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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언픽처스 상품 안내

· 수석감독, 대표 랜덤 지정 (1인 2캠)

· 영상크기 FHD (1920x1080) 

· 수석감독, 대표 랜덤 지정 (1인 2캠)

· 영상크기 4K (3840x2160)

· 대표 지정 포함 촬영 (2인 4캠)

· 영상크기 4K (3840x2160)

· 디럭스 시네마틱 인서트 (드론 및 짐벌)

[상품구성]

· 하이라이트 영상 (03:00~03:30)

· 본식 전 다큐 영상 
· 본식 다큐 영상
· 틴케이스 패키지+USB (1개)

[상품구성]

· 하이라이트 영상 (04:00~05:00)

· SNS 티져 영상 (00:30~1:00)

· 본식 전 다큐 영상 
· 본식 다큐 영상
· 하객 및 혼주 인터뷰 영상
· 틴케이스 패키지+USB (1개)

[상품구성]

· 하이라이트 영상 (05:00~06:00)

· SNS 티져 영상 (00:30~1:00)

· 본식 전 다큐 영상
· 본식 다큐 영상
· 본식 후 다큐 영상
· 하객 및 혼주 인터뷰 영상
· 틴케이스 패키지+USB (3개)
· 디럭스 엔딩 크레딧
· 서브스냅 캡쳐 및 섬네일디자인 (사진파일 40-50장)

[상품 설명]

캐니언픽처스의 추천 상품으로
원하시는 다양한 옵션으로 
커스텀이 가능한 상품

[상품 설명]

작년 스탠다드 상품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옵션 3가지(4K화질, 인터뷰, SNS 티져)를 
포함하여 구성된 한정기간 이벤트 상품

본 상품은 한정 기간 동안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2.04.01~04.30)

[상품 설명]

캐니언픽처스의 기술과 디자인 및
오직 디럭스 상품에서만 포함된 구성과
모든 서비스가 들어있는 완성형 풀 패키지 상품 

스탠다드 추가 옵션스탠다드 추가 옵션

· 대표지정 · 대표지정 
· 4K 화질 업그레이드 · 4K 화질 업그레이드 
· 하객 및 혼주 인터뷰 · 하객 및 혼주 인터뷰 
· SNS 티져 영상· SNS 티져 영상
· 2인 3캠 촬영  · 2인 3캠 촬영  
· 폐백 촬영 · 폐백 촬영 
· 연회장 촬영 · 연회장 촬영 
· 2부 예식촬영 · 2부 예식촬영 
· 메이크업 촬영 · 메이크업 촬영 
· 패키지+USB 추가(1개) · 패키지+USB 추가(1개) 
· 필름카메라 서브스냅 · 필름카메라 서브스냅 

스탠다드 4K 추가 옵션스탠다드 4K 추가 옵션

· 대표지정 · 대표지정 
· 2인 3캠 촬영  · 2인 3캠 촬영  
· 폐백 촬영· 폐백 촬영
· 연회장 촬영 · 연회장 촬영 
· 2부 예식촬영 · 2부 예식촬영 
· 메이크업 촬영 · 메이크업 촬영 
· 패키지+USB 추가(1개) · 패키지+USB 추가(1개) 
· 필름카메라 서브스냅 · 필름카메라 서브스냅 

디럭스 추가 옵션디럭스 추가 옵션

· 메이크업 촬영 · 메이크업 촬영 
· 패키지+USB 추가(1개) · 패키지+USB 추가(1개) 
· 필름카메라 서브스냅 · 필름카메라 서브스냅 

Products list

 CANYON STANDARD  CANYON 4K STANDARD  CANYON DELUXE

캐니언 스탠다드 캐니언 4K 스탠다드 캐니언 디럭스

2023년 1,2분기(1월~6월) 기준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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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Guide상품 용어 설명

말 그대로 영상의 크기, 해상도를 뜻하며 
FHD, 4K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크기 모두 일반적으로 준수한 화질을 가집니다.
수치적으로는 4배의 차이가 있으며 
UHD 지원 대형 티비에서 시청하실때 
더 큰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니언픽처스를 선택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캐니언에서 선정한 BGM에 뮤비 형태로
제작되는 시네마틱 시그니처 영상입니다.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다양한 샘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하객인사 + 신부대기실 촬영  

본식 전 신부대기실의 하객맞이 신부님의 모습
로비에서의 양가 부모님과 신랑님의 모습을
현장음으로 편집한 다큐형 영상

(영상길이 평균 20-30분)

신랑 신부님 도착전과 예식 전체 종료후
예식 외 시간에 촬영

드론 및 짐벌 등의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당일의 날씨, 공기,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내는 
추가 삽입 컷들을 촬영합니다

(드론 촬영의 경우 해당 지역 관공서 비행 허가 신청후 가능하므로
 비행승인 미허가 또는 우천시에는 촬영이 불가합니다.  드론촬영 
불가시는 짐벌 촬영으로 대체 합니다.)

2인 4캠의 다양한 컷 확보와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네마틱 텍스트 디자인 작업

다수의 카메라에 촬영한 남은 A컷들과 인터뷰 영상을 
모아 하이라이트 영상의 엔딩크레딧에 삽입됩니다 

4K 원본에서 고화질 캡쳐 서비스

편집 진행시 손실되지 않은 촬영원본 그대로를
캡쳐하여 캐니언픽처스 고유의 색보정을 거쳐
JPG 사진 파일로 수록해드리는 서비스
캐니언 픽 베스트 컷으로 만드는 섬네일은 보너스!

(캡쳐본의 인물 보정은 불가합니다)

본식 진행 촬영 

사회자의 개식선언 부터, 마지막 신랑
신부 행진 모습까지 본식 전체를 현장음으로 
편집한 다큐형 영상

 (영상길이 평균 20-30분)

본식 후 기념촬영, 폐백, 연회장인사, 2부예식 포함

본식 후에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들을 묶어 
현장음 및 잔잔한 BGM으로 편집되는 영상

(영상길이는 식순에 따라 변동됩니다)

캐니언픽처스의 보관용 USB패키지

옵션 추가가 가능하며 
(스탠다드 1개, 디럭스 3개 기본 포함)

캐니언픽처스 필름작가 님이 동행합니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는 서브스냅 상품
자연광 홀 또는 야외예식만 가능하며
요청시 샘플 보내드릴게요 :)

영상크기 하이라이트 영상

본식 전 다큐영상

시네마틱 인서트 

엔딩 크레딧

서브 스냅 캡쳐 + 섬네일

본식 후 다큐영상

틴케이스 패키지

필름카메라 서브스냅

본식 다큐영상

FHD

4K(UHD)

(1920x1080) (3840x2160)

캐니언 디럭스 
포함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