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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R IMAGE 유저 이미지란?
    유저 이미지는 웹상에서 사용자가 바꿀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유저 이미지에 JPG파일을 사용합니다.일 로고나 캐릭터 등 알파값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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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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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안에 본인의
    사진, 비디오를 삽입하거나 텍스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7. TESTING 테스팅이란?
    쉐이커에서 업로드한 템플릿은 바로 라이브 페이지가 아닌 테스트용 페이지로 올라가게됩니다. 이때 임시 URL이 생깁니다.
    테스트 페이지에서 업로드한 템플릿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비디오를 만들어 보는 것을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테스팅은 많은 사람이 할수록 좋으며 제작한 디자이너는 필수적으로 테스팅을 해야합니다.

8. DEPLOY 디플로이란 ?
    매주 정해진 시간에 테스팅 및 정보입력이 완료된 템플릿을 테스트 페이지에서 라이브 페이지로 올리는 것입니다. 
    디플로이를 하고 나면 테스팅을 할 사용된 임시 URL은 사라지고 확정 URL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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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SER IMAGE

 2. 사운드 유의사항

[유저 이미지 사이즈 맞추기]
유저 이미지의 크기는 컴포지션 크기와 같게 맞추는 것이 좋습
니다. 옆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컴포지션 크기보다 유저 이미지가 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넣을 때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잘려 
보일 수 있습니다. 

유저 이미지에 마스크를 이용해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는 마
스크를 씌우는 크기에 맞는 유저 이미지 파일을 사용합니다. 

[중복되는 유저 이미지의 사용]

한 장의 유저 이미지를 중복해서 사용할 때는 프로젝트에서 
임포트된 한 개의 파일을 여러번 끌어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창 안에서 이미지를 복사한 후 파일의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된 이미지를 쓰는 경우, 유저가 사진을 한 번만 넣으면
중복되는 장면마다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사운드는 저작권 심의에 걸리지 않도록 광고 영상에 사용 가능한 음악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영상 및 재판매 불가능한 음원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템플릿을 제작한 디자이너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쉐이커 파트너사의 음원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템플릿을 업로드한 후 템플릿 정보를 입력할 때 음원 출처 정보, 저작물명, 저작자명을 함께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신 모든 사운드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렌더걸어 뽑아 준 뒤 기존의 음원 파일들을 삭제하고 리플레이스 해주세요.
파일의 이름은 sound(소문자)이고, mp4로 뽑아주셔야합니다.

 3. 나머지 유의사항

유료 플러그인(트랩 코드, 비디오코파일럿, 사파이어 등)은 현재 서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는 플러그인입니다. 
유료 플러그인의 비주얼 효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PNG Sequences로 소스화를 시켜 사용해야 합니다.
템플릿 안의 모든 이름들은 (소스파일, 컴포지션, 폴더 이름 등) 영문과 숫자, 언더바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한 유저 이미지에 스케일 값을 주고 싶으면,
컴프로 묶은 뒤 컴프 밖에서 키 값을 주어야 한다.

유저 이미지 본연의 레이어는 안전하게 컴프 안에
넣어두고 컴프 밖에서 모든 키 값을 주자!

TIP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므로 한 번 더 설명!
템플릿과 관련된 모든 상하위 폴더 및 파일, 레이어, 컴프 이름들은 영문과 숫자, 언더바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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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치하기

CC 및 CC2014 버전 사용을 권장
CC 및 CC2014 버전은 플러그인 하나만으로 최적화와 업로드 모두 가능하므로 훨씬 편하게 최적화 하실 수 있습니다.

TIP

 1. 다운로드

designers.shakr.com/cs6-guide 에서 스크립트 다운로드

CS6 버전에는 업로더 플러그인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크립트만 다운로드 및 설치해주세요. 
업로드는 CC 또는 CC2014 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C2015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MAC 스크립트 다운로드]
다운로드 된 파일의 압축을 풀고 파일 안에 있는 스크립트를 전체 복사하기(command + C)를 누릅니다.
Application - Adobe After Effects CC - Script 폴더에 붙여 넣기(command + V)를 해줍니다.

[WINDOWS 스크립트 다운로드]
Adobe After Effects CC - Script에 스크립트를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Script안에 있는 폴더에 붙여넣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혹은 Script 폴더째 넣는 것도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설치하고 나면 After Effect 메뉴에서 File > Script를 클릭하면 스크립트가 뜹니다.
최적화 하실 때 필요한 스크립트로 이어서 나오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를 실행해주시면 됩니다.



 1. 폴더 정리

프로젝트 창에 ASSET폴더와 USER폴더를 만들어주세요.

USER(대문자) 폴더 : 유저 콘텐츠 파일(이미지/동영상)
ASSET(대문자) 폴더 : 유저 콘텐츠를 제외한 소스와 폴더

USER 폴더 안에 있는 콘텐츠는 오렌지 라벨로 바꿔야 합니다. 
쉐이커 시스템에서는 오렌지 라벨을 유저 콘텐츠로 인식합니다. 
그 외의 파일과 폴더는 None(회색) 라벨로 바꿔주세요.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라벨로 바꿔주세요.
유저 콘텐츠는 오렌지 라벨, 그 외는 None(회색) 라벨입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파일을 임포트하자마자 라벨을 바꿔주시면
타임라인에 끌어다 쓸 때 바뀐 색으로 불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라벨 색 변경 작업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최종 컴포지션

이름 : MAIN_COMP (꼭 대문자와 언더바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크기 : 1280 *720 
Pixel Aspect Ratio : Square Pixels 
Frame Rate : 30f
Duration : 렌더 될 길이 만큼만 지정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처음에 컴포지션의 길이가 최종적으로
렌더될 길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분 짜리 컴포지션을
만들었지만 작업을 하다보니 1분으로 줄었을 경우 타임룰러로
렌더 할 부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라 컴포지션 설정에서
Duration을 정확히 1분으로 맞춰야 합니다.

편하신 환경으로 작업을 하시고 최상위 컴포지션을
MAIN_COMP로 1280*720컴프를 만들어주신 후 작업한
모든 컴프를 묶어서 MAIN_COMP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쉐이커 내부에서는 1920*1080으로 작업 후
MAIN_COMP 안에 넣어 스케일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IP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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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창 정리

레이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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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틸컷 찍기

최적화를 하다보면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놓치시는 부분! 
마커를 찍을 때가장 중요한 것은 마커를 찍는 위치입니다. 
최상단 컴포지션인 MAIN_COMP 타임라인에 찍어주세요!!

TIP

최상단 컴프인 MAIN_COMP의 타임라인에인서 유저 콘텐츠가
있는 부분에 마커를 찍어줍니다. 사용자가 비디오를 만들 때
스틸컷이 찍힌 장면에서 자동적으로 샘플 영상이 멈추고,
각 멈춰진 장면에 사용자들이 본인의 콘텐츠를 넣게됩니다.

마커를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stillcut_01 stillcut_02 
순으로 지정해 줍니다.의 (꼭 소문자와 언더바를 사용하셔야 합
니다)

[중복되는 유저 콘텐츠의 경우]
중복되는 것 중에 하나에만 스틸컷을 찍으면 됩니다. 보통 먼저
나오는 부분 혹은 더욱 강조되는 부분에 찍습니다. 
옆의 이미지처럼 유저 텍스트와 유저 이미지가 같이 보이는
장면에도 하나의 마커만 찍으면 됩니다.

 3. 콜렉트파일

폴더 정리가 끝이 나면 콜렉트를 해줍니다. 
작업한 에펙 파일의 이름은 render(소문자)로 저장합니다.
콜렉트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Footage) 폴더 안에
ASSET과 USER 폴더가 생성됩니다.



 5. Edit Text

Edit Text 열기

Layer Name, Sillcut, Layer Text 

Type, Min Size, Max Size, Add Mask

Edit Text란 유저 텍스트를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File - Scripts - Edit Text를 열면 오렌지색으로 지정한 
유저 텍스트들이 보입니다.

유저 텍스트로 작업하신 것 중 리스트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있다면 레이어 라벨이 오렌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오렌지색으로 바꿔 주시고
Refresh를 누르면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yer name 
레이어 이름을 보기쉽게 바꿔줍니다. 영문, 숫자 언더바(_) 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text_01, text_02
레이어 이름이 같으면 같은 레이어로 인식하므로  Stillcut, 
Layer text 등 나머지 정보도 같은 값으 로 적용됩니다. 

Stillcut 
MAIN_COMP에서 찍은 스틸컷이 나옵니다. 텍스트가 나오는 
장면의 스틸컷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Layer text 
입력한 유저 텍스트 내용입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실제 텍스트 레이어의 
텍스트가 바뀝 니다. 

Type
타입의 종류에는 Text와 Number가 있습니다.
Text로 설정하면 됩니다.

Min size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최소 글자수로 0을 입력하세요.
Maxsize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최대 글자수입니다.
최대값을 너무 많이 지정하여 화면을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Add mask
유저 텍스트에 마스크를 씌워주는 버튼 입니다. 위에서
stillcut 설정 후 Add mask를 누르면 자동으로 텍스트에 
마스크가 씌워집니다.

작업을 하신 후에는 꼭 Apply를 눌러야 적용됩니다.
Edit Text의 Help text는 사용자가 영상을 만들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므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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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이미지에 마스크 씌우기

Edit Footage 열기

Help Text 적기

Edit Footage는 Edit Text와 작업 방식이 동일합니다. 
먼저 유저이미지나 비디오가 나오는 부분에 찍어두었던 
Stillcut을 지정 해줍니다. 
Add mask를 누르면 컴프 왼쪽 상단에 Null object가 나 
옵니다. Null object는 그대로 두시고 그 위에 새로운 마 
스크를 유저 콘텐츠 모양대로 씌워 줍니다. 단 곡선 마스크가 
불가능 하므로 원일 경우 다각형이나 패스로 씌워주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씌워 준 후 Apply를 눌러줍니다.

Edit Footage란 유저 이미지나 유저 비디오의 설정을 하는 작 
업입니다. 
File - Scripts - Edit Footage를 열면 오렌지색으로 지정한 
유저 이미지와 비디오가 보입니다.
유저 이미지나 비디오로 작업하신 것 중 리스트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있다면 레이어 라벨이 오렌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지정이 안되어있다면 오렌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Refresh를 누르면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 씌워주셨다면 Help text를 적어줍니다. 
Edit Footage의 헬프 텍스트는 사용자가 이미지나 동영상 
넣을 때 볼 수 있는 도움말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값이 있는 
PNG 파일을 꼭 넣어야 할 경우 “PNG 로고 파일을 
넣어주세요” 라고 권장 문구를 써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도움말이 없다면 비워 두셔도 괜찮습니다.
Apply를 누른 후 OK를 누 르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6. Edit Footage



벨리데이터 열기

스틸컷 뷰어 열기

Validator Issue

Edit Text와 Edit Footage 작업이 끝나고 마스크가 잘 씌워 
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StillcutViewer라고 합니다. 
File - Scripts - StillcutViewer를 열면 마스크가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illcut Viewer를 실행하면, 
콜렉트했던 render 폴더에 SCREENS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Validator는 마지막으로 최적화 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File - Scripts - Validator를 열어줍니 다. 
벨리데이터에서 ISSUE가 뜨는 부분이 없으면 최적화로가 
문제없이 완료된 것입니다.
ISSUE가 있다면 ISSUE를 클릭하여 오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각 이슈에 대한 설명입니다.

MAIN_COMP  
MAIN_COMP라는 이름을 가진 컴포지션이 없을 때 이슈가 
뜹니다. 최상위 컴프가 MAIN_COMP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Unused comps 
사용되지지 않은 컴포지션이 있을 때 이슈가 뜹니다. 이슈를 
클릭하여 사용하지 않은 컴포지션은 모두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Footage 
콜렉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링크가 깨지거나 한글 및 특수기호 
이름을 가진 파일이 있을 때 이슈가 뜹니다.

USER folder
에펙 프로젝트 창의 유저 폴더에는 유저 이미지가 있지만, 
콜렉트 된 폴더에 USER폴더와 유저 이미지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 이슈가 뜹니다.

Sound file 
sound.mp4 파일이 ASEET 폴더 안에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경우 이슈가 뜹니다.

Footage stillcuts부터 Text masks까지
유저 콘텐츠에 스틸컷이 잡혀있지 않거나 마스크가 잡혀 있지 
않을 때 이슈가 뜹니다.

Invalid effects
유료 이펙트를 사용했을 때 이슈가 뜹니다.

Fonts Issue
스크립트에 등록되지 않은 폰트를 사용했을 때 이슈가 뜹니다. 
designers.shakr.com/font 에서 사용 가능한 폰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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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tillcutViewer

 8. Validator



최적화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을 다 마치신 후의 파일 정리는 왼쪽 이미지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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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데모영상

 10. 파일 정리하기

최적화 완료 후 수정 사항이 없으시면 사이트에서 보여질
데모 영상을 렌더해 주시면 됩니다.

데모 영상의 설정
파일명 : demo_hd(꼭 소문자와 언더바로 해주세요)
파일 형식 : mp4
파일의 위치 : 에펙 파일이 있는 폴더
코덱 : h.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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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 보내기

CS6 버전에는 업로더 플러그인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업로드를 위해 CC 혹은 CC2014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TESTING 후 문제가 없을시 desginers@sha.kr 로 템플릿 정보를 보내시면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1. 디자이너명 (등록된 브랜드명)
2. 템플릿 제목
3.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 카테고리 (WWW.SHAKR.COM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템플릿 한줄 설명
6. 템플릿 자세한 설명
7. 가격
8. 음원 (출처, 저작자명, 저작물명)
9. 윤폰트 사용여부 (사용했을 경우 폰트명)

 1. 업로드

[새로운 템플릿을 업로드 할 경우] 
REGISTER NEW TEMPLATE 클릭 > 
템플릿 이름, 언어 설정 > UPLOAD TO SHAKR

[기존 템플릿을 재업로드 할 경우]
검색 창에 이름 검색 혹은 리스트에서 찾아 클릭 >
LINK TEMPLATE > UPLOAD TO SHAKR

UPLOAD TO SHAKR가 완료되면 여유로운 커피 이미지와 
COMPLETE 창이 뜹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뜨면 서버에 업로드하는 과정이 모두 
끝난 것입니다. 이 후 서버에서 테스팅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이 파란색 진행바로 뜹니다. 이 진행바가 100%가 되면
모든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TEST TEMPLATE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TEST TEMPLATE 버튼 클릭 후 테스팅하실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생겨도 놀라지마세요! TEST TEMPLATE 버튼을
통한 페이지는 테스팅 전용 페이지로, 실제 디플로이를 하기
전까지 사용자들은 해당 템플릿을 볼 수 없습니다.

수정사항을 발견하여 수정했을 경우 기존 등록된 템플릿에
재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