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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a
상품명

리얼프라하 주,야간 촬영상품 (원본 + 보정 / JPG 제공)*보정본은 작가 셀렉입니다.
촬영시간

•
•

60분 : 원본 100-150컷 + 보정본 40컷+정밀보정본 5컷 (체형/얼굴/피부)
촬영지 : 구시가광장→까를교 주변

올드타운

•
•
•

120분 : 원본 250-300 + 보정본 (70컷/작가셀렉) +정밀보정본 10컷 (체형/얼굴/피부)
촬영지 : 구시가광장→유대인지구→마네수브교→말로스트란스카→까를교
도보이동

프라하성

•
•
•

120분 : 원본 250-300 + 보정본 (70컷/작가셀렉) +정밀보정본(체형/얼굴/피부)10컷
촬영지 : 스트라호프수도원→흐라드차니→프라하성→네루도바→깜파섬→까를교
대중교통 및 도보이동 (30분짜리 교통권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
•
•
•

120분 : 원본 250-300 + 보정본 (70컷/작가셀렉) +정밀보정본(체형/얼굴/피부)10컷
촬영지 : 프라하성→천국의정원→왕립정원→레뜨나공원
대중교통 및 도보이동 (30분짜리 교통권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왕립정원이 폐쇄되는 11-3월의 경우 깜파섬, 블타바공원으로 대체 촬영

•
•
•

60분 : 원본 100-120컷 내외 + 보정본 40컷 + 정밀보정본(체형/얼굴/피부)5컷
촬영지 : 구시가광장→유대인지구→까를교입구
도보이동

올드타운 Simple

60분

120분

안델모스트

프라하
야경촬영

•

상세

전상품 1-4인 기준

60분

소비자가격

18만원
예약금 : 10만원
현장지불 : 60유로

28만원
예약금 : 12만원
현장지불 : 120유로

25만원
예약금 : 11만원
현장지불 : 105유로

Paris

리얼파리 주간 촬영상품 (원본 + 보정 / JPG 제공) )*보정본은 작가 셀렉입니다.

상품명

촬영시간

에펠탑 60분

60분

라피네 A
(에펠탑)

라피네 B
(루브르)

라피네 C
(노틀담)

•
•
•

상세

•
•

60분 : 원본 100-120컷+보정본 3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 : 에펠탑→세느강 주변

•
•

120분 : 원본 200컷 내외 + 보정본 3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 : 샤요궁→레나다리→센느강→비하카임브릿지→선착장→상드막스공원
(상드막스 춘계&동계제외-오픈기간 5월경~10월경)

•
•

120분 : 원본 200컷 내외 + 보정본 3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 : 루브르 히볼리→루브르 박물관→예술가의 다리→센느강→퐁뇌프다리

120분

소비자가격

18만원
예약금 : 7만원
현장지불 : 82유로

40만원

예약금 : 12만
현장지불 : 210유로

•
•

120분 : 원본 200컷 내외 + 보정본 3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 : 센느강→퐁뇌프다리→시떼섬 공원→노틀담→아흐슈베쉐다리

전상품 2인 기준이며 1인 추가시 인당 추가금 40유로
1인 촬영의 경우 2인기준의 가격과 동일
미취학 아동 동반시 루브르, 노틀담 코스 이용 불가

Rome

리얼로마 촬영상품 (원본 + 보정 / JPG 제공) )*보정본은 작가 셀렉입니다.

상품명

촬영시간

콜로세움

60분

판테온

Firenze

•
•
•

120분

상세

•
•

60분 : 원본 200컷+보정본 2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 : 콜로세움 및 주변

•
•

120분 : 원본 400컷 + 보정본 4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 :
콜로세움→콘스탄티누스개선문→포로로마노주변→빅토리오엠마누엘레2세기념관→베네치
아광장

소비자가격

18만원
예약금 : 8만원
현장지불 : 75유로

35만원
예약금 : 15만원
현장지불 : 148유로

리얼피렌체 촬영상품 (원본 + 보정 / JPG 제공) )*보정본은 작가 셀렉입니다.

상품명

촬영시간

상세

산타마리아

60분

•
•

60분 : 원본 200컷+보정본 2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 : 두오모 - 조토의 종탑 - 레푸블리카광장(회전목마광장) - 베키오다리 - 아르노 강

두오모

120분

•
•

120분 : 원본 400컷 + 보정본 4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 : 두오모 - 조토의 종탑 - 레푸블리카광장(회전목마광장) - 단테의 생가 - 시뇨리아
광장 - 베키오 궁 주변- 우피치미술관 회랑 - 베키오 다리 - 산타 트리니티 다리 - 아르노 강

위의 상품으로 드레스와 한복 촬영 불가
전상품 2인 기준이며 1인 추가시 인당 추가금 8유로 (약1만원)
1인 촬영의 경우 2인기준의 가격과 동일

소비자가격

18만원
예약금 : 8만원
현장지불 : 75유로

35만원
예약금 : 15만원
현장지불 : 148유로

Venice 리얼베니스 촬영상품 (원본 + 보정 / JPG 제공) )*보정본은 작가 셀렉입니다.
상품명

촬영시간

산타루치아

60분

•
•

60분 : 원본 100-120컷+보정본 3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 : 산타루치아 역 주변

베네치아 미로

120분

•
•

120분 : 원본 200컷 + 보정본 3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 : 산타크로체 또는 산폴로 지구

180분

•
•
•
•
•

180분 : 원본 250-300 + 보정본 30컷 (색감, 구도, 노출 보정)
촬영지:수상택시 투어중 각 섬에서의 촬영
촬영 및 투어지 : 부라노,산조르조,마조레
2인기준 (2-8인까지 진행 가능 / 1인 추가시 30만원 )
본 상품은 프라이빗 상품이 아니며 타 예약자와 조인될 수 있습니다.

베니스
수상보트 스냅
+ 섬투어

•
•

상세

전상품 2인 기준이며 1인 추가시 인당 추가금 8유로 (약1만원)
1인 촬영의 경우 2인기준의 가격과 동일

소비자가격

18만원
예약금 : 8만원
현장지불 : 75유로

35만원
예약금 : 15만원
현장지불 : 148유로

72만원

예약금 : 22만5천원
현장지불 : 370유로

history

2011년
리얼프라하 설립
유럽 최초 사진촬영을 컨셉으로 하는 가이드투어 상품 판매, 허니문스냅, 해외스냅촬영의 시초
사업분야 : 가이드투어사업부, 사진촬영사업부
2012년
체코 프라하를 비롯 파리, 베니스, 빈, 시드니, 라스베가스 지점 확장
해외 작가그룹으로는 최다 도시 네트워크 보유
개그맨 이승윤 등 다수의 셀럽 해외 웨딩촬영으로 화제
사업분야 : 전문 사진작가의 도시별 해외사진촬영
2013년
로마지점, 런던지점 개설
웨딩매거진 웨딩 21에 소개
2014년
리얼스타일 체코 본사 법인 설립
웨딩매거진 웨딩 21에 소개
웨딩매거진 마이웨딩에 소개
(주)노랑풍선에 여행사진 공급업체로 선정
2015년
㈜여행박사 여행사진 공급업체 선정
웨딩매거진 마이웨딩에 소개
중앙일보에 해외촬영 이슈로 리얼스타일 소개
인도네시아 발리지점 개설
피렌체 지점 개설
온라인 마케팅 팀 신설
2016년
대만 영업소 개설
웨딩매거진 웨딩 21에 소개, 웨딩매거진 마이웨딩에 소개
배우 김성령 해외 화보촬영

Realstyle s. r. o
V sareckem udoli 2771
Dejvice, 16400, Praha
www.realstyles.co.kr

2019년
주진모 커플 허니문 화보촬영
2020년
웨딩매거진 마이웨딩에 소개 ‘프로페셔널 해외 사진가 그룹 리얼스타일‘
2022년 야놀자 플랫폼 ‘여행스냅 PB상품 섹션’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

촬영약관
policy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야외 사진촬영을 "리얼스타일"에 위임하고,
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서비스】

본 계약은 "리얼스타일"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 3 조 【계약이행】

가. 고객은 시간과 장소를 엄수하여 약속 장소에 늦지않도록 합니다.
나. 10분이상 늦으실 경우 촬영시간에 포함되며 15분 이내 연락이 없을 시 해당 촬영은 취소 / 환불불가 처리합니다.
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촬영자가 늦을 경우, 고객에게 우선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늦은 시간 만큼의 촬영 서비스를 이행합니다.
라. 야외 촬영장의 공사, 천재지변 등의 변수로 계약된 코스의 촬영이 어려울 경우, 사전 예고없이 촬영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예약취소,환불 및 양도】

가. 촬영일 14일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나. 촬영일 8-13일 전 취소 시 예약금의 50% 환불
다. 촬영 당일-7일 전 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
라. 단,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부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 환불
제 5 조 【데이터의 전송 / 상품의 배송 / 데이터의 보관】

가. 촬영된 상품은 촬영일로부터4-6주후이메일로다운로드링크주소를전달해드립니다.도시별전달시기는다를수있습니다.
나. 보정본의 선택은 작가가 엄선하여 진행합니다. 직접 셀렉 원하실경우 반드시 예약시 말씀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보정본 고객 직접 셀렉시 원본 전달시기는 4-6주로 동일하며, 보정작업은 셀렉일로부터 1-2주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 앨범과 액자는 유료주문 가능하며, 대한민국 주소지에 한하여 무료배송입니다.
라. "리얼스타일"에서 최초 제공하는 촬영원본(JPG)은 전송(인계)일로부터 14일간만 보관합니다.
따라서, 원본 다운로드 이후 즉시 이상여부의 확인 및 백업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견시 즉시 재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 인계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전송 작업은 불가하며, 14일 이후의 파기(삭제)된 사진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바. 모든 데이터는 JPG 로 제공됩니다.
제 6 조 【보정영역】

가. 보정은 적정 노출과 작가의 의도된 색감, 이상적인 구도를 위한 레이아웃 수정 내에 한합니다.
나. 인물 / 몸매 등의 성형보정은 서비스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보상 및 배상】

가. 촬영 원본의 일부 멸실 및 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촬영비용 전액을 환불하며 촬영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나. 촬영 이후 데이터의 멸실로 내용이 전무한 경우, 상품가의 1.5배까지 보상합니다.
다. 단순 변심, 촬영 스타일이나 표정 등이 맘에 들지 않거나 촬영현장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로 발생한 모든 부분은 환불 대상 조건에 제외됩니다.
라. 촬영중 고객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고객측 책임입니다.
제 8 조 【사진저작권】

촬영된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리얼스타일에 있습니다.
촬영 결과물의 일부는 "리얼스타일" 관련 SNS 등의 갤러리에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개인적인 용도 외의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촬영 예약시 본 촬영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