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C 2016에서 시작된 Flow Story는 협업 및 원격 워크      

플로우를 위한 차세대 컨텐츠 작성 어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제품입니다.  

 

EditStare는 비선형 편집 및 방송 및 미디어를 위한 엔드 투 엔드 비디오 워크 플로우에 익숙해졌으며 

수상 경력이 있는 Lightworks 편집기의 엔진을 사용하여 강력하고 직관적인 편집 응용 프로그램인 

Flow Story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NLE와 달리 Flow Story는 인터넷 연결을 통해 온 프레미스 저장된 

미디어에 원격으로 안전하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EditShare 스토리지, MAM 및 비디오 서버 솔루션

과 완벽하게 통합된 Flow Story는 뉴스 및스포츠와 같은 신속한 처리 환경을 목표로 하여 언론인 및 

제작팀에게 마무리작업, 전송 또는 플레이 아웃을 위한컨텐츠 패키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가적인 '클

라우드'스토리지 비용이나 업로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아주 짧은 시간에 놀라

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스토리 비디오 : 

 

 

 



주요 기능  

 

와이드 포맷 지원 

Flow Story는 RED R3D, XAVC, Cinema DNG 및 DPX와 같은 ProRes, DNxHD, AVC-Intra 및 XDCAM과 같

은 전문 방송 코덱에서 부터 4K 이상을 포함한 수백 가지 포멧을 지원합니다. 저해상도 프록시 파일 

작업은 물론 거의 모든 형식을 로컬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또는 프록시 미디어를 

즉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오버  

타임 라인에 음성을 추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시작하려는 위치를 선택하고 레코드를 누르십시오. Flow 

Story는 연결된 모든 오디오 입력 장치를 자동 감지하고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원격 위치에서 메인 

사이트로 업로드 한 음성 해설 (및 기타 로컬 미디어)을 추가 할수 있습니다.  

 

캡처 중 편집  

Flow Story의 독특한 'Edit While Capture'는 EditShare Flow MAM 또는 Geevs Ingest 서버로 녹음하는 동

안 Long GOP를 포함한 모든 포맷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합니다. 라이브 이벤트 및 스포츠 하이라이트

와 같은 빠른 처리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실시간 이펙트 엔진과 함께 실시간 스트림에 액세스하고 음

성을 추가 할 수 있으므로 Flow Story는 컨텐츠를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는 완벽한 툴 세트를 제공합

니다. 

 

실시간 협업  

Editshare Flow Database에 연결되면 Flow Story는 Flow Browse 및 AirFlow와 같은 다른 Flow 사용자와 

실시간 협업을 수행합니다. 프로젝트, 클립, 시퀀스, 마커 및 메타 데이터는 모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동기화되므로 협업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NLE 통합  

Flow Story는 Avid Media Composer®, Adobe Premiere®, Da Vinci Resolve® 및 Avid ProTools®와 

같은 다른 NLE (및 DAW)와 강력한 통합 워크 플로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Flow Story는 편집자와 

공동 작업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크리에이티브한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AAF 및 

XML을 통해 Flow Story는 왕복 작업 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 교환 파일을 제공합니다. Flow Story에서 

임시 편집 부분을 생성하고 Avid에서 엽니 다. Flow Story에서 변경된 사항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검토 및 승인과 관련된 워크 플로에 대한 새로운 편집 가능성을 

제공하거나 포스트 프로덕션 작업을 신속하게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작업  

Flow Story는 원격 편집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콘텐츠에 액세스하려면 일반 인터넷 연결 만 

있으면 되지만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Flow Story는 독립 실행 형 모드에서 작업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업 한 Flow 프로젝트에 액세스하거나 로컬 프로젝트에서 작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다시 연결이 되면 플로우 프로젝트의 변경 사항이 동기화되고 다른 사용자가 변경 한 사항을 

볼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작업 할 수 있는 진정한 유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 크리에이티브 리소스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 고품질의 비디오 컨텐츠가 필요하십니까? Pond 5는 로열티 없는 HD 및 4k 저

장 비디오의 가장 큰 라이브러리를 Flow Story에 직접 제공합니다. 콘텐츠를 검색하고 효과를 포함한 

타임 라인에서 시험해보고 필요한 해상도로 간단히 구매하십시오.  

오디오 영감을 얻으려면 Flow Story에서 오디오 네트워크 음악을 직접 찾아보십시오. 시퀀스를 통해 

MP3 오디오 파일을 직접 스트리밍 하고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검색 조건을 추가 한 다음 등록하거

나 직접 로그인 하십시오. 전체 품질 트랙이 다운로드 되어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들:  

빠르고 직관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실시간 원격 편집을 위한 프록시 워크 플로우  

4K (고해상도 및 프록시)지원  

타임 라인에 직접 녹음하는 보이스 오버  

XDCAM (Flow Ingest 포함)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캡처 동안 편집  

다른 Flow 사용자와 실시간 협업  

Avid Media Composer 및 Adobe Premiere 시퀀스에 대한 교차 지원  

여러 개의 Flow Database 연결 지원  

검토 및 승인 작업 과정  

컬러, 타이틀 및 DVE를 포함한 고급 실시간 효과  

 

독립 실행 형 완전 운영을 위한 로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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