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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SNS 사용량이 증가하고, 여러 촬영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사진 촬영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순

간들을 사진으로라도 간직하고자 수없이 셔터를 누르게 된다. 또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을 때 까지 끊임없이 촬영을 하게 된

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문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채, 기존 카메라 애플리케이션들은 다량의 필터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에 대해 사진 촬영 시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 촬영 보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키워드: 반투명 상태(translucent state), 시뮬레이션(Simulation)

I. Introduction

SNS 사용량이 증가하고, 여러 촬영 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사진 

촬영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을 

사진으로라도 간직하고자 수없이 셔터를 누르게 된다. 또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을 때 까지 끊임없이 촬영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문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채, 기존 

카메라 애플리케이션들은 다량의 필터 제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사진 촬영 시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 

촬영 보조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국내 동향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인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 등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보면, 수많은 

필터 추천을 통한 촬영 보조 애플리케이션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필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사진 촬영에 있어서의 도움을 

주기 힘들다. 이에 따라 필터 제공 외에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진 촬영 보조 방법을 고안해 보았다.

III. The Proposed Scheme

‘구도’란 ‘공간 또는 화면 형성을 위해 소재, 형태, 색채 등 모든 

화면 요소를 배치하고 명암, 조화, 원근법 등을 고려하여 각 요소를 

하나의 통일체로 완성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진은 

‘빛이나 전자기적 발광을 이용하여 감광성 재료(건판이나 필름) 또는 

촬상소자(CMOS 및 CCD)에 초점을 맞추어 맺힌 피사체의 영상(影

像)을 기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신경써야할 부분은 ‘구도’와 ‘빛’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문 사진작가가 아닌 흔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자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카메

라에서 구도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인 ‘화면 분할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진의 수평이나 수직을 유지하거나 무너뜨림으로써 대칭을 

이루거나 시선을 따라가는 등의 원하는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화면 분할선’은 분명 사진의 구도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미 대부분의 카메라 애플리케

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즉, 이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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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화면 분할선’을 사용한 수평 유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따라 찍고 싶을 만큼 잘 찍은 사진들을 화면에 

보여주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을 찍고자 하는 장소에서 본 애플리케

이션을 켜면, GPS를 이용해 장소를 인식한다. 그 후 일정 범위 내의 

그 장소에서 찍은 예시 사진들을 기기의 화면에 보여주고, 그 중에 

선택된 사진은 촬영하는 동안 반투명 상태로 보여줌으로써 좀 더 

쉽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이다.

Fig. 2. 예시 사진들을 화면에 보여줌

연구 방법은 기존의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진 촬영 보조 기술을 포함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들과 달리 

촬영에 있어서의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화면 

분할선과 예시 사진 활용으로 좀 더 쉽게 구도를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OpenCV를 사용하여 빛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그 정보로 

추천 사진 중에서도 적당한 사진들을 고르도록 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한 많은 양의 사진 데이터

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의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행 커뮤니티와 연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참고 사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SNS와 같은 

기능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Acknowledge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서울어코

드활성화지원사업 (IITP-2017-2012-0-0459)의 연구결과로 수행

되었음.

REFERENCES

[1] 네이버 영화사전 - ‘구도(composition, 構圖)’의 정의

[2] 두산백과 -‘사진(Photograph, 寫眞)'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