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io MC 

Studio MC는 멀티 카메라 제작을 관리하는 데 이상적이며, 최대 16 대의 카메라를 멀티 채널로 동시 

수집하여 에피소드, 장면 및 테이크와 같은 자동으로 추가되는 메타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NLE 시퀀스 

재생과 동기화 된 모든 채널 ISO의 즉각적인 검토를 통해 NLE 편집 시퀀스는 프로덕션 시점에서 단 

한번의 프로듀서의 확인을 통하여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udio MC는 포스트 프로덕

션 NLE와의 공동 작업을 위해 Avid Media Composer, Adobe Premier 및 FCP 시퀀스 또는 EDL의 실시

간 생성 기능을 제공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Feature highlights 

 Multichannel synchronised Ingest of up to 16 cameras with automatic incremental 

metadata such as episode, scene and take. 

 Episode matched media spaces so clip be stored by episode 

 GPI / Vision Mixer support for edit sequence generation when capturing clips 

 Support for NLE marker metadata so dialogue and shot errors can be marked 

 Instant review of all angles and NLE edit sequence in sync 

 Real-time generation of Avid, Adobe and FCP sequences or EDLs for collaboration with 

Post-Production and NLEs using EditShare Flow MAM. 

 Real-time generation of proxy files. 

 Integration with Flow MAM Database. 

 

Capture 

에피소드 장면, 촬영 및 번호와 같은 메타 데이터를 추가하고 제작 코멘트를 추가하여 녹음을 관리합

니다. 캡처하는 동안 사후 제작에 사용할 샷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마커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Capture with Geevs 

재생 

재생 패널에서 기록 과정 중에 배치 된 사용자 정의 가능한 마커는 재생시 쉽게 식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및 뒤로 단추를 사용하면 마커를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마커는 재생 타임 라



인 윈도우에서 추가,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Playback in Geevs 

클립 관리 

Geevs Studio M 인터페이스의 아래쪽 절반은 미디어 공간이 thumbnails 클립 형태로 표시된 폴더보기

를 제공합니다. 각 채널의 클립을 개별 저장하거나 Geevs Studio MC 응용 프로그램에서 로드하거나 볼 

때 하나의 '그룹'이름을 입력하여이를 식별 할 수 있습니다.  

Geevs Studio MC는 최대 16 개의 캡처 채널 (ISO)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재생 패널에서는 Geevs 

Studio MC 클립과 NLE 편집 시퀀스 파일들을 로드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클립 이름에 대해 

기록 된 모든 채널이 로드 되고 동기화되어 재생됩니다. 클립은 사용 가능한 모든 채널과 세트의 사용

가능한 클립들과 함께 로드됩니다. 클립을 재생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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