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멋진스트리밍서비스를
개발하는가장쉬운방법

영상회의, 인터넷생방송, 라이브커머스, 영상통화서비스,
영상미팅서비스등을개발하기위한모든개발도구그리고그이상의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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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소개

클라우드기반라이브스트리밍플랫폼

라이브영상서비스를개발하기위한모든개발도구와클라우드인프라를제공하는플랫폼.

평균 1주일의 개발기간으로영상통화나유튜브라이브같은방송서비스혹은줌과같은화상회의서비스를개발할수있음.

(CPaaS: Communication Platform as a Service)

영상통화 생방송 화상회의

Call Cast Conference



5

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차별성

Kakao i Connect Live
서버운영부담없이클라이언트개발만으로고수준의생방송, 영상통화서비스를구현

Caster
Low Latency
Delivery Player

Call, Broadcast and
Conference call

Recording Monitoring
/ Analysis

Realtime
messaging

강력한개발환경지원

Android, iOS, Web을 위한 완벽한 SDK 제공
풍부한예제와문서제공. 서버리스 개발환경

강력한성능과자유로운대화형스트리밍

1초 미만의 Latency, 하나의 SDK로 Player와
송출을 모두처리

통화와방송그리고컨퍼런스콜등다양한
시나리오를복합적으로활용가능

높은 Coverage와 풍부한 레퍼런스

국내최고의레퍼런스를보유하고있으며
글로벌클라우드인프라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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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특장점

클라우드기반라이브스트리밍플랫폼(CPaaS: Communication Platform as a Service)으로 영상통화, 음성통화 관련개발및유지보수인력불필요

Latency가 1초 미만으로실시간커뮤니케이션가능

01 기술경쟁력 / WebRTC 기반의 PaaS 서비스

Cost Efficiency

60%
라이브미디어기술전문가채용의높은비용과트래픽의부담을획기적으로

줄일수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인프라와강력한기술지원전문가를통해

당신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합니다. 직접 개발, 운영하는 비용의 60%이상을

절감할수있습니다.

Sub-second Latency

<1seconds
세상에서가장빠른라이브방송기술을제공합니다.

1초 미만 Latency로 더 interactive하고 재미있는방송서비스를제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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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특장점

02 기술경쟁력 / WebRTC 기반의 PaaS 서비스

다양한플랫폼지원

다양한스트리밍유형지원

다양한추가기능및환경

Web(Chrome, Edge, Firefox, Safari)

Android(Java, Kotlin)

iOS(Swift, Objective-C)

영상통화(음성, 영상 통화) 

생방송(웨비나, 1인방송, 스튜디오형) 

화상회의(교육, 회의)

복합형(방송+통화, 회의+웨비나)

실시간 모니터링

전문가기술지원서비스

채팅및실시간이벤트지원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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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특장점

03 기술경쟁력 / 모든 플랫폼지원
브라우저의경우별도플러그인없이모두지원하며모바일플랫폼도별도의 SDK제공

브라우저 카메라 음성통신 영상통신 방송

Edge

Firefox

Chrome

Naver whale

Safari

Opera

데스크탑브라우저 모바일플랫폼

플랫폼 언어 지원여부

Android

Java(native)

Kotlin(native)

Javascript(web)

iOS

Swift(native)

Objective C(native)

Javascript(Saf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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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특장점

04 기술경쟁력 / Container기반 완벽한클라우드서버
10초 내에신규서버를 Global Region 어디에든 설치하고서비스하는자동화기술

기존방식

예상외트래픽발생시대응불가

Kakao i Connect Live 방식

Elastic Deployment 아키텍처

기존트래픽

신규트래픽

신규트래픽

기존트래픽

Edge서버 방송서버 채팅서버

Edge서버 방송서버 채팅서버

Edge서버 방송서버 채팅서버

고정된 서버 자원 pool

C
D
N

방송통신서버

Container

방송통신서버

Container

방송통신서버

Container

Container
방송통신
이미지

Contain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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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특장점

05 기술경쟁력 / 1초 미만 Latency
구글의스태디아가사용하는WebRTC 기술을 이용

세상에서가장빠른 1초미만의 Latency를 제공하여실감나는생방송및영상통화경험을제공

High
Latency

Typical HLS
Latency

Typical
Latency

Reduced
Latency

Low
Latency

Ultra Low
Latency

Real Time

TYPICAL
LATENCY
FOR HD
CABLE
TV

for non-HLS
HTTP adaptive
streaming
formats

Using
traditional
streaming
and tuned

HTTP adaptive
streaming

Live sports
events

Secondscreen
experiences

Breaking news

Video surveillance

Gambling

Betting

Online auctions

Voice Chat

Video gaming

Web conferencing

HLS

Smooth Streaming, HDS, DASH

RTMP

RTP/RTSP, WebR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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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특장점

06 기술경쟁력
Wowza Adobe Amazon Kakao i Connect Live

특징

제공기능 방송서버 방송서버 Cloud CDN 방송서버+Player&송출SDK

아키텍처 monolithic monolithic CDN SFU

핵심프로토콜 RTMP,HLS RTMP RTMP,HLS WebRTC

성능 Latency 5s~20s 5s 5s~20s 0.5s

확장성

빠른(수초내) 서버 확장

기존 CDN인프라지원

개발용이성

API기반 클라우드지원
(IaaS level)

HTML5 표준 지원

Interactive기능(채팅)

개발 및운영비용
설치형방송서버

영상 Player, CDN, 대량접속처리모두자체개발비용필요
방송서버, Player등 모두 별도개발필요

CDN, 방송서버, Player 모두 통합제공으로
개발/운영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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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특장점

모든사용자들에게 API 문서, 개발 가이드, 샘플 앱이 제공 / 무료로 3분까지 Test 가능

6줄로 쉽게생방송및영상통화서비스를개발 / 복잡한 스트리밍시나리오를한번에처리

개발자커뮤니티를통한기술지원 / 계약 고객의 경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기술지원서비스이용가능 (국내 최고의WebRTC 전문가 그룹의지원)

카카오워크에적용 / 지속적인 품질향상및품질관리

07 쉽고 간단한 Test 및 개발 환경, 빠르고 밀접한기술지원과안정성

Simple & Easy SDK

6lines
6줄만으로당신의통화, 방송 서비스를개발할수있는세상에서가장쉬운

개발환경을제공합니다. 다양한 샘플과풍부한개발문서그리고컴포넌트로

부담없이개발을시작하세요.

Quality

98%
글로벌통신에서접속성공율 98%, 국제전화보다저렴하고더높은품질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와디바이스에맞는최적의영상품질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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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특장점

08 기술경쟁력 / 쉽고 간단한개발경험
단 6줄로쉽게생방송및영상통화서비스를개발가능

Load SDK

Configuration

Register

Execute

<script href="https://remotemonster.com/sdk/remon.min.js">

const config = { credential: { key: 'ServiceKey', serviceId: 'ServiceID' } }

const listeners = { onDisplayUserMedia(stream) { remon.createChannel(remon.getChannelId()) } }

const remon = new Remon({ config, listeners })

<scrip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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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고객성공사례

50개 이상의다양한실시간스트리밍서비스적용사례를보유

모바일, 데스크탑, Wifi, LTE등 다양한공간과사례에서의경험으로가장신뢰할수있는 CPaaS입니다.

국내최다적용사례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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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고객성공사례

언택트시대에다양한비대면영상기반서비스적용사례보유

1:1 Call

원격의료

원격상담

온라인컨택센터

드론

재난실시간대응

데이팅서비스

로봇상담

온라인면접

실시간통역

Group Call

라이브학습

라이브게임

다자통화서비스

원격공연

워키토키서비스

다자방송

Broadcast

라이브커머스

클라우드방송스튜디오

라이브사이니지

웨비나

퀴즈방송

라이브팟캐스트

온라인종교행사

생방송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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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고객성공사례

Kakao i Connect Live를 사용하는 이유

쉬운통화서비스개발

전문적인기술지원

언택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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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고객성공사례

Kakao i Connect Live를 사용하는 이유

국제전화대비월등한가격경쟁력 (분당 40원)

우수한 품질

강력한기술지원

교육

(주)마켓디자이너스 제공

2018년 11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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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고객성공사례

Kakao i Connect Live를 사용하는 이유

직접개발하는것보다훨씬빠른개발

방송과화상회의등다양한기능을

하나의 SDK에서 처리할수있어서편리함

우수한기술지원및운영

사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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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고객성공사례

Kakao i Connect Live를 사용하는 이유

Global Region에 구축된인프라를통해

일본/미국 동시서비스지원

우수한품질

강력한기술지원

라디오생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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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고객성공사례

Kakao i Connect Live를 사용하는 이유

언택트(Untact) 업무 환경에반드시필요한화상회의

기능이메신저에통합되어제공

메신저와 Seamless 하게 연결되는사용경험을제공할뿐

아니라, URL 공유 방식으로외부멤버와도화상회의가능

화상회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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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차별성 특장점 고객 성공 사례 도입효과

도입효과

멋진스트리밍서비스를개발하는가장쉬운방법

자체개발 Kakao i Connect Live 도입

화상회의기능이나 웨비나 혹은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개발해야하는 서비스 업체상황

서비스 개발자 3-5명, 오픈 후 트래픽 하루 500명가정

직접개발, 운영하는비용의 60%이상절감

Latency가 1초미만으로실시간커뮤니케이션가능

단지 6줄로쉽게생방송및영상통화서비스를개발

접속성공율 98%, 국제전화보다저렴하고더높은품질제공

시간과인력그리고인프라의급격한비용증대

트래픽증가에대한대응의어려움

전문개발자부족

스트리밍품질과성능튜닝의어려움

60%

<1second

98%

6linds



서비스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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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사양

제품상세
◼ Features

항목 내용

1:1 음성 통화 지원

1:1 영상 통화 지원

N:N 영상 / 음성 통화 최소 4:4에서 최대 8:8까지 지원. 기기 성능과품질정의에따라다름

1:N 방송 지원

채팅 지원

TURN서버 지원. 글로벌 클라우드기반제공. Pricing에 따라 차별화

실시간품질확인 현재통화상태를 API로 실시간 제공및분석결과제공

블루투스헤드셋 지원

스피커모드 API 제공

자동 재연결 예기치못한통화종료시자동재연결기능

녹음, 녹화 기능 지원. Kakao i Connect Live 서버에서 파일다운로드지원. Pricing에 따라 차별화

최대동접수
Conference Call의 경우 동접자 10명, 100명 가능
1:N 방송의 경우동접자 10000명 가능

항목 내용

Web - Chrome Desktop, Android 모두 지원

Web - Firefox Desktop, Android 모두 지원

Web - Whale 지원

Web - Edge 음성 통신지원

Web - Safari 지원 (11이상)

Android 최소 18(젤리빈), 권장 21(롤리팝) 이상. ARM기반 단말만지원

iOS iOS 9.1이상, 64bit Only, bitcode 미지원

◼ Environments

◼ Media and Networks
구분 항목 내용

Video

Codec H.264, VP8(기본), VP9

Networks 최소 300kbps 이상

Processing Power 듀얼코어 이상. CPU 벤치마크 PassMark Software 제시점수 1000점 이상의 PC

1:N 방송
Codec G.711, Opus, ISAC

Networks 최소 300kbps 이상

TURN서버

Latency 최소 0.2초 - 최대 1초. 네트워크와환경에따라다를수있음

Setup time 웹: 1초 미만, 모바일: 1.5초 미만. 네트워크와기타환경에따라다를수있음

Region 전세계



제품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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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요금

Kakao i Connect Live Call 요금제 안내

Plans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가격 1,000,000원 별도협의

사용시간 100,000분 별도 협의

개발가이드

샘플앱

모니터링콘솔

기술지원(이메일)

초과비용 10원/분 N/A

옵션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원격지원 1회(60분) 150,000원 150,000원

온사이트지원 1회(60분) 600,000원

◼영상 (640p / 30fps 기준) ◼음성* 월별청구 / VAT별도 * 월별 청구 / VAT별도

기본제공

1) 선택 가능한추가옵션

2) 별도의 유상기술지원(60분 기준 / 회 당 청구)

* 온사이트지원은수도권(서울전역, 경기도일부지역)만가능

* 월별청구 / VAT별도

옵션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원격지원 1회(60분) 150,000원 150,000원

온사이트지원 1회(60분) 600,000원

옵션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채팅
일반 250,000원 별도 협의

고급 별도협의 별도협의

사용시간 250,000분 별도 협의

개발가이드

샘플앱

모니터링콘솔

기술지원(이메일)

초과비용 4원/분 N/A

Plans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가격 1,000,000원 별도협의

기본제공

1) 선택 가능한추가옵션

2) 별도의 유상기술지원(60분 기준 / 회 당 청구)

* 온사이트지원은수도권(서울전역, 경기도일부지역)만가능

* 월별청구 / VAT별도

옵션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채팅
일반 250,000원 별도 협의

고급 별도협의 별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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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요금

Kakao i Connect Live Cast 요금제 안내

Plans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가격 1,000,000원 별도협의

사용시간 100,000분 별도 협의

개발가이드

샘플앱

모니터링콘솔

기술지원(이메일)

초과비용 10원/분 N/A

옵션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채팅
일반 250,000원 별도 협의

고급 별도협의 별도협의

녹화 250,000원 별도 협의

옵션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원격지원 1회(60분) 150,000원 150,000원

온사이트지원 1회(60분) 600,000원

◼영상 (640p / 30fps 기준) ◼음성* 월별청구 / VAT별도 * 월별 청구 / VAT별도

기본제공

1) 선택 가능한추가옵션

2) 별도의 유상기술지원(60분 기준 / 회 당 청구)

* 온사이트지원은수도권(서울전역, 경기도일부지역)만가능

* 월별청구 / VAT별도

옵션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원격지원 1회(60분) 150,000원 150,000원

온사이트지원 1회(60분) 600,000원

옵션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채팅
일반 250,000원 별도 협의

고급 별도협의 별도협의

녹음 100,000원 별도 협의

사용시간 250,000분 별도 협의

개발가이드

샘플앱

모니터링콘솔

기술지원(이메일)

초과비용 4원/분 N/A

Plans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가격 1,000,000원 별도협의

기본제공

1) 선택 가능한추가옵션

2) 별도의 유상기술지원(60분 기준 / 회 당 청구)

* 온사이트지원은수도권(서울전역, 경기도일부지역)만가능

* 월별청구 /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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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요금

Kakao i Connect Live Conference 요금제 안내

Plans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가격 1,000,000원 별도협의

사용시간 100,000분 별도 협의

개발가이드

샘플앱

모니터링콘솔

기술지원(이메일)

초과비용 10원/분 N/A

옵션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녹화

옵션 Basic 요금제 Pay As You Go

원격지원 1회(60분) 150,000원 150,000원

온사이트지원 1회(60분) 600,000원

◼영상 (640p / 30fps 기준) * 월별청구 / VAT별도

기본제공

1) 선택 가능한추가옵션

2) 별도의 유상기술지원(60분 기준 / 회 당 청구)

* 온사이트지원은수도권(서울전역, 경기도일부지역)만가능

* 월별청구 / 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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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connectlive.kakaoi.ai/ 

문서개요

https://docs.remotemonster.com/

튜토리얼

Android https://docs.remotemonster.com/android/android-getting-started
iOS https://docs.remotemonster.com/ios/ios-getting-started
JavaScript https://docs.remotemonster.com/web/web-getting-started

샘플코드

https://github.com/remotemonster/

facebook.com/kakaoenterprise

instagram.com/kakaoenterprise

youtube.com/kakaoenterpr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