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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토는 온라인 판매자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단순한 판매가 아닌,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플레이오토는 전 세계 모든 마켓플레이스를 
플레이오토 서비스와 연동해 국경없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중심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commerce, 
and everything else 
you could imagine
단순한 판매를 넘어선,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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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TECHNOLOGY CULTURE

빠른�시일�내에�온라인�판매에
 관련된�모든�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독자적인�기술을�통해 
이커머스�시장의�판도를 

변화시키는�것을�목표로�합니다.

안주하지�않고 
끊임없이�도전하는�문화�안에

 성장이�있다고�믿습니다.

플레이오토 핵심가치01



플레이오토 Fact sheet

수많은�기업과�셀러들이 
플레이오토와�함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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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총�거래액

4조원+

업계�최대�셀러�수

4000+

지원�쇼핑몰�수

120+

등록되고�있는�상품�수

2500만건+



비즈니스�소개02

쇼핑몰�통합관리�솔루션
플레이오토2.0 , EMP

온라인�광고대행�서비스
Play AD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Freebill 비즈센터

사무실�임대�서비스



비즈니스 PLAYAUTO2.002

국내�및�해외의�주요�쇼핑몰을�연동하여�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
국내외 CBT (Cross-Border Transaction) 판매통합관리�웹�클라우드 SaaS 서비스입니다.

온라인�판매자 온라인�쇼핑몰PLAYAUTO 2.0

상품관리 주문관리 문의관리 출고관리 정산관리재고관리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상품, 주문 관리 가능

작업환경을 고려한 화면 구성으로
더 쉽고 빠르게 작업 가능

표준/맞춤형 API 제공으로  
다양한 솔루션과 연동 및 확장 가능

국내외 유수의 쇼핑몰과 
연동하여 통합관리 가능

(국내 100여개, 아마존, 라자다, 큐텐등 해외 쇼핑몰 지원)

상품, 주문, 문의관리는 물론
통계 및 재고관리 등 다양한 기능 지원

비즈니스 PLAYAUTO2.0 강점02



비즈니스 EMP02

EMP는�국내�오픈마켓, 종합몰, 전문몰, 소셜커머스�등 
국내�온라인�쇼핑몰을�하나로�통합해�관리할�수�있도록�해주는 

쇼핑몰�통합관리�솔루션입니다.

Color Your Days

상품관리 주문관리 문의관리 통계관리 택배사연동



쇼핑몰�통합관리�데이터를�기반으로�상품진단부터�광고�컨설팅까지
체계적이고�효율적인�광고대행�서비스�입니다.

평균 1일내�요청건�처리 플레이애드�광고주들의�평균 ROAS

1 day

비즈니스 Play AD02

Kick-off 광고진단 광고집행 효율분석 유지보수

ROAS
800%

오픈마켓 / 소셜키워드�광고 포털�키워드�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SNS 광고



비즈니스 Freebill02

안정적인�데이터�보안/백업과, ERP/API 연동으로�업무�효율성�증대가 
가능한�원클릭�전자세금계산서�발행�솔루션�입니다.

세금계산서�전자발행
매출자

세금계산서�이메일발송
매입자

간편작성�및�발송 ERP / API 연동 세무관리 대량처리�간소화



비즈니스 비즈센터02

스타트기업, 소호�사업자, 소자본�사업자, 프리랜서�등을�위한
비즈니스�라이프�스타일에�맞춘�최적의�비즈니스�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5분거리
(2호선)

최신�사무시설 카페테리아, 골프장�등
다양한�편의시설



03 기술력

특허 제 10-1106500호
데이터 축적을 이용한

자동분개 시스템 및 방법

특허 제 10-1322921호
인터넷 쇼핑몰 관리 시스템에서의 

상품관리 방법

특허 제 10-0817250호
분산처리를 이용한 데이터

업로딩 방법 및 시스템

플레이오토의�특허받은�검증된�기술력으로
온라인�판매자들을�위한�혁신적인�솔루션을�제공하고�있습니다.



2016 구로를 빛낸 기업인 구로 구청장 표창
ICT중소 벤처 기업 중소 기업 발전 유공자 미래 과학부 장관 표창
벤처활성화 유공포상 중소 기업청장 표창
‘하이서울브랜드’서울형 강소 기업 선정
서울산업 진흥원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K-Shop RETAIL & LMF발람회 출품

12
12
12
10
09

2017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 SaaS개발 정부지원사업 수행 완료
인터파크 쎈pick 광고대행사 계약체결
PLAYAUTO JAPAN 합작투자회사 설립
티켓몬스터 슈퍼클릭 광고대행사 계약체결

11
10
06
04

2018 PLAYAUTO JAPAN
eBay JAPAN SSSP(Seller Support Services Provider)인증
위메프 타겟클릭 광고대행사 계약 체결
AWS(아마존 웹 서비스)의 Standard 파트너 승급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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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샘 시스템 연동 구축개발 계약체결
오테이스트몰(농심)-㈜플레이오토 솔루션 업무제휴 계약체결
쿠팡-㈜플레이오토 솔루션 업무제휴 계약 체결
스타일인덱스-㈜플레이오토 솔루션 제휴 오픈
 2015년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기업 선정

07
07
06
05
03

2014 특허승인 획득명칭: 인터넷 쇼핑몰 관리 시스템에서의 주문상품 정보의 정렬방법
전자세금계산서 프리빌사이트 리뉴얼
NH마켓 - ㈜플레이오토 솔루션 제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 기업 선정

12
11
08
03

2013 2014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선정
직무발명제도 운영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플레이오토 통합관리 솔루션 ‘EMP’ 런칭
공간임대 서비스 ‘비즈센터＇오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 기업 선정

12
11
11
09
03

04 연혁



2012 온라인 광고대행 서비스 ‘오토애드‘ 런칭
오픈마켓형 서비스 샵N 제휴서비스 실시
이베이코리아 ‒ 가격비교서비스 ‘어바웃‘ 공식 입점/광고대행계약 체결
다음커뮤니케이션 ‒ Daum 키워드 광고 서비스 ‘클릭스’ 공식대행사 계약체결
다음커뮤니케이션 ‒ Daum 가격비교 서비스 ‘쇼핑하우’ 공식대행사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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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네이버 우수대행사 수상
벤처기업협회 산업화 기술상 수상
홈플러스, SK텔링크, 한진 쇼핑몰 제휴협약 체결
NHN 네이버 지식쇼핑, 네이버 체크아웃 연계 서비스 ‒ 미니샵 서비스 시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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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구로구  기업혁신 부분 표창패 (구로구청장)
머니투데이 선정 소비자 만족 대상
방문자분석 서비스 오토로그 런칭
주문관리 솔루션 AMP 오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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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2

2009 제 4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수상
서울 지방 중소 기업청상 수상
무료전자세금계산서 프리빌 런칭
해외 쇼핑몰 통합솔루션 곰푸 오픈

11
10
08
06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 오토몰 오픈
CJ대한통운 택배연동 서비스 구축
지마켓 업무 제휴 계약 체결
SK텔레콤 오픈마켓 시스템 제휴
플레이오토 무료갤러리 시즌2 오픈
후이즈 제휴 마케팅 체결

2007 - 2008 07
05
02
11
10
01

오픈마켓 통합솔루션 오픈
벤처기업 승인
(주)플레이오토 법인설립
Thes2.com 솔루션 및 컨텐츠 계약 체결

2002 - 2006 06
06
05
02



구로디지털단지역

깔깔거리

하나은행

롯데시티
호텔�구로

이마트

JNK 디지털타워

구로디지털단지
우체국대륭포스트

타워

개요

주식회사 플레이오토회사명

김상혁대표이사

2001년 10월 21일설립일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주요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주요사업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23 
지플러스코오롱디지털타워 14층

주소

www.playauto.co.kr홈페이지



cst_biz@playauto.co.kr
070-7011-6262

도입문의 제휴문의 contact@playauto.co.kr
070-7011-6431

1688-0188 02-6925-4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