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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
120% 활용법
언제 어디서나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법

서, 똑딱이 카메라를 대체하고 있다. 각종 효과와 앱을 더하면
DSLR 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한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일반적인 방법과 대표적인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 카메라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프로 사진가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는지 감상해본다.

아이폰 카메라의 모든 것
안드로이드 카메라의 모든 것
프로 사진가들의 스마트폰 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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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법
Dave Johnson | TechHive

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면 DSLR이나 콤

스

빛을 적극 활용하라: 디지털 카메라는 빛에 노출되

팩트 디지털 카메라에 먼지가 많이 쌓여

었을 때 더 좋은 사진을 찍으며, 휴대폰 카메라는 빛

있을 것이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가 굉

의 노출량이 부족하다. 이미지 센서 때문에 스마트폰

장히 편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스마트폰이 DSLR만

카메라는 어두운 환경에서 노이즈(Noise)가 많이 발

큼 성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며 품질 또한 많이 다르

생한다. 가능하다면 실외의 자연광으로 사진을 찍는

다. 하지만 품질만이 능사는 아니며, 언제든 필요할

것이 좋다. 실내에서는 조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스마트폰의 매력일 것

다. 그리고 어둡거나 명암이 강한 조명 환경에서는

이다. 그리고 더 크고 좋은 카메라와는 다르게 휴대

휴대폰에 HDR(High Dynamic Range) 모드가 있다

폰에 노출 및 이미지 품질 조절 기능이 없다 하더라
도 디지털 카메라에 버금가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존재한다.
자세를 유지하라: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던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특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
을 때는 더욱 그렇다. 사진을 찍을 때 두 손으로 휴대
폰을 지탱하고 가능한 고정된 자세를 유지한다. 팔을
뻗는 것보다 몸에 붙일수록 더욱 선명한 사진을 찍을

화면의 셔터 버튼에서 손가락을 뗄 때까지 카메라를 잘 붙잡고 있는다.

수 있다. 그리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숨을
참았다가 셔터를 누르면서 천천히 내쉬면 흔들리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뗄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화면을 터치

하는 순간에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서 사진
을 뗄 때 사진을 찍는다. 이것은 컴퓨터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손가락을 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진이 많이 흔들린다면, 손가락을 올
려두고 휴대폰을 고정한 상태로 손가락을 떼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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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R 모드는 종종 스마트폰의 플래시보다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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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중 하나는 DSLR과 달리 새로운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범 사

례: 스마트폰 카메라는 센서가 너무 작기 때문에 피
사계 심도가 매우 깊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애프터포커스
(AfterFocus)를 설치하면 DSLR로 찍은 인물사진에
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얕은 피사계 심도를 구현할
수 있다.
애프터포커스는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피사계 심도의 깊이를 줄이기 위해
배경을 흐리게 하는 효과를 낸다 (우측).

카메라 옵션을 활용한다: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폰

등 많은 스마트폰이 더욱 창의적인 사진을 찍을 수

면 플래시 대신에 활용하여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많은 발전된 설정 옵션을 제공한다. 실제로, 일

있다.

부 스마트폰은 너무 많은 옵션을 제공하여 DSLR만

탭으로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설정한다. 휴대폰에

큼 헛갈리기도 한다. ISO, 화이트 밸런스, 셀프 타이

별다른 조절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화면을 터치하며

머 기능을 확인한다. 또한 일반 및 매크로 초점 거리

초점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초점에 따라 노출도 결

를 전환하고 저속 셔터 또는 연속 촬영 모드를 설정

정된다. 사진의 어두운 부분을 터치하면 카메라가 어

할 수도 있다. 모든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간단한 카

두운 부문의 노출을 높여 세부사항을 표시한다. 밝은

메라 기능을 제공하는 아이폰이라도 플래시, HDR,

곳을 터치하면 전반적인 노출이 낮아진다.

파노라마 모드, 삼등분할의 법칙(Rule of Thirds)를
활용하여 사진을 조합할 수 있는 그리드 설정 등의

앱으로 카메라를 강화한다: 스마트폰의 유용한 기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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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카메라의 모든 것
Serenity Caldwell | Macworld

아

이폰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진

(이미지 피사계 심도 관련). 디지털 카메라와 SLR들

적 사항을 완벽히 충족시켜주진 못한다.

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더 폭넓은 유연성을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를 필요로 했던 수

제공한다.

많은 상황들에선 놀라울 정도로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역시나 저조도 영역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기본사항만 놓고 보면 아이폰은 그저 단순한 카메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처럼, 큼직한 촬영장비가 아

라폰일 뿐이다. 스마트폰들은 지속적으로 내장 카메

쉬운 상황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기타 여러 경

라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상당수는 심지어

우에서 아이폰은 DSLR만큼의 성능은 (심지어는 뛰

HD 동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을 정도다. 비록 스마트

어넘는 성능까지도) 발휘할 수 있다. 유명한 격언이

폰의 이미지 품질 수준은 여전히 대부분의 기본적인

말하듯,“최고의 카메라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순 촬영 카메라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인기

카메라다.”

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또한 아이폰은 다른 카메라에는 없는 기능들이 있

아이폰을 카메라로

는데, 바로 재미있고 창조적인 다양한 편집 앱들이

아이폰을 기본 카메라로 사용하기에 앞서, 기기 내

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은 항상 주머니 속에 지니고

외부를 파악하고, 사진에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

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 발생해도 카메라를 꺼내 촬영
할 수 있다. 또한 굉장히 작아서,

A 전면 카메라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아이폰 4나 4S를 가지고 있다

도 장면을 찍기 쉽다. 이미지를

면, VGA 급 (30만 화소) 카메라

편집하고 이를 단숨에 친구, 가

가 아이폰 전면에 장착되어 있을

족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마지

것이다. 아이폰 5의 경우에는 페

막으로, 카메라 툴의 단순성 덕

이스타임 HD 카메라라고 불리는

분에, 스마트폰은 궁극의 입문용

12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되어

카메라가 된다.

있다. 이 카메라는 본격적인 사진

물론, 아이폰에는 몇 가지 설

촬영에는 부족하지만, 서드파티

정 제어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즉석사진 앱에 활용하는데 재미

카메라는 탑재된 이미지 센서도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더 작고, 조리개도 고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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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할 수도 있다.)

B 셔터 버튼

카메라 앱을 열면, 아이폰 볼륨 업(Volume Up) 버

아이폰 4와 4S, 5는 모두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

튼이 전면과 후면 카메라 모두의 물리적 셔터 역할을

한데, 아이폰 4에서는 720p가 한계지만, 4S와 5에

수행한다. 헤드셋 리모콘의 볼륨 업 버튼 역시 셔터

서는 1080p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역할을 하고, 볼륨 조정 기능이 있는 블루투스 헤드
셋을 사용하고 있다면, 역시 같은 버튼을 통해 아이
폰 카메라를 원격에서 촬영하도록 만들 수 있다.

E LED플래시

아이폰 4와 4S, 5 모두 저조도 환경 촬영을 돕는
LED 플래시가 탑재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LED 플
래시는 온전한 전구 플래시만큼 유용하지 않지만, 아

C 카메라 앱 단축버튼

아이폰이 iOS 5나 이후 버전을 구동하는 경우, 전

이폰 플래시는 1.5m 떨어진 곳까지는 충분히 환하게

화기 잠금을 풀지 않고도 이 아이콘을 위로 밀어줌으

밝힐 수 있고, 3m 거리를 넘어서게 되면 플래시가

로써 카메라 앱을 실행할 수 있어서 갑작스럽게 발생

어느 정도 빛은 밝혀주지만 전체 사진을 환하게 해주

한 기억할만한 순간을 놓치지 않아도 된다.

지는 못한다.

D 후면 카메라

카메라 앱 연구하기

후면 카메라는 아이폰의 주요 사진 기능이다. 아

아이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는 내장

이폰 4 카메라는 500만 화소의 BSI(backside-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카메라

illuminated) CMOS 센서와 f/2.8의 고정 조리개를

앱은 2가지 방법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아이폰의 잠

가진 3.85mm 카메라 렌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

금 화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밀어 올리던가, 기기를

폰 4S는 800만 화소의 BSI CMOS 센서와 f/2.4의

자금해제하고 (회색 배경에 카메라 렌즈 모양을 한)

고정 조리개를 가진 4.28mm 카메라 렌즈로 구성되

카메라 앱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

어 있다. 두 기기 모두 최상의 노

이 앱은 기본설정상 스틸 이미

출을 얻기 위해 셔터 속도와 ISO

지 모드로 실행되는데, 화면 아래

수치를 자동 조정한다. 아이폰 5도

쪽의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거나

아이폰 4S와 같은 해상도의 카메

볼륨 업 버튼을 클릭하여 촬영할

라가 장착되어 있다.

수 있다.

비기술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우측 상단의 회전하는 화살표

위의 설명은 아이폰 4나 4S, 5가

가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빛이 부족한 노출 환경 속에서도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가 번

인쇄가 가능한 품질의 사진을 촬

갈아 전환된다. 촬영에 도움을 받

영할 수 있고, 카메라 앱이나 기타

으려면, 앱 화면 상단의 옵션 버

서드파티 앱을 통해 렌즈 초점을

튼을 누르고 그리드(Grid)를 켜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수동 줌 조

면 된다. 그렇게 하면 화면상 가

작이나 빛의 양 조절은 불가능 함

로 세로 3칸씩 분할시켜 준다. 옵

을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 줌은

션에서는 사진상 최적의 광량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유
연성을 부여하는 렌즈 액세서리를

카메라 앱 내에서 정렬, 촬영, 사진보기 등이 가능
하다.

만들어주기 위해 세가지 분리된
노출을 결합시키는 카메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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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향한 화살표와 선이 표시된다. 이 선을 따라 움
직여서 이미지를 기록하면 된다. 실제 촬영할 때는
마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물론 느
낌일 뿐 결과물은 스틸 사진이다.
카메라를 원하는 장면의 왼쪽 끝에 위치시킨 다음
셔터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을 향해 일직선으로 움직
인다. 화살표가 최대한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 240도 전체를 촬영하거나 적당한 시점에서 셔
사진 촬영에 앞서 플래시와 기타 촬영 세부사항을 설정하라.

터 버튼을 다시 두드려 그 지점까지만 촬영할 수 있

HDR 기능을 켤 수 있다. HDR은 풍경과 야외 인물

다. 잠시 후 파노라마가 생성되어 카메라 롤에 저장

사진 촬영에 최고지만, 움직이는 사진에는 사용하지

된다.

않는 것이 좋다.

카메라 앱은 자동적으로 노출과 초점을 설정하지

저조도 환경에 있다면, 좌측 상단의 플래시 버튼을

만, 항상 정확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의

눌러 플래시를 켜거나,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촬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설정하려면, 화면

영 중 플래시가 터지지 않도록 하고 싶으면‘끔’
을

에서 그 부위를 누르면 된다. iOS 기기 위치를 옮기

선택하면 된다.

거나, 사진상에 움직이는 대상이 있는 경우, 카메라

동영상 촬영을 하려면, 우측 하단의 사진/동영상

앱은 재보정에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초점과 노출 지

토글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카메라 아이콘 대

점을 잡아낸다. 이를 방지하려면, 카메라가 초점을

신 빨갛고 동그란 불빛이 나타난다. 이 버튼을 누르

맞추고 노출 수준을 고정시키고 싶은 이미지 부분을

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중단된다.

누르고 있으면 된다. 이를 통해 AE/AF(자동노출/자

촬영하는 도중, 우측 상단에 촬영 시간이 표시된다.

동초점) 기능이 잠긴다. 화면을 다시 누르면 그 설정

좌측 하단의 토글 버튼을 누르면 스틸 이미지 모드로

이 풀리고 선택이 초기화된다.

돌아간다.
iOS 6를 설치한 아이폰 4S와 아이폰 5에서는 파노
라마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아이폰의 카메라 아이
콘을 두드리고 옵션에서 파노라마를 선택하면 오른

전형적인 아이폰 4S의 파노라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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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화면의 라이브
이미지를 우측으로 밀거나, 앱 좌측 하단의 네모난
썸네일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
내장 카메라 앱이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겐 충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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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지만, 좀 더 본격적인 사진가들은 더 많은 기능을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애플의 기본 카

담은 서드파티 앱을 원할 것이다. 1달러 유료앱인 탭

메라 앱이 할 수 없는 기능이다. 또한 흔들림 방지 모

탭 탭의 카메라+(tap tap tap’
s Camera+)와 3달러

드, 셀프 타이머, 버스트 모드 등을 포함한 여러 고급

앱 젠스 다엠겐(Jens Daemgen)의 프로카메라

기능들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진 촬영을 가능케 해

(ProCamera)등은 훌륭한 선택이다. 두 앱 모두 이

준다.

미지 부분의 노출을 고정시키면서 그 외 다른 부분에

더 나은 아이폰 사진을 위한 팁
촬영 시에 특히 유용하다.

이제 아이폰의 카메라 앱에 대해

수평으로 촬영하라 아이폰을 게임

서 어느 정도 알았으니, 기본적인 촬

이나 읽는 목적으로 쥘 때, 보통 세

영 준비는 모두 끝났다. 여기 소개하

로로 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진

플래시를 적절히 사용하라 광원으

는 팁들이 더 나은 사진을 찍는데

을 찍을 때는 아이폰을 가로로 돌려

로써 아이폰 4S의 LED를 과사용 하

도움을 줄 것이다.

야 프레임에도 더 잘 맞고 흔들리지

게 되면 이미지에 과다 노출을 발생

않는 촬영이 가능하다.

시키게 된다. 아이폰은 플래시 노출
보상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네 카메라를 알라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는 어떤 카메라라도 없는 것

최대한의 빛을 받아라 아이폰은

유일한 빛세기 조절 방법은 직접 제

보다는 낫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아

될 수 있는 한 많은 빛을 좋아하기

어할 수 있는 피사체와의 거리뿐이

이폰 세대마다의 차이가 있다. 자신

때문에, 실내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

다. 물체와 더 멀리 떨어질수록 플래

의 기기로 최선의 사진을 찍고 싶다

시에는 더 많은 전등을 켜거나 LED

시의 효과는 점점 줄어든다. 디지털

면, 최신 하드웨어를 선택해야 한다.

플래시를 키는 것이 좋다. 이미지상

줌 사용은 일반적으로 추천되지는

아이폰 5는 이전 세대 아이폰보다도

에 너무 밝고 너무 어두운 부분이

않지만, 아이폰에서는 플래시 노출을

좀 더 높은 해상도로 훨씬 인쇄에

동시에 존재하면, 아이폰의 HDR 기

적절히 만들어주기 위해 줌을 사용

적합한 사진들을 촬영할 수 있다. 해

능을 켜서 각기 다른 설정의 세가지

하여 어느 정도 해상도 저하를 감수

상도 증가는 이미지의 전체적 선예

이미지를 결합하여 보다 역동적인

하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 누군가를

도를 조금 높여준다. 또한 아이폰 4

영역의 최종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꽉 차게 촬영하고 싶다면, 보통 때보

와 4S, 5는 선택 초점과 미터링이

HDR기능은 도시

되기 때문에, 촬영 유연성이 더 높

경관이나 배경

해 플래시 노출 수준을

다. 그러나 이전 세대 아이폰으로 촬

조명을 받는 실

적당하게 만들 수 있다.

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진 품질이

내 같은 심야

다 좀 더 멀리 서서 줌을 통

무조건 떨어진다고 볼 순 없다.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라 아이폰
4S나 5를 사용한다면, 후면 카메라
를 사용하라. 전면 카메라가 자신의
모습 촬영을 용이하게 해주지만, 그
만큼 후면 카메라에 비해 이미지 품
질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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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카메라의 모든 것
Lincoln Spector | TechHive

한 순간이 왔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 버튼을
누르고 PIN 암호를 입력하거나 휴대폰의 잠금을 해
제하고 (그리고 잠금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하는 것
을 권장한다) 홈 화면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후, 카메
라 앱을 실행시킨다.
마트폰 사진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안드

그 때가 되면 완벽한 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다.

스

로이드 4.2 (젤리빈)에 탑재된 카메라와

이것만 알고 있다면 안드로이드 4.2에서는 이런

갤러리 앱은 사진을 찍고 보고 편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전원 버튼을 누른다.

공유하는 강력한 툴로 발전했다.

그리고 PIN (또는 기타)을 입력하는 대신에 잠금 화

사용자는 사진을 찍기 전에 노출을 미세조정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며 카메라의 초점을 조정할

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Swipe)한다. 그
러면 카메라 앱이 즉시 나타난다.

수 있다. 사용자는 주변 수직/수평 360도 전체를 촬

그렇다. 누군가 휴대폰을 훔쳐가서 사진을 찍을 수

영할 수 있다. 추후에 필터를 추가하고 노출을 좀 더

있다. 하지만 보안 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갤러

조정하며 색상을 조절(또는 제거)하고 이미지를 잘라

리와 개인 정보에는 접근할 방법이 없다.

내며 90도 와 1도 단위로 교정하고 프레임을 덧댈 수

물론, (카메라의 잠금을 해제한 후에) 일반적인 방

도 있다. 그리고 결과에 만족하면 원하는 소셜 미디

식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 사이트에 업로드도 가능하다.

완벽한 사진을 못 찍을 수도 있다.

필자는 구글 넥서스 4(Google Nexus 4) 스마트폰
으로 안드로이드 4.2의 사진 앱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았다. 이것은 순수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으로 제조사가 운영체제에 아무런 변경사항을 가하
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기기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안드로이드 4.2 스마트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카메라 앱
카메라로 바로 이동하기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가? 사진을 찍을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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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카메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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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터치하여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카메라 메뉴

간단한 사진 찍기

카메라 화면 중앙에 흰색 원이 나타난다. 이 원은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고 노출을 설정할 영역을 보여
준다.
하지만 사진은 프레임의 중앙에 있는 것만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화면이 다른 부분을 터치하면
원이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측면의 무언가(또는 누
군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대상으로부터 너무 멀다면 웹 페이지에서 사용하

다양한 화이트 밸런스 옵션

는 두 손가락 제스처로 줌인(Zoom In)이 가능하다.
단,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실제적인 줌 렌즈 대신에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 기능은 켜고 끄는 것만

이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디지털 줌만을 제공한다.

이 가능하며, 다른 옵션은 선택할 수 없다.

준비를 마쳤으면 화면 우측의 파란색 셔터 버튼을

플래시: 일반적인 켜기, 자동, 끄기 옵션이 있다.

누른다 (세로 모드로 촬영할 경우에는 하단의 중앙에

카메라가 플래시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자동이 기

표시된다).

본 선택이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의도와
카메라의 결정이 다를 수 있다.

카메라 메뉴를 통해 미세조정하기

화이트 밸런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백색 빛은

카메라 앱의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도

순수한 백색이 아니다. 이것은 백열전구, 형광등, 태

다른 작은 흰색 원이 보일 것이다 (세로 모드에서는

양광 등 우세한 광원에 따라 달라진다. 안드로이드

우측 하단). 이걸 터치하면 사진을 제어하기 위한 다

카메라 앱은 다양한 빛에 대한 5가지 옵션을 제공하

양한 옵션이 방사상 메뉴로 표시된다.

지만 자동 설정(A/W 아이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옵션을 살펴보자.
HDR: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종종 명암비 문제가

설정: 이것은 옵션이라기 보다는 3가지의 선택적

인 옵션이 있는 하위메뉴이다.

발생한다. 사진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섞여
있으면 (화창한 날에 쉽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어느

장면 모드로는 카메라에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밤에 촬

한 쪽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게 된다. HDR 모드는

영하는가? 파티에서? 확실하지 않다면 기본인 자동으로

복수의 노출로 빛을 샘플링하고 조합된 사진을 생성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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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구매한 곳과는 아무런

설정 하위메뉴를 보면 저속촬영 사진 설정이 가능

상관이 없다. 이것은 사진을 찍은 곳에 대한 기록을 자동

해, 매우 긴 시간부터 몇 초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으로 기록하기 위한 위치태그(Geotag) 기능이다.

하지만 저속촬영 기능을 켜면 처음에 다소 혼란스

사진 크기로 찍는 사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화소

러울 수 있다. 저속촬영 옵션을 터치하면, 이 기능이

측면).

꺼져 있음이 표시되며, 사용을 원한다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용한 기능이다.

노출: 기본 0에서는 카메라가 선택하는 노출을 사

저속촬영을 켜려면 OFF 버튼을 터치한다. 그러

용한다. 다른 옵션으로는 과도 노출과 과소 노출의

면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난

조정이 가능하다.

다. 기본은 0.5초로 초당 2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기

카메라 전환: 휴대폰 또는 태블릿에는 화상통화를

위한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이걸로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그리고
거울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한 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2분으로 줄일 수
있다.
(움직이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는 등) 몇 가지 예외
를 제외하고는 삼각대 없이 저속촬영을 활용할 수 있
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삼각대에 장착할 수 있는 스

기타 카메라 모드
동영상 촬영

셔터 버튼 아래에는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위치
하고 있다. 이것을 터치하면 추가적인 사진 모드가

마트폰이나 태블릿은 거의 없다.
저속촬영 또는 실시간 촬영에 상관없이 (동영상에
서는 파란색이 아닌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셔터 버튼
을 누르면 이미지 캡처가 시작 및 정지된다.

나타난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포토 스피어(Photo

기타 흥미로운 트릭: 동영상을 촬영할 때 화면을 터

Sphere), 파노라마(Panoramic), 동영상(Video)이다.

치하면 현재 프레임의 스틸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4.2는 동영상 촬영을 위해 스틸 사진
만큼의 옵션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카메라의 초점을

파노라마 모드 사용하기

조정하거나 노출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

이 모드로 매우 넓은 영역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지만 최소한 해상도와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 있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드에서 카메라로 사

다 (스틸 사진과 같은 메뉴를 사용한다).

진을 찍고 싶은 영역의 왼쪽이나 오른쪽 끝을 향한다.

또한 플래시라는 말이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플
래시도 조정이 가능하다 (켜 두면 끌 때까지 빛이 지

그리고 셔터 버튼을 누르고 패닝을 시작하면 된다.
카메라에 언제 개별 구간의 사진이 촬영되는지 표

속된다). 자동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되지는 않지만 넓은 곡선의 화면 아이콘으로 지금

카메라 앱은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지원한다.

저속촬영 기능을 켜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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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넥서스 4로 찍은 샘플 파노라마 사진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의 카메라 화면

포토 스피어로 주변 풍경을 촬영할 수 있다.

까지 어느 정도의 사진을 찍었는지 알 수 있다.

라를 움직인다. 그러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사진을 촬

사용하는 카메라 또는 소프트웨어에 상관없이 파

영한다.

노라마만의 문제가 있다. 사람을 포함하여 움직이는

다른 점이 나타난다. 카메라를 움직여 중심에 맞추

객체로 인해 사진을 망치게 된다. 그리고 객체가 카

면 다른 사진이 촬영된다. 찍고 부분을 다 찍을 때까

메라에 너무 가까우면 이미지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

지 이 방법을 반복한다.

지 못한다.
촬영이 끝나고 사진을 삭제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

마치고 나서 셔터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앱이 포토
스피어를 렌더링한다.

라면 모서리에 나타나는 X를 터치하지 않는 것이 좋
다. 대신에, 카메라가 파노라마 사진을 처리할 때까
지 기다린다.

카메라와 갤러리 앱 전환

안드로이드 4.2의 카메라 앱 기능에서 갤러리 앱
의 기능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진 지향적인 앱의 전

포토 스피어로 풍경 촬영하기

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포토 스피어를 사용하면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한 장

카메라 앱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

의 이미지에 담을 수 있다. 파노라마와 마찬가지로

면 바로 갤러리 앱으로 진입할 수 있다. 촬영한 사진

포토 스피어는 한 지점에 서서 정지된 풍경을 촬영할

에 할당된 카메라 섹션에서 필름스트립(Filmstrip)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보기로 사진을 볼 수 있다.

포토 스피어를 선택하면 화면에서 사진 이미지 대

가장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

신에 그리드가 표시되고 중앙에 하얀색 원이 있는 작

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카메라 앱을 복귀

은 창이 나타난다. 또한 화면에 파란색 점도 표시된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촬영한 사진을 보고 있지 않

다 (안 보이는 경우에는 보일 때까지 카메라를 움직

다면 해당 방향으로 계속 스와이프하다 보면 결국 카

인다). 파란색 점이 하얀색 원의 중앙에 오도록 카메

메라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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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앱의 필름스트립 보기

사용자는 드롭다운(Drop-down) 옵션이나 화면 좌측 하단의 아이콘을 통
해 편집 메뉴에 접근할 수 있다.

갤러리 앱의 그리드(Grid) 보기

사용자는 사진에 필터를 적용하여 빈티지 느낌을 살릴 수 있다.

또는 화면의 좌측 상단 모서리에서 필름스트립 보

표시하는 아이콘을 터치하거나 좌측 상단 모서리의

기를 터치하고 그리드 보기를 선택하여 그리드 보기

메뉴 아이콘(3개의 수직 점)을 터치하고 편집을 선택

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드 보기에서는 우측 상단 모

한다.

서리 가까이에 위치한 카메라 아이콘을 터치하며 카

편집 환경에는 4개의 작업공간이 존재한다.

메라 앱으로 복귀할 수 있다.

첫 번째 작업공간은 편집 자체와 마찬가지로 삼중
원 아이콘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사진에 10가지의 다

갤러리 앱

른 필터를 적용하거나 색상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필자는 이미 필름스트립과 그리드의 전환 방법에

있다. 옵션으로는 빈티지(Vintage), 블리치(Bleach),

관해 설명했다. 사진을 터치하면 전체 화면으로 표시

펀치(Punch), B/W 등이 있으며, 구글이 왜 딱 봐도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진을 확

세피아(Sepia) 톤인데 이름을“라떼(Latte)”
라고 했

대할 때 두 손가락 제스처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고

는지 모르겠다.

있을 것이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두 번째 작업 공간은 7종의 프레임을 제공한다. 사
용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진에 넣을 수
있다.

사진 보기 및 편집

사진을 보고 있다가 변경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고
해 보자. 편집 모드로 진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화면의 좌측 하단에 위치한 3개의 중복된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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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은 7종류 뿐이다.

나머지 툴은 고급 편집 옵션을 제공한다.

마지막 편집 툴 세트는 언뜻 보기에 첫 번째 작업공
간의 필터와 매우 닮아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
공하는 11종의 필터는 단순히 끄고 켜는 필터가 아니
라 각각의 슬라이더바로 개별 설정이 가능한 툴이다.
여기에서 노출과 대비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그림자 조정으로 사진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만
노출을 설정할 수 있다. 비네트(Vignette)는 중앙 부
는 남겨 두고 주변부만 어둡게 처리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진편집 옵션 세트에는 이미지를 잘라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
어 있다.

가장 강력한 조정 기능인 곡선은 완전한 막대 그래
프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밝기 또는 하나의 주된 색

교정(Straighten)으로 이미지를 1도 단위로 회전시켜 각

상을 제어할 수 있는 곡선을 조정하여 이미지를 세부

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잘라내기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잘라내지만 처음에는 사
용하기가 다소 혼란스럽다. 이미지의 코너와 측면 드래그

작업 저장 또는 취소하기

방법에 상관없이 화면비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작업 중 생각이 바뀐다면 항상 되돌릴 수 있다. 편

서, 사진을 더 작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모양을 바꿀 수는

집 모드에서 우측 상단 모서리의 메뉴 아이콘을 터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좌측 하단 모서리의 오리지

하면 취소(Undo), 다시하기(Redo), 리셋(Reset), 이력

널(Original) 상자를 터치하여 화면비율 옵션 메뉴를 불러

(History) 등의 옵션 메뉴가 나타난다. 마지막 옵션으

온다. 없음(None)을 선택하면 원하는 모양으로 사진을

로는 변경 사항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좌측 상단 모서리의 저장을 터치하면 갤러리에 새

회전은 잘라내기와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90도 단위로

로운 파일로 이미지가 저장된다. 본래의 이미지는 그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다른

대로 유지된다.

회전 기능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미러(Mirror)는 이미지의 좌측과 우측 또는 상단과 하단
을 뒤집을 수 있다. 이미지를 스와이프하면 화면이 뒤집
어 진다.

동영상과 파노라마 취급하기

사용자는 스틸 사진처럼 동영상을 변경할 수 없지
만, 처음 또는 끝부분을 다듬거나 잘라낼 수 있다. 동
영상 편집기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용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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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상상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기능은 사
용자가 촬영한 사진을 어린 왕자(Little Prince)에게
적합한 수준의 작은 행성으로 구성하여 다른 .jpg 파
일로 저장한다.
사용자는 일반 사진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
스피어와 작은 행성을 편집할 수 있다. 어쨌든, 모든
이미지는 .jpg 파일로 저장된다.

다른 동영상 편집 기능을 원한다면 다른 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세계 공유하기

사진, 파노라마, 동영상, 스피어, 작은 행성이 마음
간에서 다듬거나 영상을 이어 붙일 수 없다.

에 들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질 것이다. 갤러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메뉴에서 다듬기

리에서 보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공유하려면 우측

(Trim)을 터치하고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원하지 않

상단 모서리 부근의 공유 아이콘을 터치한다. 결과

는 부분을 다듬은 후, 작업을 저장하면 된다. 다듬어

메뉴에는 몇 안된 옵션이 표시되어 실망할 수도 있

진 버전은 개별적인 파일로 저장된다.

다.

카메라 앱은 파노라마를 표준 .jpg 파일로 저장하

하지만 다행히도 옵션 중에는‘전체 보기(See

며, 갤러리 앱은 이것을 특별하

All)’옵션이 있다. 이 옵션을

게 인식하지는 않는다. 일반 사

선택하면 이미지 또는 동영상

진과 같은 기능을 파노라마에도

을 외부 세계와 공유할 수 잇는

사용할 수 있다.

기능을 가진 설치되어 있는 모
든 앱이 표시된다. 편리한 추가
기능으로써, 공유를 위해 마지

스피어로 할 수 있는 것?

카메라 앱은 스피어를 .jpg 파

막으로 사용한 앱이 공유와 메

일로 저장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뉴 아이콘 사이에 위치하고 있

서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다.
카메라 앱에서 방금 찍은 사

인 뷰어로 보게 되면 다소 이질
감이 든다. 우리의 두뇌는 360
도 보기를 평면과 연관시킬 수

360도 포토 스피어는 작은 행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갤러리 앱은 스피어를 따로 인

진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여

갤러리 앱으로 진입한다. 여기에서 사진과 공유 아이
콘을 사용할 수 있다.

식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갤러리에서 포토 스피어

안드로이드 4.2 기기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를 보면 하단의 중앙에 스피어 로고가 표시된다. 이

지에 대해서는 장담 못 하겠다. 크기와 용량의 한계

것을 터치하면 한 부분을 더욱 가깝게 볼 수 있다. 사

뿐 아니라 가격문제로 인해 휴대폰 또는 태블릿에 비

용자는 스크롤로 이미지를 이동하면서 별 수 있다.

싼 렌즈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타깝게도 렌

그리고 사용자는 360도 스피어로 하나의 작은 세
계를 구성할 수 있다. 우측 하단 모서리의 작은 아이
콘을 터치하면 자신의 이미지로“작은 행성”
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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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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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사진가들의 스마트폰

출사기
Leah Yamshon | TechHive

마트폰의 내장 카메라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점차 발전하고

스

있다. 일부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와 기능은 너무 뛰어나서 똑딱이 카
메라와 경쟁하는 수준이며 사용자들이 자신의 카메라를 멀리하는 상황

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진 편집용 앱 및 즉석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과 짝
을 이룬 휴대폰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의 수동 설정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손쉬운 사용성까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용도로는 어떨까? 본 기사를 위해 우리는 3명의 전문 사진가에
게 iOS의 아이폰 5, 윈도우 폰 8의 노키아 루미나 920, 안드로이드의 HTC EVO
4G LTE 등 각 모바일 운영체제를 대표하는 카메라 제품을 제공했다. 이 전문 사
진가들은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DSLR의 사진을 흉내내기 위해 노력
했으며, 종종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도 함께 사용했다.
그 결과를 알아보자.
iOS: 앤 해머스키(Anne Hamersky)

앤 해머스키는 사람들의 행동을 스틸 샷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녀는 지난
해 호피(Hopi)에서 볏짚으로 집을 짓는 모습, 사우스 브롱크스(South Bronx)에
지어진 도심 농장, 루이지애나의 파스 알루터(Passe a l’
Outre, Louisiana)의 수
해 복구 프로젝트 등을 촬영했다. 마이클 폴란은 2011년 최고의 식도락 도서로 그
녀의 최근 저서 지금 함께 농장으로(Farm Together Now, 크로니클, 2010)을 선
정했다. 앤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계정 : @anneham
스마트폰: 아이폰 5, 800만 화소 아이사이트(iSight) 카메라

트윈 픽스 하이킹

나는 자전거를 타고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쌍둥이 언덕인 트윈 픽스에 올랐다.지
금 봄꽃들이 만개해 있다. 그래서 iOS용 콜라주 작성 앱인 포토 그리드(Photo
Grid)를 마음껏 사용해 보았다. 나는 스왑(Swap) 기능, 플롭(Flop) 기능, 둥근 모서
리 선택을 사용했다.
아이폰의 내장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콜라주를 위한 사진을 찍은 후, 콜라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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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 픽스 하이킹

알레매니 농부 시장의 봄

스냅시드(Snapseed)에서 열어 다음을 설정했다. 트루 이미지(Tune image) > 대
비(Contrast) +14 > 채도(Saturation) +6.
알레매니 농부 시장의 봄

나는 트윈 픽스 하이킹 콜라주 결과물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방
식대로 했다. 나는 스왑 기능과 둥근 모서리를 사용했다. 그리고 나서 쿨라주를스냅
시드로 불러오고 다음을 설정했다: 트루 이미지(Tune image) > 대비
(Contrast) +9 > 채도(Saturation) +3.
오션 비치

이 사진을 위해 나는 아주 쉬운 스냅시드의 처리기능을 적용하고 싶었다. 나는
필터를 사용했다:
자동(Automatic) > 대비(Contrast) +18
트루 이미지(Tune image) > 채도(Saturation) +70
드라마(Drama) > 필터 강도 +70 > 채도 (Saturation) +50
기울어짐 변경(Tilt-shift) > 번지기 +90
프레임 > 프레임 5

15 ▶▶▶ IT World

How To | 스마트폰 카메라 120% 활용법

오션 비치

루시(Lucy)와 레몬

루시(Lucy)와 레몬

나는 원래 내가 찍은 사진의 효과적이고 행복하며 자칭‘서커스 색상’이라고
부르는 점을 좋아한다. 하지만 스냅시드에서 좀 더 특이한 필터를 사용하고 싶었
기 때문에 이웃집의 뒤뜰에서 레몬을 따는 나의 어린 친구 루시를 찍기로 했다.나
는 좀 더 재미있고 미세하게 조정된 사진을 얻고 싶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효과를 얻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스냅시드의 필터를 사용했다:
중심 초점(Center Focus) > 세로(Portrait) 2 > 번지기 강도(Blur strength) 11 > 가장자리
밝기(Outer brightness) -27
기울어짐 변경 > 선형(Linear) > 전환(Transition) +50 > 중심 크기(Center Size) +85
트루 이미지(Tune image) > 채도(Saturation) > -7
선택적 조정 (Selective Adjustment) > 선택한 얼굴(Selected Face) > 밝기(Brightness) >
-34
프레임 > 프레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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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데이 장비의 아랫부분

나는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로 받은 장미꽃을 버리면
서 꽃 전체를 아래에서 올려다 볼 때의 모습이 너무 아름

다웠다. 나는 아이폰 5의 근접 초점기능에 놀랐다.실
로 엄청난 성능이었다.
나는 포토그리드로 찍은 8장 정도의 이미지를 엮어

붙였다. 우선, 나는 4 x 4 그리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미지를 회전 시키는 등의 효과로 좀 더 역동적인 느
낌을 가진 다른 4 x 4 그리드를 만들었다. 나는 2개를
더 만들어 총 4개의 4 x 4 그리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포토그리드로 돌아가 모든 그리드를 선택하
여 더욱 복잡한 그리드를 만들었다. 나는 크기와 회전
을 조정했다. 나는 16장의 이미지로 구성된 그리드를
저장했다. 그리고 포토그리드로 돌아가 2장의 4 x 4

발렌타인데이 장비의 아랫부분

그리드, 16장으로 구성된 사진, 하나의 오리지널 단독 사진을 선택했다. 그 결과물
이 바로 이것이다.
윈도우 폰 8: 칼리 마린

칼리 마린은 캘리포니아 미술대학(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에서 사진학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그녀는 결혼 사진과 초상화 전문인 칼리 진 포토그라피
(Carly Jean Photography)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10살 때 사진에 처음 흥미를
느꼈고 현재는 사진에 전념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 세계는 언론, 전통, 패션 기반
의 사진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녀는 사진을 찍지 않을 때, 커피 숍을 방문하
거나 요리를 즐기거나 고양이와 함께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 비록 칼리는 일을 위
해 디지털 SLR을 사용하지만 개인적인 취미로 구형 35mm 필름 카메라를 선호한
다. 자신의 업무상 사진 촬영 외에, 그녀는 예술의 세계에서 공유하고 싶은 개인적
인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스마트폰: 노키아 루미아 920, 8.7 1002만화소 + f/2.0 자동초점 칼 자이스(Carl Zeiss) 렌
즈를 사용한다.

카지의 초상

나는 이 사진을 캘리포니아의 플리젠튼(Pleasanton) 공원에서 내가 가장 좋아
하는 모델과 함께 찍었다. 카지는 최근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뛰어난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기술과 함께 독특한 스타일 감각을 강조하
고 싶었다. 나는 루미아의 자동 설정 상태에서 기본 노출 값 ISO 400, 자동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16:9의 종횡비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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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 카지의 초상

올려다보기

올려다보기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 댄빌(Danville)에서 땅거미가 질 무렵에 찍은 사진이다.
나는 이 나무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지나가면서 볼 때와는 다른 시점에서 보고 싶었
다. 나는 루미아는 나무의 몸통에 루미아를 대고 사진을 찍었으며, 사진은 나중에
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가 이 사진으로, 매우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다. 나는
몸통의 질감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면서 점차 희미해지는
루미아의 피사계 심도가 마음에 든다. 나는 루미아의 자동 설정 상태에서 기본노출
값 ISO 1600, 자동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16:9의 종횡비로 촬영했다.

샌프란시스코 피에르

분명, 이 사진의 매력은 사진을 찍기 위해 사용한 루미아의 파노라마 설정 효과
샌프란시스코 피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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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 데이즈

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피에르 39는 이 앱을 사용하기
에 최적의 장소였으며, 도시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이미지는 건축학적 특징, 아름다움, 바쁜 모
습 등 도시 경관을 담아내고 있다. 루미아는 사진을
깔끔하게 조합할 뿐 아니라 사진의 선명함과 색감도
그래도 잘 살려냈다. 나는 기본 노출 값 ISO 200, 자

밖에서의 점심

동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16:9의 종횡비로 이 사진을 촬영했다.
밖에서의 점심

이 단순한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의 피에르 39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밖에 나갔을때
찍은 사진이다. 나는 식사를 하기 전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들을 찍고 싶었으
며, 네이비색 냅킨과 목재 테이블의 색상 대비를 강조했다. 나는 깊이 감과 선명함을
살리면서 대상의 다양한 질감을 잘 표현한 루미아의 성능에 감탄했다. 나는 루미아
의 자동 설정 상태에서 기본 노출 값 ISO 400, 자동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16:9의 종횡비로 촬영했다.
데이지 데이즈

나는 루미아의 매크로 설정을 사용해 이 사진을 찍었고 결과물에 만족했다. 데이
지 한 송이가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한 모퉁이에 숨이 있었고, 나는 루미아가 그작지
만 아름다운 자태를 얼마나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결과는대만족
이었다! 나는 루미아의 매크로 설정 상태에서 기본 노출 값 ISO 800, 자동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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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미쉘 워커

미쉘 워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로 활동하는 결혼, 여행, 초상화, 강아지 전문
사진가다. 그녀는 정식을 사진 교육을 받았으며 솔직하고 의미 있으며 멋들어진
포토저널리즘 접근방식을 선호한다. 그녀는 사진의 사진촬영 사업인 미셸 워커 포
토그라피(Michelle Walker Photography)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HTC EVO 4G LTE, 800만 화소

우산,태국톤사이베이

나는 이 사진의 색감이 마음에 든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해변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나는 안드로이드 기본 카메라 앱에서 피사계 심도 설정으로 이 사진을 찍
었다. 이 설정은 초점 영역의 이미지에 관찰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약간 흐린
(Bokeh, 일본어 보케(boke)에서 유래된 말로‘흐린’또는‘안개”라는 뜻이다)
이미지를 완성 시킨다.
범선: 태국 팡 냐 베이
(Phang Nga Bay)

이 사진은 우리 배에서 바라
본 작은 보트를 찍은 것이다.
우리는 태국 남부의 만에서 발
견된 석회 크래스트(Krast)를
탐험하고 있었다. 이 크래스트
는 목가적인 작은 해변을 향해
동굴이 나 있었으며, 마치 미
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이
우산, 태국 톤 사이 베이

들었다. 나는 별다른 설정 없
이 내장된 카메라 기능만으로
이 사진을 찍었다.
일몰: 태국 코 팍 비아
(Koh Phak Bia)

이 사진은 배의 갑판에서 일
몰 시 찍은 것이다. 나는 이 사
진의 따뜻한 느낌과 태양이 비
치면서 섬의 실루엣이 드러나
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 별다
른 설정을 사용하지 않고 색상
범선: 태국 팡 냐 베이(Phang Nga Bay).

을 있는 그대로 재현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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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태국 코 팍 비아(Koh Phak Bia)

상아: 태국 코끼리 극장 카말라(Kamala)

나무: 베이징(Beijing)

이미지로 휴대폰의 카메라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 우리는 꽤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는 완벽히 정지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상아: 태국 코끼리 극장 카말라(Kamala)

이 사진은 태국의 풍부하고 이국적인 유산이 남아 있는 카말라의 판타시
(FantaSea)에서 찍은 것이다. 나는 피사계 심도 설정을 사용해 코끼리 머리 뒤편의
사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나는 이 사진의 영원한 느낌이 마음에 든다. 마치
100년 전 고대의 사원에서도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나무: 베이징(Beijing)

나는 공항으로 돌아가면서 별 다른 설정 없이 이 사진을 찍었다. 차가운 회색빛하
늘과 대비되는 나무의 실루엣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 사진은 이번 여행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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