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WebEx Meeting Center Assist Services

경험 많고 공인된 WebEx 프로듀서와 함께 미팅을 기획하십시오.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특별한 미팅을 주최하십시오.
이벤트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Assist 프로듀서를 배치하여 미팅에서 더 많은 성과를 얻어 가십시오. 강력하고
풍부한 미디어를 지원하는 WebEx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원활하게 전달
프로듀서가 시작부터 끝까지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가 미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공인된 전문가가 질문과 문제를
실시간으로 믿음직스럽게 처리해 줍니다.

성과 극대화
다양한 기능을 갖춘 기술을 이용하고
원하는 미팅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하십시오.
뛰어난 HD 비디오를 데모나 온디맨드
교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한
녹화본에는 불필요한 콘텐츠를 제외하고
바로 요점 부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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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기능
개별 선택 지원 서비스로 미팅 환경을
개선하십시오. 미팅 전후에 전문가의
지원을 활용하십시오. 프로듀서와 함께
준비하고 리허설을 통해 연습하십시오.
또는 프로듀서가 미팅을 주관하도록
하고 여러분은 참석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에게 최상의 환경을
보장해주는 Q&A, 채팅, 설문조사 같은
맞춤화된 미팅 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으면서 온라인 미팅을 성공적으로 호스팅하십시오.
WebEx 프로듀서의 역할:

서비스
미팅 전 지원

30분
• 호스트가 미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

미팅 전에 설정 및 코칭

미팅 녹화 준비

미팅 중 지원
라이브 미팅 중 모니터링 및 지원

미팅 후 성과

• 프레젠테이션을 로드하도록 지원
• 발표자가 성공적으로 이벤트에 참가하게 지원
• 기술적인 질문에 답변
• 미팅을 녹화하도록 설정

• 로그인하여 녹화 장치 테스트

1시간

• 기술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대기

30분
• 미팅 전/후 녹화 내용 제거

최종 미팅 녹화본 제공

• 녹화된 세션을 WebEx 사이트에 업로드
• 녹화본에 간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

개별 선택 서비스
미팅 자문: 전략 및 준비

도움이 더 필요하십니까?
As sis t S ervices 패키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가하십시오.

이벤트 계획 및 리허설
라이브 미팅 호스팅
설문조사 제작 및 관리
녹화본 추가 편집

추가 지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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