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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즈의 특성

(1) 초점거리 :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렌즈와 상이 맺히는 CCD의 초점면 사이의 거리. 
이 초점거리에 의해 표준렌즈, 광각렌즈, 망원렌즈로 구분된다. 

(2) 렌즈의 종류

① 표준렌즈 : 사람 눈으로 사물을 볼 때 피사체의 원근감이 거의 같다.
② 광각렌즈 : 표준렌즈 보다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로 원근감이 강조된다.
③ 망원렌즈 : 표준렌즈 보다 초점 거리가 긴 렌즈로 원근감이 사라져 피사계 심도가 얇아진다.
피사체 전후는 아웃 포커스 되며 피사체만 강조하고 싶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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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⑶ 피사계 심도 (Depth of Field) : 초점이 맞은 것으로 인식되는 범위.

① 피사계 심도가 깊은 경우 : 왼쪽그림과 같이 전 구간에 초점이 맞는다.
② 피사계 심도가 얕은 경우 :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운데 위치한 부분에 초점이 맞고
나머지 부분은 아웃포커스 된다.

# 피사계 심도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노출값이 낮을수록, 망원렌즈를 사용할 때 얕게 표현된다.
반대의 경우는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2) 색온도

모든 광원은 각자의 고유한 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색이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색을 내는 광원을 수치화하여 계량화시킨 개념이 물체의 색온도라고 한다.

영국의 물리학자의 캘빈이 물체는 온도가 상승하면 색깔이 변한다는 것을 알아내어
물체가 고유한 색을 나타낼 때의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절대온도의 수치이다. 

붉은 계통 백열등 3200K° 대낮 태양광은 5600K° (단위 = K [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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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이트밸런스

카메라가 광원에 따른 색온도를 제대로 구분하여 실제 장면과 똑같은 색상 재현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는 표현을 한다.

4) 조리개

피사체에 닿은 빛의 양을 렌즈를 통해 CCD(필름)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그 양을 조절해 적절한 밝기의 영상으로 만드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카메라에서는 조리개와 셔터스피드를 이용해 노출을 조절하게 되는데, 
조리개로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양을, 그리고 셔터스피드로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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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셔터스피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노출과 관계가 있으며 적절한 조정으로 유동감을 조정할 수 있다.
보통 1/15, 1/30, 1/60, 1/125, 1/250 ~ 1/1000 등으로 각 스텝마다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한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촬영 시 1/60초로 설정해서 촬영하며 움직임이 빠른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셔터 스피드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할 경우 1/60초로 촬영할 때와 1/500초로 촬영할 때 유동감은 다르게 나타난다. 
빛이 너무 밝을 경우에는 ND필터 등을 사용해 렌즈 자체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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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픽셀(Pixel)
해상도에 대해 이해하려면 Pixel의 개념을 알아야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들은 아주 작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해상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해상도 규격은 이와 같습니다. 
표기법은 ‘가로 X 세로’로 가로 640개의 Pixel 세로 480개의 Pixel = 640 X 480 = VGA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D: High Definition
FHD : Full HD
QHD : Quad HD (Quad는 보통 4개라는 뜻이죠?)
UHD : Ultra HD 
사실 4K와 UHD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지만 4K(1000) 즉 4096 X 2160과 UHD가 유사하여, 
4K UHD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3. PPI (Pixel Per Inch) – 해상도를 결정하는 지표
간단하게 PPI를 구하는 공식은

픽셀의 가로² X 세로² = 대각선²
대각선의 길이 ÷ 대각선 인치 입니다.

예제로 아이폰 7과 7 Plus 비교 테이블입니다. 
7의 경우 1334² + 750² = X²입니다. 
X값을 구한후 X ÷ 4.7 을 해주면 325.7이 나옵니다. 
즉 326ppi에 근사한 값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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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과 해상도
출처 : 

https://macinjune.com/all-posts/mac/tip/final-cut/%ED%95%B4%EC%83%81%EB%8F%84resolution%EC%97%90-%EA%B4%80%ED%95%9C-%EC%84%A4%EB%AA%85-fhd-qhd-uhd-4k-5k/


프레임 레이트(Frame Rate)란 비디오 영상물에서 보이는 초당 이미지의 개수입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fps(Frame Per Second), 즉, 초당 프레임수 단위로 표현되며 초당 프레임의 수가 높을 수록 영상이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24fps, 30fps, 60fps는 아래와 같이 1초 안에 다른 수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는 프레임의 크기에 따라 고화질 또는 저화질을 판단하는데 그 프레임의 크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상도(Frame Resolution), HD, FHD, 4K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TV 영상의 경우, NTSC방식 혹은 PAL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30fps 혹은 25fps로 촬영됩니다.

NTSC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사용하는 TV 방송 시스템이며, 60Hz의 전력 표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fps 혹은 60fps(스포츠)를 이용합니다.

PAL (Phase Alternating Line) : 유럽에서 사용되는, 50Hz 전력에 최적화되어 있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주로, 25fps를 사용합니다..

보통, 24fps가 넘어가면 인간의 눈으로는 끊김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차 및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음으로, 아래 웹페이지에 가셔서 움직임을 비교해보시면서 직접 체감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frames-per-second.appspo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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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레이트(FPS)
출처 : 

https://frames-per-second.appspot.com/
https://macinjune.com/all-posts/mac/tip/final-cut/fps-%ED%94%84%EB%A0%88%EC%9E%84-%EB%A0%88%EC%9D%B4%ED%8A%B8%EC%97%90-%EA%B4%80%ED%95%9C-%EC%84%A4%EB%AA%85/


1) 구도

⑴ 영상에서 구도를 결정하는 요인: 선(Line), 형(Form), 양(Mass), 움직임(Movement)

선 (Line) : 직선, 곡선, 대각선, 수평선, 수직선, 등을 의미
형 (Form) : 모든 사물의 형태
양 (Mass) : 크기, 부피 등 집합 단위
움직임 (Movement) : 인물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묘사

⑵ 수평적 구도
풍경에 많이 쓰이는 구도로 사람의 시선이 수평적이기 때문에 좌우로 살펴볼 때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는 구도.
수평적 구도는 안정감, 무게감, 고요함과 평온함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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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도

⑶ 수직적 구도
수직적 구도는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는 구도 중 하나이다. 소박함 또는 순진한 성격을 표현하기도하며, 수직적 구도는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구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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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도

⑷ 삼각형 구도
피사체를 배치할 때 아래쪽에 무게를 주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구도. 통일감, 안정감이 뛰어난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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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도

⑸ 사선을 사용한 구도
화면에 동적 감정을 주며 역동성을 느끼게 하는 구도. 사선구도는 불안정한 선의 움직임을 느끼게 하며 긴박감, 행동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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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도

⑹ 수직-수평 황금분할 구도
황금분할 구도는 고대 그리스인들에 의해 발견된 황금비례를 적용한 구도를 말한다. 이 비율은 인체의 비례부터 시작
되었지만, 건축, 미술, 디자인에 이르는 다방면에 적용되는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구도이다.

* 황금비율
- 화면을 상,하,좌,우로 3등분한 선들이 교차하는 네 지점에 주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방법.
- 피사체에 주목되면서도 화면에 안정감을 주는 대표적인 화면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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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ad Room

피사체의 머리 위와 화면 사이즈의 천장 사이 여백을 가리키는 말. 
정상적인 롱 쇼트나 미디엄 쇼트, 클로즈업에서는 적당한 헤드룸이 있어야 화면이 편안해 보인다. 
헤드룸이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없으면 피사체를 화면에 가둔 것 같은 인상을 주며 헤드룸이 너무 많으면 화면의 아랫부분이 무거워져 균형을 잃는다.

2) Nose Room

특정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라보는 방향에 어느 정도 공간을 두는 것으로
Nose Room이 부족하면 벽을 보고 있는 듯한 상황이 되어 화면이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3) Lead Room
인물이 화면의 좌우 어느 쪽을 가리키거나, 좌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도록 움직
이는 방향 쪽에 적당한 공간을 두는 것을 말한다. Nose Room과 마찬가지로 Lead Room 이 없으면 화면의 끝부분에 의해 저지당하거나 정지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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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Shot
모든 영상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상단위이다. 촬영을 중단하지 않고 찍은 하나의 화면을 말한다.

⑵ Scene
장면이라는 말로 영상적인 의미전달의 단위이다. 보통 몇 개의 샷이 모여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씬을 구성한다.
씬은 대체적으로 동일 시간과 동일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다.

⑶ Sequence
원래 영화의 구성요소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TV 드라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장소, 액션,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루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독립적 구성단위이다. 시퀀스란 한 개 또는 몇 개의 샷에 의해
구성된 씬이 한 개 또는 수 개가 모여 표현되는 일정 시간 내의 완성된 내용을 가진 부분이다.

⑷ Cut
샷과 마찬가지로 영상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샷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샷은 촬영중심의 용어이고, 컷은 편집중심의 용어이다.

⑸ Take
촬영한다는 의미로 샷과 같은 말이나 카메라의 녹화버튼이 기능한 때를 가리키며 만족스런 샷이 촬영 될 때까지
동일 장면을 여러 번 반복된 테이크에 걸쳐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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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Camera Position
피사체에 대한 카메라의 위치를 말한다. 카메라 포지션은 카메라 앵글과 함께 화면구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같은 피사체를 두고 촬영해도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 화면구성이 달라지는데 인물일 경우,
정면 샷, 측면 샷, 후면 샷 등이 만들어 진다.

⑵ Camera Angle
카메라 앵글은 피사체에 대해 카메라 렌즈의 광축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같은 정면 샷 이라 해도 피사체를
촬영하는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Level Shot(수평앵글 샷), High Angle Shot(부감 샷), Low Angle Shot(앙각 샷)
등으로 구분되며 그 느낌은 전혀 달라진다.

⑶ Shot Size
피사체를 화면에 어떤 크기로 담을 것인가에 따라 샷 사이즈가 달라진다. 같은 Angle에 정면 샷이라도 그 사이즈에
따라 FS, KS, WS, BS, CU 등 여러 가지의 샷으로 구성된다.

⑷ Point of View
피사체를 보는 시점을 말하는데 이는 객관적 시점인가, 주관적 시점인가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의 형식이 달라진다.
Point of View에 따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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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 픽스샷 (Fix shot)
말 그대로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 촬영하는 샷이다.
일반적인 샷들은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 촬영하게 된다. 가장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카메라 포지션이다.

2. 팔로우샷(Follow shot)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픽스샷에서 피사체가 움직이는 경우 같이 카메라가 따라가는 경우를 말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인물이나,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를 효과적으로 촬영한다.

3. 팬샷(Pan shot)
좌, 우로 움직이며 촬영하는 샷이다.
카메라의 몸체는 고정되어 있고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회전하며 촬영한다.
뛰어가는 인물을 촬영하거나, 움직임이 빠른 자동차 등을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4.틸트샷(Tilt shot)
상, 하로 움직이며 촬영하는 샷이다.
카메라의 몸체는 고정되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촬영한다.
한 화면에서 담을 수 없는 정보들을 보여줄 때 유용하다.
예를 들면 높은 건물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보여주거나
윗집 창문을 보여주고 서서히 아랫집 창문을 보여주는 샷을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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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줌샷(Zoom shot)
가장 쉽게 샷의 사이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카메라 무빙이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줌렌즈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줌 인(점점 가까워짐), 줌 아웃(점점 멀어짐)으로 촬영할 수 있다.
줌 인의 경우, 피사체로 점점 다가감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줌 아웃의 경우, 릴렉스한 표현과 긴장의 해제, 한 씬의 마지막 부분 등의 역할이 가능하다.
패스트 줌인과 줌아웃은 카메라 기법의 하나로 익사이팅한 느낌을 선사하기도 한다.
뮤직비디오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촬영할 때 이용하면 신선하고 빠른 느낌의 영상을 담아낼 수 있다.

6.달리샷(Dolly shot)
얼핏보면 줌샷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완전히 다르다.
카메라와 피사체의 물리적 거리가 실제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카메라 무빙이다.
쉽게 피사체로 점점 다가가는 카메라를 상상하면 된다. 
화면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단순히 줌 인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좀 더 실제적인 몰입감을 느끼게 하는 샷이다.
특히 공포영화나 긴장감을 나타내는 장면에서 효과적이다.
하지만 카메라의 무빙이 자연스럽고 스피드가 일정해야 효과가 좋다.

7.트래킹샷, 아크샷(Tracking shot, arc shot)
촬영장소에 미리 트랙을 깔아놓고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촬영한다.
장소에 따른 제약이 있다. 단순히 일자형 트랙과 원형인 아크트랙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트랙을 깔 때에는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트랙과 트랙의 연결부위를 점검하여
카메라가 움직일 때 껄떡거림이 없도록 한다.
좌에서 우로, 앞에서 뒤로, 또는 그 반대로 여러 방향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줌인과 달리샷을 합쳐서 동시에 표현도 가능하다. 뮤직비디오, 영화, 홍보영상, 등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한다. 
특히 아크샷은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드라마나 영화의 행복한 엔딩에서많이 볼 수 있는 샷이다. 
그만큼 드라마틱한 느낌을 선사해 준다.
하지만 촬영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장소가 협소한 곳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9.스테디 샷(Steady shot)
카메라맨의 몸에 장착이 가능한 카메라 장비이다. 
스테디샷으로 찍은 화면은 생동감이 있고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리얼 버라이어티 쇼나 주관적인 시점샷을 촬영할 때 많이 쓰인다.
주인공이 도주하는 장면을 카메라맨이 같이 따라가면서 찍을 수도 있고, 
롱테이크 샷으로 영화의 시작부분을 리드미컬 하게 표현 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다양한 장비로 구현이 가능하며 짐벌(Jimbal)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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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사체의 수에 따른 구분

① 1S/2S/3S/4S
화면 프레임 안에 담긴 피사체의 수에 따라 구분되며 원 샷, 투 샷, 쓰리 샷 등으로 부른다.

② GS (Group Shot, 그룹샷)
5명 이상인 경우나 수십 명의 사람 중에 일부를 잡는 경우를 그룹 샷이라고 부른다. 즉, 30여 명의 스튜디오 방청객
중 7-8명을 한 화면에 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촬영기법에 따른 구분

① O.S (Over The Shoulder Shot, 오버숄더샷)
대화 씬에서 자주 보게 되는 O.S 샷은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의 어깨 뒤쪽을
화면에 일부 노출시켜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점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인물의 머리나 어깨를 걸치고 그 너머로 다른 피사체를 촬영 하는 것.
사람이 아닌 풍경 등의 사물을 촬영할 때에는 앞 사물의 물체를 걸쳐서 너머에 있는 대상의 피사체를 찍는다
두 피사체의 연계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② P.O.V (point of view shot)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화면을 보여주는샷을 말한다. (시점샷)
좀 더 다이나믹한 효과를 낼 수 있고, 주인공의 시점을 시청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몰입감이 더욱 커진다.
공포영화나 액션, 스릴러 등에서도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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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롱데이크샷 (시퀀스샷)
＇1shot 1cut＇ 이라는 말이 있다.
한 번 촬영으로 한 번에 끝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롱테이크가 될 확률이 높다.
롱테이크란, 촬영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간에 컷의 연결없이 샷 한 번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는 것이다.
사전에 이동동선과 배치, 장소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고난도의 샷이다.
물론 NG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샷을 만들기 위해서는 리허설이 많이 필요하다.
자칫 지루해질 수 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용해보자.

④인서트(리액션)샷 (Insert, reaction shot)

인서트는 말 그대로 사이에 넣는 용도로 ‘컷 어웨이’라고도 부른다.
특히 편집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샷이다.

토크쇼를 예로 들었을때, 사회자가 어떤 주제에 관련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계속 사회자만 보여주면 지루하니 중간에 관객 중 한 명이 열심히 듣는 샷(리액션1)을 추가했다.
또 어떤 관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를 한다. 다른 사람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이렇게 세명의 인서트 샷을 활용하게 되면 편집이 더욱 매끄럽고 보는 사람들도 흥미로울 수 있다.

촬영시에 혹시 콘티에 없더라도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인서트 샷을 찍을 수있다.
다양한 인서트샷을 촬영해보자 편집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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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스트림 롱 샷 / ELS(Extreme Long Shot)

인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 풍경이나 도시의 모습, 배경이 되는 곳에 대한 설정을 보여주는 샷.
-영화의 시작이나 끝부분에 많이 보여지는 샷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곳의 장소를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장소의 이동이나 배경등을 나타냄, 시간과 날씨, 전반적인 도시의 정보를 보여줌.
높은 건물에서 촬영하거나 항공촬영, 드론촬영으로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keyword 도시, 자연, 배경, 날씨, 시간, 정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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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롱 샷 / LS(Long Shot)

인물은 보이지만 여전히 화면의 작은 비율, 인물과 인물이 있는 배경적인 요소에 더욱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샷.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장소의 정보들을 전달하고
인물들의 배치나 주변사물과의 관계 등을 보여준다. 
(keyword 인물과 환경, 정보, 동선, 위치, 장소 등등)

3) 화면 사이즈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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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풀 샷 / FS(Full Shot)

인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비율, 
인물의 표정보다는 행동과 상태를 나타내는 샷
입고있는 옷과 신발 등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외모나 스타일을 알 수 있음. 
외모에서 느껴지는 정보들로 현재상태나 직업, 처한 상황등을
짐작할 수 있다.  

(keyword 외모, 키, 옷, 신발, 직업, 행동, 스타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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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니 샷 / KS(Knee Shot)

인물의 무릎 위부터 머리까지 보여줄 수 있는 샷
풀샷보다는 좀 더 확대된 샷으로 표정까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행동이나 동작을 보여줄 수 있다.
인물의 키가 좀 작은 경우에 니샷으로 찍게 되면
키를 알 수 없으므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keyword 동작, 제스쳐, 키, 외모, 행동 등)

5.미디엄 샷, 미들 샷 / MS(Medium Shot)

허벅지 중간부터 머리까지 보여줄 수 있는 샷
미디엄 샷부터는 화면에 보여지는 주변 정보보다는
인물에 포커스가 맞춰진 샷으로 본다.

두 명의 인물이 서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투샷으로 잡을 때 기본 형으로 적당하다.
대화를 하면서 제스쳐로 인한
팔동작이 짤리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이다.

(keyword 대화, 투샷, 행동, 팔동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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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웨스트 샷 / WS(Waist Shot)

허리 위부터 머리까지 보여줄 수 있는 샷
인터뷰나 뉴스 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샷으로
인물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적당한 제스쳐와 팔동작이 화면에 짤리지 않기 때문에
정보전달하는 프로그램의 사회자, 앵커 등의 기본 화면사이즈다. 

(keyword 뉴스, 앵커, 리포터, 인터뷰, 대화, 기본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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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바스트 샷 / BS(Bust Shot)

인물의 가슴 윗부분부터 머리까지 촬영하는 샷
웨스트 샷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샷중에 하나다. 

웨스트 샷보다는 좀 더 집중된 모습과 강조되는 부분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일반 TV화면이 4:3 프레임 비율에서는 웨스트 샷보다 바스트 샷을 더 많이 썼지만
현재는 16:9 와이드 비율이라 웨스트 샷을 더 많이 쓰는 추세다. 

가정용 tv화면이 점점 대형화 됨에 따라서 바스트샷 이상부터는 너무 인물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장시간 시청 시에 거부감을 줄 수 있고 화질이 좋은 HD 화면에서는 피부톤까지도 보인다.

(keyword 뉴스, 리포터, 강조, 대화, 인물)

8. 클로즈업 / CU(Close Up)

인물의 얼굴 전체가 화면에 가득찰 정도로 촬영하는 샷
-인물의 표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사물의 변화나 변형되는 모습, 자세한 표현이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샷이다. 인물의 표정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내면의 심리적인 상태가 얼굴로 표현되는 표정연기에
주의해야 한다. 제스쳐를 위해 손, 발 등을 따로 클로즈업하기도 한다. (keyword 표정, 얼굴, 웃음, 놀람,
슬픔, 기쁨, 찡그림 등)

9. 익스트림 클로즈업 / ECU(Extreme Close Up) 

인물의 눈, 코 부분이 화면에 가득찰 정도로 촬영하는 샷
-극도로 세밀한 표정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인물의 상황이나 느낌을 극단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눈동자의 움직임과 떨림, 눈동자에 비친 또 다른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며 충격적인 다음 샷을
예고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keyword 공포, 광란, 슬픔, 놀람, 눈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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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의 Raw, Redcode

- Raw : Meta Data를 포함한 RAW 파일의 저장이 가능하며 RAW를 활용한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색 보정이 가능합니다.
- Redcode : Redcode는 RED사가 자체 개발한 압축 알고리즘으로 해상도, 색상, 다이나믹 레인지 등을 유지하면서 파일 사이즈를 작게 만듭니다. 
RED의 독자적인 파일 형식인 REDCODE RAW는 포스트 프로덕션 기능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인코딩합니다. 
REDCODE의 효율성은 콘텐츠 제작자가 데이터가 풍부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캡처 하면서 이미지 품질을 높이고 파일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D 카메라는 8K 해상도를 캡처 할 수 있으므로 REDCODE는 매우 디테일한 이미지에 포함 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덱은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효율성이 높아져 REDCODE RAW를 사용하는 제작자가 영상을 더 잘 관리 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Sweet Spot : 용이한 데이터 관리와 시각적으로 무손실에 가까움의 적절한 균형
- 대규모 예산의 영화는 대체적으로 5 : 1
- 방송용 TV 프로그램은 통상 8 : 1
- 인디 영화는 일반적으로 6 : 1 과 9 : 1의 사이

정리하자면 REDCODE RAW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RAW 이미지 캡처는 이미지 충실도와 포스트 작업의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 REDCODE RAW는 다른 코덱보다 우수한 화질 및 작은 파일 사이즈를 위해 조정 가능한 파일 크기를 제공합니다.
- REDCODE를 사용하면 RAW 워크 플로, 모든 주요 후반 작업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되 데이터 손상없는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Adobe, Apple, Avid, DaVinci Resolve 등이 포함됩니다.
- 파일이 RAW이므로 추가 메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컨텐츠 제작자는 포스트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위한 관련 메타 데이터를 보존하면서 이미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RED
  EPIC

[출처] RED REDCODE RAW의 장점|작성자 디브이인사이드



RED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5가지의 필수 요소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카메라 브레인입니다. 
1.8" 인치 RED MAG 이나 RED Mini MAG이 장착 되어있는지, 
Top Plate나 다른 악세사리들이 달려있는지 카메라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렌즈마운트 종류

3) 파워 (전원) 사용하려는 모듈이나 플레이트가 사용하려는 배터리와 호환되는지 확인 합니다. 
촬영환경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RED
  EPIC

[출처] RED Tech 02 - Core Components|작성자 디브이인사이드



4) 미디어 (메모리카드)

5) 모니터

케이블로 연결하거나 다이렉트로 연결할수 있는 LCD와 EVF 옵션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할때는 올바른 아답터를 확인해야 하며 모니터 모듈은 HD-SDI, HDMI를 지원하여
기타 브랜드 모니터도 사용 가능합니다. RED Touch 모니터를 사용하면 RED 인터페이스를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RED
  EPIC

[출처] RED Tech 02 - Core Components|작성자 디브이인사이드



RED VS ALEXA

현재 최대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는 레드 드래곤 센서를 사용하는 레드카메라다. 
6k까지 촬영이 가능한 RED WEAPON, RED EPIC, RED SCARLET이다. 
이미지의 질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해상도(resolution)와 관용도(latitude)가 있다. 

해상도는 해당 이미지의 색감이 얼마나 또렷하고 선명하게 표현되느냐 하는 문제이고, 
관용도는 암부와 명부의 세부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능력의 폭을 말한다.

영화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지의 해상도뿐만 아니라 관용도 역시 중시하기 때문이다.
비록 어떤 디지털 카메라의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관용도에 있어서 더 뛰어나면 보다 필름에 가까운 영화적인 룩을 만들어내는데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용도 면에 있어서는 ARRI가 RED가 표현하지 못하는 암부와 명부의 풍부한 질감 때문에 많은 촬영감독이 ARRI카메라를 사용한다.

ARRI  ALEX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