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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LED(Light Emitting Diode) 영상표시장치가 방송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나, 조명과 LED 영상표시장치 간의 상관관계가 정

량적으로 분석되지 못해 HD방송의 영상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LED 영상표시장치의 효과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명과 LED 배경화면의 명암비가 피사체에 미치는 명암 및 색채 변화를 실제 방송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분석하여, LED 배경화면 명암비와 영상품질의 상관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냈다. 실험결과 LED 배경화면의 밝

기를 6%로 할 경우, 피사체에 20[IRE] 정도의 영향을 미치면서 최적의 영상품질을 구현할 수 있었고, 밝은 LED 배경화면은 영상

명암에 왜곡현상을, 어두운 LED 배경화면은 영상 색에 왜곡현상을 발생시켰다. 

Abstract

Recently, LED background image devices are used for the production of broadcasting programs. But the effective advantages of 
LED background image devices are not realized for good HD video quality because the correlations between lighting sources and 
LED background image devices are not analyzed ye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olor change and light intensity that lighting 
sources and the light intensity ratio of LED background images influence on a subject, making use of equipments used in real 
broadcasting, and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HD video quality and the light intensity ratio of LED background images. As 
a result in this experiment, the video is most expressed having an 20[IRE] effect on a subject when the light intensity of LED 
background image is 6%. When the LED background image is light, the light and darkness of video is distorted and when the 
LED background image is dark, the colors of image are distorted, 

Keyword : LED background image device, lighting source, video quality, light intensity

Ⅰ. 서 론

디지털방송기술로 인해 방송제작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조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텔레비전의 진화에 따른 조명기

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흑백텔레비전 시절의 조명

기법은 자연스러운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적정 콘트라스트

를 설정하여 조명설계를 함으로써 콘트라스트 밸런스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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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되었다. 또한 인물 그림자의 경우 단일 그림자를 만들어

시청자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나의 그림자만 만들어지게 하

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를 위해 무대세트보다는 인물을 조금

더 밝게 비추어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게 하였다. 1980년대

컬러텔레비전 시절의 조명기법은 명도와 색상 처리를 통해

아름다운 색을 구현토록 함으로써 조명기법에 커다란 변화

를 가져왔다. 즉, 흑백의 단조로운 영상에서 다양하고 자연스

러운 색으로 생생한 현장감과 사실감을 주는 영상을 통해 보

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2000년대 고품질 HDTV 
도입은 기존 프로그램 제작 시 인위적인 조명연출에서 벗어

나 자연스런 조명제작기법에 따른 방송조명연출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방송제작시스템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는 기존에 조명을 반사시키는 단순

한 무대배경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LED 영상표시장

치로 대체되고 있다. 이로 인해 LED 영상표시장치 입장에

서 외부조건이 되는 조명과 LED 영상표시장치의 빛이 상

관성 가지면서 영상품질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방송제작에서 LED 영상표시장치는 그 자체에서 발산

하는 해상도의 특성만을 방송제작시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LED 배경화면이 융합된 새로운 영상제작기법이 요구

되고 있으며 HDTV 시대에 고품질 영상 구현을 위해 조명

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1], 방송제작에서 조명과 인

물, 조명과 LED 배경화면과의 상관관계가 영상품질에 미

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고, 선명도 있는 화면을 위해 조명

과 LED 영상표시장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송조명 시 LED 배경화면이 영

상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실제 방송에

서 사용되는 장비들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피사체에 비추

는 광원의 종류에 따라 LED 배경화면의 명암비가 피사체

에 미치는 명암 및 색의 변화를 분석하여 LED 배경화면

명암비와 영상품질의 상관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했다. 즉, 
할로겐램프인 스포트라이트 광원과 형광램프인 플러레슨

스 광원을 피사체에 각각 직접 조사할 경우, 밝은 영상과

어두운 영상을 보여주는 LED 영상표시장치의 밝기를 조정

하면서, 각각 주어진 조건에서 영상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방송조명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정량화

된 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Ⅱ. LED를 이용한 배경영상

1. LED의 기본 특성

일반적으로 조명은 산업용의 일반조명과 예술적 표현을

위한 무대조명으로 대별된다. 고휘도 LED 조명은 도로, 건
축, 자동차 등 산업용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점차 무대와

텔레비전 조명을 위한 영역으로 활용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LED 영상표시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는 RGB 컬러가

하나의 칩에 내장되는 경우와 각 개별 소자로 구성되는 경

우가 있으며, PCB 인서트 방법에 따라 리드(Lead)형태와

SMD(surface mount device) 형태로 분류된다. 리드형태에

는 라운드(Round), 오발(Oval), 사각형태 등이 있는데, 라
운드 형태는 시야각과 색상의 균일성이 오발형태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시장치용으로는 라운드 형태보다

오발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LED의 색과 밝기의 스펙

측면에서 라운드 형태는 빛의 직진성과 밝기가 우수하여

소형 후레쉬 조명용으로 사용되고, 오발형태는 동영상에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LED는 반사컵과 에폭시렌즈구조

등에 의해 배광특성이 결정되며, 최대 광도를 발산하는 광

축방향을 중심으로 좌우각도에 따라 광도가 감소한다. 이
때 중심축 방향의 최대광도의 50%되는 각도를 반치각 또

는 가시각이라 하며, 최대광도와 더불어 LED의 발광효율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4]. 

이러한 특성들을갖고 있는 LED의 장점은첫째, 수명이

약 10만 시간 정도로 백열등과 형광등에 비해 길고, 직류

저전압에 의해 소출력으로 점등이 가능하므로유지비가 저

렴하다. 둘째, 고휘도로 시인성이좋으며, 조광과 점멸이 자

유로워 조명이나 표시장치의 연출효과가 가능하다. 셋째, 
저온에서도 발광효과가 저하되지않으며, 방수구조가 용이

함과 동시에낮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밝기 때문에 야외

전광판이나 수중조명으로 시용된다. 넷째, 형광등과 같은

수은(Hg)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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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상적인 영상 (B) 헤링본 현상의 영상

그림 1. LED의 정상적인 영상과 비정상적인 영상
Fig. 1. Normal video and abnormal video by LED

LED 단점으로는 첫째, LED 1개당 광속이 작아 밝기 확보

를 위해서는 LED 개수가 많아져초기 설치비용이 많이든

다. 둘째, 제조사에 따라 각각의 색온도가 일정치않고 백색

LED는 밝기가 약하다. 셋째, 고온에서 발광효율이 증가한

다. 넷째, LED는 매트릭스 구조로 배열되기 때문에, LED 
배열 사이에 일정 간격의 체크무늬가 형성되며, 이러한 체

크무늬는 카메라 영상의 수직, 수평주파수의 한계치에 위

치할 때 그림 1처럼 기하학적인 사선무늬형태인 팔자능이

라고 하는 헤링본(Herringbone) 현상이 발생한다. 다섯째, 
LED를 단순히조합하여 만든 LED 조명제품은 사용자에게

글래어(glare)를초래하므로눈에 피로감을준다. 따라서 용

도에맞는 배광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렌즈와 조명기구

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여섯째, LED 영상이나 LED 전
광판을 사용 시 카메라가 일정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전체

영상을픽업할 수 있고, 가까이 줌인 하는 경우 원하는 영상

을 표현하지 못하고 점(dot)만 표시하여 정상적인 영상형성

이 어렵다. 예를 들어, 12mm 피치는 최소가시거리가 6m 
정도필요하고, ILite XP 6인 경우 도트 간 피치가 6.22mm 
임으로 최소가시거리는 약 3m 정도가 요구된다. 
또한 1990년도 이전에 적색 및 녹색 발광다이오드가 개

발되어 표시 및 광원용 등에폭넓게 사용되었으나, 청색과

순녹색 빛을 내는 LED 개발이늦어져총천연색은 구현하

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청색 발광다이오드가 개발됨

으로써 표시장치분야에서 기존의 적, 녹색 계열의 전광판

은 사라지고 현재와같은총 천연색 전광판이 등장하게 되

었고, 최근에는 자체 발광 특성을갖는 LED 소자를 이용한

영상표시장비가 전광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영상제작에서의 LED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물의바스트 샷(bust shot)을 할 경

우 LED 램프가 화면에 나타남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
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활용빈도

가 높다. LED를 방송에 사용할 경우검은 판에 LED를 설

치하여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 도트 간격이 조밀하고 작

은 LED 제품들이 등장하여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

한 무대구성과 영상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 
과거멀티큐브를 사용할 때는 스크린에 비춰지는 조명에

의한난반사가심해 컬러조정을 할 수없었고 색 교정 또한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고휘도 LED가 등장하면서 영상에서

조명의 영향을 받을 일이 거의 없어졌고, 최근에는 조명환

경에 영상레벨을 맞추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사

용되는 LED 영상표시장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수 있다. 
첫째, 하드 LED는 B사의 ILite 6이라는모델로 BK, MD, 

XP가 있으며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XP 모델이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프레임을 조합해서 대

형 화면을 구성하여 선명한 화면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동

설치나 운용에 어려움이 따라 고정 무대장치에 주로 사용

된다. 그림 2는 ILITE 6과 사용된 예로서, ILITE 6 XP는
6mm의 해상도, 14-bit의 처리능력, LED 레벨 2의 조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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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Lite 6 (B) 디스플레이 된 영상

그림 2. ILite 6(A)과 디스플레이 된 영상(B) 
Fig. 2. LED ILite 6(A) and displayed video

  

(A) LED 디스플레이 (B) 쇼 프로그램 속의 영상

그림 3. LED 디스플레이와 프로그램 속의 영상
Fig. 3. LED display device and displayed video

리고 향상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ILite 6 XP LED 영상표시장치는탁월한 조명 출력, 뛰어난

색상깊이 및 색상 균일성 그리고 향상된 그레이척도를 제

공하고 있다. 
둘째, 경량 LED는 현재 방송무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영상장비로 I-lite, 슈퍼비전, E-Lite, F-led 등으로 불린

다. 화소피치는 11.25mm에서 37.5mm까지 다양하고, 제품

크기도 일반적인 120cm X 60cm 이외에 다양하다
[6]. 이들

경량 LED 장비들은 설치가 용이하여천정이나바닥, 벽등

고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상연출과 무대구성이

가능하여 미적 효과를 더해주고 있다. 그림 3은 무대에 설

치된 경량 LED 영상표시장치와 LCD 모니터, LED 무빙
PAR를 나타낸다.
최근에는 LED가 영상표시장치로 사용뿐만 아니라 기존

할로겐조명, 형광조명에 이어 LED 조명도 방송조명에 사

용되고 있다.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LED 이점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시각적으로볼수 있는 스

펙트럼범위 내에서 빛을 발하도록 한다. 이는 보이지않는

스펙트럼 내에서 빛을 발하는 백열등이나 UV, IR과 같은

종류의 조명과는 다르다
[7]. 아직은 개발초기 단계로 방송에

서 활용범위가 분위기 등을 연출하는 효과용으로만 사용되

고 있지만, 단점인 카메라에서 영상을 픽업했을 때 나타나

는 LED 휘도의 개선과 투사거리에 따른 직진성이 확보된

다면 드라마의 인물조명을 위해 기존의 할로겐, 형광광원

과 함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8]. 

그림 4는 효과용 및 인물용 LED 라이트를 보여준다. 그
림 4(A)는 LED EXPO 2009에 전시된 효과용 LED 무빙
파 라이트로 서울반도체의 LED P4 광원을 이용하여 제작

되었고, LED는 3W로 R, G, B 각각 22개와 흰색 18개로

총 84개로 구성되어약 250W의 용량을 가진 국산제품이다. 
현재 MBC에서 다른 효과용 장비들과혼합하여 오락, 음악
프로그램 등의 제작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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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효과용 LED 무빙 파 라이트 (B) 인물용 LED 브러드 라이트 (C) 인물용 LED 파 라이트

그림 4. 각종 방송조명 LED 조명기구
Fig. 4. Various LED light devices used in broadcasting

4(B)와 (C)는 2009 KOBA 전시회에서 소개되었으며, City 
Theatrical사 제품인 (B)는 반도어가 부착된 LED 브러드 라

이트(iW Blast TR)로서 사용된 LED 광원은필립스 제품이

며 색온도 변환과 디머컨트롤이 가능하다. LED 브러드 라

이트에 사용된 LED는 1W로 구성되어 36W로 이루어졌으

며 3200K와 5600K의 두 가지 형태의 색온도 변환을 할 수

있게 LED가 배치되어 있고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중간 색온

도인 4300K를 만들어낼수 있다. 그림 4(C)는 LED 파라이

트로 LED는 에디슨(대만)제품으로 1W의 LED가 36개로

구성되었으며 스튜디오와 야외녹화를 위해 3200K와 5600K
의 색온도가 있고 국내에서 제작된 조명기구이다. LED 파
라이트 그림 왼쪽 상단에 있는 LED 파는 5600K, 오른쪽

하단에 있는 LED 파는 3200K의 색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LED 영상표시장치의 선명도를 좌우하는 기준은 도트

(dot)와 도트 간의 간격으로서 화소 피치(pixel pitch)라고

한다. 이 간격이 좁을수록 화소수가 많아져 해상도가높아

지게 되나, 이로 인해 화면밝기가 밝아지게 되어 조명과의

간섭이 발생한다. LED 영상을 위한 조절은 레벨 값으로

밝기를 조절하며 레벨 값은 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제어하

고, 단계별 칸델라(candela)가 있어 방송조명에 사용 할 경

우 조명환경에 맞는 레벨조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야

외에서 낮의 경우, 약 5,000[cd]이상 설정이 필요하고, 밤
일 경우 약 2,000[cd]이하로 설정한다. 스튜디오의 경우에

는 약 1,000[cd]이하로 설정한다. HD제작환경에서는 HD 

카메라 감도가 좋아 레벨을 600~700[cd]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Ⅲ. 실험 및 결과

1. 실험 목적

1990년대 초부터 지상파방송사들은 배경화면으로 멀티

비전, 멀티큐브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2001년 디지털TV방

송을 시작하면서 영상의 화려함을 구현하기 위해 정적 중

심의 무대배경을 동적인 배경화면으로 전환하면서 배경화

면으로 높은 휘도특성을 나타내는 DLP 또는 LED를 이용

하고 있다. 특히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DLP를 활용한 프로

그램 제작이, 쇼및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LED 영상표시장

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TV 방송에서 조명을

반사시키는 무대배경과는달리 디지털TV 방송에서는 DLP
나 LED 영상표시장치에 의해 발광되는 빛과 조명과의 상

관관계에 따라 영상품질에 영향을끼침으로,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조명기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LED 배경

화면은 밝은 휘도와 높은 색온도 특성 때문에 다양한 프로

그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LED 배경화면 사용 시, 피사체에 비

추는 광원의 종류에 따라 LED 배경화면이 피사체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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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첫째, 피사체

의 배경화면으로 밝은 아침영상의 LED 배경화면을 사용하

였고, 둘째, 첫번째와 동일한 조건에서 어두운 저녁영상의

LED 배경화면을 사용했다. 

2. 실험 방법

LED 배경화면 사용 시, 피사체에 비추는 광원의 종류에

따라 LED 배경화면이 피사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실험하였다. 그림 5는 LED 
배경화면에서 광원변화에 따른 영상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5. 실험 구성도
Fig. 5. The experimental configuration

1) 실험이 주변에 있는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암

전상태의 스튜디오에서 실시되었고, 카메라는 파나

소닉 HD(AK-HC 3500P)급을 사용하였다. LED 배경

장치는 최소 피치간격을 위해 누드 형으로 제작된 
(주)CDS 제품으로써 <표 1>과 같은 사양을 갖는다. 
특히 LED 램프는 3 in 1 Type Full Color 5450 SMD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어 최고의 색감과 동영상 연

출이 가능하고, 배경장치 휘도는 옥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밝기(Max 9000cd/m²)를갖고 있다. 또한 LED
램프와 PCB부분을 사출물케이스에삽입하여 방수 처

리한 제품으로 옥외 방송 및 이벤트 행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실험 LED 영상변환 프로그램은 일반

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림 6과 같은

ODS-Ⅱ를 이용하였고, 최소 6% 밝기를 기준으로 밝

기(bright)는 -130, 콘트라스트(contrast)는 65, 포화도

(saturation)는 100, 색상(hue)은 0 으로 설정하여 50%, 
100% 단계로 측정하였다.  

표 1. LED 배경장치 사양
Table 1. The LED background image device specification

분 류 사 양

LED 램프 3 in Type Full Color 5450 SMD LED

Unit 크기 600mm(W)×600mm(H)×120mm(D)

Unit 무게 실내용(약 7kg), 옥외용(약 12kg)

전광판 휘도 실내용(Max. 3800cd/m2), 옥외용(Max. 9000cd/m2)

소비전력/Unit 최대: 600W, 평균: 250W

입력신호 DVI-D 입력 광섬유 케이블(Max. 600m)

프레임 주파수 최대 2000 프레임/초

영상계조처리 R, G, B 각각 12비트

동작온도범위 -10℃ - +60℃

LED 사용시간 50,000시간 이상

최대 표출 해상도 XGA(1024×768)

그림 6. LED 영상변환 프로그램 ODS-Ⅱ
Fig. 6. LED video converting program ODS-Ⅱ

2) 실험 배치도는 그림 7과같이 피사체, LED 배경화면, 
카메라 및 조명을 일직선으로 배치하고, 조명과 피사

체의 조사각도는 약 45°로 하였다. 이 때 피사체의 그

림자가 배경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피사체와 배경화

면과의 거리는 약 5m, 피사체와 조명과의 거리는 약

3m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순화시켜 거리와 조명의

조사각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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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피사체, 배경화면, 카메라 및 조명의 실험 배치도
Fig. 7. The experimental arrangement plans for object, background 
video, camera and light 

3) 피사체로는 마네킹을, 피사체 조명에는 빛의 성질이

다른 할로겐램프인 스포트라이트와 형광램프인 플러

레슨스 조명을 이용하였고, 할로겐램프인 스포트라이

트 조명의 경우에는 반도어(barndoor)를, 형광램프인

플러레슨스 조명의 경우에는 반사경(reflector)을 사용

하였으며, 빛의 조사방법은 직접조사를 사용하였다. 
스포트라이트는 이태리 제품인모델명 Combi 05 F이
며 사용램프는필립스 500W이다. 이것은 스튜디오 상

부에 설치하여 인물을 선명하게 조명하는 조명기구로

광원의투광면 및 초점조정이 자유로우며 각도조절이

용이한 특징이 있다. 또한 플러레슨스 조명은 국산인

스테이지넷의 포토옵틱(Photo-Optic)조명기구이며 사

용램프는 오스람(독일) 제품으로 55W×4램프(7파장)
를 사용하였다. 플러레슨스 조명에 사용된 램프는 전

문 스튜디오 및 HDTV 카메라용으로 연구 개발되어

연색성이뛰어나카메라가 사물이나 어떤형상을 비추

었을 때 색조의 재현이 뛰어나고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다. 기능및 특징으로는 7파장 램프로서 눈의 피

로감이 거의 없으며 카메라에 투사했을 때 데이램프

(Day Lamp)인 경우는 거의 자연색과 가장 흡사한 연

출을 하며푸른빛이거의뛰지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내장된 안정기는 국내 전자식 안정기가 아닌 역율이

95% 이상으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고 조도가 20%
이상 향상 시켜주는 헬바 안정기를 내장하여 램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플리커(깜박거림)현상을 방지하

기 때문에 스튜디오나 균일한 조명을 요하는 크로마

키(Croma key), 가상스튜디오 등에 사용되고 있다.  
 

4) 두 종류의 광원 사용 시, 카메라 노출(iris)은 F 2.7, 
LED 배경화면은 밝은 아침영상과 어두운 저녁영상을

사용하였고, 두 광원의 색온도는 3,200K로 동일한 조

건에서 실험하였다. 신호측정은 텍트로닉스의 파형측

정기(WVR 611A)와 벡터측정기를 이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본 실험은 피사체에 비추는 광원의 종류에 따라 LED 배
경화면이 피사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실
험결과가 그림 8부터그림 19까지와같이 TV 및 계측기에

나타났다.
그림 8부터그림 10까지는 밝은 아침영상의 LED 배경화

면에서 할로겐램프인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결과이고, 그림 11에서 그림 13까지는같은 배경화

면에서 형광램프인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

한 결과이다. 이때 피사체는 80[IRE]로 인물 조명한 상태에

서 그림 8과 그림 11은 배경화면의 밝기를 6%로, 그림 9와
그림 12는 50%로, 그림 10과 그림 13은 100%로 설정한

경우이다. 밝은 아침영상의 LED 배경화면에서 실험 결과

들이 TV화면, 파형측정기 및벡터측정기에 나타났고, 다음
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 LED 배경화면 밝기를 그림 8에서와 같

이 6%로 하였을 때, 피사체에 대한 파형측정기의 결과는

100[IRE]로 나타났고, 피사체인 마네킹의 얼굴 명암이 정

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LED 배경화면 밝기를 그림

9, 10에서와 같이 50%, 100%로 하였을 때, 피사체에 대한

파형측정기의 결과는 100[IRE]를 초과하여 나타났고, 피사

체인 마네킹의 얼굴 명암이 LED 배경화면의 발광에 의한

영향으로 왜곡되고 있음을알 수 있었다. 결국 피사체에서

의 출력이 80[IRE]를 기준으로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직접

조사했기 때문에 평면 배경세트 보다 아침영상의 LED 배
경화면 시, 고휘도 LED의 자체 발광에 의해 피사체에

20[IRE] 정도의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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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8. 밝은 LED 배경화면의 경우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결과(배경화면 6% 밝기)
Fig. 8.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spot light source at clear LED background image(bright 6%)

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9.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결과(배경화면 50% 밝기) 
Fig. 9.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spot light source at clear LED background image(bright 50%)

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10.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결과(배경화면 100% 밝기)
Fig. 10.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spot light source at clear LED background image(bright 100%)

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11.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배경화면 6% 밝기)
Fig. 11.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fluorescence light source at clear LED background image(brigh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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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14.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배경화면 6% 밝기)
Fig. 14.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spot light source at dark LED background image(bright 6%)

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12.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배경화면 50% 밝기)
Fig. 12.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fluorescence light source at clear LED background image (bright 50%)

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13.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배경화면 100%)
Fig. 13.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fluorescence light source at clear LED background image (bright 100%)

또한 형광램프인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

한 경우, LED 배경화면 밝기를 그림 11에서와 같이 6%로

하였을 때, 배경화면은 94[IRE]에서 피사체에 대한 파형측

정기의 결과는 80[IRE]를 나타났고, 피사체인 마네킹의얼

굴 명암은 정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LED 배경화면

밝기를 그림 12, 13에서와 같이 50%, 100%로 하였을 때, 
피사체에 대한 파형측정기의 결과는 스포트라이트 광원의

경우와 같이 100[IRE]를 초과하여 나타났고, 피사체인 마

네킹의 얼굴 명암이 LED 배경화면의 발광에 의한 영향으

로 왜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4부터 그림 16까지는 어두운 저녁배경의 LED 배

경화면에서 할로겐램프인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결과이고, 그림 17에서 그림 19까지는같은 배

경화면에서 형광램프인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결과이다. 이때 피사체는 80[IRE]로 인물 조명한 상

태에서 그림 14와 그림 17은 배경화면의 밝기를 6%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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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배경화면 50% 밝기)
Fig. 15.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spot light source at dark LED background image(bright 50%)

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16.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배경화면 100% 밝기)
Fig. 16.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spot light source at dark LED background image(bright 100%)

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17.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배경화면 6% 밝기)
Fig. 17.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fluorescence light source at dark LED background image (bright 6%)

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18.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배경화면 50% 밝기)
Fig. 18.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fluorescence light source at dark LED background image (bright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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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상 파형측정기 벡터측정기

그림 19.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배경화면 100% 밝기)
Fig. 19. Outputs used direct light of fluorescence light source at dark LED background image (bright 100%)

림 15와 그림 18은 50%로, 그림 16과 그림 19는 100%로

설정한 경우이다.
어두운 저녁영상의 LED 배경화면에서 실험 결과들이

TV화면, 파형측정기 및벡터측정기에 나타났고, 다음과같

은 특성을 나타낸다. 스포트라이트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 LED 배경화면 밝기를 그림 14에서와 같이

6%로 하였을 때, 피사체에 대한 벡터스코프 상에 정확한

색이 구현되어 피사체인마네킹의얼굴색은 정상임을알수

있었다. 그리고 LED 배경화면 밝기를 그림 15, 16에서와

같이 50%, 100%로 하였을 때, 피사체에 대한파형측정기의

결과는카메라에픽업된 주된 배경화면이 어두운 영상이기

때문에 100[IRE]에 못 미치게 나타나 TV영상의 밝기와 피

사체인 마네킹의 얼굴색이 어둡게 왜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특성으로 그림 14에는없었던노란색이 그

림 15에 나타났고, 그림 16에는노란색과빨간색 사이, 파란

색과 시안색(cyan) 사이에서 배경화면의 밝기가 상승하여

더욱많은 색 왜곡현상이 발생함을벡터스코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사체에 대한 시선의 집중도를 분

산시키는 왜곡현상을 발생시킨다. 또한 형광램프인 플러레

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한 경우, LED 배경화면 밝

기를 스포트라이트 광원의 경우와 같이 조정하였을 때, 스
포트라이트 광원을 조사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송조명 시 LED 배경화면이 영상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실제 방송에서 사용되

는 장비들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피사체에 비추는 광원의

종류에 따라 LED 배경화면의 명암비가 피사체에 미치는

명암 및 색채 변화를 분석하여 LED 배경화면 명암비와 영

상품질의 상관성을 수치적으로 표현했다. 그 결과 현재까

지 방송조명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정량화된 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실험결과인 그림 8부터그림 19까지는 LED 배경화면

이 피사체에 미치는 영향을 TV화면, 파형분석기, 벡터스코

프에 나타낸것이다. 이를 통해첫째, 밝은 아침영상의 LED 
배경화면에서 할로겐램프인 스포트라이트 광원과 형광램

프인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사체에 직접 조사할 경우, LED 
배경화면 밝기가 6%일 때 LED 자체 발광으로 인해 피사체

에 20[IRE]의 영향을 미치면서 100[IRE]정도에서 왜곡 없

는 영상을 구현하였다. 그러나 LED 배경화면 밝기가 50%, 
100%일 때 고휘도 LED의강한 자체 발광으로 100[IRE]를
초과하여 피사체의얼굴명암이 왜곡되고 있음을 알수 있

었다. 
둘째, 어두운 저녁영상의 LED 배경화면에서 할로겐램프

인 스포트라이트 광원과 형광램프인 플러레슨스 광원을 피

사체에 직접 조사할 경우, LED 배경화면 밝기가 6%일 때

정확한 색이 구현되어, 피사체의 얼굴색은 정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LED 배경화면 밝기가 50%, 100%일 때카

메라에 픽업된 주된 배경화면이 어두운 영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IRE]에 못 미치게 나타나 TV영상 밝기와

피사체의 얼굴색이 어둡게 왜곡되었으며, LED 배경화면

밝기가 50%일 경우노란색이 나타나고, 100%일 경우노란



방송공학회논문지 2010년 제15권 제1호 87

색과빨간색 사이, 파란색과 시안색(cyan) 사이에서 배경화

면의 밝기가 상승하여 더욱 많은 색이 발생하여 피사체에

대한 시선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는 왜곡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LED 배경화면의 밝고 어두움에 관계없이 LED 밝

기를 6%로 할 경우, 피사체에 20[IRE] 정도의 영향을 미

치면서 최적의 영상품질을 구현할 수 있고, 밝은 LED 배
경화면은 영상 명암에 왜곡현상을, 어두운 LED 배경화면

은 영상 색에 왜곡현상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아날로그

TV 시절 제작방법과는 달리 HDTV시대에서는 영상품질

의 향상을 위해 배경화면의 영향을 고려한 방송조명기법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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