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위한 Kaltura
비디오 클라우드
회의. 학습. 협업. 참여.

실시간, 라이브 및 VOD 경험을 지원하는 단일 솔루션으로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한 차원 높이십시오. 전 세계 팀과
교류하고 모든 회의 유형과 규모에 맞는 통합 플랫폼과 VOD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합니다. 팀 협업 및 지식 공유, 온라인 교육 및 자기주도 학습, 사내 및 경영진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또는 영업 지원 등, Kaltura는 모든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단일 비디오 클라우드입니다.

회의

MediaSpace 비디오 포털

팀 회의 및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지속적인 협업 공간을 제공하며 SSO,
HD 비디오 재생, 디지털 화이트보드,
공유 노트, 채팅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디오, 회의 녹화본 및 라이브 이벤트를
대규모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브랜드 맞춤형
미디어 허브로 검색, 자동 필사, 비디오 생성,
편집 및 대화형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웨비나 및 가상 교실

홍보 비디오 메시지

향상된 중재 기능, 화면 공유, 콘텐츠 재생목록
관리, 소규모 회의실, 대화형 라이브 퀴즈 및 HD
비디오 공유 기능을 갖춘 브랜드 맞춤형 가상
교실입니다.

이메일을 통해 맞춤 설정된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
수신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청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타운홀 및 라이브 이벤트

팟캐스트

1,000명에서 100,000명 이상에 이르기까지
무제한에 가까운 시청자에게 간편 자체 제작
콘텐츠에서부터 전문 제작 콘텐츠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고 네트워크 최적화 옵션과
실시간 애널리틱스 기능의 이점을 누리십시오.

채널 구독 기능을 갖춘
iOS 및 Android 모바일 앱을
통해이동중에도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및 VOD 경험 지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동기화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단일 플랫폼으로,
경영진 커뮤니케이션, 학습, 개발, 마케팅 및 영업 지원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아우릅니다.
모든 규모와 유형의 회의에 적합
일대일 회의에서 일대다, 일대 무제한 회의까지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팀 협업, 가상 교실, 웹 세미나를 위한 라이브 타운홀 및 마케팅 이벤트.
단일 비디오 허브: 제작, 편집, 공유를 한 곳에서
모든 라이브 이벤트, 회의 녹화본 및 VOD 콘텐츠를 한 곳에서 액세스할 수 있으며,
고객의 브랜드에 맞추어 완벽하게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기에서 고품질의
비디오를 제작, 편집, 공유하십시오.
통합 및 확장
구성 가능하고 CMS, LMS, 소셜 비즈니스, 화상 회의, 마케팅 자동화 등의
기존 시스템 및 워크플로에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API 기반 아키텍처입니다.

Kaltura 소개
Kaltura는 다양한 비디오 경험을 지원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디오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Kaltura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기업, 미디어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 및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 직장, 학교 등
모든 곳에서 수억 명의 시청자가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corp.kaltura.com/solutions/video-for-business/에서 알아보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http://corp.kaltura.com/company/contact-us/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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