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연결합니다 

웨비나 • 웹 콘퍼런스 • 라이브 스트리밍 

엠아이앤 라이브 제안서 



엠아이앤 라이브란? 

1. 플랫폼 생중계 

2. 서버 생중계  

3. 이원 생중계  

 4. 무선 생중계 (LTE/Wi-Fi ) 

엠아이앤 라이브 
세미나/콘퍼런스 

/심포지엄/각종행사 
웨비나 • 웹 콘퍼런스  
• 라이브 스트리밍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행사 가능 



전문 방송 • 영상 미디어팀 구축 

검증된 기획력과 실행력  01 

02 

왜 엠아이앤 라이브가 
최고일까? 

20년 간 다양한 국내 외 빅 사이즈 행사 연출 
 

고품질 영상 제작  

중계 카메라와 전문 스트리밍 시스템 완비  

오랜 커리어와 숙련도를 갖춘 제작팀  



엠아이앤 라이브 
뭐가 다른가? 

01 오프라인에서 검증된 기획과 운영 능력 이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과 결합 

기획과 운영능력 

02 HD 송출, 고품질 부가 영상물 등  
최고의 퍼포먼스 
HD 송출, 고품질 부가 영상물 

03 
클라이언트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능력 대응능력 



 유튜브,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이용한 생중계 

 웨비나, 웹 콘퍼런스, 웹 컨벤션 등을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플랫폼을 이용  

       공개 / 비공개로 생중계 

 타이틀, PPT 자료, 인터뷰 등 관련 VCR 영상을  제작하고 운영 

1. 플랫폼 생중계 



 웹서버와 미디어 서버를 이용해  세미나/콘퍼런스/심포지엄/각종행사 등을   

       안정적으로 생중계 

 타이틀, PPT 자료, 인터뷰 등 관련 VCR 영상을  제작하고 운영 

2. 서버 생중계 



 국내. 국외에서 다른 로케이션을 연결해 생중계하는 서비스 

 발표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본사와 지사의 연결, 학회 행사 등에 활용 

 타이틀, PPT 자료, 인터뷰 등 관련 VCR 영상을  제작하고 운영  

3. 이원 생중계 



 지역과 지형의 난점 발생시 LTE / WIFI 망을 이용한 중계 

또는 원활한 장내 이동과 운영을 위해 활용 

 무선 모듈을 장착한 카메라 운영으로 라인리스 중계가 가능 

 타이틀, PPT 자료, 인터뷰 등 관련 VCR 영상을  제작하고 운영 

4. 무선 생중계(LTE/Wi-Fi) 



엠아이앤 라이브 구성도 

영상송출 

댓글, 화상채팅  

영상송출 

댓글, 화상채팅  

영상인코딩,송출 장비 생중계 
웨비나 • 웹 콘퍼런스  
• 라이브 스트리밍 



검증된 프로들                                     이 

글로벌 • 로컬 어디든  

여러분의 

세미나/콘퍼런스/심포지엄/각종행사 등을 

                              로 함께 합니다 엠아이앤 라이브 



감사합니다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