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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SHAKR READY

CC / CC2014 VERSION용어정리

1. USER IMAGE 유저 이미지란?
    유저 이미지는 웹상에서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유저 이미지에 JPG파일을 사용합니다. 로고나 캐릭터 등 알파값이 필요한 경우에만 PNG파일을 사용합니다. 
    유저 이미지의 최대 크기는 2000*2000 픽셀입니다.

2. USER VIDEO 유저 비디오란?
    유저 비디오는 웹상에서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비디오입니다.
    또한 유저 비디오 파일의 길이는 데모 영상에서 보이는 길이와 같아야 합니다.
    유저 비디오의 길이가 데모 비디오에서 보이는 것보다 길 경우, 유저가 본인의 영상을 넣었을 때, 길이가 잘릴 수 있습니다.

3. DEMO VIDEO 데모 비디오란?
    데모 비디오는 최종 영상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웹상에서 비디오 디자인을 고를 때 보게되는 샘플 영상입니다.

4. USER TEXT 유저 텍스트란?
    유저 텍스트는 웹상에서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유저 텍스트에 사용 가능 한 폰트는 쉐이커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폰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폰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최종 결과물에 폰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폰트를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할 때는 마스크나 쉐입으로 소스화해서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5. USER CONTENTS 유저 콘텐츠란?
    웹상에서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유저 콘텐츠에 무거운 이펙트를 사용할 경우 웹과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렌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소스화해서 최대한 파일이 무겁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STILLCUT 스틸컷이란?
    스틸컷은 유저 콘텐츠가 있는 장면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비디오를 만들 때 지정된 스틸컷에서 데모 비디오가 자동적으로 멈춥니다. 이때 사용자가 비디오 디자인 안에
    본인의 사진, 비디오를 삽입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7. UPLOAD 업로드란?
    크리에이터 대시보드에 비디오 디자인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업로드 후 라이브 페이지로 올라가기 전 테스팅이 가능합니다.
    테스팅은 많은 사람이 할수록 좋으며 제작한 디자이너는 필수적으로 테스팅을 해야합니다. 수정 후 재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8. DEPLOY 디플로이란 ?
    크리에이터 대시보드에서 업로드가 완료된 비디오 디자인을 쉐이커 라이브 페이지에서 보이도록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크리에이터 대시보드에서 업로드를 완료한 후 디플로이 승인까지 최대 일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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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SHAKR READY

CC / CC2014 VERSION제작 전 CHECKLIST

1. 에펙은 영어 버전의 CC 또는 CC2014 버전이신가요?

2. 쉐이커 플러그인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셨나요?

    플러그인 작동이 안 될 경우 designers.shakr.com/cc-guide 에서 최신 버전을 설치하세요.
    (지원 시스템은 Mac OS X 요세미티(10.10) / Window 7 입니다.)

3. designers.shakr.com/join 에서 디자이너 등록을 하셨나요?

    이때 가입 정보(아이디/비번)는 크리에이터 대시보드에서 로그인 할 때 사용됩니다.

4. PDR(프리미엄 디자인 리소스)를 신청하셨나요?

    designers.shakr.com/font 와 designers.shakr.com/music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사용할 유저 콘텐츠, 음악, 효과음의 저작권이 사용 가능한 저작권인지 확인하셨나요?

    사용 가능한 저작권 안내는 designers.shakr.com/font 와 designers.shakr.com/music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유저 콘텐츠의 사이즈가 너무 크진 않은가요?

    이미지 사이즈는 1280*720 픽셀 이상 2000*2000 픽셀 이하로 준비해주세요.
    유저 비디오는 720 픽셀 이상의 mp4로 준비하세요.

7. AI 나 PSD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면 안 돼요.

    AI 나 PSD 파일은 JPG 또는 PNG 이미지로 뽑아서 가져와야 합니다.

8. 모든 파일, 폴더, 레이어 이름은 영문, 언더바, 숫자로만 사용하셔야 해요.

    에펙 파일과 관련된 모든 상 하위 폴더 및 레이어와 소스파일 등 모두 해당됩니다.

9. 사용한 음악 및 효과음은 하나의 WAV파일로 렌더 건 뒤 합쳐서 사용하셔야 해요.

    기존의 것들은 삭제하고 최종 사운드 파일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10. 에펙에서 컴퍼지션 사이즈는 1280*720으로, 프레임은 30F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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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SHAKR READY

CC / CC2014 VERSION추출 전 CHECKLIST

1. 네이밍에 오타가 있진 않으신가요?

    ASSET, USER, MAIN_COMP, stillcut_01, demo_hd.mp4, render.aep, sound.wav의 이름에
    오타없는지, 대소문자 구분 잘했는지, 언더바 있는지, 뒤에 스페이스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 쓰지 않은 컴퍼지션과 풋티지는 전부 지워주셨나요?

3.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하진 않으셨나요?

    Trapcode, Element 3D, Optical Flares 등의 유료 플러그인은 사용이 불가능하니 PNG Sequences로
    뽑아서 사용해주세요.

4. 중요! 콜렉트 후 콜렉트 폴더 안에 생성된 render.aep를 열어서 최적화 해주셔야 합니다!

    콜렉트 후 자동적으로 열리는 에펙후 파일은 꺼주시고 꼭! 콜렉트 된 폴더 안의 에펙 파일을 열어주세요!

5. 유저 콘텐츠 레이어를 오렌지 라벨로 전부 바꿔주셨나요?

    레이어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패널에서 USER 폴더와 그 안에 있는 유저 콘텐츠 파일도 오렌지 라벨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6. 스틸컷 마커를 MAIN_COMP에 찍으셨나요?

    스틸컷 마커는 꼭 MAIN_COMP에서 찍어주세요. 또한 스틸컷 마커는 해당 장면의 맨 처음과 끝부분이
    아닌 적당한 중간 부분에 찍어주세요.

7. 최종 사운드 파일이 MAIN_COMP와 ASSET 폴더 안에 있나요?

    최종 사운드 파일은 꼭 MAIN_COMP에 있어야 합니다.

8. 유저 이미지와 파일의 크기와 비율이 데모 비디오에서 보이는 것과 일치하나요?

    유저 이미지의 크기와 비율은 데모 비디오에서 보이는 만큼 새롭게 저장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맞지않는 부분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9. 유저 비디오 파일의 길이가 데모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것과 일치하나요?

    유저 비디오 파일의 길이는 데모영상에서 보여지는 길이만큼 렌더걸어서 쓰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10. 마스크를 잡아야 하는 유저 이미지 혹은 유저 비디오 레이어의 눈이 켜져 있어 야합니다.

    텍스트 알파 매트의 경우 레이어가 자동으로 Hide 되는데, 최적화할 때는 잠시 레이어를 보이게 한 후
    마스크를 적용하고, 다시 Hide 시키면 됩니다.

11. 유저 이미지와 유저 비디오의 레이어는 scale이 100 이어야합니다.

    해당 레이어에 스케일 값을 주고 싶으면 컴퍼지션으로 묶은 뒤 해당 컴퍼지션 밖에서 키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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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R READY

CC / CC2014 VERSION추출 전 CHECKLIST2

11. 콘텐츠들의 라벨을 확실히 분리해주세요!

    Project창과 타임라인에서 USER 폴더안 유저이미지/동영상은 오렌지색으로, ASSET 폴더 안의 나머지 파일과 폴더는
    모두 None(회색)으로 꼭! 바꿔주세요. 플러그인에서 Shakr Ready (최적화) 작업을 할 때 유저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라벨이 오렌지색으로 바뀌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2. 마스크를 중복으로 씌우지 마세요.

    하나의 유저이미지/동영상에는 마스크가 꼭 하나만 잡혀있어야합니다. 키보드 U를 두번눌러서(uu) mask가 여러개 잡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주세요.

    *주의
    한 개의 유저이미지를 여러번 사용하고 싶은 경우
    고객이 3초에 넣었던 이미지가 10초에 자동으로 또 나왔으면 하는 경우에는 그냥 레이어이름이 같은 이미지를 여러번 사용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하나의 comp로 만들어 복사해 쓰는것을 추천) 그러나 마스크는 그 중 한개에만 잡아주세요! 
    마스크가 잡히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같은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예) 같은 로고파일이 영상의 맨 앞과 맨 뒤에 중복으로 들어갈 경우, 앞 또는 뒤 한 곳에만 마스크를 잡아주세요.

    이미지가 부족하다던가 해서 부득이하게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샘플영상에는 같은 이미지가 여러개 들어가지만 고객이 만들 때에는 각각 다른 이미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 파일 (png, jpg)을 복사해서 파일명을 다르게 해주고 마스크도 각각 잡아주세요.
    ex) 같은 이미지, 2개의 파일

13. 하나의 텍스트 레이어에는 딱 한 문장만!

   쉐이커는 키보드의 enter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줄바꿈을 해서 두 줄로 쓰고싶으시다면 텍스트레이어 2개로 분리해서
    마스크도 각각 잡아주어야 합니다.

14. 타임라인의 맨 아래에는 White Solid를 깔아주세요!

   Stillcut Viewer로 마스크를 확인 할 때 배경이 까맣게 나온다면 타임라인 맨 아래에 White Solid를 깔아주세요. 기본 
    ackground Color를 투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흰 배경이 필요하시다면 꼭 White Solid를 따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15. 유저 텍스트가 입력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소스 텍스트를 확인해주세요.

   유저텍스트에 플러그인으로 마스크를 씌우면 자동적으로 소스텍스트가 생성됩니다. 키보드로 U를 두번 누르면(uu) 
    Source Text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곳에 아래와 같은 소스코드가 생성되어있는지 확인 해주세요. 
    예)text_01의 경우 >> try{ $.evalFile("/c/renderer/text.js"); text_strings["text_text_01"]; } catch(err) { text.sourceText; }
        text_02의 경우 >> try{ $.evalFile("/c/renderer/text.js"); text_strings["text_text_02"]; } catch(err) { text.sourceText; }

    만약 소스텍스트가 없다면 마스크를 한번 더 잡아주시거나 그래도 안될 시엔 수동으로 저 소스코드를 복사+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복+붙 방법: Source Text 글자 옆 key 아이콘을 alt키를 누른 동시에 클릭 > 칸이 생김 > 소스코드 붙여넣기)
    text_strings["text_text_01"] 안에 꼭 해당 텍스트레이어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셔야합니다.

   만약 text_02 레이어에 text_01 소스텍스트를 잘못 넣게되면 유저가 제작할 때 text_02 부분에도 text_01에 입력한 텍스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6. 유저비디오는 사용한 길이만큼 뽑아서 100%로 다시 넣어주세요.

    하나의 긴 유저비디오를 여러 부분으로 잘라 넣으시고 마스크를 여러번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개의 파일에 마스크가 여러번 잡히게 되어 위의 2번의 이유로 오류가 납니다.

    1분짜리 유저비디오를 10초씩 6번으로 나누어 사용하시려면 각각 6개의 영상으로 다시 렌더 뽑아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6개 각각 마스크를 따로 씌워주세요.
    이 때, 사용하실 유저비디오 길이에 15프레임을 넉넉하게 뽑아 넣어주세요. (장면과 장면 사이 검은화면이 생기는 오류 방지)

17. 유저이미지는 사용한 크기대로 뽑아서 100%로 다시 넣어주세요.

    예) 작업할 때 1280*720픽셀의 유저이미지의 400*400 픽셀만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할 경우, 400*400픽셀로
    이미지를 다시 뽑아서 사용해주세요. 그래야 사용자들이 유저이미지를 넣을 때 정사각형 (400*400)의 모양대로 crop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80*720 그대로 넣고 업로드를 하면 사용자들은 1280*720의 비율로 이미지를 crop하게 되고 400*400을 넘어가는 
    부분은 가려지게 됩니다. 사용자들이 영상에 나왔으면 하는 부분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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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CC2014 VERSION비디오 디자인 추출 이슈 CHECKLIST

1. "Unable to execute script at line 201. Object in invalid" 

    해당 에러 메시지는 여러 번 확인을 누른 후 계속 진행해 주세요.

2. Invalid Effects: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하셨는지 확인하세요.

3. Fonts Issue: 등록되지 않은 폰트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등록된 폰트는 designers.shakr.com/fon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추출 도중에 멈췄을 경우 플러그인 refresh를 해주세요.

    그래도 멈춘다면 추출 전 CHECKLIST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추출된 비디오 디자인의 용량이 3GB를 넘으면 업로드가 안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컴퍼지션과 풋티지는 전부 지워주시고, 파일을 무겁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