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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의 발전과 함께 콘텐츠 제작 기술 및 방

법의 변화도 가속화 되고 있다. 장르에 따라서는 방

송과 영화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4K UHD 등의 환경과 실감방송 등의 문제가 대두되

고 있는 실정이다. 영상 이미지 표현은 인공광원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인공광원이 가지는 빛의

색과 그것을 표현하는 감광특성이 상호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콘텐츠 제작환경도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서의 발전과 주변장비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와 발전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변

화의 과정에서도 방송용 LED조명의 변화와 발전 방

향성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소개하고 기존의 할로겐

램프와의 특성을 비교해본다. 또한 카메라로부터 얻

어지는 영상 이미지의 색상변화를 비교하여 LED 조

명이 기존 방송용 카메라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며 이

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Ⅰ. 서 론

현재 방송용 조명기구는 대부분 할로겐 LAMP의

광원을 이용하고 있다. 할로겐램프를 이용한 방송조

명의 역사는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매우

오래되었다. 암갈색을 띠고 있는 할로겐램프는 인간

이 개발한 인공 광원 중에서 분광특성, 색온도 그리

고 연색성 등이 태양광과 가장 비슷한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1). 하지만 할로겐램프의 열

발산으로 인한 스튜디오 환경문제, 수명, 효율성, 전

력소비량 등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할로겐램프보다 수명이 길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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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MI광원은 태양빛에 가까운 빛을 내지만 푸르스름한 차가운 빛을 낸다. 할로겐 광원은 오렌지색을 가지는 따뜻한 빛이다. 필름은 따뜻한 빛을 인식하도록 평준

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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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이 적은 형광램프의 광원이 적극 검토되어 방송

조명의 광원으로 일부(flood light용)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형광램프 또한 방송조명의 광원으로 사용하

기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형광램프의 광원은

비연속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강한 녹색의 특성

과 플리커 현상 때문에 피사체의 영상 이미지 표현

에 충족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방송조명의 광원으

로 한계는 램프 모양의 특성으로 인해 광량의 통제

가 어렵고 spotlight 조명기구를 만들지 못하는 데

있었다. 이로 인하여 형광 램프의 방송 조명기구는

확대되지 못하고 다시 할로겐램프를 이용한 조명기

구를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열 발산이 적고 반영구적이며 낮은 전

력 소모 등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환경 친화적이면서

도 에너지 절약 효과 높은 LED 광원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LED는 미래광원의 커다란 하나의 축으로서 급속

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반 조명에 적용하면서 인공

광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방송조명에서도 할

로겐 광원의 대체할 광원으로 적극 검토되어 LED 램

프를 이용한 조명기구의 개발과 함께 일부 상용화 되

고 있다. LED 광원을 이용한 조명 기구는 일반 조명

시장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화산 되고 있으나

방송 조명의 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형광 광원처럼

카메라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적용범위가 쉽지 않

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인간의 눈은 태양광에 의

해 진화 발전되어 광량이나 색상 등의 적용이 자동으

로 이루어지나 카메라는 ND필터에 의한 광량 조절

과 CC필터에 의한 색온도 조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이미지가 인간

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대역의 주파수 스펙트

럼 분포에 의해 색상의 표현도 다르게 표현되므로 광

원의 특성에 따라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의 색

상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방송용 카메라의

제조사들은 기존의 할로겐램프가 가지는 3200°K 의

색온도와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연색성 특징에 맞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LED 광원을 사용한 콘텐츠제작

이나 영상 이미지의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카메라

세팅이 필요하다. 하지만 LED 광원의 특성이 기존의

할로겐 광원과 비슷하다면 약간의 카메라 조정으로

도 기존의 영상이미지와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

다. LED 광원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LED 광원

의 연색성과 색온도의 특성이 기존 방송용 카메라에

서의 색재현성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LED 광원이 가

지는 연색성과 색온도의 변화에 따른 카메라의 색상

표현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방송용 LED 광원 기준을

제시하고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 이미지의 색

상 표현 범위의 한계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한

다. 먼저 국내외의 LED광원을 이용한 조명기구를

SPOT형과 FLOOD형으로 구분하여 연색성을 측정

하여 방송용 조명기구가 가지는 스펙에 대한 충족 요

건을 실험을 통해 분류하였다. 기존 3200°K 에서 할

로겐이 가지는 색 재현 범위와 실험을 통해 얻어진

LED 조명기구별로 표현되는 색 재현 특성을 비교하

여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의 분석을 통하여

LED 조명의 한계와 카메라의 색재연성의 상관관계

를 통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LED 조명의 특성과 카메라 색상재현의

특징

TV 영상신호의 특징은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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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호를 모니터를 통해 출력하여 Display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HD 영상의 기준

이 되는 ITU.BT-709의 색 영역에 기본을 두고 있

다. 실험에 대한 방법과 기준으로는 Camera의 색

재현 범위에서 모니터의 색 재현 범위를 HDTV의

규격 기준을 표준으로 카메라로부터 출력되는 HD

SDI 신호를 실험에 기준 신호로 삼았으며, 실험과

정에서의 영상신호는 무압축 SDI 신호를 캡쳐하

여 그림으로 출력 하였다. 조명의 연색성2)에 의한

컬러표현의 한계와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이

미지의 변화를 테스트하여 할로겐 조명에서의 환

경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테스트 방법으로는

국내외 여러 종류의 상용화된 LED 램프의 광원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할로겐램프가 가지는 스펙

트럼분포 특성과 색 재현 특성의 유사도를 찾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광원에 대한 분석은 KONIKA

MINOLTA CS-2000 분광 측색기를 사용하였

고 카메라는 Ikegami사의 HDK-790EXⅢ를 사

용하였다. Waveform 모니터는 WFM7120

(Tektronix)과 CamAlign chart (JW-CDM28R-

v8.5), CPU chart (Ikegami) 등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연색성의 측정 방법으로는 단일측정을 기본으로

시작파장(380nm)과 종료파장(789nm) 그리고 노출

시간은 1234msec로 하였으며  Spot은 6m, Flood

는 3m 거리에서 측정하였다.

2. LED 조명기구의 테스트 특성결과

LED 조명기구는 램프 자체의 광원으로는 충분

한 조명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

서 내부에 콘트롤 회로가 내장되어 전자적으로 조

명 기구의 광원을 제어한다. 렌즈부분의 역할 중에

하나인 광원의 평탄도나 연색성 지수에 대한 데이

터는 배제 하였다. 본고에서는 카메라의 색상에 가

장 결정적인 여향을 미치는 광원의 스펙트럼을 분

석하였고 제조사는 알파벳순으로 랜덤 하게 표기

하였다. 일반적인 할로겐광원과 LED광원의 스펙

트럼 분포는 <그림 1>에서처럼 Blue 계열의 컬러

가 LED 광원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Red 계열의 광

원은 할로겐 광원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2) 연색성 (color rendering) : 광원의 색온도는 광원의 하얀색, 노란색 또는 파란색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의, 연색지수란 색상이 각기 다른 광원 아래서 얼

마만큼 색상이 차이가 나는지 측정하는 평가지수임. CIE(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에서

선택한 8개의 특정 파스텔 색상의 위치를 옮기는 것이 동일한 색온도와 색상의 기준광원이 비춘 것과 다른 광원이 비춘 것을 비교하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수학적으로 비교하는 시스템이다.

할로겐램프의 스펙트럼 특성 LED 조명기구 스펙트럼 특성

<그림 1> 일반적인 광원의 스펙트럼 차이에 의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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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ED광원별 스펙트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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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LED 램프의

광원이 가지는 색온도는 대략 3200°K에서 6000°K

사이에 분포3)하고 있으며 가시광선의 주파수 스펙

드럼도 매우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LED 광원의 색

온도를 3200°K 에 세팅하고 측정한 결과 다소 색

온도의 가변성을 띄고 있다. 또한 색온도를 5200°K

에서도 넓은 범위의 색온도 가변이 일어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특징으로는 3200°K에서 Yellow,

Red 쪽의 파장 대역이 5200°K 보다 큰 폭의 재현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카메라

를 통한 색 재현 특성에서는 할로겐광원보다 색 재

현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은 배제하였으며

가장 특성이 우수한 몇 가지 광원을 기준삼아 특성

을 측정 하였다.

광원의 밝기 및 영상 개선 효과측면에서는

Spot 조명기구의 경우 할로겐 2Kw광원과 LED

250W 광원이 비교되어 12배의 개선효과가 나타

났으며 Flood의 경우 할로겐 2Kw와 LED 150W

와 비교되어 13.3배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전력 대비 광원의 밝기 측면에서는 <표 1>에

서 알 수 있듯이 조도(LUX)의 능률이 향상 되었

다. 하지만 조도의 개선 항목만으로는 충분히 광

원의 밝기가 개선이 되었다고는 표현 할 수 없으

나 조명기구의 발열상태나 평탄도 등의 항목도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3. 카메라 CPU 차트분석을 통한 영상 파형

측정 결과 비교

1) 필터의 종류와 특징

ND 필터(Neutral Density Filter)란 색깔은 그대

로 두고 빛의 양만 줄이는 필터로 일반적으로 카메

라 렌즈후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필름카메라 또는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동영

상 카메라에서는 고급기종이나 방송용 또는 영화

용 카메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방송 카메라에서의

ND필터는 야외제작이나 스튜디오 제작 시 빛의

광량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며 SONY 나

IKegami 카메라의 필터는 100%에서 단계별로 1/4

감소된 필터를 사용하여 ND1(100%), ND2(25%),

ND3(6.25%), ND4(1.56%)의 투과율을 사용한다. 

CC필터(Color Conversion Filter)란 색온도보정

용 필터로 카메라 렌즈로부터 입사되는 가시광선의

색온도를 선택하거나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필터로

렌즈의 후단에 위치하며 스튜디오 제작 시 조명 광

원에 따른 색온도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

방송용 카메라에서는 CC필터의 순서가 올라가면서

3200°K, 4300K, 5600K, 6300K 등으로 색온도가

올라가며 변환 할 수 있다. LED 램프의 광원이

5200°K 의 색온도 특성으로 CC필터의 변환에 따

른 W/B(White Balance)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

는 것이다.

3) 방송용 LED조명기구의 초기 개발제품은 5600° K였지만 방송사의 요구로 다양한 색온도를 가진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Halogen LED 비 고

소비전력 조도 소비전력 조도 (측정거리)

Spot Light 2Kw 600lx 250w 900lx 6m

Flood Light 1Kw 200lx 150w 400lx 3m

<표 1> 할로겐램프와 LED광원 조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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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컬러 매트리스(Color Matrix)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 이미지는 카메라 렌

즈의 세팅 상태와 카메라의 내부 세팅 값에 의해 원

하는 Color나 색상이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는 기존의 이미지 색상과 컬러를 변형하기 위해

후반작업에서 Color Correction이라는 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 기존의 NLE 편집기에서도 가능하며 전

문 Color Correction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툴

(Tool)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방송용 특히 중계

차나 TV스튜디오처럼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

여 PGM(Program)을 제작하는 방식이나 생방송으

로 진행되는 콘텐츠 제작 방식에서는 이러한 후반

컬러 Correction 과정이 다소 무의미하다. 따라서

카메라의 컬러와 색상 등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사

전에 이러한 것을 칼라 매트릭스 조정을 통해 일부

해결하고 있다. 제조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카

메라가 가지는 기본 Color, Chroma, Hue,

Saturation 등의 값을 조정해 최적의 영상 이미지

를 생성하는 것이다. LED조명이 가지는 색온도와

연색성에 의해 컬러의 표현이 Halogen조명과 다르

게 표현 되었을 때 이를 보정하는 것도 CC필터의

조정 W/B 그리고 카메라의 Color Matrix 의 조정

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3) 조명과 카메라의 상관관계

스튜디오 제작에서의 조명과 카메라의 관계는 매

우 상관관계가 깊으며 조명에 의한 영상이미지의

품질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명이 가

지는 색온도와 연색성에 의해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이미지의 기본 Color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쇼, 오

락의 경우에는 Halogen조명, LED무빙 조명, Pin

조명, 형광램프 조명 등이 같이 어우러져 사용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색온도와 연색성을 가지는 조명

을 사용하고 있다4). 따라서 현장에서의 카메라 세팅

은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렇듯 태

양광 조명이 아닌 스튜디오에서의 조명은 여러 대

의 카메라가 표현하는 Color의 기본적 바탕으로 작

용한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할

로겐 광원과 LED광원의 스펙트럼 분석을 보면 인

물의 얼굴색인 620nm부근에서 두 광원의 스펙트럼

범위가 같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림 4>

에서와 같이 KBS표준 인물도 및 인형의 얼굴 Tone

재연에서는 Halogen 램프와 비슷한 특성이 나타났

다. LED Light의 HD 카메라 실험 결과로는 인물

4) 피사체와 배경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동일한 광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3> 연색성 파형 합성(Halogen & L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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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얼굴색 특성은 양호하며 연색성 및 색온도 특성

또한 Halogen과 비슷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4) 멀티챠트를 통한 카메라에서 영상을 분석

<그림 5> Halogen & LED Vector 파형 합성으로

본 색상 비교에서는 Multi Color Chart 에서의 컬

러에 대한 크로마 성분은 Halogen LAMP에서

RED와 Cyan 성분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LED

LAMP에서는 Yellow 성분과 Blue, Magenta 성분

이 강하게 나타났다. Green쪽 성분은 둘 다 비슷하

게 나타났다. Macbeth Color Checker 에서는

RED 성분이  Halogen 과 LED에서 크로마 성분이

비슷하였으며 I축 상으로 4도정도 차이를 보였다.

Color BAR 에서는 Yellow 성분이 LED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Cyan 성분이 Halogen에서 강하게 나타

났으며 RED, Green, Blue, Magenta 는 비슷한 크

인물도 Chart 인물도 Waveform 인물도 Vector

Halogen & LED 인물도 특성 비교(상단 Halogen / 하단  LED)

Halogen & LED 인물도 Vector파형(좌측 Halogen 우측 LED)

<그림 4> 얼굴색 Vector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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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성분을 보였다. 

멀티 챠트의 색 성분 비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연색

성에 의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색 성분과 색 위상

(Hue)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6방향 칼라패턴을 가지는 차트에서

도 상단의 할로겐 광원의 특성과 하단의 LED 광원

의 특성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ector Scope에서 I축은 사람의 얼굴색을 나타내는

성분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LED광원이 할로겐 광

원보다 I축에서의 4도 정도의 Yellow 쪽으로 치우친

다는 결과이다. 실제 그림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이

정도의 범위는 충분히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속한

[각 조명에 맞게 카메라 특성 일정하게 조정] [비교 기준으로 사용한 Color Vector]

A- LED 조명과 할로겐 조명의 Vector 성분 비교 B- LED 조명과 할로겐 조명의 Vector 성분 비교

<그림 6> 할로겐 조명을 기준으로 본 LED 조명의 CamAlign-Chart Vector 특성

<그림 5> Halogen & LED Vector 파형 합성으로 본 색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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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테스트한 여러 개의 LED 광원 특성이 모

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실험의 결과

와 목적이 할로겐램프의 광원특성과 유사한  LED

광원을 찾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므

로 비교 분석한 그림들은 할로겐램프와 가장 유사

한 특징을 가지는 대표적인 LED 광원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다.

카메라 CPU 차트를 색온도 특성에 맞게W/B

(White Balance)조정 후 나타난 Waveform과

Vector Scope 상에서의 특징은 <그림 6>에서처럼

할로겐 조명을 기준으로 LED 조명과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붉은색 점은 기존의 할로겐 조명이 가지

는 색상의 Vector 상의 위치 값이며 녹색의 점들이

LED 광원이 가지는  Vector 값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 결과에서의 멀티 챠트를 통한 색상

좌표 값들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결 론

방송용 LED광원을 이용한 조명기구의 초기 제품

에는 스펙트럼 분포에서 Red성분의 분포보다 Blue

성분의 분포가 높아 할로겐 광원에 비해 자연스런

인물 영상 이미지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할

로겐 광원에 익숙해진 탓도 있지만 LED광원의 높

은 색온도와 낮은 연색성에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방송제작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LED 광원이 가지고 있는 제반 장

점 때문에 카메라 Color Matrix를 이용한 Color

Correction 기능과 OCP에서 R/G/B의 Painting으

로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LED광

원을 이용한 조명기구들이 방송사 제작현장에 확대

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방송사의 꾸준한 문제 제기로 실험에서

보는 것처럼 색온도와 연색성이 개선되어 스펙트럼

분포와 벡터 상에서 할로겐과 유사한 LED 제품들

이 개발되고 할로겐 광원과 같은 색온도 3200° K

제작현장에 맞게 색온도를 가변 할 수 있는 제품까

지 다양한 LED광원을 이용한 조명기구들이 출시되

고 있다. 할로겐 광원이 표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오랜 기간 동안 방송용 조명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현 실정에서 LED광원이 실험에서 나타난 특성만으

로 할로겐 광원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

추었다고는 속단 할 수 없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ED광원과 카메라

색 재현성 문제에 관한 실험에서는 HD 카메라가

지원하는 ITU.BT-709의 색 영역에서 기존의 할로

겐 광원의 특징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광원을 찾아

낼 수 있었으며, 몇 종류의 LED 광원을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카메라 Matrix 기능의 보완으로 충분히

할로겐 광원의 색 영역을 대체 할 수 있는 결론을

토대로 할로겐 조명기구가 주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방송 제작환경에서 LED광원의 혼합사

용이나 단독 사용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LED 조명의 특징과 개선사항으로는 스튜디오에

적합한 Spotlight 개발과 PCB 기판의 안정성과 수

명, 방열 처리로 인한 조명기구의 무게 등은 방송

조명으로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초기의 방송

용 형광광원은 할로겐 광원의 대체할 광원으로 환

영받았지만 결국 방송용 광원으로 안착하지 못했

다. 형광 광원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색

온도, 연색성, 평탄도, 냉각방식, 등급별 허용무게

등 방송용 LED조명기구의 표준화 항목선정과 세부

수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방송용 LED광원의 확

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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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카메라 또한 색 영역의 표현과 한계점에

서도 다양한 포맷을 지원해야 하며 Color

Correction기능의 보강도 필요하다. 방송용 포맷인

4:2:2 SDI 영상신호의 한계를 Raw File 형태로 영

상 이미지를 후반 작업에서 Color Correction 하고

있는 워크프로우를 카메라 쪽 Color Correction기

능의 보강을 통한 Pre Production 의 활성화도 필

요하다. 영상신호 제작의 다양한 색온도 필터나 색

영역의 가변 콘트롤 시스템도 향후 고려해야할 항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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