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스마트한

영상 콘텐츠 협업 툴

이안 방금 전

              여기에 ‘손 흔드는 이모티콘’ 추가해주세요.  가운데 아래 
자막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1 1 3

@노아



영상 제작,

의견 주고 받기

왜 이렇게 힘들죠?

몇 분 몇 초에 이거 수정하고, 몇 분 몇 초에는 이거 넣고….

일일이 캡쳐하고 위치 적어가며 피드백 정리하고…

아니면 만나서 미팅을 하고… 정 바쁘면 전화로 설명하고…



머릿 속의 의견을 일일이 전달하려니 너무나 번거롭고 힘들어요.



이 샷 바로 다음에 디테일 
컷 추가해주세요. 

           좋아요!  이 부분만 
채도를 조금 줄여주세요.

04:15

배경 음악을 약간 더 밝은 톤으로 

바꿔 볼까요? 

하이브리드 업무 시대, 
우리도 좀 
해볼까요?

스마트하게 

협업 툴에.. 각종 비대면 솔루션에.. 
주변은 점점 편리한 도구들이 나오는데 영상 제작자들은요?



사무실 근무에서 원격 근무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며 일할 수 있는 
업무용 도구가 이제는 우리도 필요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우리도 이제는 좀 스마트하게 일해 볼까요?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을 높이세요콘텐츠 경쟁력

     리뷰는 간편하게, 피드백은 세세하게 

많이 고민한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리뷰하고 손쉽게 피드백을 남기세요.



장소 때문에,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서 적게 고민하면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코멘트

1 이수정 방금 전

근경 캐릭터 라인 디테일 

아이디어) 검을 들어올리면 빛이 팡 

비네팅. 캐릭터 어둡게 눌러줘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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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민재 3분 전

먼지 이펙트 / 라이팅 개선 

취소 3 Show (1)

|댓글...

이 콘텐츠에 코멘트 남기기

1 00 : 00 / 19 : 50 비교하기 720p

프로젝트 / ... / 룩뎁 / 프레임 12 v.3C A B C D E F G H I J 공유하기



빠르게 리뷰하고,

시간은 절약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남기세요.


협업은 쉬워지고 시간은 남아요. 
일잘러 필수 스킬, 장착 완료!



대용량 영상 파일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대용량 영상 파일도 즉시 공유해요.



공유자별로 권한을 설정하면


사전 유출 걱정없이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보안이요? 웹하드나 이메일보다 안전합니다!


(다운로드, 비밀번호, 만료일 설정)



(256비트로 암호화되어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동일하게


파일 보안 설계)

대용량 파일 전송 시간

50% 빠른



시나리오부터 완성본까지, 수 없이 많은 버전을 한 눈에 관리해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제작 과정의 줄기가 한 눈에 보입니다.


특허받은 2-Way 버전관리 시스템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버전이 어디 있더라… 윕샷에서는 1초면 됩니다! 그 버전의 피드백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진행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바라키

님보

카라이

Beta

옌고

공유하기 v.2D 73

코멘트 공유 활동내역 정보

1 Jess Just now

02:01 이 부분 조금 더 밝게 해주세요

Alex 7 mins ago v.2C

좋은데요! 고생 많았어요!

이름 버전 코멘트 업데이트 날짜 업로드한 사람

Koreelah v.1F 12 Oct 29, 2022, 14:49 Mia

Yengo v.2D 73 Oct 01, 2022, 16:48 Jess

Woko v.4A 25 Oct 01, 2022, 09:34 Mia

Indwarra v.3B 89 Sep 24, 2022, 08:00 Jess

Dooragan v.1B 27 Sep 07, 2022, 04:19 Alex

Coimbla v.2V 34 Sep 07, 2022, 18:47 Ken

Bungonia v.2A 32 Sep 06, 2022, 16:32 Mia

Mebbin v.3F 56 Aug 19, 2022, 11:45 Alex

Popran v.2K 33 Aug 16, 2022, 14:33 Jess

Tomaree v.6H 54 Aug 16, 2022, 03:25 Mia

카이의 계정  /  님보  /  옌고 업로드 새 폴더

V.2C

V.4A

V.3A

V.2B

V.1C

V.2A

V.1BV.1A



https://www.youtube.com/watch?v=GFINB_1MFXY


팀 생산성이 
향상되었어요!

70% 이상 
“피드백 전달을 위한 업무 시간이 70% 이상 줄었어요!”
조선일보 더비비드

“5일 걸리던 해외 파트너와의 리뷰 사이클이


2일로 줄었어요!” 
핑고 엔터테인먼트

“이동 중에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아요.


덕분에 출퇴근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이엔티 필름

“수시 미팅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팀원들 자리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요 ㅋ" 
크리에이티브 모!



부담없는 가격

팀 구성에 따라 


사용 환경에 따라


필요한 만큼 구매하세요.



1인미디어는 물론 대형 스튜디오까지


부담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GLOW
시각 콘텐츠를 한 곳에 모으고, 

아이디어를 기록,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료

최대 2명의 에디터

기본 기능

제한없는 코멘트 작성

제한없는 파일 공유

모든 기기에서 동기화

워크스페이스 용량 10GB

SPARK
모든 팀원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협업 할 수 있습니다.

5,000원 /월

최소 구매 인원 3명

글로우 요금제 기능과

제한없는 버전관리

제한없는 프로젝트 생성

공유 링크 권한 설정

공유 파일 보안 설정

워크스페이스 용량 500GB + 추가 가능

FLAME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게스트를 초대해 협업 할 수 있습니다.

7,000원 /월

최소 구매 인원 10명

스파크 요금제 기능과

제한없는 리뷰어 초대

아카이브

워크스페이스 용량 1TB + 추가 가능

BLAZE
회사를 위한 맞춤 솔루션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문의

플레임 요금제 기능과

새 기능 얼리 엑세스

전담 고객 매니저

맞춤형 계약

무제한 아카이브

Best!



http://wipshot.com
http://www.wipsho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