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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LPAbout CLP

매우강력하지만쉬운동영상 플랫폼

Server , Network Infra가필요 없습니다.

개발자는없어도됩니다.

빠른구축과합리적인비용

Cloud based

Live-Streaming Platform



About CLP

라이브 방송을 위한 완벽한 플랫폼을 제공

1인부터 대기업까지 방송 1개로도 시작할 수 있는 쉬운 플랫폼

컨텐츠와 방송할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나의 도메인

PC+Mobile+APP

풀 패키지 플랫폼

다양한 수익 모델



About CLP

▪ PC Web + Mobile Web

▪ Application (Android, iOS)

▪ Admin (관리자 시스템)

풀 패키지 플랫폼

CLP Service

다양한 수익창출 시스템

▪ 유료상품 (후원, 아이템)

▪ 광고 (구글 ADMob, 무료충전소)

▪ 결제 시스템 (구글, 페이레터)



About CLP

스마트폰 방송

스마트폰 화면캡쳐를 통한 모바일
방송 지원

PC 방송

OBS, XSpilt 인코더를 이용한 PC방
송환경 제공

후원 및 결제 시스템

스트리머 후원, 포인트 충전, 아이템
구매, 현금환전 기능 제공

Full HD 고화질

1080P FHD 방송 지원

짧은 지연시간

방송과 시청자간의 짧은 딜레이타
임 구현

실시간 채팅

스트리머와 소통할 수 있는 독자적
인 채팅을 제공

실시간 랭킹 시스템

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
리머 랭킹 제공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제공

Main Feature



About CLP

1차
사업자

확장형 서비스 제공

내 서비스와 동일한 『복제된』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추가수익 발생

2차
사업자

1차 사업자는

✓ 2차 사업자에게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고,

✓ 2차 사업자의 지표(매출, 회원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 2차 사업자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수수료

를 지급받을 수 있음.
2차 사업자의 명의로 된 사업자 정보(도메인, 

BI등)로 라이브 방송 플랫폼 제공

컨텐츠 공유

수수료 정산



About CLP

Why CLP

1 라이브 방송 플랫폼 운영 Know-how 보유

2

3

저렴한 비용 및 빠른 개발시간

PC와 스마트폰, 언제 어디서나 방송과 시청이 가능한 플랫폼

4 풀 패키지 제공 – PC Web, Mobile Web, APP(Android , iOS), Admin, Billing

5 확장형(분양) 서비스를 통한 추가수익 발생

6 플랫폼 완성 이후에도 안정적인 유지보수 제공

7 클라우드 서버 사용 – 보안에 강하고 안정적! 빠른 트래픽 증설 가능



About CLP

비즈니스 적용 예시 ①

Private & Biz e-Sports MCN & Agency
e-Learning / Education

/ Stock / Shopping

Official & Local(Gaming Cafe)

Game League, Tournament

Multi-streaming for Influencers, 

Models and Famous Streamers



About CLP

비즈니스 적용 예시 ②

인프라 사업자(IDC, CDN, Cloud)

▪ IDC에 거주하는 회사에 방송 솔루션 제공

▪ 교육 및 게임 업체에 적용가치 높음

▪ 사용 업체의 결속력 강화 기대

온라인 교육 업체

▪ 양방향 통신(Live & Chat)을 통한 참여도 높은 방송 구현

▪ 입시, 공시, 직업 교육 등에 활용



관리자 페이지

독립적인 서비스 운용과 회원 관리에 대한 솔루션 제공

회원관리 현황관리

계정정보 / 구매내역 / 기기정보

정지관리 / 기기차단 / 회원문의

방송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방송 삭제, 블록, 일시정지

모든 채팅 창에 공지기능

통계관리 정산관리

환전 승인

현금 환전

멤버 / 방송, 시청 / 아이템 구매 / 트래픽



관리자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 메뉴 구성



SGRSOFT 소개

▪ 2015.01 - 전 아프리카 TV 출신들이 설립

▪ 2015.03 – 국내 최초 모바일게임 라이브 방송서비스 스게더(SGETHER) 출시

▪ 2018.12 - 스게더 글로벌서비스 론칭 (115개국)

Key Strengths

SGRSOFT

대규모 트래픽 처리 경험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이해도 보유

4년 이상 축적된 라이브 방송 운영에 대한 Know-how

외부 연동 (YouTube, Twitch ) 기술 및 자체 회선을 통한 방송 기술 보유

외부결제 시스템 통합작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



SGRSOFT 소개

▪ 2019년 5월 글로벌 다운로드 120만 돌파

▪ 평점 4.0 의 높은 평점 ( ※ Google Featured 조건 : 평점 4.0 이상)

▪ 구글스토어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매출 부문 Top10 유지 (2018.1Q 해당 부문 1위)

SGETHER Service Indicator

MAUGradeDownloads

1,200,000 100,000
4.0

40,875

2,000Daily Live 1,000Daily APP Downloads

핵심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