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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촬영한 사진이 없어도 괜찮아요. 

스마트폰만으로도 공간을 충분히 멋지게 담아낼 수 있거든요. 

게스트는 
공간을 예약할 때 
사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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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1-2.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아직 촬영하기 전이라면 읽어보세요.

1. 
어떻게 찍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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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만 생각하면 아주 쉽게 공간을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어요.

 •다른 공간과 차별되는 호스트님 공간만의 특징

 •게스트가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는 감성 포인트 

특히 ‘와이드 컷(넓은 장면)‘과 ‘클로즈업 컷(확대 장면)’을 활용한다면 2가지 포인트를 매력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되죠. 이유는 간단해요. 

‘와이드 컷’은 공간 크기와 공간 속 여러 요소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고,  ‘클로즈업 컷’은 호스트가 

특별하게 어필하고 싶은 공간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극 권장해요. 

결국 다양한 컷의 사진이 많을수록 호스트님의 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게스트는 공간에 대한 호감과 신뢰감을 얻게 되죠.

1-1. 공간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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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게스트는 예약 전 사소한 정보까지 모두 사진으로 확인하고 싶어 해요.

사진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예약하며, 방문하기 때문이죠. 게스트를 위해 소품, 기기, 장비, 조명, 의자 등  
공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빠짐없이 담아주세요.
참, 게스트가 찾아오기 쉽도록 외부 건물이나 출입구를 촬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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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상품을 구성을 위해 호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공간에 대한 정보를 등록 하는 절차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1초 정도 머물러 주세요. 

적정 노출(=적당한 밝기)로 촬영해 주세요.

촬영 전 카메라 렌즈를 닦아주세요.

간혹 촬영 버튼을 눌러도 사진이 곧바로 찍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1초 정도 머무른다면,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적당한 밝기로 촬영한다면 공간 속  피사체를 사진에 잘 
담아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렌즈를 닦고 촬영하면 빛 번짐이나 뿌연 사진을 
방지할 수 있어요. 

⚠과도하게 흔들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요.

⚠너무 어둡거나 밝은 사진은 공간을 탐색하기 어려워요. 

⚠렌즈가 뿌옇다면 피사체의 질감, 안내 문구, 숫자 등 
중요한 정보가 잘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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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마트폰 세팅하기

    • 파일 포맷 설정

    •격자 설정

    •사진 비율 설정

    •화각 설정

2-2.본격적으로 촬영하기

    •필수컷 설정

    •넓게 보이기(와이드)

    •수직/수평 맞추기 

    •포인트 부각(클로즈업) 

전문가처럼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 
이제 촬영을 
시작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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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마트폰 세팅하기 안드로이드 (갤럭시)

01. 파일 포맷 설정(HEIF)

03. 사진 비율 설정(4:3)

02. 격자 설정(가이드 선)

04. 화각 설정(와이드/클로즈업)

‘카메라’ 실행  > 왼쪽 상단 ‘톱니바퀴(설정)’ 클릭> 파일 형식 및 고급 
옵션 선택 > HEIF 사진 아이콘 OFF

카메라 실행 > 왼쪽 상단 ‘톱니바퀴’ 클릭>  ‘비율 설정’ 아이콘 클릭 
-> ‘3:4’  비율 선택

카메라 설정 > 수직/수평 안내선 ON

와이드 설정 > ‘나무 3개’ 아이콘 선택
클로즈업 설정 > ‘나무 1개’ 아이콘 선택

*기종에 따라 설정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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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마트폰 세팅하기 iOS (아이폰)

01. 파일 포맷 설정(높은 호환성)

03. 사진 비율 설정(4:3)

02. 격자 설정(가이드 선)

04. 화각 설정(와이드/클로즈업)

설정 >  카메라 > 포맷 >  ‘높은 호환성’ 선택 

카메라 실행 >  화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기(스와이프) > ‘비율 설정’ 
아이콘 클릭 -> ‘4:3’ 비율 선택

설정 >  카메라 >  ‘격자’ ON 

와이드 설정 > ‘0.5x’ 아이콘 선택
클로즈업 설정 > ‘2x’ 아이콘 선택

*기종에 따라 설정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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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서리컷 (2, 3, 4번)

03. 정면컷 (5번)

01. 공간의 첫인상 (1번)촬영 방향

공간의 메인이 되는 곳을 넓게 보여주는 컷이에요. 공간의 각 모서리에 서서 촬영해 주세요.

정면에 서서 가구나 집기들이 한곳에 모여있는 것처럼 촬영해 주세요. 
정면컷은 앵글의 단조로움을 커버해주고, 게스트에게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게스트가 공간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장면. 
공간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앵글이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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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격적으로 촬영하기_필수컷 정하기
게스트가 입구에 들어왔을 때의 시선과 동선을 고려해서 촬영해 주세요.

촬영 포인트

4

5 3

첫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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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직 02. 수평

출입문과 같은 11자 형태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선에 맞춰 
촬영해 주세요.

천장과 바닥에 평행한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촬영해 주세요.

렌즈 화각을 ‘와이드’로 설정한 
후 3면의 벽이 모두 보이게 
촬영해 주세요.
2개의 벽면보다 3개의 벽면을 
담아내면 공간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넓게 표현할 수 
있어요.

APP에는 촬영한 사진의 
위아래 일부가 잘려서 보여요. 
가급적이면 화면의 위아래 
중앙을 맞춰서 촬영해 주세요. 

2-2. 본격적으로 촬영하기_넓게 보이기 (와이드)

2-2. 본격적으로 촬영하기_수직/수평 맞추기(p.8, 9 설정 참고)

면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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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격적으로 촬영하기_포인트 부각 (클로즈업)

렌즈 화각을 ‘클로즈업’으로 설정해 주세요.

피사체를 과감하게 담아내고 싶다면 액정의 확대 줌(Zoom)을 이용해 클로즈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앵글은 화면을 가로/세로를 3분할 시켜 선들이 만나는 꼭짓점에 사물이나 피사체를 위치시키세요. 

더욱 안정적인 구도로 사진을 연출할 수 있어요.

클로즈업 촬영은 몸을 움직여 피사체에 가까이 가기보다 ‘카메라 내 클로즈업 기능’을 사용하는 걸 권장해요.

액정의 확대 줌(Zoom)을 사용한다면 담아내려는 사물을 집중시킬 수 있고, 왜곡을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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