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은 맡기고 콘텐츠에 집중하세요
원활하고 매력적인 비디오 웨비나로 잠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세요

이야기 공유
최대 100명의 인터랙티브 비디오 참
석이 가능하고 10,000명 이상이 시청
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를 호스팅하
세요. 이벤트를 자동 녹화하고 이후에 
게시하세요.

더 많은 리드 생성
보고서와 애널리틱스를 이용해 양질의 리
드를 식별하고 이를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에 원활히 가져와 후속 조치를 취하세요.

등록 간소화
유연한 등록 관리로 서식 및 이메일을 브
랜딩하고 CMS와 직접 통합하세요.

라이브 패널리스트의 HD 비디오 및 오디오를 제공하여 
잠재 고객과 비디오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합니다

이벤트를 Facebook 라이브와 Youtube로 방송해 
관심과 참여를 독려합니다

Marketo, Eloqua, Kaltura, Panopto, Salesforce
와의 통합을 통해 워크플로를 간소화합니다

70개국 이상 서비스되는 글로벌 전화 걸기(수신료 
적용) 및 VolP 무제한 오디오 기능을 활용합니다

“팀 미팅을 실시하든 웨비나를 열 때든 Zoom
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더군요. 이전 솔루
션보다 훨씬 경제적인 가격으로 탁월한 성능
을 제공합니다.” 

Jeanne Pelletier | COO

보고서 및 애널리틱스 
등록자, 참석자, 설문조사, 참석자 참여도 및 질문과 
답변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후속 조치에 활용합니다.

원클릭 HD 화면 공유
간편하게 비디오와 오디오 클립을 공유합니다. 
참가자가 패널리스트와 프리젠테이션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256비트 고급 암호화 표준을 사용한 암호화로 모든 
로그인 정보 및 웨비나 세션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모든 참가자에 대한 접근성
자막과 키보드 단축키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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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제어 가능

호스트 컨트롤로 패널리스트를 음소거/음소거 해제하
고 참석자를 패널리스트로 승급시켜 오디오 및 비디
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참여 및 참석 가능 

발표자와 참석자가 데스크톱, 노트북, 모바일, Zoom 
Rooms 및 Zoom Conference Room Connector를 포
함하여 어떤 기기에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및 질문과 
답변으로 참가자 참여 증진

Zoom 웨비나의 추가 혜택

Zapier를 통한 Paypal 통합으로 
웨비나를 수익화합니다. 참석자에게 
Paypal 또는 신용카드의 결제 옵션을 

제공합니다.

계획, 리허설, 라이브 지원을 
포함하여 팀의 도움을 받아 대규모 

이벤트를 호스팅합니다.

손들기, 라이브 설문조사, 질문과 답변 
등의 인터랙티브 기능으로 참석자 

참여를 독려합니다.

모든 기기에서 발표자를 위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호스트 컨트롤과 참석자를 
위한 인터랙티브 기능을 제공합니다.

녹화와 자동 생성 자막을 이용해 수요가 
높은 웨비나 또는 반복 웨비나로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인터랙티브 채팅 기능으로 참석자와 
패널리스트에게 1:1 및 그룹 채팅 

옵션을 제공합니다. 

도달 범위 확대
Zoom 비디오 웨비나는 다른 웨비나 솔루션과 다른 독보적
인 품질과 안정성, 확장성 및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개인 연
결, 참여, 신뢰성이 구축된 환경에서 발표자를 시청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