간, 메시지, 수량 설정 
• 구독상품 사용내역 관리

구독상품 사용내역구독상품 등록

우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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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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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서비스 가이드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게임을 위한 데이터 저장 기능입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게임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 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정성과 유저 만족을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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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데이터 관리
• 대시보드: API 지표 
• 데이터 저장 내역 관리  
• Key, Data Type, Value, TTL, Private/Public 설정

데이터 저장 내역데이터 사용 현황 확인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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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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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서비스 가이드

불편한 플랫폼 랭킹 대신, 인-게임/앱 랭킹을 구현해 보세요.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와 경쟁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합 랭킹 외에도, 시즌 단위 랭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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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종합 랭킹
• 대시보드: API 지표 
• 식별ID, 제목, 정렬방식, 최저/최고점 설정 
• 치터 차단, 삭제 기능 지원

종합랭킹 순위 확인랭킹 사용 현황 확인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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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시즌 랭킹
• 시즌 단위 랭킹, 국가별 랭킹 지원 
• 식별ID, 제목, 정렬방식, 최저/최고점, 시즌 기간, 국가랭킹, 최고기록 저장 설정 
• 치터 차단, 삭제 기능 지원

시즌 랭킹 등록시즌 랭킹 순위 확인

랭킹



 49

콘솔: 차단 관리
• 치터 내역 관리  
• 치터 차단 해제 지원 
• UUID, 닉네임, 차단 운영자 정보 조회

치터 차단 해제치터 내역 확인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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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연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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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정 생성, 로그인
A. 콘솔 사이트 접속 (https://console.playnanoo.com/account/login) 
B. 회원가입 후 계정 생성. 인증메일 확인 
C.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 진행

회원가입 정보 등록콘솔 로그인 페이지

SDK 연동 절차

https://console.playnanoo.com/account/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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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앱 등록
A. ‘게임/앱 추가’ 버튼 클릭 
B. 게임/앱 이름, 게임ID (고유 ID값) 설정 
C. 장르, 아이콘, 기본 언어, 기준시간대, 기준통화 설정

정보 등록게임/앱 추가

SDK 연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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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선택
A. 사용할 서비스 확인 
B. 서비스 활성화 
C. 서비스별 개별 세부 설정

서비스별 세부 설정사용할 서비스 선택

SDK 연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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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DK 연동
• 연동가이드 문서 다운로드 
• SDK 최신 버전 다운로드 
• 설정 > API key 관리, 패키지 등록

설정 > API key 관리SDK / 연동문서 다운로드

SDK 연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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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스트
• SDK 연동 후 테스트 / 데이터 체크 
• 운영자 계정 추가 관리, 프로필 및 권한 설정 
• 게임/앱 출시 준비 완료

운영자 관리SDK 연동 테스트

SDK 연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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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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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책

서비스 요금 상세내용

커뮤니티 (포럼)

인디/개인 개발자 무료 앱 1개 기준. MAU 5,000 미만

중소규모 스튜디오 150 USD / 월 앱 1개 기준. MAU 5,000~100,000. 또는, 디스크 용량 5GB 이내

중대형 퍼블리셔 450 USD / 월
앱 1개 기준. MAU 100,000~250,000. 또는, 디스크 용량 20GB 이내 
로고 커스터마이징 지원

엔터프라이즈
1,000 USD / 월 
(문의)

앱 1개 기준. MAU 무제한. 디스크 용량 20GB 이상 
로고 커스터마이징 지원

고객센터

인디/개인 개발자 무료 앱 1개, 1 Seat 기준. MAU 5,000 미만. 1 Seat 제공

중소규모 스튜디오 50 USD / 월 앱 1개, 1 Seat 기준. MAU 5,000~100,000. 최대 3 Seat 추가 가능

중대형 퍼블리셔 100 USD / 월
앱 1개, 1 Seat 기준. MAU 100,000~250,000. 최대 5 Seat 추가 가능 
로고, 이메일 양식 커스터마이징 지원

엔터프라이즈
200 USD / 월 
(문의)

앱 1개, 1 Seat 기준. MAU 250,000 이상. 무제한 Seat 추가 가능 
로고, 이메일 양식 커스터마이징 지원

*커뮤니티, 고객센터 서비스는 기준 구간 초과 시 자동으로 요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연 단위 계약, 다수의 앱을 이용하실 엔터프라이즈 고객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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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책

서비스 요금 상세내용

영수증 검증 0.00004 USD / Call
1만 Call 사용 시 약 400~480원 비용 
월 50,000 Call 무료 제공

쿠폰 0.00006 USD / Call
1만 Call 사용 시 약 600~720원 비용 
월 5,000 Call 무료 제공

우편함 0.00006 USD / Call
1만 Call 사용 시 600~720원 비용 
월 50,000 Call 무료 제공

데이터 관리
0.00008 USD / Call 

(데이터 용량 4KB 이내 = 1 Call)

1 Call 당 최대 4KB 내 사용 가능 (예: 데이터 용량이 8KB인 경우 2 Call로 계산) 
1만 Call 사용 시 약 800~960원 비용 
월 50,000 Call 무료 제공

랭킹
0.00008 USD / Call 

(데이터 용량 4KB 이내 = 1 Call)

1 Call 당 최대 4KB 내 사용 가능 (예: 데이터 용량이 8KB인 경우 2 Call로 계산) 
1만 Call 사용 시 약 800~960원 비용 
월 50,000 Call 무료 제공

*위 서비스들의 데이터베이스 사용 용량에 따라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합계 사용 용량 1GB 초과 시 1GB 당 1 USD 금액이 추가 발생됩니다. (월 1GB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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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 info@playnanoo.com

mailto:info@playnan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