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WebEx Training Center Assist Services

경험 많은 공인 WebEx 프로듀서와 함께 라이브 온라인 교육 세션을
기획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간편한 온라인 교육을 만드십시오.
직원 교육을 담당하 고 있 거 나 , 수강생 강의 제공 또는 직원들의 최신 인증서 취득을 돕고 있다면 한 차원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경험 많고 자격을 갖춘 프로듀서에게 맡겨 보십시오.
WebEx As sis t 프로듀서가 교육 세션을 시작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강력하고 풍부한
미디어를 제공하는 WebEx 기술과 모범 사례를 교육 환경에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완벽한 실행
세션 시작 30분 전부터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듀서가 여러분을 도와 세션을
진행하므로 안심하십시오. 프로듀서는
호스트, 강사,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질문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립니다.

뛰어난 HD 비디오
온디맨드 학습을 위해 라이브 온라인
교육 세션을 녹화하십시오. 다운로드
링크로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편집된
녹화본을 받으십시오. 녹화본을 참고
자료, 시연 또는 E- 러닝용으로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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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극대화
개별 선택 As sist 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프로듀서와 함께 세션을
준비하고 리허설을 통해 계획하고
연습하십시오. 또는 여러분은 수강생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듀서가 무대 뒤에서
교육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여줄 투표 기능, 채팅, 설문조사 등의
세션 기능의 사용 방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지원을 받으면서 온라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십시오.
WebEx 프로듀서의 역할:

서비스
세션 전 지원

30분
• 호스트가 세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온라인 교육 전에 설정 및 코칭

라이브 온라인 교육 세션 녹화 준비

미팅 중 지원
라이브 온라인 교육 세션 중
모니터링 및 지원

세션 후 성과

• 프레젠테이션을 로드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 모든 강사가 성공적으로 미팅에 참가하게 합니다.
• 기술적인 질문에 답합니다.
• 세션을 녹화하도록 설정합니다.

• 로그인하여 녹화기를 테스트합니다.

1시간

• 언제든지 기술적인 질문에 답해 드립니다.

30분
• 세션 전/후 녹화 부분을 제거합니다.

최종 미팅 녹화본 제공

• 녹화된 세션을 WebEx 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 녹화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개별 선택 서비스
E-러닝 자문: 전략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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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계획 및 리허설
라이브 세션 호스팅
설문조사 제작 및 관리
세션 녹화본 추가 편집

추가 지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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