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온스 친절을 담는 사진

국제라이온스협회  
사진 촬영 안내서

라이온들은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봉사의 다양성과 영향력을 사진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안내서에 담긴 사진 촬영 팁과 좋은 예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간단 팁

1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대상에 중점을 두고 사진을 찍습니다.

2   어두운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충분한 간접 조명이 담기도록 사진을 찍습니다.

3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사용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진을 찍습니다. 

누가? 지역사회 라이온, 레오, 수혜자  

무엇을? 봉사 활동 참여  

어디에서? 월례 회의 장소 또는 지역사회 내

4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좋은 사진을 찍으세요!

5   사용 허가 획득 - 촬영한 사진을 공공 마케팅이나 복합지구, 지구, 클럽 홍보를 위해 사용할 경우 사진에 등장한 이들에게 

미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에서 준비한 사진 사용 승인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 승인을 받으십시오. 

6   국제협회에서는 라이온스 봉사가 잘 드러나는 좋은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에 효과를 주거나 잘라내지 않은 고해상도  

풀 컬러 원본 사진을 lionsbrand@lionsclubs.org 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진 제출 시, 사진에 등장한 인물의 사진 사용 서면 

허가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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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진찍기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노출, 구도, 빛, 피사체, 순간, 그 외 여러 요소가 모두 어우러져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이 중에서 구도, 빛, 피사체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구성, 조명, 인물에 중점을 둔 촬영이 훌륭한 사진을 만듭니다. 

예: 라이온과 레오들이  
회의나 기획 등 함께하는 모습

예: 라이온스 브랜드가 
봉사 수혜자들의 배경으로 드러나는 

장면

예: 수혜자들이 등장하여 라이온스 
봉사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모습 

예: 라이온들과 수혜자와 함께 등장하여 
긍정적인 봉사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

중앙에서 벗어난 구도로 촬영을 하면 
사진에 담긴 메시지를 보다 폭넓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연스럽고  
설정하지 않은 모습을 촬영합니다.

밝고 자연스러운 조명을 활용합니다.

내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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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사진 촬영 시 여백을 고려하여 사진 설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사물이나 인물을 

가운데에 두고 중앙 구도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촬영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 이야기 담기 감정을 포착하십시오. 사진 속 

이미지가 따뜻하고 친근하며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사진에 라이온스 로고나 브랜드가 

드러나도록 촬영하십시오. 라이온스 조끼나 

셔츠에 있는 로고 또는 배경으로 클럽 배너를 

이용하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라이온스 브랜드가 

사진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촬영 시 라이온들과 수혜자, 라이온과 레오들, 
라이온 동료들이 함께 등장하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 단체 사진의 경우 모든 인물이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 시각적인 

스토리 텔링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조명

• 명백하게 연출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담겨야 합니다.

•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직사광선이나 대낮의 햇빛은 강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 직사광선에서 촬영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림자가 

멋지게 나타나는 영역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조명이 밝은 곳에서 

촬영하십시오.

초점

• 항상 촬영 대상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인물이나 사물 하나에 좁혀서 초점을 맞추면 

주변이 더 명확하게 강조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사진 촬영 하기

스마트 폰으로도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 폰에는 고기능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다음 도움되는 팁을 

참고하여 멋진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국제협회에 사진 제출하기

다음 목록을 참고하여 국제협회에 사진을 제출해 주십시오.  

• 품질 - 해상도가 높은 사진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흐릿한 사진의 해상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 파일의 해상도와 크기가 최대화된 사진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 색상 - 컬러 사진은 흑백으로 변환할 수 있지만 흑백 사진을 풀 컬러 사진으로 변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풀 컬러 버전의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자르기 - 사진의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낼 수 있지만 잘라진 사진을 다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테두리를 

자르지 않은 사진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 원본 제출 -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사진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진들은 이미 사진 크기가 

축소되었거나 원본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원본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사용 허가 취득 -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사진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 사진 제출 - 사진 파일과 사진 사용 허가서는 이메일 

lionsbrand@lionsclubs.org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사용 허가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국제협회에서는 라이온스 봉사가 잘 드러나는 좋은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에 효과를 주거나 잘라내지 않은 고해상도  

풀 컬러 원본 사진을 lionsbrand@lionsclub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진 제출 시, 사진에 등장한 인물의 사진 사용 서면 

허가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로 또는 가로로 사진 — 가로 사진 
선호

선명한 사진을 위해  
촬영 시 휴대전화를 고정하십시오. 

인물 사진 모드 또는 라이브 포커스 
필터를 사용하면 

보다 인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 시 
줌(늘리기) 기능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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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00 W. 22nd St. Oak Brook, IL 60523-8842 USA
www.lionsclubs.org  •  lionsbrand@lionsclubs.org

라이온스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onsclubs.org/en/resources-for-members/brand-guideline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lionsclubs.org/en/v2/resource/download/79862642%20
http://lionsclubs.org/en/resources-for-members/brand-guidel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