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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

- 2008.10.국내 최초 Flash DRM 서비스 시작

- 2009.04.국내 최초 Windows Media DRM 서비스

- 2009.06.이러닝 통합솔루션 출시 및 판매 시작

- 2011.04.보안 솔루션 영상녹화차단 외 특허 획득

- 2012.11.국내 최초 스마트러닝 이러닝솔루션 마이클래스 출시

- 2012.12.마이클래스 지식경제부 신소프트웨어상품 대상 수상

2008년 10월 ~

- 2000.09.온라인 방송서비스 전문 회사 설립

주문형 라이브/VOD 시스템 공급

- 2003.12.스트리밍웨이 사명 변경

- 2006.01.인터넷방송 위탁운영서비스 실시

- 2018.01.차세대 이러닝솔루션 서비스 시작

- 2020.06.최신 보안플레이어 기능업데이트 실시

- 2021.05.업계 최초 HA 고가용성 클러스터 도입

4대 동시 데이터공유로 시스템안정성 극대화

2018년 1월 ~

• 이러닝 S/W + 인프라 H/W 통합 구축 및 운영, html5기반 녹화방지 보안플레이어+Live 방송시스템

• 중앙대학교, AIFA,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오마이스쿨, 농심데이타시스템 등 500여 고객 구축실적 보유

• 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 LG전자, 우리은행, SD 바이오센서, 크린토피아, 나인스쿨,아트앤스터디, 로앤비 등 130여 고객 임대형 서비스 제공 중

• 이러닝솔루션과 보안 솔루션을 자체 인력+자체 인프라로 제공하여, 타사 하청 개발이 필요 없는 원천 기술 보유

• 타 업체 시스템 연동, 요구 기능 커스터마이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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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 스트리밍웨이 타업체

서비스 타입
월 임대형
- 서버/IDC/트래픽 계약 등 이러닝 서비스에 필요한 요소 일체 포함
- 다수의 고객사 구축 및 운영으로 보완된 안정된 시스템을 시행착오 없이 사용

자체 개발 구축 후 매월 유지관리
- Web/DB/Media 서버 및 IDC/트래픽 등 개별 계약 필요
- 개발 및 운영에 오류 개선 기간이 많이 소요됨

유지보수 이러닝S/W, 서버H/W 유지보수포함 유지보수를 위한 별도 비용 발생

기술력 이러닝전문S/W 자체개발 이러닝/플레이어 개발사가 달라 OneStop 서비스가 어려움

기능 업그레이드 다수 고객사 공통 개선작업으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개선 시 빠른 대응이 가능
사용 도중 기능 오류 발생 시 독자개발 형태라
오류 패치가 어렵거나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음

콘텐츠유출방지 고가의 보안 DRM Player 기본 탑재 제공
유료 옵션으로 40 만원 이상 /월 추가 지급
시스템에 따라 탑재가 불가능할 수 있음

디자인 전문 디자인팀이 개발하고, 직접 디자인 수정이 가능한 툴 제공 탬플릿 및 툴이 없어 관리자 직접 수정이 불가능

관리시스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자 입장에서 쉽게 설계된 UI / UX 설계자 개선이 어려움

운영관리 담당 PM 배치, 고객센터 운영 운영 담당자, 고객지원 담당자 별도 배치

유지보수 설립이래 20여년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지원 1회성 개발 이후 안정적인 사후지원이 어려움



주요항목 스트리밍웨이 경쟁 업체

영상 저장공간 타사 대비 60% 저렴한 수준 당사 대비 절반 수준

영상 전송량 타사 대비 30% 저렴한 수준 당사 대비 작은 전송량 제공

시스템운영/보안 일 2회 웹서버 랜섬웨어 방지백업/ 동영상 파일 실시간 패쇄망 백업 유료옵션이거나 백업기능 없음.

보안 플레이어 보안플레이어 기본 탑재 제공(PC / MAC / Android / iOS) 별도 계약(유료 옵션)

커스터마이징 소스코드 개별 적용으로 협의하여 기능 추가 가능 커스터마이징 불가능 업체 대부분

월 운영비
HA클러스터 서버+ 랜섬웨어 방지백업+폐쇄망 백업등

서비스 대비 최저비용
당사 대비 옵션 추가비용이 많음

기타 학습자 영상재생 장애 및 학습 불편사항 CS 고객센터 운영 별도 계약(유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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