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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opto 는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교육자들이 교육계를 위해 만든 솔루션입니다.  본사는 2007년부터 가장 
사용하기 쉬운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어 왔습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관리하고, 현행 LMS에 통합하고, 강의를 
캡처하고, 플립드 교육 현장을 녹화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쓰기 쉬운 
동영상 관리 플랫폼
Panopto를 활용하여, 아리조나 주립대학교는 
LMS에 동영상 콘텐츠를 통합하였습니다. 
원활한 재생 환경과 원가 절감은 물론, 관리와 
기술지원까지 편리해졌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연간 25만시간 이상의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녹화하고 
스트리밍하는 가장 유연한 도구
와튼 스쿨에서는, 모든 강의실에서 어떤 
장비로도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버틀러 
대학교에서는 교원이 플립드 교육 환경을 
손쉽게 녹화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UBC 
사우더 스쿨에서는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매주 400건 이상 녹화하고 있습니다. 

도입, 설치, 운용 과정에서 
업계 최고급 기술지원 제공
“동영상 녹화 기술을 자랑하는 솔루션은 많지만, 
Panopto 처럼 뛰어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교 
와튼 스쿨의 IT 디렉터 지미 리우는, Panopto
의 서비스에 대하여 5년간 만족도 99% 수준을 
평가하는 수많은 고객 중 하나입니다. 

교육업계를 선도하는 동영상 플랫폼

Capturing video is that easy 
with Panopto. Create and 
share professional recordings 
in minutes, without need for 
costly post-production or 
third-party AV specialists.

Press record. 
Present. 

Press stop. 

세계 최정상급 
대학들이 선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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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쓰기 쉬운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 
윈도우, 맥, iOS 환경을 지원하며, 

강사를 위한 예약 녹화도 가능합니다. 

웹캐스트
프레젠테이션을 원클릭으로 방송하세요.

웹캐스트 생방송 시청자는 10명부터 
1만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검색
강사가 말하거나,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라이브러리 전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Panopto의 스마트 서치는 업계 최고입니다.

관리
본사는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에 의해,

동영상 콘텐츠 관리 분야에서 업계 선도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업로드
현재 사용중인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어느 환경에서나 재생할 수 있게 자동 변환하며, 
수록된 내용은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내부 인트라넷 사용자와 전세계의 시청자들에게
동영상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스트리밍합니다. 

버퍼링은 줄고, 재생 품질은 향상됩니다. 

재생
인터랙티브한 재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멀티 카메라 영상을 HD 화질로 볼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하며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편집
HTML5 기반의 동영상 편집기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친숙한 편집 기능을 
어느 웹 브라우저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
웹 기반 통계 로직으로 심도 깊게 분석하세요.
인기있는 동영상, 누가 어느 영상을 보았는지, 

참여도는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대응
iOS와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앱으로 

사용자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환경에서 
직접 녹화, 업로드, 검색,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에 

Panopto를 통합 구축하세요. 
LMS, CMS, 소셜 소프트웨어 및 다양한 환경에

오픈API를 활용하여 연동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Panopto의 고객 지원은 특별합니다. 

3년간 99%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모든 라이선스에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Panopto 를 무료로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panopto.com/kr 를 방문하세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강의하고, 멈춤 버튼을 누르세요. 나머지는 

apac@panopto.com

Panopto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