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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촬영 노하우

디지털카메라의 장점

상품을 바로 찍고 확인할 수 있다!

상품접사 촬영이 가능해 선명한 사진가능

초점, 노출, 측광 등을 자유자재로 조절

사진의 관리가 편하다(PC파일관리)

앵글 따라 스타일이 달라진다

눈높이에 맞춰서 찍는 표준 앵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는 하이 앵글

위로 올려다보며 찍는 로 앵글

카메라 메뉴얼을 숙지하자

•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면 카메라 사용메뉴얼이 따라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무작정 찍어보면서 숙달이 되기보다는 일단
사용메뉴얼을 정독하시고 촬영에 임하시는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와 디지털카메라의 보급화로 인하여
사진촬영 기법에 관한 다양한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책을 사서 공부하는게 어렵다면 동호회 등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메라를 양손에 들고, 삼각대를 사용하자
•

한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 사진이 흔들리기 쉬우므로 사진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은 카메라를 잡고 손가락을 셔터 위에 두고, 왼손은
팔꿈치가 가슴쪽에 닿게하여 카메라를 받칩니다.

•

최근에는 흔들림 방지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많이 있지만, 흔들림을 완전히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

삼각대를 사용하면 흔들림 없는 안정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야간촬영 사진은 컴퓨터에서 확대해보면 대부분 흔들렸으므로 반드시
삼각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특히 컴팩트형 디카(똑딱이 카메라)는 가벼워서 흔들림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땐 빛이 가장 중요하다

•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이미지에 무리 없이
빛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펼쳐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광등의 차가운 느낌보다는 백열등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포인트로
만들어준다면 로맨틱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빛은 상당히 부드러운 반사광이므로,
은은한 실내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접사 촬영으로 상품을 자세히 보여주자
피사체에 따라 조리개 조절하기
•
•
•
•

디카의 렌즈는 우리의 눈과 똑같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함
디카가 색상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색의 온도 때문
아침의 햇빛, 저녁의 석양, 백열등, 형광등 등의 색 온도가 달라서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남
디카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을 통해 피사체의 색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음

접사 필터 이용하기
• 시중에 판매되는 접사 필터는 No.1, 2, 4 등 세개의 렌즈가 한 세트로 되어있음
• 세개의 필터를 조합하면 최단 초점 거리를 줄일 수 있음
• 접사필터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배율이 높아지면 더 크게 확대하여 촬영가능

접사 촬영 순서(ex.귀금속)
•
•
•
•

미니 스튜디오에서 상품을 준비
어떻게 나올 지 일단 대강의 느낌을 가지고 찍어봄
가까이 가서 접사로 촬영함
어두우면 노출 보정을 하고 초점거리를 조정한 후 다시 촬영함

화이트 밸런스로 상품 색상 을 살리자
색에도 온도가 있다
•
•
•
•

디카의 렌즈는 우리의 눈과 똑같이 사물을 인식하지 못한다.
디카가 색상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색의 온도 때문
아침의 햇빛, 저녁의 석양, 백열등, 형광등 등의 색 온도가 달라서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남
디카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을 통해 피사체의 색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음

화이트 밸런스의 종류
•
•
•
•
•
•

자동 : 카메라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외부의 빛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찍는 방법
태양광 : 밝은 야외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
구름 : 구름으로 덮힌 흐린 날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 주는 기능
백열등 : 실내의 조명이 백열등일 때 사용, 푸른색이 강하게 나타남
형광등 : 실내조명이 형광등일때 사용하고 색상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줌
수동 :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이며 원래의 색으로 정확히 표현하게 조절

수동 화이트 밸런스로 흰색을 기억시켜라
•
•
•

형광등 아래에서 찍었을 때 파란색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흰색종이로 80%이상 채운 후 흰색을 기억시킴
화이트 밸런스 설정 후 촬영하면 흰색이 제대로 표현된 상품사진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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