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ent 

Geevs Server의 모든 모델에는 표준 Geevs Client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다용도 소프트웨어는 Geevs 

비디오 서버의 모든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채널 기반 라이브 뷰 인터페이스를 특징으

로하며 즉시 녹화 및 재생, 녹화된 비디오 클립 재생, 마커들 및 메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녹화된 비디오 또는 

비디오 클립 재생 중에 가상 및 실제 서브 클립 생성 기능을 포함합니다. 표준적인 플레이리스트 재생 기능 지원; 

루프로 클립이나 시퀀스를 재생하거나 시퀀스를 지연하거나 특정 시간에 시작하거나 트리거 할 수 있으며 VTR 

대체 용 가상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Feature highlights 

 Quick Record and Playout, Playout while Recording 

 Playout of clips and sequences with Loops 

 Playlist functions such as delays time triggers, Go To’s and GPI Triggers 

 Channel linking for multi channel control 

 Searches with ability to save searches 

 Support for Markers during record and playback 

 Batch record from VTR with manual or imported batch list 

 Virtual Tapes for VTR replacement 

 Integrated with Flow Database 



 

Channel viewer 

 라이브 뷰 채널 

제어 윈도우를 사용하여 서버에서 사용 가능한 채널을 작업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널을 확보하여 클립을 

재생하고, 서브 클립을 설정하고, In-point/Out-point 시간 설정 등 을 할 수 있습니다. 채널 뷰어는 플레이 큐 와 

재생 / 일시 정지및 클립 캡처를 위한 녹화 모드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더 

Geevs는 물리적인 구조와 유사한 가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원시 파일 데이터보다는 미디어 공간과 클립에 대

한 참조로 구성됩니다. 이 가상 구조는 폴더 창에 표시되므로 기본 드라이브 및 디렉토리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저장된 미디어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폴더 창에서는 Geevs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된 클립, 검색 및 시퀀

스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코덱지원 

Geevs는 DV25, DV50, IMX, MPEG-2, 비 압축 DVCPRO HD, Apple ProRes, Avid DNxHD, XDCAM HD 및 AVC-

Intra 50/100을 포함한 모든 공통 파일 형식의 방송 및 포스트 프로덕션 형식에 대한 탁월한 통합지원을 제

공합니다.  

 

다중 서버 지원 

단일 Geevs Client 프로그램에서 하나 이상의 서버에서 채널을 재생하고 녹화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각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채널 및 서버는 웹 관리자에서 설정 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클립을 사용한 작업 

클립 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클립들을  작업 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정렬, 이름을 변경하여 보다 의미 

있는 제목을 주거나 다른 미디어 스토리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립 정보 대화 상자에서 루프, 

읽기 전용, 만료 날짜 등과 같은 클립 속성을 보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 

시퀀스 재생 목록은 순서대로 재생되는 클립의 모음입니다. 재생 목록을 수동으로 제어하거나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클립 창에서 클립을 클릭하고 폴더 창에서 재생 목록으로 드래그하십시오. 클립보기 창에서 재생 

목록을 열고 목록 내의 클립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순서를 설정하면 지연 재생 및 트리거를 포함한 자동 

제어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은 채널 내에서 실행됩니다. 각 재생 목록 창에는 재생 목록이 로드 된 채널 이름, 목록 이름, 

목록의 모든 클립 및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현재 클립이 선택되면 타임 코드는 현재 클립의 끝까지 그리고 

시퀀스가 끝날 때까지 카운트 다운을 표시합니다.  

NLE 시퀀스 

Geevs Client 또는 Geevs StudioMC 에서 생성 된 NLE 시퀀스는 Geevs 에서 재생할 수 있으며 편집 컷 

메타 데이터를 지원 합니다.  



검색 

검색은 관련 클립을 함께 모으고 찾는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특히 논리적으로 이름이 지정된 경우). 

클립 필드의 모든 조합을 검색 할 수 있으며 나중에 검색을 저장하고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 테이프 

VTR 대체 모드 재생에 사용하는 가상 테이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 테이프는 지정된 시간 코드에서 

일련의 클립으로 구성됩니다. 각 가상 테이프에는 테이프를 구성하는 클립의 개별 타임 코드와 관계없이 

자체 타임 코드가 있습니다. 클립이 지정되지 않은 시간에 가상 테이프를 재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Geevs 는 오디오 없는 블랙 스크린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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