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board Learn Original
및 Blackboard Learn Ultra용
Kaltura 비디오 도구
교육 및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비디오 경험

Blackboard용 Kaltura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은 한 공간에서의 흥미롭고 효과적인 교육 및 학습 경험을 강사와
학생들에게 지원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비디오 제작 도구 및 가상 교실, 비디오 과제, 강의 캡처
녹화, 라이브 방송, 대화형 퀴즈, 강력한 애널리틱스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강사는 Blackboard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도 유연한 하이브리드 교육 옵션을 통해 학습 환경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학습을 위한 단일 허브
모든 교육 및 학습 환경을 실시간, 라이브 또는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

주문형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강의 갤러리,

필사, 번역, 오디오 설명, 자동 챕터링 등의
https://corp.kaltura.com/products/video-accessibility/
워크플로를
통해 508, CVAA, WCAG 2.0 AA

개인 공간 및 공유 저장소에 비디오 콘텐츠를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의 캡처에서 UGC로

학습 애널리틱스

형식을 갖춘 강의에서부터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비디오 퀴즈 성적 통합, 시청자별 세부

까지, 모든 기기에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만들

애널리틱스, 출석별 또는 강의별 히트맵,

수 있는 도구로 라이브 또는 VOD 형식 모두 지원하며,

독창적인 몰입도 지표, 비교 모드 기능.

노트북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aliper 1.2 지원

몰입도 높은 학습 경험

개방형 교육

비디오 퀴즈, 핫스팟, 대화형 학습 경로 등의 대화형

LTI 1.3 지원, LTI Advantage 및 Caliper 1.2 인증.

도구가 내장되어 있어 능동적인 학습을 지원하여

IMS Global 회원사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콘텐츠 제작 및 편집 도구

능률적이고 안전한 조직

대화형 비디오 과제 및 슬라이드 동기화를 통한
프레젠테이션

개인 미디어 저장소, 강의 갤러리, 재생 목록 및
공유 미디어 저장소

강의 캡처 녹화본 자동 업로드

강의 갤러리, 과제, 토론, 발표, 블로그 등 LMS의
모든 기능에 콘텐츠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그룹 과제 또는 학습 관리를 위해
가상 교실에 액세스
개인 파일, 자체 저장소 또는 YouTube에서
기존 비디오 업로드 가능
자르기, 클립, 챕터, 슬라이드, 맞춤 썸네일,
맞춤 미디어 디스플레이 등의 편집 도구

학생들은 LMS에서 직접 가상 교실에 액세스하여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와 관리가 간편한 학생용 및 강사용 개인
미디어 저장소
Blackboard 사용 권한 부여를 통해 미디어 파일
보호
IMS 상호운용성(Learning Tools Interoperability,
LTI) 1.3 인증

비디오 강화 및 접근성 지원
비디오 퀴즈, 핫스팟, 대화형 학습 경로, 동적 재생
레이아웃 등의 대화형 기능

학습 애널리틱스

콘텐츠 접근성, 검색 용이성을 위한 자동 자막
생성 기능

성적 관리 기능과 직접 연계된 비디오 퀴즈기능

ADA/508 준수,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

학습자의 니즈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급 출석 및 시청자 애널리틱스 기능

오디오 설명, 전문가 및 기계 번역, 자동 챕터링
기능 내장

Caliper 1.2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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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altura.com 에서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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