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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추억을 담다.
Design your moment, save a memory

영상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 온 레이블은
고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동 가치를 제공하고자 늘 노력해 왔습니다.

영상이라는 공간에서 항상 고객과 함께 하며
일상의 소소함부터 일생 최고의 순간까지, 다양한 기억들을 감동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추억을 소중히 만드는 새로운 도전은 모두를 행복하게 할 거라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삶과 생활이 레이블 안에서 기억되는 즐거운 변화를 상상합니다.
레이블은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를 품고 세상과 소통하겠습니다.

RAYBLE은 RAY(빛)와 ABLE(할 수 있는)의 합성어로 '빛날 수 있는'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차별화된 방향성과 미래지향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레이블 패키지를 상징하는 아이덴티티로 레이블 CI를 일관성 있게 적용한
첫 번째 제품 타이틀 로고입니다.
상품의 질을 높이고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된 영상을 제공하겠다는 참신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APPLICATION의 A, USB의 U, CD의 C 이렇게 각각의 앞 글자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레이블 제품의 상징적인 심벌마크입니다.
미래지향적 방향을 모토로 하여 미디어의 총괄적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CI, 로고, 심벌마크 모두 희망과 젊음, 고상함, 깨끗함, 심플함을 상징하는 BLUE가 MAIN COLOR 입니다.

High quality & Smart system,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해 온 레이블은 보다 나은 퀄리티의
영상과 남들과 다른 상품을 제안 드리려
늘 노력해 왔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기능성
●

●

향상된 영상 화질
●

이번 레이블 패키지 AUC는 영상이 주는
기존 감동과 더불어 더 나은 FULL HD
영상을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최적으로
재생되도록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은 줄이고 대신 더 많은
멀티미디어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업계
최초 High quality, Smart system입니다.

패키지 수령 시 다음과 같은 구성품이 제공됩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APPROVAL NUMBER CARD, USB, CD, GUDIE BOOK

사용 중인 디바이스에 따라 최적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파일 다운로드나 웹 페이지 이동 없이 바로 영상을
감상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플레이어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선명한 FULL HD
화질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자유로운 호환성
●

●

SNS 서비스 지원으로 영상을 쉽고 빠르게 공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결 장치 없이 인증번호 공유만으로 가족과 지인들의
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
●

●

레이블을 통해 촬영한 영상, 내가 게시한 동영상 등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거나 또한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 등록 및 알림, 다이어리, 프로필 설정 등 스마트한 관리
기능이 가능합니다.

Application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동, Sensitive life
웨딩 영상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레이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 중인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패드 등)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더욱 편리하게 HD 고화질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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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의 다양한 영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샘플 및 스타일에 맞는 영상을 제공
하여,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샘플과 보다 더
개인 취향에 적합한 영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내 영상 터치로 선호 영상 체크가 가능
합니다. (섬네일 상단 별☆ 표시 선택)
● 선호 영상 선택 시 홈 화면 Favorite samples에
자동 추가, 편리하게 영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Share 기능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 손쉬운 SNS 공유 및 추천이
가능합니다.
● 제목 하단에서 해당 영상 업로드 날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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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고객님들께
제공되는 특화된 서비스로 승인된 인증번
호 입력 시 본인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가족 및 지인의 인증 번호 공유 시 어플리
케이션에서 다른 사람의 영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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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VIDEOS에 영상이 업로드되면, 홈 화면
My videos에 상위 리스트가 자동 추가되어
편리하게 어플리케이션 시작 페이지에서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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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프라이빗
한 노트 기능입니다.
●

●

●

(설정에서 로그아웃 후, MY VIDEOS 승인번호
입력 창에 해당 번호 입력 시 각각의 영상 확인
가능)

레이블에서 진행한 영상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볼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D-DAY
DIARY
MY
VIDEOS
SAMPLES

●

일정을 손쉽게 작성하고 간편하게 저장,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앨범이나 촬영으로 이미지 파일을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VIMEO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어 레이블 영
상과 내가 게시한 동영상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VIMEO URL 주소 마지막 숫자
입력)
레이블에서 올리는 최신 샘플과 이미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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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을 손쉽게 확인, 관리할 수 있으며
결혼 기념일·아이 탄생일의 카운트 기능과
부모님·가족의 생일 등 지정한 항목에
대한 D-DAY 기능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ICE NOTICE
NOTICE
D-DAY

레이블의 홈페이지 방문이나 별도 문의
없이도 간편하게 레이블의 새로운 소식과
진행 중인 이벤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기념일, 카운트 항목 등록 시 홈 화면 D-day
list에 자동 추가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D-DAY 리스트 내 해당 기념일 항목을 길게
누르면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념일 외에도 원하는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추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알림 설정 체크)

기타 주요 기능 안내
NOTICE

●

공지사항이나 레이블 소식, 알림 외에도 AUC
패키지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배너를 통해 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벤트, 소식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Favorite samples (SAMPLES 리스트에서
선호 영상 선택 시 자동 추가, 확인 기능. 최대
4개까지)
My videos (MY VEDIOS 리스트에 영상 업로드
시 자동 추가, 확인 기능. 업로드된 순서대로
최대 4개까지)
D-day list (카운트 및 D-DAY 상위 항목 자동
노출 기능)
Add Diary (DIARY 페이지 없이 바로 홈 화면에서
글쓰기 기능)
프로필 설정 (닉네임 변경·e-mail 등록·잠금
및 비밀번호 설정 기능)
카운트 (결혼기념일과 아이 탄생일 등록, 홈
화면 자동 추가 기능)
최신 버전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버전
확인 및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기능)
잠금 설정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 비밀번호
설정 및 잠금 기능)
알림 설정 (D-DAY 알림 주기 설정 및 해당
설정일에 푸시 알림 기능)
로그아웃 (어플리케이션 초기 상태)

레이블 어플리케이션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마켓 접속 후 'rayble'을 검색,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USB
독보적으로 선명한 화질, Powerful life
레이블에서 기본 정품으로 제공되는 USB 메모리 장치입니다.

●

이상적인 고화질 FULL HD 영상
DVD 플레이어나 Blu-ray 플레이어 등을 연결하지 않고도 스마트 TV에 바로 연결하여 보다 손쉽게
1920×1080 해상도의 고화질 FULL HD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연결성
TV 뿐만 아니라 노트북 등 USB 포트가 있는 제품이라면 제한 사양 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중이신 TV 브랜드와 모델 종류에 따라 USB 연결 및 재생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기의 사용설명서를 미리 확인하고 매뉴얼에 따라 연결 및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파일 포맷과 해당 TV에서 지원 가능한 동영상 파일 재생 조건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상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D
심플하고 자유로운 기능, Easy life
PC에서도 별도의 웹사이트 접속 없이 손쉽게 본인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여받은 고유 인증번호만으로 언제든 자신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레이블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순서대로 정리 및 공유,
또한 영구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동작으로 프로그램 실행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과정 없이 최초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영상을 간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초 인증번호 입력 후, 입력된 번호 창이 자동 유지되어 매번 확인 버튼만 누르면 영상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

편리한 영상 공유 기능
가족 및 지인의 인증번호 공유만으로 내 영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상도 감상이 가능합니다.
(기존 입력 번호 삭제 후, 해당 공유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가족 또는 지인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빠르고 손쉬운 Q&A 시스템
영상 리스트 내 CONTACT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 없이 손쉽게 관리자에게 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 외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실시간 이벤트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체적 보안을 위해, windows7에서 CD를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자동 실행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자동 실행 기능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2. 레지스트리 값이 수정되었거나
3. 백신 프로그램 환경설정에서 자동 실행을 꺼놓았을 경우 자동 실행 창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레이블 블로그에서 해결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블 블로그 내 해결 방법 안내 : http://blog.naver.com/rayble/120205114312)
※ 윈도 XP 이하 버전에서는 자동 실행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APPROVAL NUMBER CARD

스마트한 개인 인증 시스템, Private life
레이블에서 영상을 진행한 고객에게 부여되는 개인 인증번호 카드입니다.

어플리케이션과 CD에서 자신의 영상을 감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번호로
번거로운 파일 다운로드나 웹 페이지 이동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패키지 내 인증번호 카드 중 승인된 카드만 어플리케이션과 CD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한 분에게 한 개의 고유 인증번호가 발급되고, 이용 기간 내 인증번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인증번호 분실 시 레이블 고객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출고 후 서비스 안내

올바른 보관과 사용 방법

상품 출고 후 관리 및 고객의 권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고장을 막기 위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잘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북에 명시된 사항과 어긋난 사용은 고객의 소중한 권리를 보증 또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품'이란 정품으로 제공되는 USB, CD 등의 기본 구성품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
●
●
●
●

레이블에서 촬영된 모든 영상의 원본은 촬영일로부터 6개월 동안 본사에서 보관 후 삭제됩니다.
반드시, 기타 저장 장치 또는 웹하드 등을 이용한 별도의 백업 작업을 권유 드립니다.
데이터의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보관기간이 지난 후 고객님의 영상에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 본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의 영상을 최대한 소중히 여기지만 수많은 양의 원본을 항상 보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패키지 상품의 구성은 동일하지만 사용 여부는 진행하신 상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 외 추가로 구입을 원하거나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은 레이블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품의 구성품과 별매품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레이블에 있으며,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예고 없이 업로드될 수 있습니다.
원본 보관기간 내 제품 사용 중 오작동 및 고장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상 기간 내라도 유상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제품 수령 후 이물질 투입으로(물, 음료수, 커피, 장난감 등)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사용자의 실수로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으로 인하여 제품 파손 및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
●
●
●
●
●
●
●
●
●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제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휘거나 비틀 경우 외관이 훼손되고, 내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너무 낮거나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지 마세요. 제품이 고장 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열기구(난로, 전자레인지 등), 가열 조리 기구, 고압 용기 가까이에 두거나 안에 넣지 마십시오.
물기나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두세요. 습기 또는 액체 성분은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이 변색되거나 부식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인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원래 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임의로 용도 변경, 개조, 분리했을 경우 A/S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 연결 시 무리하게 힘을 주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삽입할 경우 제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분실한 경우 등록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연결할 외부 기기는 각 회사마다, 또 모델과 사양에 따라 재생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기의 사용설명서를
미리 확인하고 매뉴얼에 따라 연결 및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고객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재되지 않은 그 밖의 불편 및 손해에 대한 사항은 레이블 내부 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따릅니다.
고객센터
이용안내

02-548-5349
09:30 ~ 18:30 / 월요일 휴무

사용 시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블은 특별한 날 한 번의 촬영으로 끝나는 영상이 아닌, 평생 기록되고 쌓이는 추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