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자막 서비스 제안서



영상자막 제작. 아직도 비전문가에게 맡기시나요?

맞춤법이나 문법은 정확한지,
자막은 오류 없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자막제작 의뢰 시 걱정하셨나요?

이제 typeX와 함께
국가 공인 1급 속기사의 고품질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typeX는 2020년 8월 런칭 이후 30여 개의 기업,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2,433건의 영상 파일 65,000분 분량의 영상자막을 제작했습니다.

고객의 선택으로 검증받은 우수성



typeX는 자막 제작 시 

각 분야별 전문용어 맞춤형

단어장을 제작하여 완벽한

정확도를 구현합니다.

또한 문장 끝맺음, 어투,

말버릇 표기 여부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율합니다.

철저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1:1 맞춤형 전문용어 서비스 예시 이미지

단어

C4D

버텍스

오퍼시티

Shy

뜻

Cinema 4D 소프트웨어

3D 모델링 기본단위

이미지 불투명도

숨기기 기능 버튼

오표기

씨포디, c4d

볼텍스, vertex

오파시티, 오프시티

샤이, shy

비고

대문자로 표기

한글로 표기

한글로 표기

첫글자 대문자로

예시: 영상디자인 전문용어



자막제작 견적. 
불투명한 요금체계와 추가비용이 불만이셨나요?

typeX는 영상 1분당 2,000원의
정가제 균일 요금으로 제공됩니다.

300만원 이상 결제 시
할인혜택 제공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투명하고 합리적인 균일가 요금



서비스 진행 절차

사전미팅

결과물 전달

& 피드백, 수정

샘플작업

& 요구사항 확정

싱크 작업

영상파일 전달

타이핑&텍스트 검수

(요구사항, 일정 논의)



FAQ

Q.작업 결과물의 퀄리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Q.보안수준은 안전한가요?

Q. 최종 결과물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Q. 원하는 영상자막 포맷을 지정할 수 있나요?

Q. 결과물 수령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typeX의 모든 작업은 직접 선발하고 교육한 숙련된 작업자들의 꼼꼼한 타이핑과 국가 공인 1급 속기사의 수정,

  검수를 거치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 typeX의 모든 작업은 자체 개발한 에디터로 작업을 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적인 보안을 제공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작업자는 철저한 보안교육 이수와 함께 비밀유지서약을 작성합니다. 

· 작업 완료 후 음성, 영상, 텍스트 파일은 완벽히 삭제합니다.

· 기업고객 계약 시 파일의 분량, 음질, 서비스의 종류를 고려하여 마감 기한을 협의합니다.

· 영상자막 결과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호환성이 높은 srt 파일로 제공됩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xml, smi, fcpxml 

   등 다양한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typeX 영상자막 서비스는 결과물 전달 후 고객 요청에 따라 2회까지 수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싱크 조정 등)



contact@type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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