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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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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모든 훌륭한 이미지의 본질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Profoto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그래퍼들이 빛을 통해 인상적인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완성한 이미지를 제출하고 강좌를 진행하는 강사로부터
개인적인 피드백을 받은 후, 마침내 ‘공인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인정
받게 됩니다.

Profoto Academy는 빛과 라이트 쉐이핑이라는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재능있는 포토그래퍼들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고안된 온라인 동영상 강좌 시리즈입니다. 테크닉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툴을 제공해 이미지 창조 과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Profoto.com/academy에서 더 알아보기

이런 맥락에서 Profoto가 빛과 창의적인 라이트 쉐이핑에 초점을 맞춘
사진 강좌 시리즈를 발표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사진 촬영 분야의 강좌 시리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션 사진, 인물 사진, 웨딩 사진. 앞으로 더 많은 강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동영상 시리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Profoto가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부하면서 절정에 다다르는 여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동영상을 보면서 시청각
자료와 연관된 일련의 퀴즈를 통해 콘텐츠와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강좌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배운 모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사진
과제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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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Profoto Academy는 차세대 포토그래퍼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의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참가자들에게 올바른 툴,
빛과 라이트 쉐이핑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창의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강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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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dsay는 정상급 패션 포토그래퍼이자 전 세계 사진 업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사 겸 교육 전문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Lindsay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테크닉으로
스튜디오 조명 연출을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조명을 설정하고, 젤을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보케(초점이 맞지 않아 뿌옇게 보이는 효과)’와 같은 고급 기술을 활용하는 뷰티 촬영에 대해 알아보세요.

패션 사진 촬영
Lindsay Adler와 함께

이 시리즈는 다음 3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1. 밀착 촬영 – 뷰티 조명
2. 당신의 촬영 팔레트에 색을 더해보세요 – 라이트 쉐이핑에 색 입히기
3. ‘블러’에서 ‘보케’까지 – 창의적인 패션 조명

Hannah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인물 사진 전문 포토그래퍼로, Profoto 초청 강연에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Hannah가 실제 클라이언트와 로케이션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있든, 그녀는 여러분의 주변 구석구석에서 영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변광을 판단하는 방법과 온카메라 플래쉬로 간접광을 피사체에
비추는 간단한 기법부터 3가지 조명 설정을 활용한 완벽한 영화 컨셉 촬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명 기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처럼 인물 사진 찍기
Hannah Couzens와 함께

이 시리즈는 다음 3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1. 자연광을 제어하기 – 야외/실내 인물 사진
2. 시간에 쫓기는 촬영 – 기업인 얼굴 사진
3. 영화처럼 감수성을 자극합니다 – 극적인 인물 사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인물 사진 전문가인Sandy Puc은 미국과 해외에서 여러 차례 초청 강연을 가진 바
있는 경험 많은 교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아기 사진에서 가족 단체 사진까지, Sandy는 여러 세대가 모두
멋지게 보이는 이미지를 포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가족 사진을 업데이트하고 계절별 테마를 정하는
방법으로 세월이 흐르더라도 가족 사진이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보이는 비결도 설명합니다.

가족 사진
Sandy Puc과 함께

이 시리즈는 다음 4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1. 영유아기를 담다 – 아기 사진 촬영
2. 십대 초반에서 십대 후반까지 – 인물 사진 로케이션 촬영
3. 집안 내력이 고스란히 담긴 – 단체 인물 사진 촬영
4. 마법 같은 유년기 – 인물 사진 스튜디오 촬영

Yervant는 진부한 웨딩 촬영에 참신한 접근법을 시도하며, 전 세계 교육 워크숍에 참여한 바 있는 경험
많은 강사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Yervant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각을 추구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길거리, 골목, 술집 등 웨딩 촬영에서는 보통 등장하지 않는 장소에 피사체를 세우는 방법으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웨딩 사진 촬영
Yervant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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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촬영하고 장비, 조명, 카메라 설정 및 분위기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변광과 플래쉬를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혼합하는 방법도 배워보세요.
이 시리즈는 다음 3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1. 아름다운 신부 – 거리에서 진행하는 뷰티 촬영
2. 전형적인 컨셉부터 참신한 컨셉까지 – 커플 사진 촬영
3. 전형적인 웨딩 사진을 차별화할 수 있는 개성 있는 로케이션 – 환경적 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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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연락처
John Sandsjö, General Manager
john.sandsjo@profoto.com
이 콘텐츠는 2017년 10월 25일 전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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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oto AB
Box 1264, Landsvägen 57
SE-172 25 Sundbyberg Sweden
이메일: info@profoto.com
www.profoto.com
소셜 미디어
facebook.com/profoto
instagram.com/profotoglobal
linkedin.com/pro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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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com/user/ProfotoGlobal
twitter/pro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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