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트박스 & 개인용 앱플레이어 소개서

*앱플레이어란?
PC에서 모바일 게임을 실행 시켜 주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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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플레이어 시장현황

앱플레이어 시장현황
PC환경에서 안정적인 모바일게임 플레이를 원하는 이용자 수 증가
모바일 게임시장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게이밍 플랫폼 ‘앱플레이어’

인기 장르의 변화

모바일게임 대작 증가

앱플레이어Needs 증대

캐주얼,RPG게임에서
고사양 하드코어 RPG,
MMORPG로 변화

온라인 게임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출시 및
신규 모바일대작 출시

다양한 요인으로
앱플레이어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는 환경

대형MMORPG
(리니지2M, 뮤아크엔젤
바람의나라:연,V4 등)
연이은 흥행 성공
(매출 기준 15위권
내 60%가 RPG게임)

리니지2M
바람의나라;연
가디언테일즈, 뮤아크엔젤,
AFK아레나 등
PC방 흥행 대작
온라인게임이
대거 모바일로 출시

- 데이터 통신요금 부담
- 대형화면 통한
게임플레이 욕구
- 게임 고사양화에 따른
스마트폰 배터리의
빠른 소모
- 다중 게임 플레이 욕구
- 스마트폰 장시간
플레이 시 피로도 부담

앱플레이어 시장현황
2019 / 2020 메이저게임 출시 이후, 앱플레이어 사용률 3배 이상 증대!
고사양의 모바일 대작 게임이 연이어 출시되어 앱플레이어 이용 활성화

평균 실행시간

일이용자 수
단위 : 만

단위 : 분

217

37

31

13

184

14
84

12

4월

5월

 '리니지2M'이 출시된 지난 11월 ,국내
DAU(일일이용자수)가 1월 대비 300%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 기록

6월

7월

8월

70

72

4월

5월

 이후 뮤아크엔젤,바람의나라,R2M등
대작 모바일게임 출시로 지속적인
앱플레이어 사용률 증대
6월

7월

8월

<자료출처 : 개인용, PC방용 블루스택 2019년 데이터 기준>

PC방 매체 특징

PC방 매체 특징
PC방은 일 120만명, 10~30대 연령층이 찾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공간 입니다!
쾌적한 카페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휴식 장소

매장 대형화 & 고급화 추세

PC방 광고란?

PC방 매체 특징
PC방 매체 1위 ㈜미디어웹 피카, PC방 매체 점유율 55%
•

•

기타

•

PICA

1,200,000↑

500,000↑

•

[ PC방 점유율]

핵심 연령대가 모이는 온∙오프라인 공간
•

PC방 이 용 자 성 ·연 령 분 포

1 회 평 균 PC방 이 용 시 간

•
•

155분

여자
13%

•

154분

•

남자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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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매체 특징
Mobile게임을 PC로 즐기는 앱플레이어 User에게
‘크래프트박스’를 통한 광고는 게임을 즐기는 Core-Target 접점 매체
PC방 방문

1일 평균

50,000시간 PLAY
25,000회 실행
(2019년 국내 전체 PC방 기준)

앱플레이어실행 & 게임플레이

크래프트박스 노출

휴대폰에 게임 설치

PC방 매체 특징
PC방에 설치된 앱플레이어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며,
PC 10대 중 8대 이상에 설치‧운용 중
(현재, PC방 점유율 1% 전후의 규모로 성장 기존 온라인게임 점유율과 비교하면 12~15위에 준하는 수준)

<성장하는 PC방 앱플레이어 시장>

출처 : PC방 전문 리서치 ‘게임트릭스’

주요 앱플레이어 3종 설치 PC수 약 84만대
전체 PC방 PC수 대비 90%이상 설치,운용 중
(이 중 녹스 앱플레이어 68만 대 이상 설치)

앱플레이어 통합 상품 특징

앱플레이어 통합상품 특징
합리적 단가 PC방 크래프트박스 + 개인용 앱플레이어 통합 광고
미디어웹은 TOP앱플레이어(녹스,LDPlayer,블루스택)와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합리적 단가로 ‘크래프트박스 + 앱 플레이어 NCPI / DA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크래프트박스

개인용 앱플레이어

**앱플레이어 통합상품은 개인용 앱플레이어와 PC방 크래프트박스 네트워크로 주요 상품이 구성됩니다**

앱플레이어 통합상품 특징
복잡한 절차 없이 ‘PC방용, 개인용’ 앱플레이어 한 번에 운영 하세요!
앱플레이어 통합 상품은 게임 출시 전 최적화 지원 부터
사전예약, 게임론칭, 업데이트 등 게임 라이프 사이클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PC방과 개인용을 통합 운영하여 최강의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최적화 지원

*게임 론칭 전, 앱플레이어를 통해 유저가 게임 실행 시
정상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블루스택, LD플레이어, 녹스 최적화 지원)

사전예약(크래프트박스 +개인용)

론칭, 업데이트(크래프트박스 + 개인용)

주요 광고상품 소개

크래프트박스 소개
특징

크래프트박스



게이머 전용공간, PC방에 설치된 크로스 플레이 전용 런처



피카PC방과 앱플레이어(녹스,LDPlayer,블루스택) 독점 공급 계약 체결



2020년 8월 기준 전국 약 2,700개 PC방에 설치



전국 총 17만대 이상 PC에 설치 (2020.08 기준)



월 50~60만회 이상 실행됨 (2020.08 기준)



녹스, LDPlayer , 블루스택 앱플레이어를 통해 모바일게임 플레이 가능

광고상품


메인배너



게임아이콘



앱플레이어 시작배너



앱플레이어 엔딩배너



사전예약/쿠폰존

PC방 크래프트박스 소개
모바일게임 타겟 유저 맞춤 상품 PC방 크로스 플레이 전용 런처
‘크래프트 박스’
 국내 TOP3 앱플레이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PC방에서 내가 원하는 앱플레이어로 내가 원하는 게임이 플레이 가능!
 런처 내 게임아이템 쿠폰 창을 활용하여, 유저가 플레이하는 게임의 PC방 전용혜택 제공 가능!

1

PC방 바탕화면에 앱플레이어 고정 노출

인기 앱플레이어 실행!

2
영역별
다양한
랜딩기능

3

인기 모바일게임
즉시 플레이!

PC방 전용 사전예약/쿠폰존 실행

PC방 크래프트박스 상품
1. 크래프트박스_런처스킨
 크래프트박스 런처 스킨영역으로 2개 구좌가 랜덤 노출되는 가장 주목도 높은 광고영역
 스킨 이미지 클릭 시 다양한 랜딩타입으로 랜딩 가능 (내 외부페이지 랜딩 및 모바일 앱플레이어 게임실행 가능)
TIP

해당 게임파일 설치 진행 시 해당게임이 앱플레이어에서 바로 실행 가능

상품명
앱플레이어 실행 및
해당 게임 실행

단가
(VAT별도)

설명

외부 광고주
페이지 랜딩

스킨_세로형

내부
사전예약/쿠폰존
페이지 랜딩
(사전예약/쿠폰존
입점 진행 시)

런처 스킨
1주 노출 / 1,000만원
 최대 2개 구좌 입점 가능
 2개 구좌 랜덤 노출
 랜딩타입 :
①해당게임 실행
(게임파일 설치 진행 필수)
②외부 광고주페이지 랜딩
③내부 사전예약/쿠폰존
페이지랜딩
(사전예약/쿠폰존 동시 입점 시)

광고효과

 노출량: 일 20만~25만 imps
 평균 CTR 약 1.0~2.0%

규격 및
소재제한

 배너이미지
 랜딩타입 선택
 랜딩URL 전달

비고

 노출/클릭 리포팅 가능

PC방 크래프트박스 상품
2. 크래프트박스_메인배너
 크래프트 박스 내 가장 큰 이미지 배너영역으로 랜덤노출되는 가장 주목도 높은 광고영역
 배너이미지 클릭 시 다양한 랜딩타입으로 랜딩 가능 (외부페이지 랜딩 및 사전예약/쿠폰존페이지 랜딩 가능)
TIP

페이지 랜딩(사전예약/쿠폰존 동시 입점 시)
상품명
단가
(VAT 별도)
외부 광고주
페이지 랜딩

설명

내부
사전예약/쿠폰존
페이지 랜딩
(사전예약/쿠폰존
입점 진행 시)

메인배너
CPM : 4,000원

 랜딩타입 :
①외부 광고주페이지 랜딩
②내부 사전예약/쿠폰존
페이지 랜딩
(사전예약/쿠폰존 동시 입점 시)

광고효과

 노출량: 평일 기준 약 10만 imps
주말 기준 약 14~15만 imps
(개별 캠페인 기준)
 평균 CTR 약 0.2~0.4%

규격 및
소재제한

 배너이미지
(메인배너 / 3단 롤링배너)
 랜딩타입 선택
 랜딩URL 전달

(ex) 3초 간격 세컷의 이미지 자동 롤링

비고

 노출/클릭 리포팅 가능

PC방 크래프트박스 상품
3. 크래프트박스_게임아이콘
 앱플레이어 런처 내 첫번째 아이콘으로 노출되며, 최대 2개 구좌로 주목도 있는 인기 영역
TIP

해당 게임 실행(※게임 파일 설치 진행 필수)

상품명

게임아이콘

단가
(VAT 별도)

 1주 노출 / 500만원
 게임파일 설치 시 매장 당 10,000원
(게임용량에 따른 차등단가 적용)

설명

 최대 2개 구좌 입점 가능
 2개 구좌 랜덤 노출
 랜딩타입 :
① 해당게임 실행(게임파일 설치 진행
필수)

광고효과

 노출량: 평일 기준 약 20-25만 imps
주말 기준 약 35-40만 imps
 평균 CTR 0.1%~0.2%

규격 및
소재제한

 게임명, 게임아이콘 이미지

앱플레이어 실행
및
해당 게임 실행

비고

 노출/클릭 리포팅 가능

PC방 크래프트박스 상품
4. 크래프트박스_동영상_AD
 PC방 앱플레이어 실행 시 PC 화면에 이미지 또는 유튜브 영상이 팝업 되어 노출 되는 상품
 앱플레이어 실행 전 보여지는 광고상품으로 핵심 타겟에게 주목도가 높은 상품 (10초 후 SKIP 버튼 생성)
TIP

이미지 소재 대비 영상소재 진행 시, 더 높은 CTR을 보이며 다른 영역 동시 집행 시 주목도 극대화 가능
상품명

앱플레이어
실행 시 팝업

앱플레이어 시작/엔딩배너

기간

• 별도 제한 없음

단가

• 1회 노출당 70원(VAT별도)

설명

• 앱플레이어 실행 시 팝업되어
광고주 동영상이 노출되며 10초
강제시청 후 SKIP 버튼 활성화 됨
• 랜딩타입 :
①외부 광고주페이지 랜딩
②해당게임 실행
(게임파일 설치 진행 필수)

광고효과

• 평균CTR : 10~15%(영상소재 기준)
• 노출량 300,000 imps/ 월
(광고 소재 및 게임에 따른 차이 발생)

소재&
규격제한

• 이미지 or 동영상 소재 선택
• 동영상 : 유튜브 업로드영상 URL
• 이미지 : 1323 x 753 pixel, JPG
(100kb 미만)
• 랜딩타입 선택 및 랜딩URL 전달

비고

• 노출/클릭 리포팅 가능

PC방 크래프트박스 상품
5. 크래프트박스_사전예약/쿠폰존 입점
 PC방 사전예약/쿠폰존 폴더 클릭 시 전면에 팝업 되는 지면으로 게임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주목도 높은 지면
 게임 사전예약, 업데이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며 PC방 유저 전용 쿠폰지급, 다양한 SNS 채널 홍보가 가능
TIP

PC방 모바일 게임 런처 내 상단 메인배너, 게임아이콘 등의 영역과 동시 진행 시 더 효과적 입니다.
상품명

사전예약/쿠폰존
클릭 시

사전예약/쿠폰존

기간

2주 이상 집행

단가

2주 입점 기준 / 300만원(VAT별도)

설명

 최대 12개 구좌 입점 가능
 입점된 광고 전체 랜덤 노출
 PC방 특별쿠폰 배포 무상지원 (선택사항)

광고효과

 노출량: 평일 기준 200~300 imps
주말 기준 400~500 imps
 평균 CTR : 3.5%~4.5%

규격 및
소재제한

 게임영상 유튜브URL 전달
(영상소재 없을 경우, 이미지 대체 가능)
 상단배경 이미지, 게임로고이미지,
대표 캐릭터이미지 및 랜딩URL 전달
 게임정보 전달
: 사전예약 보상내역, 게임장르,
출시플랫폼, 배급사, 출시예정일
 PC방 유저 전용 특별쿠폰 제공여부
선택 (제공 시 쿠폰번호 리스트 전달)
 상단 버튼아이콘 노출여부 선택 및 URL 전달
(공식사이트, 네이버까페,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공식유투브, 다음까페)
(최대 4개까지 선택 가능/리포팅 미지원)

비고

 캠페인 노출 수/메인버튼 클릭수 리포팅
(우측 상단 버튼 아이콘은 별도 리포팅 불가)
 별도 웹페이지로도 추가 제작되어 런처
미설치된 PC방에서도 동시 노출 무상지원
(인벤토리 상황에 따라 노출물량 변동)
-웹페이지URL :http://reurl.kr/2BF3C9B7AD

PC방 크래프트박스 상품
6. 크래프트박스_PC방 전용 게임아이템 프로모션
 사전예약/쿠폰존 이벤트 기능을 통해, PC방 유저대상 게임아이템 즉시 지급 가능
 PC방 유저 전용 쿠폰을 활용하여, PC방 유저의 게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런처 전용 기능
TIP

사전예약/쿠폰존 입점 광고주에 한하여 PC방 유저 전용 쿠폰제공 시 무상지원 영역

상품명

PC방 특별 쿠폰 받기
버튼 클릭 시
(쿠폰기능 사용 여부 선택)

사전예약/쿠폰존 내 쿠폰페이지

기간

• 최소 2주 이상 집행

단가

• 사전예약/쿠폰존 입점 시 무상지원

설명

• 사전예약/쿠폰존 입점 시 선택적으로
활용가능한 영역으로 PC방 유저 대상
으로 모바일 게임 쿠폰을 배포할 수
있음
• 쿠폰코드 리스트 전달 시 휴대폰
인증 후 쿠폰번호 발급
• 참여자정보는 미디어웹㈜에서 1년간
보관 후 폐기 예정

소재&
규격제한

비고

•
•
•
•

지급 아이템 상세 내용
지급 아이템 관련 이미지
쿠폰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전달
선택사항
- 휴대번호당 1회 발급 제한 or
휴대번호당 횟수 제한 없이 발급

• 리포팅 항목 – 기간 내 쿠폰 총 소진 수
• 별도 웹페이지로도 추가 제작되어 런처
미설치된 PC방에서도 동시 노출 무상지원
(인벤토리 상황에 따라 노출물량 변동)
-웹페이지URL : http://reurl.kr/2BF3C9B7AD

개인용 앱플레이어 상품 소개

개인용 블루스택 앱플레이어

개인용 앱플레이어

 블루스택 비보상형 CPI
 블루스택 브랜딩 패키지 (풀/라이트)

개인용 LDPlayer 앱플레이어
 LD Player 비보상형 CPI
 로딩화면 DA 상품
 팝업창 DA 상품
개인용 NOX 앱플레이어
 NOX 비보상형 CPI
 CPT 구동화면 상품

개인용 앱플레이어 상품
1. 블루스택 비보상형 CPI
 재실행 이용자의 활동(re-engagement)이 높은 하드코어 타겟 대상 비보상형 CPI
 블루스택 내 인기게임 탭 상단배너 영역 노출을 통해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상품
(* 1회 평균 Play time 182.9 minutes/day)

상품명

블루스택 비보상형 CPI

단가

• 3,000원~4,000원/install
(노출 비딩 형식으로 운영)
(Net가 기준/단가협의 가능)

효과

• 3주 진행기준 AVG 2,000~1만
인스톨 발생(일평균 100~500건)
(게임상황에 따라 상이함)
• 평균 리텐션율 Day1 41%,
Day7 23%(국내 기준)

정산방식

• New Install 기준으로 정산
(블루스택 Hasoffer 기준)

규격 &
소재제한

•인기게임 탭 내 상단 롤링 배너 :
800X400px, jpg (100KB미만)

비고

• 개인용 블루스택에만 적용
• 주요 트래킹툴 연동 가능
• 디덕션 가이드 적용불가
• 글로벌 CPI 진행가능(단가협의)
• 데일리 캡 적용 가능

개인용 앱플레이어 상품
2. 블루스택 브랜딩DA Full 패키지
 블루스택 내 바탕화면 독점구좌 및 인기게임영역, 부팅배너 등 전지면 노출을 통해
강력한 브랜딩 및 유저 퍼포먼스 극대화
 광고주 페이지로 랜딩 가능하며, 사전예약 시에도 활용도 높은 광고상품
TIP

브랜딩DA패키지 종료 후, 연속성을 가지고 블루스택NCPI 광고 진행 시 유저 참여율 증대!

상품명

부팅배너

로테이션배너/ 사이드 패널

배경화면

앱아이콘/ 추천앱아이콘

단가

• 1주/2,500만원 (Net가 기준)
• 3일/1,200만원 (Net가 기준)

효과

•노출량 : 일 평균 25만~28만 imps

포함 지면

•부팅배너
•로테이션 배너
•사이드 패널
•앱 아이콘/ 추천앱 아이콘
•배경화면 (독점지면)
•공식사이트 배너(웹사이트/모바일, 독점지면)

규격 &
소재제한

• 부팅배너 외 5구좌에 소재 일괄 세팅 진행
• 별도의 가이드소개서 전달

공식사이트 배너 (모바일)

공식사이트 배너 (웹사이트)

블루스택 브랜딩DA Full 패키지

비고

• 개인용 블루스택에만 적용
• 주요 트래킹툴 연동 가능
• 클릭 ,전환 , 노출 데이터 제공
(각 지면별 노출데이터는 부팅배너, 블루스택 홈
페이지만 가능하며, 이 외 영역은 노출 데이터 제
공불가)

개인용 앱플레이어 상품
3. 블루스택 브랜딩DA Lite 패키지
 블루스택 부팅배너 등 핵심 배너영역에 노출을 집중하여 최적화된 마케팅이 가능한 상품
 광고주 페이지로 랜딩 가능하며, 사전예약 시에도 활용도 높은 광고상품
TIP

브랜딩DA패키지 종료 후, 연속성을 가지고 블루스택NCPI 광고 진행 시 유저 참여율 증대!

상품명

블루스택 브랜딩DA Lite 패키지

단가

• 1주/2,200만원 (Net가 기준)
• 3일/1,000만원 (Net가 기준)

효과

•노출량 : 일 평균 20만~25만 imps

포함 지면

• 부팅배너
• 로테이션 배너
• 사이드 패널

규격 &
소재제한

• 부팅배너 외 2구좌에 소재 일괄 세팅 진행
• 별도의 가이드소개서 전달

비고

• 개인용 블루스택에만 적용
• 주요 트래킹툴 연동 가능
• 클릭 ,전환 , 노출 데이터 제공
(각 지면별 노출데이터는 부팅배너, 블루스택 홈
페이지만 가능하며, 이 외 영역은 노출 데이터 제
공불가)

개인용 앱플레이어 상품
1. LDPlayer 비보상형 CPI

 재실행 이용자의 활동(re-engagement)이 높은 하드코어 타겟 대상 비보상형 CPI
 LDPlayer 내 아이콘배너, 팝업창, LD스토어-빅배너, 추천영역 노출을 통해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상품
(* LDPlayer 일 이용 유저 DAU 30만, 1회 평균 Play time 240 minutes/day)

상품명

LDPlayer 비보상형 CPI

단가

• 3,000원~ 4,000원/install
(노출 비딩 형식으로 운영)
(Net가 기준/단가협의 가능)

효과

• 3주 진행기준 AVG 2,000~3만
인스톨 발생(일평균 100~1,000건)
(게임상황에 따라 상이함)

정산방식

• New Install 기준으로 정산
(게임사측 트래킹툴 기준)

규격 &
소재제한

•로딩 배너 : 1920*1080(가로)
1080*1920(세로) 2종
•아이콘 : 98*98
(아이콘 이미지,게임명)
•팝업 배너 : 300*420 1종
*소재는 800K 미만 JPG 형식

비고

• 개인용 LDPlayer만 적용
• 주요 트래킹툴 연동 가능
• 글로벌 CPI 진행가능(단가협의)
• 데일리 캡 적용 가능

개인용 앱플레이어 상품
2. LDPlayer 로딩화면 DA
 LDPlayer 앱플레이어 실행 시, 로딩화면에 배너광고 노출
 로딩 배너 클릭 시, 원하는 내/외부 랜딩URL로 이동
TIP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사전예약 참여유도 및 다양한 프로모션 가능
상품명

[가로타입]

LDPlayer 로딩화면 (1구좌 독점)

단가

• 일 / 150만원(Net가 기준)
(3구좌 롤링 노출 기준)
• 일 / 220만원(Net가 기준)
(1구좌 독점 노출 기준)
*1~3개월 장기 운용 시,
할인율 적용가능(별도협의 문의)

효과

• 노출량 : 평균 200~250만 imps
• 클릭율 : 0.3%~0.4%
(게임마다 상이하게 다름)

[세로타입]

규격 &
소재제한

• 1980*1080(가로)/
1080*1920(세로) 2종
(800k 미만 PSD 파일형태
클릭가능한 버튼 자유롭게 삽입가능
버튼 내 문구는 최대 6글자 가능)

ㆍ설치 트래킹 URL 등록 가능

비고
클릭 시 내부/외부 페이지랜딩

• 클릭 시 내/외부 랜딩URL로
이동 가능
• 최대 1개 구좌 독점 운영
• 리포트 캠페인 종료 후 일괄 전달

개인용 앱플레이어 상품
3. LDPlayer 팝업창 DA
 LDPlayer 실행 시, 컴퓨터 바탕화면 우측하단에 팝업되는 화면으로 유저 집중도가 높은 상품
 팝업 배너 클릭 시 원하는 내/외부 랜딩URL로 이동 가능
TIP

팝업 형태로 노출되어, 게임 이벤트 또는 업데이트 소식을 알리기에 최적화된 광고상품

상품명

LDPlayer 팝업창 DA

단가

• 5일/ 300만원 (Net가 기준)
*1~3개월 장기 운용 시,
할인율 적용가능(별도협의 문의)

효과

• 노출량 : D+1 / 11만~15만 imps
D+5 / 3만~5만 imps
• 클릭율 : 3%~5%
(게임마다 상이하게 다름)

설명
규격 &
소재제한

비고

•
•

단독구좌 노출로 진행
광고 라이브 시, PC 바탕화면 우측하
단에 팝업창 광고 자동으로 노출

• 팝업 배너 : 300*420 1종
*소재는 800K 미만 JPG 형식
• 개인용 LDPlayer만 적용
• LDPlayer를 이용하는 신규유저 / 복
귀유저 / 업데이트한 유저 대상을 기
준으로 노출
• 캠페인 기간(1주일 기준) 내 1회만
노출되는 형태의 광고

개인용 앱플레이어 상품
4. LDPlayer 중앙 팝업창 DA
 LDPlayer 실행 시, 앱플레이어 중앙에 팝업되는 화면으로 유저 집중도가 높은 상품
 팝업 배너 클릭 시 원하는 내/외부 랜딩URL로 이동 가능
TIP

팝업 형태로 노출되어, 게임 이벤트 또는 업데이트 소식을 알리기에 최적화된 광고상품

상품명

LDPlayer 중앙 팝업창 DA

단가

• 5일/ 420만원 (Net가 기준)
*1~3개월 장기 운용 시,
할인율 적용가능(별도협의 문의)

효과

• 노출량 : D+1 / 15만~10만 imps
D+5 / 3만~5만 imps
• 클릭율 : 3%~5%
(게임마다 상이하게 다름)

설명

규격 &
소재제한

비고

•
•

단독구좌 노출로 진행
광고 라이브 시 앱플레이어 중앙에
팝업창 광고 자동으로 노출

• 중앙 팝업 배너 : 960*540 1종
* 소재는 800K 미만 JPG 형식
• 개인용 LDPlayer만 적용
• LDPlayer를 이용하는 신규유저 / 복
귀유저 / 업데이트한 유저 대상을 기
준으로 노출
• 캠페인 기간(1주일 기준) 내 1회만
노출되는 형태의 광고

개인용 앱플레이어 상품
1. NOX 비보상형 CPI

 재실행 이용자의 활동(re-engagement)이 높은 하드코어 타겟 대상 비보상형 CPI
 NOX 내 노출을 통해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는 상품
(* 1회 평균 Play time 200 minutes/day)

상품명

NOX 비보상형 CPI

단가

• 3,000원~ 4,000원/install
(노출 비딩 형식으로 운영)
(Net가 기준/단가협의 가능)

효과

• 3주 진행기준 AVG 1,000~2만
인스톨 발생(일평균 100~2,000건)
(게임상황에 따라 상이함)

정산방식

• New Install 기준으로 정산
(게임사측 트래킹툴 기준)

규격 &
소재제한

•App Center Banner :
848*282, 480*320, 640*360
(버전 별 다른 사이즈 적용)
•영상광고 : 1280*720
(5mb 미만, MP4, 15~30초, 720P이상의
해상도)
• 스틸 이미지 : 1280*720
(이미지가 비디오 자료에 겹쳐지고 클릭 시
비디오 자동재생)
* 이미지 소재는 300kb 미만의 jpg 형식

비고

• 개인용 NOX만 적용
• 주요 트래킹툴 연동 가능
• 글로벌 CPI 진행가능(단가협의)
• 데일리 캡 적용 가능

개인용 앱플레이어 상품
2. NOX CPT 구동화면
 NOX 앱플레이어 실행 시, 구동화면에 배너광고 노출
 구동화면 배너 클릭 시, 원하는 외부 랜딩URL로 이동
TIP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사전예약 참여유도 및 다양한 프로모션 가능
상품명

NOX CPT 구동화면

단가

• 일 / 280만원(Net가 기준)
(단독노출 기준)
• 일 / 170만원(Net가 기준)
(랜덤노출 기준)

효과

• 노출량 : 평균 60~80만 imps
• 클릭율 : 0.7%~0.9%
(게임마다 상이하게 다름)

규격 &
소재제한

• 클릭 전 배너 : 1280*720
720*1280 (2종)
• 클릭 후 배너 : 1280*720
720*1280 (2종)
* 이미지 소재는 300kb 미만의 JPG
* 전/후 소재는 버튼 색상 차이등을 통
해, 사용자가 클릭 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
* 하단 128PX 공간에는 중요한 이미
지(버튼 등)이 배치 불가
•

클릭 시 외부 랜딩URL로 이동
(내부 스토어 랜딩 불가)

•

일별 리포트 전달

비고
클릭 시 외부 페이지랜딩만 가능

광고집행 사례

광고집행사례
# R2M: 크래프트박스 DA & PC방 사전예약 프로모션

[집행영역]
-크래프트박스 R2M 스킨배너 / 메인배너 / 게임아이콘
-PC방 사전예약/ 쿠폰존 전용 프로모션
-동영상 AD

광고집행사례
# 붕괴3rd: 크래프트박스 PC방 게임설치& PC방 전용 쿠폰 프로모션

[집행영역]
-크래프트박스 붕괴3rd 스킨배너 / 메인배너 / 게임아이콘
-PC방 사전예약/쿠폰존 전용 프로모션
-PC방 게임설치 및 배포
-동영상 AD

광고집행사례
# 비보상형 CPI

[집행내용]
-A광고주 : 2018.6 ~ 2018.6 (1개월 집행) / 18,472건 실행 / CR 10.40%
-B광고주 : 2018.10 ~ 2018.11 (1개월 집행) / 8,735건 실행 / CR 2.21%
-C광고주 : 2019.2 ~ 2019.3 (1개월 집행) / 11,200건 실행 / CR 10.40%
-D광고주 : 2019.5~ 2019. 6 (2개월 집행) / 16,168건 실행/ CR 10.39%

광고집행사례
# 달빛조각사: PC방 게임설치&프로모션 , 개인용 앱플레이어 통합운영

[집행영역]
-PC방 게임설치 패키지
-PC방 플로팅, 시작배너 및 PC방 모바일게임 런처 배너
-PC방 게임쿠폰 전용 프로모션
-개인용 NCPI
-개인용 브랜딩DA

광고집행사례
# 프린세스커넥트!:RE DIVE 개인용 블루스택 NCPI, PC방 온라인 브랜딩 광고

[집행영역]
-PC방 모바일게임 런처 메인배너
-PC방 모바일게임 런처 사전예약/쿠폰존
-PC방 온라인 빅배너
-개인용 블루스택NCPI

광고집행사례
#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 PC방 온라인, 모바일 유저대상 브랜딩 광고 집행

[집행영역]
-시작브라우저
-PC방 모바일게임 런처 시작/엔딩배너
-사용자정보창 내부확장배너
-사용자정보창 하단탭
-트레이팝업 등 다수

광고집행사례
# 프리스타일2: 브랜딩 및 게임 체험의 통합된 광고 집행

[집행영역]
-PC방 블루스택 시작/엔딩배너
-PC방 블루스택 로딩화면
-PC방 블루스택 배경스킨
-PC방 블루스택 키워드광고
-PC방 블루스택 바탕화면 미니런처
-PC방 블루스택 인기게임탭 상단배너
-사용자정보창 하단탭
-사용자정보창 플로팅배너 등 다수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