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르셀로나 스냅 비교 

장소 서비스

스냅 이름 람블라거리 고딕지구 콜롬버스 항구 사그라다 파밀리아 개선문 시우타데야 보른지구 카페이용 택시비 환복

60분 스냅 코스 1 — — — — — — — —

60분 스냅 코스 2 — — — — — — — — —

120분 스냅 1 — — — — — — —

120분 스냅 2 — — — — — 8-12유로 —

HALF DAY (반나절스냅) — — — — 8-12유로 —

ALL DAY  (종일스냅) —

야간 스냅 — — — — — — —

비바 바르셀로나            
(스냅+투어 특별 상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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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스냅 비교 

촬영 시간 사진 매수 가격

스냅 이름 시간 원본 정밀보정 예약금 현장지불액 야간 옵션추가

60분 스냅 1h 200장 이상 15장 15만원 70유로

*15만원
120분 스냅 2h 400장 이상 30장 20만원 120유로

HALF DAY (반나절스냅) 3h 500장 이상 40장 25만원 170유로

ALL DAY  (종일스냅) 5h 900장 이상 60장 25만원 300유로

야간 스냅 1h 150장 이상 15장 15만원 100유로 —

비바 바르셀로나            
(스냅+투어 특별 상품)

8시간                    
(스냅 3시간+투어 5시간) 400장 이상 40장 78만 7500원 — —

• 야간 스냅은 노을 촬영(하기) 혹은 야간 촬영(동기/하기) 으로 진행됩니다. (노을 촬영팀은 작가당 하루 1팀 입니다. 마감시 야간 촬영만 가능) 

• 야간 스냅 옵션 추가시 보정본 5컷 추가됩니다. 

• 야간 스냅 옵션 추가 비용은 1+1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 스냅 옵션 추가는 같은 작가 / 같은 도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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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스냅 옵션 추가는 같은 작가 / 같은 도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동기는 11월 - 3월 / 하기는 4월 - 10월 입니다. 

• 사그라다 파밀리아 포함 코스 (120분 혹은 반나절 스냅) 는 택시로 이동합니다. 요금은 고객 부담 입니다. (택시 요금: 8-12유로/현지교통상황에 따라 다름) 

• 종일스냅 및 비바(스냅+투어) 상품은 촬영 중간 이동 택시비가 상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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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야 스냅 비교 

장소 촬영시간 사진 매수 가격

스냅 이름 스페인광장 세비야 대성당 산타크루즈 시간 원본 정밀보정 예약금 현장지불액

60분 스냅 코스 — — 1h 200장 이상 15장 10만원 70유로

120분 스냅 코스 2h 400장 이상 30장 15만원 120유로

• 촬영 시간이 짦은 촬영입니다. 카페 이용을 원하실 경우 기존 촬영컷 수 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20분 스냅 코스는 트램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트램 이용비 : 1.4유로/인당) 

• 7월-8월 여름에는 무더위로 인해 오전 촬영만 진행됩니다. 

• 중간에 환복은 불가능 합니다. 

• 스페인 광장에서 촬영이 불가능 할 경우 산타크루즈&대성당 촬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축제나 이벤트로 촬영지에 무대나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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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나다 스냅 비교 

장소 촬영시간 사진 매수 가격

스냅 이름 미라도르(전망대) 알바이신(구시가지) 서비스 시간 원본 정밀보정 예약금 현장지불액 노을 옵션추가시

60분 스냅 코스 — — 1h 200장 이상 15장 10만원 50유로

*20만원
120분 스냅 코스 — 2h 400장 이상 30장 15만원 100유로

노을 스냅 코스 — 피크닉 세트 1h 200장 이상 15장 20만원 120유로 —

• [노을 스냅] 촬영지 와 [60분/120분] 코스의 촬영지는 다른 전망대 입니다. 

• 노을 스냅 옵션 추가시 보정본 5컷 추가됩니다. 

• 노을 스냅 옵션 추가는 같은 작가 / 같은 도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노을 스냅 옵션 추가 비용은 1+1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노을 스냅 이용시 픽업서비스 원하실 경우 현장지불액에서 20유로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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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르카 스냅 비교 

장소 촬영시간 사진 매수 가격

스냅 이름 팔마항구 구도심가 팔마대성당 시간 원본 정밀보정 예약금 현장지불액 노을 옵션추가시

60분 스냅 코스 — 1h 200장 이상 15장 15만원 70유로

*15만원
120분 스냅 코스 2h 400장 이상 30장 20만원 120유로

노을&리조트 스냅 해안가/ 절벽 / 발데모사/ 호텔 리조트 등 커스텀 코스 1h 80~150장 15장 15만원 100유로 —

• 노을 스냅 상품가는 작가 출장비가 포함된 가격 입니다. 

• 노을 스냅 옵션 추가시 보정본 5컷 추가됩니다. 

• 노을 스냅 옵션 추가는 같은 작가 / 같은 도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노을 스냅 옵션 추가 비용은 1+1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히 원하시는 촬영 장소가 계신 분은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상담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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