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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소개 및 개요

콘텐츠공유플랫폼 XELF는 간편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브라우저에서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Drag and Drop)

방식으로 자유롭고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HTML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간편하게 문서나 콘텐츠, 발표자료 등을 저작할 수 있으며 저작과 동시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이메일, SNS, 모바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1-1. XELF는 무엇일까요?

XELF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으며

제작된 콘텐츠는 수정, 편집, 복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XELF 저작도구는 현재 HTML5 / css3의 지원범위가 높은 크롬 브라우저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작된 콘텐츠를 표현하는 XELF 뷰어의 경우 크롬뿐만 아니라 익스플로러 8이상,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1-2. XELF 플랫폼의 특징

XELF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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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F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쉽고 가벼운 저작도구이며 플랫폼을 통한 배포와 공유도

간편합니다.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의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손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HTML5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코딩 없이도 웹에서 동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XELF는 쉽고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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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도구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전용 뷰어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PC/MAC 웹

브라우저, 디지털 사이니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지원합니다. 

XELF는 웹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액션기능을 활용해보세요. 미디어를 삽입하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콘텐츠에 활기를

더합니다. XELF는 복잡한 코딩 없이도 애니메이션, 동적 표현이 가능하며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세요.

1-3. 활용 분야

XELF 플랫폼은 간단한 메모에서부터 리포트, 카드뉴스, 카달로그, 웹툰/그림책, 캐쥬얼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갤러리를 통해 누구나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공개할 수도

있고 다른 회원이 만든 콘텐츠를 템플릿 형태로 공유 받아 내 콘텐츠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XELF의 많은 회원들이 만든 높은 수준의 디자인과 다이어그램, 애니메이션 소스

등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XELF를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에 접목해 보세요.



2. 프로젝트 (Project)

2-1. 새 프로젝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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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F 프로젝트는 시작하기 페이지의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나의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하면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팝업이 뜨며, 프로젝트 해상도와 같은 기본적인 설정은 물론이고

저작권이나 뷰어 설정, 그리드와 스냅의 설정 또한 프로젝트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을

끝낸 후라도 에디터에서 언제든지 프로젝트의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XELF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XELF 프로젝트는 생성

전에 프로젝트 설정을 통해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 해상도, 저작권, 디자인 환경 등을 설정 할 수

있어 사용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XELF로 저작되는 문서/콘텐츠의 단위로 각 각의 프로젝트는 다수의 오브젝트와

페이지, 기본 메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로젝트를 생성, 편집, 복제, 삭제할 수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URL이 부여됩니다. 프로젝트가 공개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

URL을 공유함으로써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유할 때에는 저작권과 재사용 여부, 뷰어의 옵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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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설정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만들기위한 첫걸음입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이 어렵지

않도록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기본정보와 저작권, 뷰어, 디자인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2-2. 프로젝트 설정

1) 기본정보

프로젝트의 이름과 카테고리,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해상도를 프리셋

형태로 제공하며 직접입력도 가능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해상도는 기본해상도와 표준해상도가

있습니다. 기본해상도는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했을 때 기준이 되는 해상도이며, 표준해상도는

프로젝트를 재생하는 뷰어의 해상도입니다.

기본해상도는 프로젝트 내에서 새 페이지를 생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해상도로, 표준해상도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표준해상도는 뷰어의 크기와 비율을 가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해상도로, 프로젝트

를 재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해상도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해상도는 기본해상도

및 페이지 해상도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본해상도와 표준해상도는 같게 설정하여 사용하지만,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표준

해상도를 기본해상도보다 높게 설정하여 뷰어에서 재생되는 콘텐츠의 배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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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은 프로젝트를 비공개로 설정할 수 없으며, 프로모션 혹은 유료 회원 이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및 공유 대상자에게만 공개하는 기능은 추후 개발될 예정입니다.

2) 부가정보와 저작권

프로젝트의 설명과 태그를 입력하고 콘텐츠의 썸네일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설명과 태그는 XELF 홈페이지의 갤러리에서 프로젝트를 검색하는 데에 사용되므로 콘텐츠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의 저작권정보 메뉴에서는 저작자 및 출처, 저작권,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공개로 설정하면 갤러리에 프로젝트가 노출됩니다. 재사용을 허용하면 다른 사용자

가 프로젝트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XELF는 프로젝트에 저작권을 부여할 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Creative Commons, CC )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권장하며, CC라이선스는 4개의

이용 허락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자 표시 ( Attribution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영리 ( Noncommercial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

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 Share Alike )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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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정보와 저작권

4개의 이용허락조건으로 구성할 수 있는 CC라이선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자 표시 ( CC BY )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 ( CC BY-NC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CC BY-ND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CC BY-SA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2차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

저작자를 밝히면 저작물의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차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 ( CC BY )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작권 보유 – CCL 미적용 ( COPYRIGHT )

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위임

받았습니다. 본 저작물에 CC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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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뷰어

XELF 프로젝트는 뷰어를 통해 재생됩니다. 뷰어의 옵션에는 페이지 넘김 기능 사용 여부, 자동

재생 기능 사용 여부, 사용자 설정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기본 뷰어를 선택하면 세 기능을 모두

사용하는 기본 뷰어로 설정되고, 뷰어 UI 사용 안함을 선택하면 뷰어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프로젝트가 재생 됩니다.

페이지 넘김은 뷰어를 통해 프로젝트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뷰어 하단 의

화살표 인터페이스 혹은 키보드로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자동재생 기능은 프로젝트의 페이지 를

자동으로 넘겨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 설정 사용 기능은 뷰어 우측 하단의 사용자 설정 사용 을

허용하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기본 뷰어와 뷰어 UI 사용 안함 두 가지의 기본 뷰어가 제공되고 있으며, 추후 더 다양한

뷰어와 뷰어 옵션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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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환경설정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때 도움이 되는 스마트 가이드, 그리드와 스냅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오브젝트의 배치를 위한 안내선을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드의 가로선 간격과 세로

선 간격을 px단위로 설정할 수 있고, 그리드의 타입 또한 선 혹은 점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냅은 오브젝트가 그리드에 자석처럼 붙게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가이드는 조작

중인 오브젝트의 위치가 다른 오브젝트와 수평 혹은 수직으로 일치할 때 붉은 선을 그려 사용자

가 오브젝트 를 배치하기 용이하도록 도와줍니다.

배경 색상은 프로젝트 전체의 배경 색상을 설정하며, 뷰어의 배경색 또한 배경 색상을 지정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상은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할 때 기준이 되는 색상입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의

배경색을 바꾸고자 할 때는 우측의 페이지 속성 패널에서 배경색을 바꾸어야 합니다.

뷰어의 배경색 또한 배경색상 기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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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젝트 재사용

프로젝트 재사용이란 다른 사용자가 만든 프로젝트를 재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XELF의 갤러리에는 사용자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비롯,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원하는 유형의 프로젝트를 선택, 재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만든다면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설정 중 ‘부가정보 및 저작권’ 항목에서 재사용을 허용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프로젝트를 재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

다면 ‘재사용 허용 안함’ 을 선택하세요.

*프로젝트를 재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확인하세요.



3. 저작도구 (Editor)

XELF 저작도구는 한 화면안에서 대부분의 작업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작도구 왼쪽에는 페이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페이지 리스트와 각

페이지마다 생성된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오브젝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페이지와 오브젝트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속성패널과 액션을 적용하는 액션

패널이 있고 상단바에는 오브젝트의 편집을 도와주는 편의 기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3-1. 저작도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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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내용 비고

1 상단 영역 오브젝트 편집을 위한 편의 기능, 설정, 내보내기 기능 등

2 오브젝트 패널 텍스트, 이미지, 도형 등 오브젝트 생성

3 캔버스 영역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한 오브젝트의 배치 및 사이즈 조정

4
페이지 리스트 페이지 생성, 순서변경, 복제, 삭제 기능, 썸네일 표시 토글/탭

레이어 리스트 레이어 정보, 이름 변경, 순서 변경, 잠금, 표시 기능 토글/탭

5
속성 패널 페이지/오브젝트의 위치, 크기, 속성, 스타일 제어 토글/탭

액션 패널 트리거 및 액션 및 타겟 설정, 액션 상세 설정 토글/탭

6 타임라인 패널 액션 지속 및 지연 시간 시각화 및 변경 등 토글



저작도구의 상단 바에는 콘텐츠 제작을 도와주는 편리한 기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행취소/다시실행 기능으로 작업을 취소하거나 취소한 작업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의 정렬 기능을 사용하여 오브젝트 간의 배치를 조정하거나 오브젝트의 레이어의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작도구의 그리드와 스냅 기능을 손쉽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3-2. 상단 영역

사용자가 저작도구에서 실행하였던 기능들은 자동으로 저장되어 실행취소/다시실행 기능으로

작업을 취소하거나 취소한 작업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1) 실행취소 / 다시실행

2) 오브젝트 정렬

아이콘 기능명 오브젝트가 다 수 선택되었을 때 오브젝트가 한 개 선택되었을 때

Top 
alignment

오브젝트 최상단을 기준으로 정렬 페이지 기준하여 최상단에 정렬

Middle 
alignment

오브젝트 최상단과 최하단에 기준
하여 중앙에 정렬

페이지 최상단과 최하단에 기준하
여 중앙에 정렬

Bottom 
alignment

오브젝트 최하단을 기준으로 정렬 페이지 기준하여 최하단에 정렬

Left 
alignment

가장 좌측 지점을 기준으로 정렬 페이지 기준하여 최상단에 정렬

Center 
alignment

가장 좌측 지점과 우측 지점을 기준
으로 중앙에 정렬

페이지 가장 좌측 지점과 우측 지점
을 기준하여 중앙에 정렬

Right 
alignment

가장 우측 지점을 기준으로 정렬 페이지 기준하여 최하단에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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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Layer)는 디자인 도구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으로 투명한 유리판을 겹쳐 놓은 것과 같이

물리적 위치를 의미하곤 합니다. 즉, 높은 레이어는 낮은 레이어보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으므로

먼저 보이게 되고 아래의 레이어는 가려지게 됩니다. 레이어 정렬 기능을 통해 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레이어 정렬

아이콘 기능명 수행 내용

Forward All 오브젝트의 레이어순서를가장위로올립니다.

Forward 오브젝트의 레이어 순서를 한 번 위로 올립니다.

Behind All 오브젝트의 레이어순서를가장아래로내립니다.

Behind 오브젝트의 레이어 순서를 한 번 아래로 내립니다.

스마트가이드는 오브젝트 간의 정렬을 돕는 기능으로 가이드와 그리드를 통칭합니다.

가이드(Guide)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페이지와 오브젝트의 상단. 하단, 좌측, 우측, 중앙

지점이 겹칠 경우 가이드 라인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드(Grid)는 페이지의 구획을 표시하는 선으로 프로젝트 설정과 페이지 설정에서 지정한

크기대로 구획을 나누어 표시됩니다. 가이드와 그리드는 뷰어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4) 스마트 가이드 / 스냅

스냅(Snap) 기능은 오브젝트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다른 오브젝트 또는 페이지의 상단. 

하단, 좌측, 우측, 중앙 지점과 가까워질 경우와 설정된 그리드 값에 가까워질 경우 (10px 이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에 자동으로 위치하도록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상단영역에서 스마트가이드/ 스냅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지정된 옵션은 페이지 단위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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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는 특별한 저장 버튼 없이 저작도구에서 사용자의 편집이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상단 영역 우측에 최근 저장 시간이 표시되며 저장 중에 저작도구를 벗어나거나

브라우저를 닫을 경우 마지막 작업내역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5) 프로젝트 저장

편집된 프로젝트는 웹과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인쇄 및 PDF/영상으로

변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프로젝트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저작도구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오디오, 비디오 오브젝트와 액션, 트랜지션 효과를 뷰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리뷰의 경우, 현재 페이지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프로젝트 미리보기의 경우 첫

페이지부터 표시됩니다.

6) 내보내기 / 프리뷰

3-3. 오브젝트 패널

오브젝트 패널은 새로운 오브젝트 생성을 위한 패널입니다. 다양한 오브젝트(텍스트, 도형, 라인, 

이미지, 벡터, 테이블, 오디오, 비디오, 메모) 중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이나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캔버스에 레이어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성가능한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오브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오브젝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도형 라인 이미지 벡터 테이블 오디오 비디오 노트

오브젝트 최상단에는 페이지/레이어 리스트를 여닫을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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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콘텐츠를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통해 손쉽게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확대/축소 및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 영역 위에 배치된 오브젝트만이 뷰어에 표시되며 그 밖의 영역에 위치한 오브젝트는

뷰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3-4. 캔버스 영역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에는 캔버스에서는 푸른색의

경계선이 표시되며 선택과 동시에 패널과 레이어 리스트, 액션, 타임라인에서도 해당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표시되게 됩니다. 오브젝트의 선택은 레이어의 위치가 상위에

있을 경우를 우선하여 선택됩니다. 

1) 오브젝트 선택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 x값과

y값으로 표시하며 pixel 단위를 사용합니다.

2) 오브젝트 위치 변경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오브젝트의 경계선과 크기 변경 및 회전에 필요한 핸들이 표시됩니다. 

핸들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오브젝트의 가로/세로 크기를 변경하거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3) 오브젝트 크기 변경 및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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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젝트를 Ctrl+C하여 복사하거나 Ctrl+V 하여 붙여넣기 할 수 있으며 del 키 또는

backspace 키를 통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오브젝트의 복사, 붙여넣기, 삭제

캔버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캔버스 확대/축소 버튼이나 Ctrl+마우스 휠 조작을 통해 캔버스

크기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 ~ 20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5) 캔버스 확대 및 축소

캔버스에서는 액션 패널에서 적용된 애니메이션 및 인터랙티브 기능 일체. 오디오 및 비디오의

재생, 멀티미디어 효과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프리뷰를 통해서만 위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캔버스 표시 사항 제약

캔버스에서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배치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기능을 제공합니다. 편의기능으로

분류되는 스마트가이드 및 스냅 기능, 오브젝트 정렬 기능, 레이어 변경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2. 상단 영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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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페이지 리스트

오브젝트 패널(저작도구 좌상단)에 위치한 페이지/레이어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페이지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페이지 리스트에서는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페이지의

순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1) 페이지 추가하기

선택된 페이지의 뒤로 페이지로 추가됩니다. 

페이지 리스트 최하단에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추가합니다.)

2) 페이지 복제, 삭제

페이지의 썸네일 이미지 위로 마우스를 올리면

복제 및 삭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3) 페이지 이동

페이지의 썸네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페이지 전환효과 (Page Transition)

페이지 전환 효과는 뷰어에서 페이지 이동 시 애니메이션 및 효과를 적용하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페이지 전환효과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속성 및 전환효과에 대한 사항은 4. 페이지 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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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리스트는 현재 페이지에 생성된 오브젝트의 목록입니다. 오브젝트 패널(저작도구

좌상단)에 위치한 페이지/레이어 열기 버튼을 클릭한 후 레이어 탭을 선택하여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리스트의 오브젝트 순서는 오브젝트 사이의 깊이를 의미하며 오브젝트 중 가장

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리스트의 최하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3-6. 레이어 리스트

4) 오브젝트 잠금, 표시 기능

오브젝트의 잠금 기능과 표시/숨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잠금 기능은

오브젝트 선택을 막는 기능으로 작업중 변경이나 선택이 필요 없는 오브젝트는 잠금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표시/숨기기 기능은 오브젝트를 페이지에서 감추는 기능입니다. 숨겨진

오브젝트는 캔버스에서만 숨겨질 뿐 뷰어에서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Ctrl 클릭을 통해 레이어를 다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중 선택 후 레이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오브젝트 정보

리스트의 상단에서 선택된 오브젝트의 썸네일과

크기, 위치, 중심점 정보를 보여줍니다.

2) 레이어 순서 변경

레이어의 순서는 레이어 리스트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단영역의 레이어 정렬기능과

연동됩니다. 

3) 오브젝트 이름 변경

오브젝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경하면 속성

패널과 액션 패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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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도구의 오른쪽 영역에는 속성/액션 패널이 있습니다. 속성 패널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속성정보를 확인/편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패널을 통해 오브젝트 및 페이지의 속성정보를

편집하여 위치, 크기, 투명도 등의 공통 속성, 오브젝트 별 디자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든 오브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별 속성

정보는 5. 오브젝트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3-7. 속성 패널

1) 오브젝트 정보

오브젝트의 이름이 표시되며 표시/숨기기 속성을

통해 뷰어에서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오브젝트 위치

오브젝트의 x 좌표/ y 좌표를 입력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드래그하여

오브젝트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 보다 더 정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오브젝트 크기

오브젝트의 가로/세로 크기를 직접 px값을 직접

입력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가로세로 비율을 고정하면 직접 입력시는 물론

캔버스에서 크기조정에도 적용됩니다.

4) 중심점

오브젝트의 위치, 크기를 변경하거나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때 기준이 될 중심점을 설정합니다. 

9개의 영역을 나타내는 아이콘의 각 부위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심점은

도형/이미지/SVG 오브젝트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5) 오브젝트 회전

오브젝트를 입력한 각도만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오브젝트를 회전시키는 것 보다

더 정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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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도구 우측 상단의 액션 탭을 클릭하면 액션을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는 액션패널이

나타납니다. 캔버스 또는 레이어 리스트에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트리거로 하는 액션의 리스트를

보여주며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에 부여된 액션을 표시합니다.

액션 리스트에서 세부 액션을 선택하면 액션의 상세 내용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3-8. 액션 패널

액션 패널에서의 모든 설정 변경 및 수치 입력은 자동으로 저장 되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액션은 미리보기/프리뷰를 통해서 적용된 액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션의 주요 기능은 7. 액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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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은 작성된 액션을 시간에 따라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어떤 오브젝트에 어떤 액션이 생성되어 있는 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액션의

수정 또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타임라인은 캔버스 하단의 타임라인 보기(Show Timeline) 

버튼을 클릭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3-9. 타임라인 패널

액션 패널과 타임라인 패널은 선택된 오브젝트에 따라 연동하여 작동합니다. 액션 패널의 설정

변경은 실시간으로 타임라인에서 반영되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 이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7. 액션 > 7-4. 타임라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페이지 (Page)

페이지는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구분하는 단위로 프로젝트는 다수의 페이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리스트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체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으며 각각의 페이지는

캔버스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의 속성 패널이 저작도구 우측에

나타납니다.

4-1. 페이지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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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이지 이름

모든 페이지는 생성시 자동으로 이름이 지정되나

사용자가 페이지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페이지 크기

프로젝트 기본 해상도와 페이지 해상도는 각각

다르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설정의 기본

해상도로 자동으로 페이지가 생성되지만 사용자는

각각의 페이지의 크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px 을 사용합니다.

3) 그리드 설정

페이지 별로 그리드의 크기를 각각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페이지 배경색 설정

페이지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배경색은 뷰어의 여백에도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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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ransition

Scale down

Cube to left

Nove to left

Scale right

Fade

Move to top

Fall

Slide

페이지 전환 효과는 뷰어에서 페이지 간 이동 시 애니메이션 및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총 8개의 효과를 페이지 전환 효과를 지원하며 페이지 리스트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페이지에서 B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할 때 A페이지에 설정된 전환효과가 적용되며

A페이지의 순서를 변경할 경우 전환효과도 함께 변경됩니다. 

4-2. 페이지 전환 효과 (Transition)

XELF 저작도구로 제작된 콘텐츠는 프로젝트 단위로 복제. 재사용이 가능하며 페이지 단위로도

복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복제한 경우 오브젝트 등도 동일하게 복제되나 지정된

액션의 경우 경우에 따라 타겟 또는 옵션 일부가 미지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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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브젝트

5-1. 텍스트

캔버스 좌측에 위치한 오브젝트 패널에서 텍스트 오브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 텍스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폰트 & 폰트 스타일

텍스트 오브젝트의 폰트와 폰트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2) 크기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텍스트의 크기는

6~500px 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행간

텍스트의 행과 행 사이의 간격 조절합니다.

4) 자간

텍스트의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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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백

텍스트 오브젝트의 테두리와 텍스트 사이의 여백을

조절합니다.

6) 스타일 설정

굵게, 밑줄, 기울임, 지움 효과를 적용합니다.

7) 정렬

텍스트를 왼쪽, 중앙, 오른쪽, 양쪽으로 정렬합니다.

8) 글자색

글자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9) 색상

텍스트 오브젝트의 배경 색상을 변경합니다.

10) 테두리 & 테두리 색

오브젝트의 테두리(실선, 점선) 두께와 색상을 변경합니다.

텍스트 에디터 모드에서는 입력된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부분 수정도

가능합니다. 부분별로 서로 다른 글꼴과 스타일, 크기, 정렬, 텍스트

색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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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형

캔버스 좌측 오브젝트 패널에서 도형 오브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도형 오브젝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도형(정사각형)의 형태를 변경하여 원하는 모양의 도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형태

도형의 형태를 변경합니다. 20종의 다양한 모양의

도형으로 형태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변형

일부 모양의 도형은 변형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형 값을 변경하면 도형의 모양이 바뀌며, 도형의

크기가 바뀌어도 설정한 변형 각도는 유지됩니다.

3) 색상

도형 오브젝트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4) 테두리 & 테두리 색

오브젝트의 테두리(실선, 점선) 두께와 색상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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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라인

캔버스 좌측 오브젝트 패널에서 라인 오브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라인 오브젝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1) 선모양

라인 오브젝트의 시작점의 모양과 끝점의 모양을

변경합니다. 화살표 모양과 원형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선 종류 & 선 색

라인 오브젝트의 선 종류(실선, 점선)를 선택하고 선

두께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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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미지

캔버스 좌측 오브젝트 패널에서 이미지 오브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미지 오브젝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오브젝트는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통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1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참고해주세요.

1) 이미지 바꾸기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열어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2) 이미지 수정

이미지 에디터를 통해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수정버튼은 이미지를

삽입해야만 표시됩니다.

4) 테두리 반경

테두리 반경을 설정하여 이미지의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 있습니다.

3) 테두리 & 테두리 색

오브젝트의 테두리(실선, 점선) 두께와 색상을 변경합니다.

이미지 오브젝트에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 에디터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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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벡터

캔버스 좌측 오브젝트 패널에서 벡터 오브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벡터 오브젝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벡터 이미지는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시에도 그림의 손상없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표현되며 저작도구 내에서 각 면의 색을 변경할 수 있어 깔끔하고 명확한 디자인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벡터 라이브러리

패널의 벡터 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하거나 벡터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여 벡터 라이브러리를 열어

벡터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2) 벡터 색

벡터 이미지의 색상을 부분적으로 변경합니다.

3) 색상

벡터 오브젝트의 배경 색상을 합니다.

5) 테두리 반경

테두리 반경을 설정하여 이미지의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 있습니다.

4) 테두리 & 테두리 색

오브젝트의 테두리(실선, 점선) 두께와 색상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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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테이블

캔버스 좌측 오브젝트 패널에서 테이블 오브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테이블 오브젝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1) 테이블 크기

테이블의 행과 열을 숫자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활자

테이블 오브젝트에 입력된 텍스트의 글꼴, 두께, 

크기, 정렬, 색상을 수정합니다.

3) 채우기

테이블 오브젝트 전체 셀의 배경 색상을 변경합니다.

4) 선 굵기 & 선 색

테이블 오브젝트의 테두리 선을 포함한 테이블 전체

선의 두께와 색상을 변경합니다.

5) 여백

테이블 각 셀의 내용과 테두리 사이의 여백을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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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오브젝트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Cell Setting 옵션을 오픈 할 수

있습니다. Cell Setting 옵션으로 각 셀의 배경 색상을 설정할 수 있고, 

선택한 셀 기준으로 상하좌우에 행 또는 열을 추가/삭제 할 수도

있습니다.

5-7. 오디오

캔버스 좌측 오브젝트 패널에서 오디오 오브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오브젝트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통해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4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참고해주세요.

오디오 오브젝트는 속성 패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디오 삽입 시 캔버스 우측 하단에 오디오

아이콘이 생성되고 레이어 패널에 오디오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레이어 패널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삽입 후 재생 액션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생 액션을

적용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생 액션을 적용하는 방법은 7. 액션(Ac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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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비디오

캔버스 좌측 오브젝트 패널에서 비디오 오브젝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비디오 오브젝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YouTube / Vimeo 영상 삽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영상 파일 업로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 동영상 정보

삽입되어 있는 동영상의 링크 주소가 표시됩니다. 

2) 비디오 변경

동영상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거나 비디오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동영상을 삽입/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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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디오 삽입 팝업의 비디오 주소에 링크를 입력합니다.

5. 삽입 버튼을 클릭하여 삽입하려는 동영상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페이지에

동영상을 삽입합니다.

Youtube 동영상 삽입 방법

1. XELF 저작도구 좌측 오브젝트 패널에서 비디오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비디오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2. 비디오 오브젝트를 더블클릭, 또는 비디오 속성 패널에서 ‘비디오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삽입하고자 하는 YouTube/Vimeo 동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 주소를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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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메모

캔버스 좌측 오브젝트메모 오브젝트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여 메모 오브젝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작 중 필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으며 저작도구 캔버스에서만 보여지고

실제 뷰어/PDF/동영상에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1) 활자

메모 오브젝트에 입력된 텍스트의 글꼴, 두께, 크기, 

정렬, 색상을 수정합니다.

2) 색상

메모 오브젝트의 배경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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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F 저작도구의 이미지와 오디오, 벡터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ELF 라이브러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XELF 라이브러리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계정에 주어진 라이브러리에

이미지나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XELF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오디오, 벡터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6. 라이브러리 (Library)

나의 이미지는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사용자만의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으며 폴더를 생성하여 이미지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미지의 상세정보가 나타나며 사용자가

직접 설명과 태그,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6-1. 이미지 라이브러리

1) 나의 이미지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이미지 오브젝트를 사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사용하는 나의 이미지와 XELF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이미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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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내용 비고

1 업로드 PC에 저장된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2 나의 폴더 기본 생성 폴더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3 폴더 추가/삭제 폴더를 추가/삭제합니다.

4 이미지 삭제 선택된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5 정보 보기 정보 팝업을 열어 이미지의 정보를 확인/수정합니다.

이미지 수정 이미지 에디터를 열어 이미지를 수정합니다.

삭제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6 리스트 정렬 업로드 순 / 파일 크기 순으로 리스트를 정렬합니다.

7 검색 이미지의 설명이나 태그를 통해 검색합니다.

8 전체 태그 목록 숨겨진 태그 목록을 열어줍니다.

9 이미지 사용하기 선택된 이미지를 캔버스에 삽입합니다.

No. 명칭 내용 비고

1 정보 이미지 해상도, 파일크기, 업로드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2 설명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의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태그 사용자가 직접 이미지에 태그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최대7개

4 저작권 및 출처 이미지의 저작권 정보와 저작자 및 출처를 입력합니다.

5 저장 후 닫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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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미지에서는 XELF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XELF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저작도구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와 태그를 통해 이미지를

손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공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가 업는 CC0 이미지로 개인적/상업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기본 이미지

No. 명칭 내용 비고

1 리스트 정렬 업로드 순 / 파일 크기 순으로 리스트를 정렬합니다.

2 검색 이미지의 설명이나 태그를 통해 검색합니다.

3 카테고리 카테고리 별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전체 태그 목록 숨겨진 태그 목록을 열어줍니다.

5 정보 보기 정보 팝업을 열어 이미지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미지 수정 이미지 에디터를 열어 이미지를 수정합니다.

6 이미지 사용하기 선택된 이미지를 캔버스에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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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F의 이미지 에디터를 활용하면 저작도구 안에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거나 이미지 속성 패널에 있는 이미지 에디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 에디터를 열수 있습니다. 이미지 에디터는 Adjustment, Filter, Crop, 

Rotate, Mask 기능을 제공합니다. 

No. 명칭 내용 비고

1 실행 영역 실행취소 / 다시실행 / 원본

2 편집도구 영역 조정, 필터, 자르기, 회전, 마스크 기능

3 편집 영역 편집할 이미지의 영역

4 도구 별 기능 영역 편집 도구 별 상세 기능

6-2. 이미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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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밝기와 채도, 대비, 노이즈, 그라디언트, 모자이크 수치 조절을 통해 이미지에

보정효과를 줍니다.

1) 조정

이미지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7개의 필터를 사용하여 클릭만으로 이미지에 필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필터는 Grayscale, Invert, Sepia, Sepia2, Blur, Sharpen, Emboss를 지원하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필터

자르기 영역을 지정하여 이미지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르기 영역은 높이와 넓이의 마우스로

조절이 가능하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영역을 설정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잘리게 됩니다. 

3)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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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원하는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움직이거나 직접 수치를 입력하여

회전을 시킬 수 있으며 버튼을 클릭하여 90도씩 이미지를 회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전

버튼을 클릭하여 손쉽게 이미지를 상하, 좌우 반전 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전

Square, Square Round, Triangle, Circle 모양으로 이미지에 마스크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 효과는 선택한 마스크 모양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가려주는 기능입니다. 원하는 마스크

모양을 선택하여 이미지 위에 올려놓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5) 마스크

이미지 에디터에서 편집된 내용은 저장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해야만 적용되며, 편집된 이미지는

나의 이미지의 내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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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벡터 라이브러리

벡터 라이브러리는 XELF가 제공하는 벡터 이미지가 업로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벡터

라이브러리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매터리얼 디자인 아이콘 1000여종과 XELF에서 자체

제작한 200여종의 아이콘이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벡터

라이브러리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벡터 이미지를 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No. 명칭 내용 비고

1 리스트 정렬 업로드 순 / 파일 크기 순으로 리스트를 정렬합니다.

2 검색 벡터 이미지의 설명이나 태그를 통해 검색합니다.

3 카테고리 카테고리 별로 벡터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전체 태그 목록 숨겨진 태그 목록을 열어줍니다.

5 정보 보기 선택된 벡터 이미지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6 벡터 사용하기 선택된 벡터 이미지를 캔버스에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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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오디오 라이브러리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사용자가 직접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하여 사용자만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미리 재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No. 명칭 내용 비고

1 업로드 PC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2 모두선택/삭제 모두선택 및 선택된 오디오를 삭제합니다.

3 리스트 정렬 업로드 순 / 파일 크기 순으로 리스트를 정렬합니다.

4 검색 오디오의 이름을 통해 검색합니다.

5 재생/일시정지 선택된 오디오를 재생/일시정지 합니다.

6 오디오이름변경 선택된오디오의이름을변경합니다.

7
배경음악으로삽
입하기 선택된오디오를배경음악으로삽입합니다.

8 페이지에 삽입하기 선택된오디오를페이지에삽입합니다.

배경음악으로 삽입하기 기능은 오디오 오브젝트가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되는 기능으로 한 개의

프로젝트에는 한 개의 배경음악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페이지에 삽입하기는 오디오

오브젝트가 각 페이지마다 따로 적용이 되며 다수의 오브젝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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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액션 (Action)

XELF는 사용자가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인터렉션과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액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트리거와 액션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액션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트리거의 이벤트가 만족되면 액션이

실행됩니다. 셀프는 총 7개의 트리거를 제공합니다(클릭, 더블클릭, 마우스 안으로, 마우스

밖으로, 누르기, 떼기, 페이지 로드).

액션은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작성된 액션을 시각적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타임라인에서 수정한 내용

또한 실시간으로 저장됩니다.

7-1. 액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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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F EDITOR 1.2.0 MANUAL - 44

생성된 액션을 목록의 형태로 보여주며 액션을 수정, 복제 혹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순서를 변경해 액션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No. 명칭 내용

1 액션 탭
액션 패널에 접근하기 위해 액

션 탭을 선택하세요.

2
액션 생성

버튼

클릭 시 액션을 생성합니다.
액션 수정 패널로 패널이 전환

됩니다.

3 트리거
생성한 액션은 트리거 별로 정

리됩니다.

4 액션

생성된 액션의 액션 타입, 액션
타겟을 표시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변경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액션 메뉴 버튼
액션 메뉴를 부를 수 있는 버튼

입니다.

6 액션 수정
선택된 액션을 수정합니다. 액
션 수정 패널로 패널이 전환됩

니다.

7 액션 복제
선택된 액션을 복제해 추가합니
다. 비슷한 액션을 여러 개 사용
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액션 삭제 선택된 액션을 삭제합니다.

1) 액션 리스트

액션의 수정은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저장 버튼을 따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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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내용

1
트리거 및 액션

설정 영역

트리거와 액션을 설정할 수 있는 영
역입니다.
트리거 타겟에 설정한 이벤트가 발
생하여 조건이 만족되면 액션이 실
행됩니다.

2
액션 설정

영역

액션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트리거가 만족되면 액션이 작동하며, 
액션이 실행될 때 필요한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각 액션마다 필요한 값이 다릅니다.

3
액션 세부
설정 영역

액션의 세부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액션의 실행 시간, 지속 시간과 변속
(easing) 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
다.

2) 액션 수정 패널 개요

생성된 액션의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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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내용

1 뒤로 버튼 액션 리스트로 돌아갑니다.

2 이벤트 설정
트리거의 이벤트를 설정합니다.
타겟에 이벤트가 만족되면 액션이
실행됩니다.

3
트리거 타겟

설정

트리거의 타겟을 설정합니다.
트리거 타겟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액션이 실행됩니다.

4 액션 설정
실행할 액션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각 액션마다 실행에 필요한 값이
다릅니다.

5 액션 타겟 설정
액션의 타겟을 선택합니다.
타겟을 삭제하고자 할 때는 타겟
우측의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6 타겟 추가 버튼
타겟을 추가합니다.
한 액션에 다수의 액션 타겟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3) 트리거 및 액션 설정 영역

트리거와 액션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트리거 타겟에 설정한 이벤트가 발생하여 조건이 만족되면 액션이 실행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고 액션을 생성하면 현재 페이지를 오브젝트로 인식합니다.

이벤트는 ‘페이지 로드(Page load)’로 고정되며 트리거 타겟은 현재 페이지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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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내용

1 입력 영역
액션이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현재 값 버튼 오브젝트의 현재 값을 입력합니다.

3
변속(easing)

설정 영역
액션의 가속(easing)을 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4
실행 시간
입력 영역

액션이 실행될 총 시간을 입력합니
다.

5
지연 시간
입력 영역

액션이 시작하기 전 지연되는 시간
을 입력합니다.

4) 액션 설정 및 액션 세부 설정 영역

액션이 실행될 때 필요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대부분의 액션이

실행되는 데에 필요한 값입니다.

변속(easing)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 변속(easing)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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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명칭 설명

페이지 로드
(Page load)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액션을 생성할 경우 페이지를
오브젝트로 인식하며, 트리거는 페이지가 로드되었을 때 만족되는
‘페이지 로드＇ 트리거로 고정됩니다.

클릭
(Click)

트리거 타겟을 클릭 혹은 터치했을 때 액션이 실행됩니다.

더블 클릭
(Double click)

트리거 타겟을 더블 클릭 혹은 더블 탭 했을 때 액션이 실행됩니다.

마우스 안으로
(Mouse in)

마우스가 트리거 타겟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액션이 실행됩니
다.

마우스 밖으로
(Mouse out)

마우스가 트리거 타겟의 영역 밖으로 나갔을 때 액션이 실행됩니다.

누르고 있기
(Hold)

트리거 타겟을 클릭 혹은 탭 하고 2초 이상 지속되었을 때 액션이
실행됩니다.

떼기
(Release)

트리거 타겟을 클릭 혹은 탭 하고 2초 이상 지속 후, 마우스를 떼거
나 손을 뗐을 때 액션이 실행됩니다.

트리거는 이벤트와 타겟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겟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트리거가 만족되며, 액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가속(easing)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가속(easing)설명 부분을 참고하세요.

1) 트리거



XELF EDITOR 1.2.0 MANUAL - 49

아이콘 명칭 설명

페이지로 이동
(Go to Page)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액션을 생성할 경우 페이지를
오브젝트로 인식하며, 이벤트는 페이지가 로드 되었을 때 만족되는
‘페이지 로드＇ 트리거로 고정됩니다.

필요 타겟 액션으로 이동할 페이지

URL로 이동
(Go to URL)

트리거가 만족되었을 때 외부 URL로 이동합니다.

필요 타겟 액션으로 이동할 URL

새 창에서 열기 활성화시 새 창에서 URL을 엽니다.

전 페이지로 이동
(Go Back)

트리거가 만족되었을 때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요 타겟 없음

액션은 크게 분류해 페이지 액션, 오브젝트 액션, 미디어 액션이 있습니다.

페이지 액션은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 혹은 외부 URL로 이동시키는 액션입니다.

2) 액션 – 페이지 액션

액션은 크게 분류해 페이지 액션, 오브젝트 액션, 미디어 액션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액션은 오브젝트의 위치나 크기, 투명도 등을 변경하는 액션입니다.

3) 액션 - 오브젝트 액션

아이콘 명칭 설명

좌표로이동
(Move To)

트리거가만족되었을때오브젝트를해당좌표로이동시킵
니다.

필요 타겟 이동시킬오브젝트(다수선택가능)

끝점 오브젝트이동끝점의 X, Y값좌표입니다.

시작점 오브젝트의 이동이 시작하는 지점의 X, Y값 좌표.
비활성화시 현재 위치에서 이동 시작.

거리만큼 이동
(Move by)

트리거가 만족되었을 때 오브젝트를 입력한 거리만큼 이동합니다.

필요 타겟 이동시킬 오브젝트(다수 선택 가능)

이동 거리 오브젝트가 이동할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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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명칭 설명

투명도(Opacity)

트리거가 만족되었을 때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바꿉니다.

필요 타겟 투명도를 바꿀 오브젝트(다수 선택 가능)

투명도 변경 오브젝트의 바뀔 투명도.

크기
(Size)

오브젝트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비율(Scale)과는 다르게 크기를 픽셀 값으로 지정해 크기를 변경합
니다.

필요 타겟 크기를 바꿀 오브젝트(다수 선택 가능)

크기 변경 변경할 오브젝트의 크기를 입력(단위:px)

비율 고정 활성화시 가로세로 크기의 비율 유지.

비율
(Scale)

오브젝트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크기(Size)와는 다르게 오브젝트를 퍼센트로 확대 혹은 축소합니
다.

필요 타겟 비율을 바꿀 오브젝트(다수 선택 가능)

비율 변경
오브젝트의 현재 크기를 100%로 간주하고 변경
할 오브젝트의 크기를 %로 입력.

색
(Color)

트리거가만족되었을때오브젝트의색을변경합니다.

필요 타겟 색을바꿀오브젝트(다수선택가능)

색상 변경 바꿀 색을 Hex code로 입력.

회전
(Rotate)

트리거가 만족되었을 때 오브젝트를 회전시킵니다.

필요 타겟 회전시킬 오브젝트(다수 선택 가능)

절대값 오브젝트를 입력한 각도로 변경.

상대값 오브젝트를 입력한 각도만큼 회전.

시계 오브젝트를 시계방향으로 회전.

반시계 오브젝트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토글
(Toggle)

트리거가 만족되었을 때 오브젝트를 숨기거나 나타냅니다.
숨겨져 있는 오브젝트는 나타내고, 보이는 오브젝트는 숨깁니다.

필요 타겟 토글할 오브젝트(다수 선택 가능)

투명도 변경 오브젝트의 바뀔 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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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명칭 설명

보이기 / 숨기기
(Show / Hide)

오브젝트를 숨기거나 나타냅니다.
토글과 다르게 보이기 혹은 숨기기 둘 중 한 기능만 선택할 수 있습
니다.

필요 타겟 숨기거나 나타낼 오브젝트(다수 선택 가능)

보이기 숨겨진 오브젝트를 나타냅니다.

숨기기 보이는 오브젝트를 숨깁니다.

레이어 순서
(Layer Order)

트리거가 만족되었을 때 오브젝트의 레이어 순서를 바꿉니다.

필요 타겟 레이어의 순서를 변경할 오브젝트(다수 선택 가능)

맨 앞으로 레이어의 순서를 가장 앞으로 변경

맨 뒤로 레이어의 순서를 가장 뒤로 변경

액션은 크게 분류해 페이지 액션, 오브젝트 액션, 미디어 액션이 있습니다.

미디어 액션은 프로젝트 혹은 페이지에 삽입된 오디오를 제어하는 액션입니다.

4) 액션 – 미디어 액션

아이콘 명칭 설명

재생
(Play)

트리거가 만족되었을 때 지정된 오브젝트를 재생합니다.

필요 타겟 재생할 오디오 오브젝트(다수 선택 가능)

페이드 인 오디오가 재생될 때 소리가 커지는 시간 입력.

페이드 아웃 오디오가 꺼질 때 소리가 작아지는 시간 입력.

반복 활성화시 오디오가 끝나고 다시 재생.

음소거
(Mute)

트리거가 만족되었을 때 모든 오디오의 볼륨을 0으로 조정합니다.

필요 타겟 없음

페이드 아웃 음소거될 때 소리가 작아지는 시간 입력.

볼륨
(Volume)

트리거가 만족되면 지정한 오디오의 볼륨을 변경합니다.

필요 타겟 볼륨을 변경할 오디오 오브젝트(다수 선택 가능)

볼륨 변경 변경할 볼륨 입력.

정지
(Stop)

트리거가 만족되었을 때 모든 오디오를 멈춥니다.

필요 타겟 없음

페이드 아웃 오디오가 꺼질 때 꺼지는 시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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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는 운동을 할 때 갑자기 움직이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지 않고 속력이

변화합니다. 물체가 운동을 시작할 때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 변속(easing) 

기능을 사용합니다.

XELF 저작도구에서 지원하는 변속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변속(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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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 개요

타임라인은 작성된 액션을 시간에 따라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어떤 오브젝트에 어떤 액션이 생성되어 있는 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액션의 수정 또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변경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임라인은 저작도구 하단의 액션타임라인 영역에서 일반보기/크게보기 버튼을 클릭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대표 이미지)

2) 타임라인 패널 세부 설명

No. 명칭 내용

1 액션 개수 표시 영역 해당 오브젝트에 총 몇 개의 액션이 생성되어 있는지 표시됩니다.

2 시간 간격 조정 스크롤
타임라인의 시간 간격을 늘리거나 좁힙니다.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스크롤이 너무 작아 작업이 불편할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타임라인 접기

타임라인 펼치기
타임라인 최대화

타임라인을 저작도구 전체로 확대합니다. 확대한 상태에서는 해
당 버튼이 타임라인 감추기(Hide Timeline)로 바뀌며, 클릭하면
타임라인을 감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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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명칭 내용

1 액션 목록
해당 오브젝트에 생성되어 있는
액션을 트리거 별로 정리해 보여
줍니다.

2 액션 목록

해당 오브젝트에 생성되어 있는
액션을 액션 타입과 타겟을 기준
으로 정리해 보여줍니다. 항목을
드래그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3 3점 메뉴
타임라인에서 액션을 복제 혹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타임라인 패널 세부 설명

No. 명칭 내용

1 시간자
타임라인의 지연시간과 실행시간 단위를 초 단위로 표시해줍니다. 
타임라인 스크롤을 조작할 때에는 0.1초 단위로 스냅 됩니다.

2 타임라인 스크롤
액션의 지연시간과 실행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스크롤을 잡고 이동시켜 지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스크롤의 양 끝을 잡고 이동시켜 실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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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활용하기

콘텐츠 공유 플랫폼으로서 XELF는 쉽고 간편한 공유방법을 제공합니다. XELF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프로젝트 URL 공유, Facebook 공유, 소스코드 공유, 이메일 공유를 통해 외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8-1. 프로젝트 공유하기

나의 프로젝트, 또는 갤러리에서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에 마우스를 올리면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를 클릭하여 상세보기 페이지의 공유 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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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팝업의 첫 번째 메뉴에서 링크주소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공유하려는 프로젝트의

주소가 복사되어 공유하려는 곳에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URL 공유

공유하기 팝업의 두 번째 메뉴에서 소스코드를 복사해 외부 페이지에서 XELF로 만든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복사하기 버튼으로 HTML 소스코드를 복사한 다음 HTML 코드를

붙여넣으면 외부 페이지에서도 XELF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2) 소스코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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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팝업의 세 번째 메뉴에서 공유하려는 XELF 콘텐츠의 URL 주소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용자의 이름, XELF 콘텐츠 링크를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 이메일에

덧붙일 부가 내용(선택)을 입력한 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이메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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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내용 추출 및 로그 분석

1) 내용 추출

XELF는 콘텐츠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각 페이지에 입력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추출된

텍스트는 페이지 별로 표시가 되며 추출된 텍스트를 통해 콘텐츠를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XELF는 콘텐츠를 저작하고 저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콘텐츠 공유 플랫폼입니다. 공유한

콘텐츠에 대한 검색을 보장해주고 유입에 대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콘텐츠를 조회하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성을 보이고 어떤 콘텐츠를 선호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XELF의 텍스트 오브젝트나 테이블 오브젝트에 사용된 텍스트만을 추출합니다. 이미지나

다이어그램에 포함된 텍스트는 추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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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 분석

XELF에서는 콘텐츠의 소스코드를 추출하여 각 콘텐츠의 조회수, 지역별/브라우저별 통계와

유입경로를 표시하여 콘텐츠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분석 프로그램 구매 없이도

XELF가 제공하는 콘텐츠 로그정보를 활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분석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