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를 위한 가이드

특별한 항공사진 만들기
With Joshua Jensen-N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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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One 과 함께 
날아봅시다!

항공 촬영의 마에스트로인 Joshua Jensen-Na-

gle 은 자신만의 항공이미지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항공 사진 촬영 팁 아홉 

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촬영을 나

가기 전에 해야 할 사전 준비에서부터 촬영 & 안

전 장비 까지, Joshua의 팁들은 항공촬영을 위

한 비행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

한 시작점을 선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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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 제한 확인하기

맨 처음에 꼭 해야할 일은 촬영을 하고 싶어하는 

지역에 비행 제한이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것입

니다. 어떤 구역은 항공 비행 허락이 떨어져야 촬

영이 가능한 곳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고도 

제한이 걸려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

다. 또 어떤 구역은 아예 비행이 금지된 ‘노 플라

이 존 (No Fly Zone)’ 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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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기 중 헬리콥터를 선택

저는 항공 촬영을 진행할 때에 헬리콥터를 선호하

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헬리

콥터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문을 제거할 수 있어

서 아주 넓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촬영 영역이 

생깁니다. 날개가 달린 비행기에서 촬영을 진행할 

경우 날개가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촬영에 제약

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이 옵션은 늘 촬영이 가

능한 것이 아닙니다. 

헬리콥터는 또한 매우 인상적인 기동 능력을 갖고 

있어 매우 타이트한 턴도 쉽게 할 수 있으며, 한 곳

에서의 제자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날개가 고정되

어 있는 항공기들은 날개 또는 날개의 스트럿이 구

도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장면을 

얻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또한 헬리콥터는 어디에

든 착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주로가 따로 필요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

하던 간에 비행 팀은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와 저를 

데려갈 겁니다. 주변에 활주로가 없어도 상관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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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신 날씨 상황 파악하기

비행 허가도 받고 완벽한 준비를 했음에도, 날씨

는 우리에게 있어 최악의 적입니다. 저는 아이슬

란드에 며칠을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끊

임없이 나빴던 날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

죠. 하와이에서 다른 촬영을 진행했을 때도 바람

의 패턴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는 바람에 

일반 입국 항공편들의 비행항로가 바뀌었습니

다. 제가 촬영을 원했던 지역은 이 비행항로 변경

으로 인하여 촬영에 문제가 있었고, 촬영 마지막

날이 되서야 바람 문제는 뒤로 하고 촬영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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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 촬영 비용 확인하기

5. 어시스턴트와 함께 하기

항공기를 렌트하는 것은 꽤나 돈이 드는 일이고 원

하는 항공기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저에겐 필요없는 대형 항공기들만 갖고 있던 렌탈

샵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거기에서 촬

영을 원한다면, 그 대형 기체에 대한 금액을 지불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촬영을 나갈 때 주로 탑승 하

였던 헬리콥터는 Robinson 44 기종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간당 900 달러를 받던 녀석이며, 탑

승자는 아무리 적어도 1 시간 동안 기체의 문을 열

어둔 상태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시스턴트와 함께 항공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것

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보통 카메라의 

빌트인 와이파이를 통하여 카메라 피드를 확인해 

주는 사람을 제 앞 좌석에 앉힙니다. 초점과 구도

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

에, 그리고 많은 촬영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매달려 있을 때에는 종종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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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비 챙기기: 무엇을 챙겨
야 할까요?

여러분! Phase One 처럼 큰 센서를 갖고 있는 

카메라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자이로 장비를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카메라의 흔들림에 

대한 걱정을 잠시 넣어두셔도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은 자이로 장비 없이 XF 

100MP 카메라로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고 촬영

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ISO 감도와 셔터스

피드를 무척이나 많이 올려야 했습니다. 

저는 Schneider Kreuznach 의 Blue Ring 150 

mm 렌즈를 항공 촬영에 사용하는 것을 무척이

나 좋아하는데, 이 렌즈는 인물 사진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경험해보시

면 느끼게 되시겠지만 짧은 초점 거리의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종종 항공 고도 제한 문제 때문

에 촬영하는 동안 어려운 일들을 겪으실 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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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사항 확인하기
     : 몸 고정 보호대 장착하기

8. 비행 전, 조종사에게 촬영 진행 브리
핑하기

모든 것을 줄로 고정하세요. 당신도요! 여러분들의 장비들이 한 

개라도 스트랩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조종사님은 절대로 비행

을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된 안전 장치들은 언제는 

옳습니다. 저는 제 몸에 맞는 몸 고정 보호대를 들고 다닙니다. 모

든 기체에 여러분들을 위한 고정 보호대가 늘 준비되어 있는 것

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전이야말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보통 헬기 이륙장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조종

사 님에게 이전에 촬영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무엇을 찍고 싶

고, 무엇을 찍으려 하는지 설명해드리고, 공중에서 함께 작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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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미지 스케일 확인하기

이미지 스케일은 저와 제 작업물에 대한 프레

젠테이션에 있어서 꽤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Phase One 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원하

는 대로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장비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런 사진들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11x14 카메라를 들고 헬리콥

터에 매달릴 수도 없고, Phase One 을 통해 제

가 얻은 결과물 같은 것은 꿈꿀 수도 없었을 겁

니다. 저는 최근에 3 미터 짜리 이미지 프린팅을 

진행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퀄리티를 얻었구요. 

샤프니스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까지, 이보다 좋

은 퀄리티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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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 Jensen-Nagle

Joshua Jensen-Nagle 은 토론토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로서, 환상적이고 큰 스케일

의 해변, 설경 항공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

다. 그의 사진들은 매우 매혹적인 퀄리티를 갖

고 있으며, 밝고 아름다운 장면들이 작고 형형색

색의 컬러들로 이루어진 거의 다른 차원의 세상

으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1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Joshua 는 그 만의 예술과 기술을 완벽하

게 익히며 헬리콥터와 씨름하며 사진을 찍어왔

습니다.

Joshua Jensen-Nagle 의 작업과 Joshua Jen-

sen-Nagle 라는 아티스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

시다면 그의 웹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https://www.jensenna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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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phaseone.com   

Follow us on:  

Facebook  @PhaseOnePhoto

Instagram  @PhaseOnePhoto

Twitter  @PhaseOnePhoto

YouTube  @PhaseOneDK

With Joshua Jensen-Nagle

특별한 항공사진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