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수부터 아카이브까지 미디어를 통합 작업하고 관리합니다.  
 

 

컨텐츠 관리를 위한 기본 플로우 클라이언트인 Flow Browse는 프록시 파일을 사용하여 모든 미디어 및 메타 

데이터에 신속하게 액세스 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모든 사용자에게 유연하게 비주얼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통합 워크 플로우를 위한 검색, 브라우징, 메타 데이터보기, 로그 작성, 서브 클립 작성 

및 마커 추가를 제공합니다. 폴더 및 시퀀스 그리고 EditShare Ark 또는 다른 타사 스토리지에서 아카이브 된 

컨텐츠를 준비하여 프로젝트에 활용합니다.  

 

 

신속한 편집 작업을 위해 간단한 컷 편집기를 사용 사용자가 시퀀스를 만들고 NLE로 드래그하면 NLE가 

고해상도 미디어에 자동으로 다시 적용되어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커 및 기타 메타 데이터도 

NLE로 전송됩니다. 또한 스마트 자산 공유를 위해 Flow Browse는 xml 또는 csv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메타 데이터를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 

고급 검색 

사용자 정의 필드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급 검색을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서 검색을 

자동으로 새로 고침 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클립 및 시퀀스를 위한 강력한 프로젝트 관리. 독창적 인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시퀀스를 실수로 수정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업 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스캔 

Flow Scan 은 모든 미디어의 색인을 생성하고 대표이미지와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며, 

Flow Proxy 와 통신하여 필요한 프록시 파일을 만듭니다. Scan 은 또한 사용자가 새로운 

컨텐츠를 위해 EditShare 미디어 스토리지를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스케쥴을 설정하고 

일반 MXF 및 QuickTime 파일에서부터 RED, R3D 및 DPX에 이르는 다양한 포맷을 

지원합니다. 

 

Batch Sidecar 메타 데이터 가져 오기 

Flow 는 다른 미디어 자산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광범위한 타사 솔루션에서  

사이드카  메타  데이터를  일괄 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정의 메타 데이터 매핑을 기반으로 해당 미디어 파일에 대해 사이드카 

메타 데이터 파일을 인식하고 일괄 가져 오기를 수행하도록 Flow Scan  및   또는  

Automation 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리뷰 

긴급 입수, 편집 또는 아카이브 된 자료를 랩탑, 워크  스테이션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주석, 마커 및 조정을 통하여 진정한 통합을 경험 

하십시오. 

 

NLE 드래그 앤 드롭 

클립, 폴더 또는 시퀀스를 드래그 앤  드롭 하거나  전체  프로젝트  구조를  NLE 에  

끌어다  놓아  최상의  공동작업  및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로그 

Flow Browse 의 간단한 로깅 도구를 사용하면 입수 중 또는 입수 후 즉시 서브 클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립 내용에 대한 포괄적 인 개요는 대표이미지와 기타 기준과 

함께 커스텀 메타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Flow Browse 에서 마크 업 및 검토를 위해 클립이나 시퀀스 타임 라인에 주석이 있는  



컬러  마커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클립 또는 시퀀스를 호환되는 모든 NLE 의 bin으로 

옮길때  마커 및 기타 메타 데이터들도 같이 이동 됩니다. 

 
 

편집 

시퀀스는 비싼  NLE 가  필요  없이  간단  편집을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프록시 파일 만 사용하여 고해상도  미디어에  액세스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순히 시퀀스를  검색,  보기,  보정  및  추가만  하면 됩니다. 

 

NLE 통합 

Avid Media Composer, Apple Final Cut Pro, Adobe Premiere Pro, Lightworks 및 EDIUS 를 

비롯한 모든 주요 NLE 를 지원합니다. 클립, 시퀀스, 폴더 또는 프로젝트를 선택한 NLE 로 

직접 드래그 앤 드롭 하십시오. 

 

멀티캠 지원 

멀티캠  캡처는  링크되어  있으므로  한  각도에  추가  된  모든  메타   데이터가   

다른  각도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Avid 에서 클립의 일부 또는 멀티캠 시퀀스를 

Flow 에서 Avid로 드래그 앤 드롭 할 때 그룹 클립이 생성됩니다 

 

메타 데이터 

광범위한 사용자  정의 메타  데이터  유형을  지원하여  클립  또는  서브  클립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추가 및 업데이트  합니다.  클립 또는 서브 클립을 Flow 에서  NLE 로  드래그하면   

메타   데이터가 NLE 로   이동합니다. Flow 에는 미디어 자산 관리 시스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표

준 메타 데이터  필드  세트가  제공됩니다.  미리 정의되거나 미리 채워진 목록부터 간단한 확인란 

및 텍스트 문자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용자  지정  메타 데이터 유형으로 완전히 확장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