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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솔루션 소개 

HiMyTV 개요 

수준 높은 실시간 인터넷 강의 솔루션 

강사와 시청자(수강자) 간 텍스트 채팅/화면공유/응용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대화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 강의를 녹화하여 VO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교육 솔루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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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yTV 특징 (1) 

빠른 전송 속도와 부드러운 음질로 고화질 방송 

특장점 

고화질 방송 

 32비트 (TrueColor]의 고화질 방송 

 깨끗한 화질로 장기간 시청해도 눈의 피로 감소 

부드러운 음질과 빠른 속도 

 음성 지연 0.5초에서 최대 1초 

 지연 시간 이내에서도 끊김 없는 음질 

 빠른 전송 속도로 영상과 음성 싱크 보정 

 캡쳐 축소된 화면이므로 실제 해상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솔루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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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솔루션 소개 

HiMyTV 특징 (2) 

인터넷과 PC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방송하고 컨텐츠를 제작 

특장점 

완벽한 호환성 

 모든 브라우저에서도 문제없이 호환 

 최신 윈도우 OS에서도 작동 

Active-X 삭제 

 설치 시 액티브 X를 과감히 삭제 

 액티브 X 없이도 자동 업데이트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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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솔루션 소개 

서비스 흐름도 

쉽고 간단한 방송 프로세스 

HiMyTV 사이트 

강사 수강자 

② 방송채널 개설요청 

④ 방송채널 입장 

서버 

① 방송채널 개설 요청 

③ 방송채널 개설 

실시간 인터넷 학습 실시간 인터넷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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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솔루션 소개 

적용분야 

•개인 강의, 생활 강의, 운동 

강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인터넷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 및 패스 발행으로 

출결체크 등에 이용 

•강의 화면을 VOD 컨텐츠로 

생성하여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로도 활용 가능 

•0.5초 이내 음성/영상 

딜레이를 강점으로 실시간 

주식/금융 정보 생방송 또는 

강의 

HiMyTV 솔루션 

개인컨텐츠 주식/금융 

전문강의 



II. 주요 화면과 기능 

기본 기능 

주요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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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화면과 기능 

기본 기능 

VOD 생성 

0.5초 이내 

딜레이 

저작권 
보호 

화면공유 

화이트 

보드 

문자채팅 

교재 공유 A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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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화면과 기능 

화면 구성 

메인 방송 화면 
(화면 공유 영역) 

 
 
 

주요 메뉴 

강사 캠화면 

채팅, 사용자 목록,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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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화면과 기능 

주요 기능- 화면공유 

 PC에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마티 강사용에 화면 공유시켜 수
강생 PC에서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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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화면과 기능 

주요 기능-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 버튼을 클릭하여 방송 
중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화면에 
판서 및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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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화면배치 
II. 주요화면과 기능 

 모니터 한 개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방송화면과 
사용자 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화면 분할 메뉴 

 화면 맞추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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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화면과 기능 

주요 기능- 네트워크 최적화 

 네트워크 속도를 사용자 PC에 맞게 
자동으로 최적화하거나, 품질 또는 
속도 우선으로 사용자가 선택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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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화면과 기능 

주요 기능- 실시간 녹화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녹화하여 방
송 종료 후 녹화 파일을 PC에 자동 
저장합니다. (REC 버튼 클릭) 

설정에서 녹화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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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저작권 보호 
II. 주요화면과 기능 

방송 중 녹화 프로그램 등을 감지하여 
블랙아웃 처리하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한 불법 녹화 또는 재 송출을 차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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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화면과 기능 

주요 기능- 반응형 UI 

마우스 드래그로 
해상도 직접 조절 가능 

고정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창을 마우스로 조절하여 개별적으
로 해상도를 변경하면 UI도 알맞
게 같이 조정됩니다. 



 - 19 - 

II. 주요화면과 기능 

주요 기능- 교재 공유 

공유된 파일을 더블 클릭
하여 화면에 공유 

Image 또는 
PPT 파일 

이미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하여 이미지나 파워포인트
를 화면에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듭니다. 또한 단일 파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개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판서가 가능하게 자동으
로 화이트보드 모드로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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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화면과 기능 

주요 기능- 채널 확장 및 고급설정 

하마티 유료 ASP 서비스의 채널

관리입니다. 강사는 방송 채널을 

3개까지 확장하여 방송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사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고급 

설정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조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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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화면과 기능 

주요 기능- 로고 및 방송 제목 관리 

방송 시작 전에 기타 설정을 클릭하여 방송 

제목을 입력하거나 강사는 자신만의 이미지, 

공지사항 이미지를 방송 화면 또는 캠 화면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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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화면과 기능 

주요 기능- API 코드 생성 

하마티 유료 ASP 서비스의 큰 특징인 API 코드 생성 기능입

니다. API 코드를 생성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외부 사이트에 

API 코드를 삽입하면 하마티 방송 기능을 외부 사이트에서

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III. 기대효과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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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대효과 

기대 효과 

 기회비용 감소로 컨텐츠 생산에 집중 

 방송을 위해 별도의 설치 없이 원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타사 대비 최적의 성능으로 고화질과 0.5초 

딜레이 실현 

 베타테스트를 통해 고객 만족도 최고점 

탁월한 성능과 비용절감으로 시너지 효과 



IV. 경쟁사 대비 우위점 

경쟁사 대비 장점 

서비스 보안성 

모바일 시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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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의 동영상 하이마이티비 

III. 경쟁사 대비 우위점 

경쟁사 대비 장점 

 사용자 네트워크 속도에 따른 프레임 조절 불가 

 버퍼링 및 음성 딜레이가 잦음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화질 변동성이 심함 

 사용자 네트워크에 맞춰 방송 품질이 결정 

 고화질 그대로 유지되고 음성 딜레이 거의 없음 

 프레임 수가 조절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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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강의 동영상 하이마이티비 

III. 경쟁사 대비 우위점 

경쟁사 대비 장점 

1024x768 해상도 

1시간 강의 시 용량 : 약 500MB 이상 

 MPEG 계열의 일반 코덱 사용으로 느림 

 압축률이 떨어짐 

 하이마이티비 자체 코덱 개발로 인코딩 빠름 

 높은 압축률 

1024x768 해상도 

1시간 강의 시 용량 : 약 40MB 미만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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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쟁사 대비 우위점 

서비스 보안성 

SSL / AES 265 bit 데이터 암호화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덱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컨텐츠를 도용할 수가 없음 

 중요한 데이터들은 암호화를 이용하여 통신 

 사용자 정보 사용하지 않고 인증함으로써 사용자 정보 누출 위험이 없음 

강사 수강자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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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쟁사 대비 우위점 

모바일 시청 지원 

 선명한 고화질의 실시간 강의 시청 가능 

 독자 포맷 기술을 활용하여 0.5초 이내의 Delay Time을 구현하여 실시간 강의에 최적화 

 iOS 와 Android 지원 



IV. 가격정책 

가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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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가격정책 

가격 정책 

ASP 상품 

상품 종류 월간 정액제 1회 이용권 

수강자  이용기간 이용요금 이용기간 이용요금 

~ 10명 이하 

1개월 

200,000원 

1회 
 

(48시간  
방송 가능) 

상품 없음 

~ 50명 이하 300,000원 상품 없음 

~100명 이하 500,000원 300,000원 

~200명 이하 700,000원 
400,000원 

~ 250명 이하 800,000원 

500,000원 ~300명 이하 900,000원 

(VAT 별도) 

- ID 별 채널 3개 까지 생성 ( 단, 수강자 수는 채널별 수강자 수 의 합산을 의미함) 

* 300명 초과하는 수강자 상품의 경우 별도 문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기술축적, 개발경험, 운영노하우를 통해  

귀사의 성공적인 e-비즈니스를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