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tura
가상 교실
첨단 교실을 위한 원격 학습 경험

Kaltura 가상 교실은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며 독립 실행형으로 사용하거나 LMS에 통합하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강사와 학습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설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교육 기관 브랜드로 완벽하게 맞춤화할 수 있는 도구로, 디지털 화이트보드, 화면 공유,
소규모 회의실, 공유 노트, 퀴즈 등의 대화형 도구를 통해 학습자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든,
교무 업무를 수행하든, 개인 교육을 진행하든 스터디 모임에서 공동 학습을 진행하든 관계없이 Kaltura 가상
교실은 다양한 학습 환경에 맞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학습
어디서나 원하는 기기에서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가상 교실에 참여하여 다른
참여자와 얼굴을 마주보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또는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대화형 도구를 사용한 참여
화이트보드, 퀴즈, 질의응답 등의 재미있는 협업
도구를 통해 학생들이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 소통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Kaltura 플랫폼을 통해, 학습 관리
시스템(LMS)과 기타 플랫폼 및
워크플로에 회의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수업 준비
지속되는 가상 공간을 통해 강사는 사전에 강의를
준비하고 원하는 브랜드로 맞춤화할 수 있으며,
가상 교실을나갔다 돌아와도 이전
학습지점에서이어서 수업을 재개할수 있습니다.

교실 관리
강사는 향상된 중재 기능을 사용하여 교실 내
상호작용을 손쉽게 관리하고 주의집중 지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학생들은 클라우드 녹화, 자동 필사,
편집 및 애널리틱스를 활용해 LMS에서
직접 누락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거나
자료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학습을 위한 설계

상호작용지원 도구

모든 주요 LMS 플랫폼과 통합.

가상 교실 내 참여자 간 채팅.

브랜딩 기능 제공.

HD 비디오 재생.

강사 전용의 진행자들 채팅 기능 제공.

협업용 화이트보드.

원활한 클라우드 녹화 기능을 통한, 녹화본 자동
강의 갤러리 탑재 기능 제공.

공유 노트의 내려받기 기능.

세부적인 단계별 학생 권한 조정 기능 제공.

파일,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등을 위한 공유
콘텐츠 재생목록 관리 기능.
퀴즈 및 투표.
최대 30개의 소규모 회의실.

학습 강화 및 공유 도구

최첨단 비디오 회의

자막, 필사 및 번역 기능.

다운로드 또는 설치가 필요 없는
브라우저 기반(WebRTC) 회의.

강의 애널리틱스 및 출석 정보.
AI 기반 자동 자막 및 첨단 메타데이터를 사용한
지능형 VOD 검색 기능.

화면 공유 기능.

비디오 퀴즈, 핫스팟, 대화형 등의 콘텐츠
재사용 기능.

발표자/화자집중 기술 적용.

회의실 전화접속 기능.

Kaltura Video Cloud는 모든 규모의 조직을 위한 다양한 비디오 경험을 지원합니다.
광범위한 솔루션을 통해 가정, 직장, 학교에서 수억 명의 시청자를 위한 비디오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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