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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layer의 역사

2016년3월，LDPLAYER 프

로젝트팀 구성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안드로이드 5.1 

의 시뮬레이터를 먼저 배포되었

습니다.어울러 해외 업무도 본

격화했으며 대만 한국 등 지역

에서 속속 발전합니다.

2018년 7월 14일 

LDPLAYER 누적 다운로드 

수 1억 달성했습니다.

안전하여 원활한 안드로이드 

7.1 버전 배포되었으며 유럽/

프란스 등 해외 버전도 출시

했습니다.

베트남어·태븐·러시아어·포

르투갈어 등 버전이 본격적

으로 운영에 투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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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layer 각 지역의 DAU

LDPlayer는 무료로 중국어(번체), 중국어(간체), 영문, 일본어, 한글 등 10가지 다국어를 글로벌 사용자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LDPLAYER 사용자의 이용 속성

 여 25%남 75%
 20%
온라인 시간<200min

80%
온라인 시간>200min

24세 이하 20% 25-34세 65.5%

35-44세 10% 45세 이상 4.5%

 응용류 25%
모바일 게임 

75%

핵심 유저 ARPG、RTS 게임머 MOBA、FPS

2차원 온라인 시간3H+

남 여  분 포

게 임  선 호

이 용  시 간  분 포

연 령  분 포



LDPLAYER
광고 상품 소개



사전예약＆쿠폰 등록

• Banner: 360 x 200 JPG；200KB이하

• 트래킹 링크 삽입 가능 -->구글 사전등록 페이지/공
식 사전예약 사이트 

• ICON：170 x 170 JPG or 120 x 120 GIF

     200KB이하

• 쿠폰 지급：LD플레이어의 유저만 지급

• 유효 시간：6개월 정도 (추천)

사전예약 배너

(초보자) 쿠폰 등록



 공식 커뮤니티 홍보

LD플레이어 공식 사이트에 기사 

• BANNER：580 x 380 JPG；300KB이하

• 기사 소재：광고주 제공

LD플레이어 공식 카페에 소재 

• BANNER：
• (탑베너) 1900x640, JPG/GIF；
• (메인베너) 1900x360, JPG/GIF

• 기사 소재：광고주 제공

공식 커뮤니티에 게임란 배너 

• BANNER： JPG；300KB이하

• 기사 소재：광고주 제공

• 트래킹 링크 삽입 가능 -->공식 (사전예약) 사이트 



커스터마이징 합작
CUSTOMIZED CLIENT FOR YOUR GAME

• WIN-WIN 제안을 통해 양사간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수 있습니다.

LD플레이어를 실행 후 자동 다운로드 페이지에 게임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앱플레이어에 다양한 커스텀마이징 합작 진행 가능합
니다.

• 라이센스를 체결하여 앱플레이어 LOGO,아이콘,광고 구좌까지 커
스텀마이징 가능합니다.

• 커스터마이징 자세한 서비스 사항 및 라이센스 체결 절차는 담당 
대리를 통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CPI 광고 구좌 소개

바탕화면 하단에 24시간 노출 & 유저들의 거부감이 없는 광고 영역

• ICON: 170 x 170 JPG, 200KB 이하                                                    

▲LD스토어 내 배너 노출 및 추천 / 인기 차트 ▲LD플레이어 바탕 화면 하단 런처ICON

• Banner: 440 x 248 
• 이미지 4장 롤링 노출 OR 동영상으로 노

트래킹 링크 삽입 가능 -->구글 다운로드 페이지



▲LD스토어 검색Bar ▲LD스토어 게임 상세 내용& 게임 추천

CPI 광고 구좌 소개

트래킹 링크 삽입 가능 -->구글 다운로드 페이지



CPT-로딩 배너 구좌 소개

LDPlayer 실행>로딩 DA 광고 노
출> 화면 클릭 시 지정된 PC 웹
랜딩 페이지/LD스토어 내 구글 
스토어 또는 웹랜딩 페이지로 이
동 

⚪단독 노출

가로 사이즈:1920*1080

세로 사이즈:1080*1920

다운로드 아이콘：사이즈 제한이 없음，PNG，
따로 제공해야 함

트래킹 링크 삽입 가능 -->구글 다운로드 페이지



CPT-빅 팝업창 구좌

광고 라이브된 동안 
LDPLAYER 처음 실행 시 
바탕화면에서 빅 팝업창으
로 자동 노출됩니다.

단독 노출

BANNER:960 x 540 JPG, 300KB이하

트래킹 링크 삽입 가능 -->구글 다운로드 페이지

(5일 연속으로만 부킹 가능)



CPT-팝업창 구좌

광고 라이브된 동안 
LDPLAYER 처음 실행 시 
바탕화면에 우측 하단에 팝
업창으로 자동 노출됩니다.

단독 노출

BANNER:300 x 420 JPG, 300KB이하

트래킹 링크 삽입 가능 -->구글 다운로드 페이지

(5일 연속으로만 부킹 가능)



주요고객사

初心網絡科技



비즈니스 문의：
support_kr@ldplayer.net

Contact :  황비  FAYE.H>

Tel :  +86 15915847704>

Wechat:  huangxiaofei15 >

Email :  support_kr@ldplayer.net>

CONTECT US

Skype: ldplayer_kr@hotmail .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