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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교육훈련과 온보딩 
교육훈련용 동영상 콘텐츠를 녹화하고 
공유하는 전 과정이 쉬워집니다. Panopto 
환경에서, 재직자들은 원할 때 언제라도 
교육훈련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으며, 
개인당 학습 소요비용을 50-70% 절감해 
드립니다. 

기업 행사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과 이벤트를 녹화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세요. 원클릭으로 
경영진의 메시지를 온라인 전파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시청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노트북 
컴퓨터에서 녹화 장치에 제한받지 않고 
진행하세요. 

보안이 유지된 기업용 유튜브
재직자들은 유튜브를 이용하듯, 어디서나 
동영상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Panopto의 스마트 서치를 이용하면 
동영상에 이미지 혹은 소리로 포함된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으며, 딱 필요한 그 
지점부터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학습이 쉬워집니다.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제작, 교육훈련 녹화, 신규 입사자 온보딩 뿐만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 관리 업무까지 더욱 간단해집니다. Panopto를 만나세요. 

세계 최정상급
기업들이 Panopto를

선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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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쓰기 쉬운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 윈도우, 맥, 

iOS 환경을 지원하며, 간단한 스크린캐스트부터 
멀티 카메라 이벤트까지 가능합니다. 

웹캐스트
프레젠테이션을 원클릭으로 방송하세요.

웹캐스트 생방송 시청자는 10명부터 
1만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검색
진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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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M, 소셜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환경에 오픈API로 연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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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테이션하고, 멈춤 버튼을 누르세요. 나머지는 .

Panopto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apac@panop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