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장소&시간 제약없이 쉽고 

빠르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Live를 만들다

실시간으로 상품구매, 할인 쿠폰 혜택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라이브 중이거나, 라이브를 떠나도  

라이브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미리 준비가 안되어 있어도  

라이브 방송 중에 시청자의 반응을 보고  

실시간으로 쿠폰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시스템을 통해 

쇼핑몰 이용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 원하는 순간  

필요한 타이밍에 광고 또는  

이벤트 배너를 삽입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습니다. 

방송용으로 따로 상품 등록 할 필요없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바로 판매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라면  

언제든지 방송 중 추가로 상품을 노출 시켜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에도  

VOD 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로  

녹화된 방송 내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TMP 송출 주소를 지원하여,  

타 플랫폼과 동시에 라이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플랫폼 하나만 방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시에 방송하여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C 송출만 지원)

생방송 전에 리허설 모드를 이용해  

방송 송출 없이 미리 방송을 연습하거나  

방송 상태를 테스트하고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Live를 즐기다

VOD Service
라이브방송 놓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VOD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VOD 다시보기는 라이브 느낌 그대로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Web 기반 관리 툴
웹 기반 방송 관리 툴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실시간으로 상품을 연동할 수 있으며  

배너, 쿠폰 등을 쉽고 빠르고 노출 할 수 있습니다. 

날방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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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의 제약에서 벗어나 

손쉬운 확장이 가능한  

자유로운 라이브커머스 구축

자유로운 방송

RTMP을 지원하는  

모든 채널에 동시 송출

동시 송출

상품연동 시스템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컨택

VOD 서비스

라이브 놓치셨나요?  

방송을 저장하거나 다시보기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메이크샵 이용중인 상점은 

날방 라이브 방송 기능 지원

Web 기반 관리 툴

웹 기반 관리툴을 제공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시작하고 관리가 가능

Power App

판매자와 소비자를 잇는 소통 커뮤니티!  

라이브 채팅을 통해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공감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Live를 나누다

[앵콜] 라이브방송 특가!  
떡볶이 밀키드 2+1 구매찬스!

LIVE 공유2,350

라이브 상품 보기 6

쿠폰 보기 

2,000원
방송전용 상품혜택 쿠폰

날방상점

6
박*식

진*슬

김*상

문*구

진짜 군침도네요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구매각!!

이거 정말 맛있나요?

매울까요?

[앵콜] 라이브방송 특가!  
떡볶이 밀키드 2+1 구매찬스!

LIVE 공유2,350

[앵콜] 라이브방송 특가!  

떡볶이 밀키트 2+1 구매찬스!

4,270 3,500

[앵콜] 라이브방송 특가!  

떡볶이 밀키트 2+1 구매찬스!

4,270 3,500

[앵콜] 라이브방송 특가!  

떡볶이 밀키트 2+1 구매찬스!

4,270 3,500

[앵콜] 라이브방송 특가!  

떡볶이 밀키트 2+1 구매찬스!

4,270 3,500

라이브 속 상품 보기 

rtmp://upstream-cdn.nalbang.tv

#쿠폰

��fps리허설

"쇼핑몰 삽입형 라이브 커머스"

판매 수수료가 일체 없습니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던 상품을 그대로 날방TV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쇼핑몰 회원이 아닌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회원에게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시청자에 대한 혜택도 쇼핑몰 회원에게만 제공합니다.

쿠폰도 쇼핑몰 쿠폰을 사용

상품 정보를 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삽입형으로서 쇼핑몰의 구매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 등 시청자가 특정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제공됩니다.

방송에 노출 시키지 못하고 놓친 상품도 바로 추가하여 시청자들에게 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판매하진 않지만 채팅 문의가 있는 관련 상품이 있다면 바로 추가하여 판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채팅의 시청자 반응을 파악하여 추가로 쿠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방해하는 채팅은 바로 삭제하여 시청자들의 화면에서 즉시 사라지게 합니다.

"모든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생방송 특성상 영상 뿐 아니라 상품 정보, 쿠폰 정보 채팅 등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방송 중에 노출되는 정보는 제어  즉시 시청자에게 노출됩니다

방송 중에도  판매 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쿠폰을 추가 발급 시 시청화면에 바로 반영됩니다.

악성 채팅은 바로 삭제 됩니다.

Get it now
날방만의 차별화 된 라이브커머스를 지금 직접 만나보세요. 

호스팅 기술력을 갖춘 날방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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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호스팅

편리하고 
쉬운 접근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빠른 AS 
고객응대

간편한 
관리자 화면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Live -Commerce 플랫폼 

오직 라이브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A to Z까지의 서비스를 날방이 제공합니다   

날방TV를 써야 하는 이유

날방TV를 써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 날방을 모바일앱에서 다운받아 이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