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 화질 검사 

QScan은 광범위한 결함 또는 오류에 대해 미디어 컨텐트를 테스트하는 완벽한 기능을 갖춘 포괄적 인 파일 기반 자동화 품질 관리 솔루션 

제품군입니다. 엔트리 레벨 QScan One (단일 파일 처리)에서 QScan Pro (4 개의 파일을 동시에 테스트 할 수 있음)까지, 기업 수준의 QScan 

Max까지 모든 비즈니스 또는 워크 플로우를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온라인, VOD 및 방송 콘텐츠에 적합한 QScan은 사용자가 몇 분 안에 

테스트 용 템플릿을 설정할 수있는 직관적 인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기능 

 효율적이고, 빠르고, 직관적이며, 시각적이고, 강력한 웹 기반 

시스템 

 확장 가능한 워크플로우 환경 

 하드웨어/CPU 효율성 

 다중 수준 보고 환경 

 손쉬운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한 템플릿 내장 

 단일 패스 분석으로 테스트 임계값 설정 초과 

 다양한 사용 권한을 가진 동시 다중 사용자 지원 선두의 에지 

다중 형식 및 다중 파라미터 분석 사전 등록/사후 및 TC-in/TC-

out 이벤트 구성 

 클라우드 지원 웹 기반 소프트웨어 

 API 이용 가능 

주요 기능 

 효율적인 반복 분석 : 한 번 분석하여 임계 값을 여러 번 

변경하십시오. 

 여러 동시 소스의 병렬 분석 

 독특한 매개 변수, 즉 디지털 누락, 불량 화소 감지를 

지원합니다 

 클러스터링 및 모듈 형 아키텍처, 쉬운로드 균형 조정 

 URL에서 YouTube 동영상을 직접 분석 할 수 

있습니다. 

 타사 응용 프로그램과 원활한 통합을위한 Straight-

forward API 

 한 번의 클릭으로 프레임보기에 대한 측정 된 매개 

변수의 그래픽 타임 라인 차트 

기술적인 특징 

 압축 4K 컨텐츠용 HEVC를 비롯한 대부분의 표준 형식 

지원 

 사용자 정의 가능한 매크로 

 EBU R128을 포함한 오디오 음량 분석 

 자막 탐지 

 ITU BT에 대한 PSE 테스트를 포함한 AS-11 영국 DPP 

템플릿- 1702 

 향상된 구문 오류 감지 

 웹 기반 시스템으로 로컬 및 원격 사용 가능 

 네트워크 콘텐츠 저장소에 대한 액세스 

 프레임/파형 상세 뷰에 의한 컨텐츠 심층 분석 

 측정된 매개변수 값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시간 코드 및 

프레임 참조 보고 확장 문자 집합에 대한 ELODE 지원 

 간단한 JSON 개체와 유용한 HTTP 메시지를 통한 REST 

API 

 사용자에 의한 이벤트 버전/제거를 포함한 HTML, PDF, 

XML 및 전자 메일 보고 

 이전에 저장된 템플릿을 결합하여 새로운 분석 프로파일 

생성 시간 단축 

 한 번의 클릭으로 프레임 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측정된 

파라미터의 그래픽 타임라인 차트

 



 
 

응용 프로그램 시나리오 

 Deliv 많은 지역 및 국제 표준 준수 

 워크 플로우 프로세스 (인제 스트, 코드 변환 또는 

전달)를위한 AQC 

 컨텐츠 공급 및 미디어 서버 

 인코딩 / 코드 변환 도구 통합 

 

QScan AQC Specifications 

 
 

 비디오 편집 도구에 통합 

 콘텐츠 건강 상태 검사 콘텐츠 재생 

 오디오 및 비디오 중단 점 감지 

 DVD 제작 프로세스를위한 AQC

 

BASEBAND/WAVEFORM 
 

Gamut Errors 

Highest Luminance Level 

Lowest Luminance Level 

Brightness 

Contrast 

Luma Footroom Violations 

Luma Headroom Violations 

Chroma Headroom Violations 

Highest Chroma Level 

VIDEO CONTENT 
 

DigiBeta Error 

Digital Dropouts 

Luminance Line Errors 

Chrominance Line Errors 

Picture Quality Score 

Flash/Strobe Detection 

PhotoSensitive Epilepsy 

Dead Pixel Detection 

Noise Detection 

FRAME STATISTICS 

VIDEO CONTENT 
 

Blackness 

Freeze 

Blockiness 

Blurriness 

Interlacing Artefacts 

Field Order 

Temporal Complexity 

Field Dominance Errors 

Test Pattern Detection 

Constant Color Frame Detection 

Letterbox and Pillarbox Detection 

AUDIO 
 

Level 

Mute 

No Audio 

Clipping 

Sample Clipping 

Loudness 

FORMAT CHECKS 
 

Container Format 

FileSize 

Video Codec 

Duration 

Resolution 

Video Bitrate 

Frame Rate 

Video Absence 

Pixel Format 

Coded Aspect Ratio 

Display Aspect Ratio 

Audio Codec 

Audio Bitrate 

No. of Audio Streams 

No. of Audio Channels 

Sample Rate 

AS-11 UK DPP Compliance Check 

Support for AQC of IMF packages 

 

Picture Coding Type 

Is Keyframe 

Bytes Per Frame 

Stream Syntax Errors 

 

V1.0.1 - All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without not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