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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벤트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

 

문의하기

고품질의 디지털 이벤트를 통해 
글로벌 및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참여를 활성화해 보세요.

디지털 이벤트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과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업무 환경으로의 변화는 고객, 
내부직원, 파트너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청중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동안 이해를 
돕는 슬라이드 등을 활용해 프리젠테이션을 
제공하는 일대 다 오디오 또는 비디오 방송

독립형 이벤트 및 진행 중인 채널을 위해 여러 
형식의 라이브 및 주문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브랜드 단일 로그인 페이지 또는 가상 
환경

기업 네트워크망 내에서 비디오 채널, 사용자 
생성 콘텐츠 및 아이디어 공유를 지원하는 
기업 내부 비디오 플랫폼

비디오 연결을 포함한 기본 세팅 및 교육과 
참가자를 위한 사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협업 
미팅

참석 인사말, 발표자 소개 및 참석자를 위한 
QnA 및 관리 지원을 포함한 관리형 통화 및 
오디오 회의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협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이벤트까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술과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가치를 제공하고 
활성화하기 해 보세요.

저희는 18년간 세계 유수의 브랜드로부터 
신뢰를 받아 왔습니다. 기존 IT 투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비즈니스별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3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디지털 이벤트 솔루션은 웨비나, 온라인 
세미나, 비디오 콘텐츠 및 오디오 회의에 중점 
을 두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커뮤 
니케이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고의 기술 플랫폼과 서비스로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에게 최상의 디지털 참여 경험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유형

웨비나 & 웹캐스트

온라인 이벤트

포털 및 기업 스트리밍

디지털 회의 관리

오디오 이벤트

글로벌한 도달 범위, 
로컬 서비스

최적화된 기술활용

브랜드화된 사용자 
경험 제공

보고서를 활용한 
분석 및 활용

왜 디지털 이벤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디지털 이벤트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arkadin.com/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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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벤트 서비스:

 

 

Do it yourself We do it with you We do it for you

디지털 이벤트 팀이 다년간의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부 IR팀 및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와 협력 
하여 다음 사항들을 계획하고 제공합니다.

실시간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조직 
내 팀원 전체 직원의 기술 및 전문 인증을 유지 
및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는 마케팅을 위한 주요 방법의 하나로, 
기획된 이벤트에 대한 실행 또는 기획 단계 
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및 
참여를 활성화하는 영상 콘텐츠, 웨비나, 화상 
미팅 등을 통해 참석자들의 디지털 이벤트 
사용자 경험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글로벌 회사 미팅 제공 - 현장 
미팅 및 원격 참석자를 단일 비디오기반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으로 연결
화상 임원 및 이사회 회의 진행 - 통합적 
관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고화질 비디오 
회의 환경 내에서 참가자들을 연결

세련되고 전문적인 타운 홀 미팅 제공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 부서 및 팀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 임원 회의를 
용이하게 함

실시간 및 사용자 맞춤형 교육 세션

완벽하게 관리되는 분기별 연간 수익 보고 
컨퍼런스콜 및 웹캐스트
추가 분석 보고서

멀티 스트리밍, 상호 작용이 가능한 교육 
이벤트 및 킥오프

디지털 이벤트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리더십 
및 팀 역량을 가시화하여 직원들의 참여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보세요.

기업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 
• 

• 

• 

마케팅

• 상호작용 활성화, 추적 및 리드 생성
•

 

컨퍼런스 및 이벤트 도달 범위 확장

훈련 및 교육

• 
• 

기업 설명회

• 

• 

온라인 이벤트 로비

최상의 관리 서비스

화상 회의,
웹캐스트 및 웨비나

참석자 참여활성화를 
위한 기능

CRM, 데이터 취합 및 
포털 통합 기능위한 기능

전문 AV 지원팀, 스튜디오 
및 현장 오디오 지원

다국어 번역 및 자막 지원

전문 디지털 이벤트 팀이 다음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및 단일 이벤트에 대한 장기 
프로그램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최적화하여 비디오 기반 커뮤니케이션 지원
자체 웨비나 진행을 위한 플랫폼 컨설팅 및 구현, 채택 지원

컨설팅 및 복잡한 이벤트

•  

• 
• 여러 사이트 간 상호 작용을 통해 비디오 웹캐스트 관리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이벤트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목표와 예산에 따른 
기술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 
며, 요구 사항의 변화에 따라 유연 
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과 솔루션 
을 제공합니다. 

자체 진행 협업 진행 통합 진행 요청

통합 관리 지원 및 자체 진행 
디지털 이벤트 지원 옵션

간단한 마케팅 
웨비나

보다 복잡한 마케팅 
이벤트 및 부서별 

커뮤니케이션 이벤트

CEO 및 리더쉽, 팀 
업데이트를 포함한 

중요한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