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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간 략  소 개

여러분의 창의적인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세요.

Helix DAM 둘러보기
모든 크리에이티브 자산을 위한 버저닝, 검토 및 아카이브

Helix DAM은 모든 아트 자산- 2D, 3D, 비디오 및 오디오 파일 포함-의 진행사항을 저
장, 찾기, 미리보기, 검토 및 추적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Helix Core의 모
든 보호기능을 갖춘 드롭박스처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아트 및 디자인 팀의 창작품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Helix DAM은 게임 개발과 
버츄얼 프로덕션에서 최고의 팀의 믿음을 얻는 버전 
제어 툴인 Helix Core 위에 구축된 디지털 자산 관리 
기술 (DA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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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검토하기  IN-CONTEXT FEEDBACK

피드백이 한 곳에 있을 때 혼란을 제거하고 검토과정을 가속화합
니다. 자산에 대해 직접 코멘트를 남기시고 각 개정판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좀 더 쉽게 협업하기  견고한 보안

Helix Core의 모든 보호기능을 갖춘 드롭박스 만큼 간단합니다. 
Helix DAM으로 모든 자산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로
젝트 수준에서 또는 개별 파일까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elix DAM:  
Perforce Helix Core 상에 구축
Helix DAM 사용을 위해선, Helix Core (P4D) 서버가 필요할 것
입니다. Helix Core는 버저닝된 파일, 아티팩트에 대한 접근을 저
장 관리하며 대규모 CI/CD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고 세밀한 허락, 
감사 로그, 다중 인증으로 사용자 작업을 추적합니다. Helix Core
에 대해 자세히 알기

자산 신속하게 찾기  비쥬얼 라이브러리 

여러분의 아트를 찾느라 낭비되는 시간을 멈추세요. 최근 파일 전
체를 브라우저에서 미리보기 하세요. 오토태깅 및 로버스트 서칭
으로 자산을 쉽게 찾으세요.

진행사항을 쉽게 확인하기  칸반보드

자산이 창작 및 검토 과정에 있는 곳을 신속하게 확인하십시오. 
티켓을 한 칼럼에서 다음 칼럼까지 드래그 앤 드롭하여 스테이지
를 전진하거나 후진하십시오.

Helix DAM을 14일간 무료 체험하세요.
여러분의 팀은 Helix DAM을 무료로 책임없이 설치 없이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샌드박스에 14일 동안 접속해 보세요.

SANDBOX 체험하기

https://www.perforce.com/products/helix-core%5D
https://www.perforce.com/products/helix-dam/free-d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