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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에서 촬영까지(From Concept to Capture) 
With Vincent Lions



Conceptual, still life and commercial photographer, Vincent Lions 

takes us behind the scenes on a photoshoot for Halios watches, 

showing us his creative process using the XF Camera System. Read 

about his workflow, equipment, and how Focus Stacking helps him 

create incredibly sharp images. 

컨셉 사진, 정물 사진, 광고 사진 포토그래퍼인 Vincent Lions 는 그가 담당하는 Halio 사의

시계 사진 촬영장에 저희를  초대하였습니다. 그는 그만의 창의적인 촬영 방법에 XF 카메라

시스템을 더했죠. 이제 그는 그의 워크플로우, 사용한 장비, 그리고 어떻게 Focus Stacking

기능을 사용하여 그만의 샤프한 이미지를 창조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같이 보시죠.

Vincent Lions의
정교한 샤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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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y
workflow 

Focus Stacking 기능에 대한 시각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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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작업한 시계 회사 Halios의 손목시계 컬렉션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설레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Halios 사 와의 두번째 콜라보입니다. 첫번째 작업엔 

35mm 카메라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는 미디움 포맷 카메라로 

옮겨 Phase One XF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워크플로우상의 변화나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단순히 결과물을 보는 것으로 

이미지 퀄리티에 대해 충분히 보여줬다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촬영 전체가 창의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사진이 더 좋아 질 수 있는 

추가적인 재료들을 얻을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아래의 

이미지들이 아닌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합니다. ‘물에 잠긴 Hailos Laguna’ 입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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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립니다. 100 퍼센트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 아이디어를 클라이언트들과 공유하는 

작업입니다. 같은 방법을 통하여 촬영 세팅은 어떻게 할지, 이미지를 만들 때에 필요한 

무엇이 있는지, 다른 옵션들 또한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Halios 는 이번 프로젝트에 6 개의 다른 시계들을 주었습니다. Seaforth 라인 제품 4 

개, Laguna 라인 제품 1 개, 마지막으로 Puck 라인 제품 1 개 였죠. 저는 

프로토타입의 시계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최종 생산 제품들이 

나오기 전에 완성된 이미지의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덕분에 4개의 

Seaforth 제품들은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상태가 아니였죠. 이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서 촬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들을 흑사위에 두고 조명을 아주 

적절하게 세팅하여 물 안에 있는 것 처럼 보이게 만드려 했습니다. 저는 제품의 명칭 

때문에 Puck 은 얼음 위에서 촬영을 하길 원했습니다! Laguna 같은 경우 방수가 

가능한 상태여서 저는 시계를 물에 담구고 촬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포도 좀 

넣어주고 잉크도 가능하면 한번 뿌려볼까 했습니다. (잉크는 결국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제품 사진 같은 경우 한가지 룰이 있습니다. 시계 시침, 분침이 가리키는 시간은 

늘 10시 10분이죠. 시침 분침이 안정적이게 로고를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의미인즉슨,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시계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시침 조정핀을 빼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행하게도 조정핀을 빼놓은 

상태에선 시계가 물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 상태에선 핀 사이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Laguna 와의 원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이미지를 

섞어보려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진은 건조한 상황에서 10시 10분을 맞춰놓고 

조정핀을 뺀 상태로 찍고, 다른 사진은 조정핀을 끼운 상태로 물속에 담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후 보정 작업 과정에서 하나의 사진으로 합쳐야합니다.



촬영 준비

 
Studio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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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의 스케치는 제 스튜디오 세팅입니다. 3 개의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한 탑 조명, 하나는 배경, 하나는 피사체를 위한 

조명입니다. 전에 이야기 했던 것 처럼 저는 한 사진을 위해 두번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첫 사진은 수조 없이, 두번째 사진은 물이 담겨진 상태에서 

시계를 넣어 촬영했습니다. 시계의 위치와 조명 세팅은 두 사진 모두 

동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후보정 작업을 진행할 때에 문제 없이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시계를 위한 조명 세팅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빛이 반사될 확률이 높으며 직접광은 어울리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유리로 된 수조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것은 추가적인 빛 반사에 대해 더 많은 대처를 필요로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카드 바운스 조명 (3) 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어야 했습니다. 덕분에 시계는 예쁘게 하이라이트를 받았고 빛 

반사는 수조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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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두번째 촬영때엔 Profoto 사의 D2 를 사용하였습니다. 제품의 짧은 

플래쉬 듀레이션으로 흔들림 없는 물의 움직임을 사진에 담습니다. XF 

카메라에는 Profoto 사의 Air 기능 (무선 동조 기능)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케이블이나 다른 동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AA 사이즈 

배터리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추가적인 Profoto 제품에 대한 세팅은 

Profoto Air 의 세부 기능들이 추가 된 세번째 기능 업데이트 (Feature Update 

#3) 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Capture One Pro로 
연결 촬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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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있어서 연결 촬영 없는 스튜디오 촬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Capture One Pro 5 때 

부터 사용해온 유저 입니다. 현재는 열번째 버전까지 나와있는 상태죠. 매번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제 

워크플로우를 드라마틱하게 발전시켜줄 새로운 기능들이 나옵니다. Capture One Pro 야 말로 제 

창의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준 재료일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제가 Phase One XF 카메라를 Capture One Pro 와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제가 전에 사용하던 35 mm 카메라들과도 부드럽게 호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결 문제도 

없었고 무려 렌즈를 교체하면서도 연결이 끊기지 않았으며 Capture One 을 통하여 직접 카메라를 

컨트롤 할 수도 있었습니다.



Phase One XF로
Focus Stacking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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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One 의 Feature Update #2 에선 Focus Stack 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진 종류에서는 

무척 엄청난 기능이었죠. Focus Stacking 은 이미지 프로세싱 

테크닉으로서 모든 마크로 제품 촬영 프로젝트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입니다. 만약 친숙하지 않은 부분이시면 어떻게 

기술이 사용되는지 알려드리죠. 같은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촬영하는데 각 이미지마다 초점을 다른 부분에 잡은 후 촬영을 

진행합니다.

촬영한 이미지들을 한 데 모아서 후보정 작업을 통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가운데서 부터 사이드까지 완벽한 샤프니스를 

갖고 있는 작업물을 만드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초점을 

바꾸는 방법은 렌즈의 포커스링을 만지는 방법 또는 카메라를 

조금씩 피사체에 가깝게 (또는 멀게) 움직이며 포커싱 랙 

(focusing rack) 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Phase 

One XF 에 내재되어있는 Focus Stack 툴을 이용한다면 

카메라를 심플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카메라는 모든 사진들을 세심하게 촬영할 겁니다. 그 누구보다 

흠없이, 빠르게 말이죠.

(참고하자면, 저는 아직 포커싱 레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위한 카메라와 피사체의 완벽한 거리를 얻기 위한 것 뿐만아니라, 

삼각대 헤드 세팅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죠. 시계나 보석류 같은 

작은 피사체들을 촬영할 때엔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Schneider Kreuznach 120mm LS f4.0 Macro 

Blue Ring 렌즈를 사용하였습니다. 제일 샤프니스한 이미지를 

뽑아주며 최고의 마크로 렌즈기도 하죠. 리프 셔터 렌즈기도하며 

광학적 퀄리티 또한 말이 필요없습니다. 

오토포커스도 내장되어있어서 Phase One XF 카메라의 Focus 

Stack 툴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렌즈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카메라와 가장 먼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계 줄에 초점을 

맞춘 이미지이며 우측의 이미지는 시계의 우측 하단 부에 초점을 

맞춘 사진 입니다. 카메라와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렌즈를 오토포커스 상태로 세팅하세요. 캡쳐 딜레이를 설정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숨은” 기능입니다. Focus Stack 기능은 여러 이미지를 찍는 사이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튜디오 조명들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죠. 이 옵션 세팅에 들어가려면 이미지들에 위치한 “X” 아래의

아이콘을 탭하면 됩니다. 

Focus Stack 을 시작하세요. 

뒤쪽 버튼을 사용하여 Focus Stack 을 시작하여 사진을 찍습니다.

캡쳐 딜레이 기능은 매번 이미지 촬영 때마다 카메라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각 이미지 촬영 마다 1초 딜레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프레임을 촬영합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 시작하는 식이죠 (총 40 컷 촬영입니다).

Focus Stack 툴의 또 다른 큰 장점은 포토그래퍼들이 카메라가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에 포토그래퍼의 손이 피사체에 반사되어 보이거나,

원하지 않는 카메라 떨림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 초점 거리를 확정합니다.

앞 버튼을 이용하여 포커스 포인트를 설정, 저장합니다.

가장 가까운 초점 거리를 확정합니다. 

뒤쪽 버튼을 눌러 포커스 포인트를 설정, 저장합니다.

가장 먼 초점 거리를 찾으세요. 

뷰 파인더 또는 라이브 뷰 를 통하여 피사체를 가까이 본 후, XF 카메라 바디의

사이드 다이얼과 앞 다이얼 (정밀 조정 다이얼) 을 스크롤 하여 초점 거리를 잡습니다. 

Focus Stack 툴은 렌즈가 매뉴얼 모드일 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내 미러가 올라갔는지 확인 합니다. 

Capture One Pro 카메라 컨트롤 또는 XF 바디 메인 스크린을 통하여 미러가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원하신다면 미러가 내려간 상태에서도 Focus Stack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XF 카메라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끝났습니다. 카메라는 알아서 Focus Stack 툴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설정한 대로 움직일겁니다. 카메라 터치 스크린의 “Abort” 아이콘을 탭하시면 언제든 촬영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초점 거리를 찾으세요. 

앞의 단계를 반복하여 가장 가까운 초점 거리를 찾으세요. 

찍을 이미지의 수를 세팅합니다. 

뒤쪽 다이얼을 사용하여 총 몇 장의 이미지를 찍을 건지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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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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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좌측에 보시면 촬영한 40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Capture One 안에서는 

드라마틱한 이미지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파란 배경을 좀 더 비비드하게 만들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Capture One 에 있는 이미지들을 내보내고 포커스 

스택킹 프로그램에 전송합니다. 예를 들면 Helicon 

Focus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튜디오에 모든 

세팅이 갖추어졌을 때 해야될 일이 있었죠. 결과물의 

두번째 파트인 시계가 물 속에 있는 모습도 촬영해야 

했습니다.



The water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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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계 촬영 때에 수조와 촬영을 한 컷과 안한 컷이 필요하다는 

예측을 미리 했습니다. 또한 수조를 최소한 한 번은 옮기면서 

(청소를 위해서, 물을 채우기 위해, 이외 많은 이유들로) 촬영을 해야 

될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치들을 테이핑 

해놨습니다.



완벽환 촬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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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띄워 놨던 부분에도 마킹을 해놨습니다. 수조를 넣었다가 뺄때를 대비해서 시계를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전과 같은 자리에 완벽하게 시계를 다시 배치하기 위해서였죠.

거짓말은 안하겠습니다. 수조 안의 시계 촬영은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전 진행 했었습니다. 물, 연기 또는 

기본적인 그 어떤 것 또는 움직임을 사진에 넣는다면, 절대로 완벽하게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과도 같이 

작업을 해야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결과 이미지 같은 경우, 시계 아래에서 공기를 주입했어야 

했습니다. 덕분에 스케치에서 생각했던 것 처럼 이미지가 나왔죠. 

그리고, 물과 함께하는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계 초점 핀 끼우는 것을 절대로 잊지마세요!



Post 
production

마지막 단계

모든 이미지를 촬영하고 나면, 

이제 세가지 마지막 후보정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1

2

3

Capture One 에서 이미지를 내보내기 전에 정밀 보정을 진행합니다.

색감과 조그마한 디테일 정도 입니다. 이 상황에선 좀 더 크고 캘리브레이션이

된 스크린에서 작업합니다. (27” EIZO 모니터에서 작업합니다.)

Focus Stacking 세션에 있는 40 개의 이미지를 Helicon Focus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합니다. 이 단계에선 Helicon Focus 내에서의

리터칭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쌓은 결과물을 가지고 Adobe Photoshop 을 통하여 물과 함께

촬영한 이미지를 합성합니다. 그렇게하여 완벽히 10시 10분을 가르키고 있는

샤프한 시계와 연출한 부분 (움직임, 물에서 촬영한 부분) 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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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ing 
up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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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촬영 프로젝트들이 이만큼의 촬영, 편집과 스튜디오 세팅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측의 사진을 예로 들자면, 이 사진에는 그 어떤 물, 수조, Photoshop 

을 통한 사진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통적인 컨셉, 조명, 구도 

(composition) 와 Focus Stacking 으로만 만든 이미지 입니다. 그러나 

심플해보이는 이미지라할지라도, 미디움 포맷 카메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지 퀄리티가 너무 좋은 바람에 작은 먼지나 메탈 부분의 문제나 작은 

스크래치로 몇 시간의 리터칭을 하게 됩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프로토타입의 

시계라 할지라도, 완벽하다 할지라도 꼭 이미지 줌인을 통해서 확인하십쇼!



Working with 
the XF Camera 
System

창의적인 프로세스 즐기기

– Jason Lim, Halios 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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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One Pro 와 함께 Phase One 의 XF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제 

워크플로우뿐만 아니라 제 창의적인 촬영 프로세스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웃음이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일을 

잘하면 카메라가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저에게 놀라운 이미지 퀄리티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작업들을 무척 즐기며 일하고 있으며, 이렇게 e-book 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저에겐 

열정으로 소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목적은 피사체가 

돋보이게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촬영 과정서 부터 제 열정과 노력이 들어가있지 

않은 사진에 관중분들이 감동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선 창의력, 좋은 시각, 좋은 장비, 그리고 당연히 

강력한 사진촬영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이건 

과정이고 우리는 그 부분을 즐겨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Halios 로 부터 받은 신 제품의 촬영 프로젝트에 대한 엄청난 

피드백을 공유해볼까합니다.

“Vincent Lions 같은 아티스트에게서 제 시계를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계에 열광하고 미친 사람으로서, 부족함없는 윤택함으로 저희 집념의 꿈에 

완벽하게 빛을 비추어주었습니다. 이미지 구상 개념과 실현, 저에게는 매우 

숭고한 경험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열정의 집합체라 하면 되겠네요. ” 



Vincent Lions

http://www.vincentlions.com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vincent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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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ent 는 프로 포토그래퍼로서 프랑스에서 태어나 2004 년 부터 

캐나다 토론토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컨셉, 정물화, 광고 

사진에 특화되어있는 포토그래퍼 입니다. 예술 디렉팅을 기반으로 사진의 

창의적이고 서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술과 조명에도 집중하여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의 작업물들을 더 보시고 싶으시면 그의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
 P

h
a
s
e
 O

n
e
 2

0
1
7
. 

A
ll 

ri
g
h
ts

 r
e
s
e
rv

e
d
. 

J
u
n
e
 2

0
1
7
, 

c
o
n
te

n
t 
is

 s
u
b
je

c
t 
to

 c
h
a
n
g
e
 w

it
h
o
u
t 
n
o
ti
c
e
.

From Concept to Capture 
With Vincent Lions

Equipment Used

- Phase One XF Camera System

- Leaf Credo 40MP Digital Back 

- Schneider Kreuznach 120mm LS f4.0 Macro Blue Ring lens

- Profoto D2 monolights

- Capture One Pro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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