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ow Ingest는 비디오 및 오디오 자료를 Flow 자산 관리 환경으로 가져 오는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듀얼 솔루션은 멀티 채널 유연한 파일 기반 인제스트와 최대 8 채널의 HD / SD-SDI 

인제스트를 제공합니다.  

 

두 경우 모두 직관적 인 Flow Brows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입수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원시 XDCAM 및 P2 카드는 물론 DSLR 장치의 원시 클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카메라, 위성 피드 및 VTR 장치에서 생방송 HD / SD-SDI 비디오 스트림을 미리 본 다음 함께 결합 된 

여러 채널 또는 각 채널에 대한 캡처를 시작 및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입수하려는 코덱 및 래퍼를 

선택하고 캡처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초기 메타 데이터를 제공하며 향후 레코딩 일정을 설정합니다.  

 

Flow Ingest는 입수 프로세스 중에 워크 스테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인코딩 및 처리

는 모두 네트워크의 다른 위치에 있는 전용 Ingest Server에서 처리합니다. 인제스트를 시작하면 Flow 

Browse를 닫고 NLE 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는 동안 수집 된 

내용을 저장하면서 – 미리 보기, 마커, 서브 클립 및 로그 항목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플로우 HD / SD-SDI 인제 스트 서버는 비디오 채널의 각 비디오 입력 채널과 RS422 컨트롤의 4 

채널에 대해 16 채널 내장형 또는 4 채널 AES 오디오를 갖춘 최대 8 개의 독립 HD / SD 비디오 

입력을 포함합니다. 표준 MPEG2, QuickTime 또는 AVI 형식 외에도 Flow는 Avid의 OpAtom MXF 형식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분리), MXF OP1a 및 H264를 캡처 합니다. 서버는 DNxHD, AVC-Intra 50 및 

100, XDCAM-EX 35, XDCAM-HD 50, DVC ProHD 또는 ProRes를 포함하여 하나의 저해상도 프록시 

형식과 2 개의 고해상도 코덱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인코딩 하기에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플로우는 중앙 공유 스토리지에 직접 쓰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캡처가 완료 되자마자 

고해상도 미디어와 프록시가 네트워크의 어느 곳에서 나보고 편집 할 준비가 됩니다.  

 

또한 Flow는 편집자가 인제스트를 시작하자마자 컷 에디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Edit-While-

Capture"와 캡처 된 파일을 단일 공간에 저장 하는 공간 절약형 "Universal Media Files"의 두 가지 

고유 한 고 부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MXF와 MOV 단일 저장에 저장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Universal Media 기능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NLE 및 제작 도구가 동일한 프로덕션 제작하는 

것처럼 작동 합니다.  



 

플로우 파일 인제스트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P2, XDCAM, Canon DSLR, GoPro 카메라 또는 다른 

여러 디지털 장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장치 또는 카드 리더를 로컬 워크 스테이션에 

연결하기 만하면 Flow가 관련 메타 데이터와 함께 미디어 파일을 인식합니다. 플로우 파일 인제스트를 

사용하면 클립을 원본 코덱에 보관할 수 있으며 QuickTime 또는 MXF OpAtom과 같은 편집이 용이 한 

컨테이너로 다시 rewrap 할수 있습니다. 또한, 클립을 완전히 다른 포맷으로 트랜스 코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Pro AVCHD 클립을 가져 와서 더 많은 편집기능이 가능한 DNxHD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소스 클립의 일부만 인제스트 하도록 선택하여 클립을 미리 편집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일 가져 오기 프로세스 도중이나 이후에 클립에 메타 데이터를 추가 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주요 기능  
 

HD / SD-SDI 인제 스트  

Flow SDI Ingest 서버 하드웨어 플랫폼은 2 개의 모델을 제공하는 새로운 소형 2RU유닛에서 완전히 재 

설계되었습니다. 4 또는 8 입력 SDI 포트. 필요한 경우 입력 포트의 절반을 전환하여 E-E 출력 

모니터링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은 프레임 속도 및 비디오 표준에 대한 자동 감지 기능을 

제공하며 최대 1080p29.97의 SD-SDI 및 HD-SDI 신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Flow Ingest 캡처 카드는 또한 모든 채널에서 풀 프레임 싱크로 나이저를 제공하여 입력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불안정한 비디오 신호를 처리합니다.  

 

모든 모델에는 AES 오디오 입력, LTC 타임 코드 입력, 4 x RS-422 데크 컨트롤, 온보드 듀얼 포트 

10GBaseT 이더넷 및 향후 GPI 입력 지원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파일 인제스트  

Rewrap에서 풀 트랜스 코드에 이르기까지 가장 포괄적 인 포멧 지원을 통해 파일 기반 미디어를 입수 

합니다. Ingest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역폭을 완벽하게 제어 할 수 있으므로 편집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결코 시스템 성능 저하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P2 및 XDCAM  

HD AVC-Intra에서 XDCAM HD 50까지의 모든 P2 및 XDCAM 포맷을 MXF 및 QuickTime 랩퍼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입수 중 모든 장치 메타 데이터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이는 중요한 콘텐츠를 결코 

잃어 버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중 코덱  

기본 가져 오기 포멧 뿐만 아니라 공통 메타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다른 포멧 으로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록시 파일도 생성되어 총 세 가지 형식의 인제스트를 제공합니다.  

 

자동 프록시 생성  

Flow File Ingest를 사용하면 프록시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 지므로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콘텐츠에 더 빨리 액세스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장치  

P2 또는 XDCAM 데이터를 로컬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미디어 파일의 Flatteded보기를 통해 실제 

장치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동 백업 

클립 캡처가 끝나면 자동으로 보관 장치로 백업되므로 전체 백업 복사본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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