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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논문은 LED 조명을방송용광원으로실용화하는과정에서필수적으로고려해야할기술적측면에 대한고찰이다. 방송

용 LED 광원의실용화를 위한기술적개발은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영상, 특히 방송영상의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의 얼굴

색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LED 조명의 고효율과 분광분포 특성이 최대한으로 자연

광에 가까워야한다. LED를 스튜디오 방송조명의광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도, 연색성, 색온도, 색공간, 디밍 커브, 배광

곡선, 소음과 관계한 구체적인 기술적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1. 서론

반도체의 기술적 발전으로 기존에는 전자회로의 부품으로 사용되

었던 발광다이오드 LED(Light Emitting Diode)가 새로운 방송 조명

용 광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LED는 기존 광원과 비교하면 효율이 높

아 전력소모가 적고 소형의 장치 구현이 쉽다. 그리고 환경 친화, 긴

수명, 공간효율성 등 기존조명이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연출 효과가 가

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광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많은 조명기구와 전력을 요구하는 방송제작 현장에서도 LED 조명의

사용을 확대해가고 있다. TV방송 조명도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 효

과는 물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LED 조명을 사용한다.

방송은 “빛과 그림자의 예술”이라고 한다. 조명을 통하여 시청자

들에게 피사체를 실제와 똑같으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며, 전체

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만들어 주어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영상을 제공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방송 조명은 영상제작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LED를 방송조명의 새로운 광원으로 기대하고있으면서도 영

상제작을 다루는 방송기술 측면에서 LED 광원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

는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품질 영상을 특징으로 하는

HDTV 방송과 고해상도의 LCD TV 수신기가 요구하는 맑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려면 새로운 광원의기능과제 특성에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조명 운용자의 입장에서 LED 조명이 얼마나

밝아야 하는가(조도, lx), 얼마나 자연광에 가까운가(연색성, Ra), 얼마

나 차갑고 또는 따뜻한 느낌인가(색온도, K), 어디를 얼마나 비추어야

할 것인가(배광) 등 방송용으로사용하는 데필요한 LED 조명의 광원

특성상 요구사양을 제안하고자 한다.

2. LED와 방송조명

가. LED의 발광원리와 효율

LED는 빛을 발하는 반도체(Semiconductor)로 P-N 접합을 하는

다이오드(Diode)이다. 이것은 순방향의 전류 흐름에 따라 전자

(Electron)와 정공(Hole)이 재결합하여 발광하는 구조를 가지는데, 그

림 2-1과 같이 P형과 N형이 접합된 반도체 양쪽에 전극 단자 간에전

압을 가하면 전도대(Conduction Band)의 전자가 가전자대(Valance

Band)의 정공과 결합할 때 전류가 흘러 빛을 방출하는 소자이다. [1]

그림 2-1. LED의 발광원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사용하여 에너지 갭(Energy

Gap)과 발광 파장의 관계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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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 λ는발광 파장(nm), h는 Plank 상수, c는 광속도, Eg는 반도체

의 에너지 갭(Energy Gap)이다.

LED 성능을 판별하는 요소는 발광효율(Luminous Efficiency)로

써 와트당 Lumen(lm/w)으로 표시되며, 발광효율은 조명기구를 발광

시킬 때여기(勵起)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변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조명기구의 광속(lm)을 소비전력(W)으로 나눈 값이며, 파장 λ

에서 단일 파장 방사광의 광 효율 K(λ)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2)

여기서 Km은 파장 555[nm]인 녹색에서 최대값 683[lm/W]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V(λ)는 각 파장의 발광효율이다. 각 파장의 스펙

트럼분포계수를 S(λ)라고 하면 각 파장의 발광효율은 다음 식으로 주

어진다.

     


   (3)

나. 분광분포 특성

할로겐 조명에서는 그림 2-2의 스펙트럼(Spectrum)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가시광선영역 전체에 걸쳐 평탄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

며, 파장이 길어질수록 빛의 에너지 또는 세기(Intensity)가 경사형으

로 증가하여 776nm 파장에서 최대치(Peak)를 나타낸다.

형광등 조명에서는 파장 440nm(Blue 성분), 545nm(Green 성

분), 610nm(Red 성분)의 전형적인 3파장의 분광분포 특성을 보여주

고 있으며, 650nm 이상에서는 에너지가 미약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는 연색성도 낮아지고 Red 성분의 색 재현성도 크게 떨어진다.

그림 2-2. 백열등과 할로겐 조명의 스펙트럼

LED 조명의 스펙트럼은 그림 2-3과 같이 파장 460nm에서 최대

치를 보이고 있으며, 500nm∼670nm 사이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분광

분포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체로 빛 에너지가 파란색 쪽으로 몰

려 있다. 이런 경우, 감성적으로 차가운 느낌이 들어 백열등의 따스함

과는 상반된 느낌이 든다. [2]

그림 2-3. LED 조명의 스펙트럼

다. 방송 조명용 LED

LED를 방송 조명용 광원으로 사용하려면, 효율 높고 연색성 좋

은 빛을 발광하는 백색(White) LED 칩(Chip)이 필수적이다. 대표적

인 백색 LED의 제작방법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색(Blue)의 단일 칩에서 나온 빛을 노란색(560nm)의

YAG (Yttrium Aluminum Gamete) 형광물질(Phosphors)을 통과시

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청색과 노란색의 파장 간격이 넓어서 색

분리 때문인 섬광효과(Halo Effect)를 일으키기 쉽고, 주변온도에 따

른 색 변환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 새로운 형광물질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둘째는 UV LED 칩 위에 RGB의 다중 형광체를 도포하면, 백열

전구와 같은 아주 넓은 파장의 스펙트럼을 갖게 되어 우수한 색 안정

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또한, 색온도와 연색성을 조절할 수가 있어

조명용 광원을 구현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졌다. [4]

셋째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색관계를 갖는

질화인듐갈륨(InGaN, Blue-Green Light) 계열과 인화알미늄인듐갈

륨(AlInGaP, Amber Light) 계열의 LED 두 개를 결합하여 발광 효

율이 높은 백색광을 만드는 BCW(Binary Complementary) LED 가

있다. [5]

현재 백색 LED는 단일 패키징(Packing)을 이용하여 1W급과

5W급까지 구현된 상황이며, 이는 각각 30lm과 120lm급에 해당한다.

이러한 여러 개의 고출력 백색 LED를 이용하여 최근에는 1000

lumen급 LED의 구현을 니치아(Nichia)와 오스람(Osram) 등에서 보

고하고 있다. [6]

3. LED 조명의 요구 특성

가. 수직면 조도의 평탄도

조명을 비출 때 역자승의 법칙에 의해 조사 면의 중심에서 멀어

질수록 조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방송제작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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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구 중심 직경 2m 직경 4m 직경 6m

SPOT(2KW) 490 lux 480 lux 462 lux 315 lux

FLUX(1KW) 182 lux 162 lux 113 lux 70 lux

조명기구 점등시 30분 후 50분 후

LED 3200K 3290 3253 3257

LED 5600K 5640 5732 5741

할로겐 3113 3125 3125

어느 정도 안의 범위에서 밝기의 평탄도를 유지해야 한다. 평탄도의

측정은 그림 3-1에서와같이 스폿(Spot) 조명은 거리 6 m, 원 지름 4

m 범위 내, 소프트(Soft) 조명은 거리 3 m, 원 지름 4 m 범위 내 중앙

과 상하좌우(반지름 2 m 지점), 최대 및 최소 밝기 지점 등 총 7개

지점에 대해 조도를 측정하여 최대치와의 편차를 구한다.

그림 3-1 스폿조명의 평탄도 측정

표 3-1은 스폿 2KW와 소프트(1KW) 할로겐 조명의 실험측정 결

과이며, 방송용 조명기구는 규정시간 동안 에이징(aging) 한 후 시험

대상장비의 수직면 조도를 측정하였을 때 조사면 각 지점의 조도가

최댓값의 90% 이내가 되어야 한다.

표 3-1. 할로겐 조명의 평탄도 실험

나. 연색성

연색성(Color Rendition)은 색의 3요소 즉 색 시료(물체), 광원, 눈

중 광원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똑같은 색 시료가 광원의 특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현상을 말한다. 야외에서는 아름답게보이던 양

복색이 형광등 아래에서는 색이죽어 보이는 현상이우리가쉽게 접할

수 있는 연색 현상의 예이다. 즉 영색성이란 조명된 사물의 색 재현에

대한 충실도를 나타내는 광원의 성질이며, 연색지수(CRI; Color

Rendering Index)는 자연광에서처럼 사물에 대한 색을 전 가시영역에

서얼마나 고르게재현하는가를수치화한것으로 Ra로 표시한다. 자연

광과 백열전구,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할로겐램프는 Ra=100이며, 일

반적으로 방송에서는 Ra≥90 이상이 요구된다. 이처럼 높은 연색성을

요구하는 것은 방송 조명이 인물, 즉 사람의 얼굴색과 피부색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한편, 국제조명위원회 CIE(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를 비롯한 많은 조명연구기관에서는 현재의 CRI 시험

및 평가 방법이 LED와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짓고 LED 광원의 연

색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색지수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다. 색온도

형광등은 파란 청색 빛을내는 데비해 촛불은붉은 적색 빛을 낸

다. 일몰 시 태양광은 한낮의 태양광보다 붉은 빛을 발산한다. 이렇게

빛에서 보이는 색의 다양함을 색온도(Color Temperature)라고 한다.

색온도의단위는켈빈(Kelvin)으로 K로 표시한다. 색온도란 색이얼마

나 뜨거운가를측정해주는물리적인 온도와는아무관계가없이 하얀

색 빛이 얼마나 푸른색을 띠고 있는지 혹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지

를 말한다.

LED 조명은 표 3-2와 같이 점등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안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TV 스튜디오의 인물 조명에 필요한 색온도 관리는 일

반적으로 ±50K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용 LED 조명의 색온도

를 점등 후 5분, 10분, 15분, 30분, 60분 단위로 측정했을 때 3200K

장비는기본온도의 ±50K 이내로, 5600K 장비는 ±150K 이내로 색온도

가 안정되어야 한다.

표 3-2. 조명 장비별 색온도 변화 실험

라. 색공간 불균일성

LED 조명 장비의 컬러 특성은 색좌표와 상관색온도, 연색지수를

포함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조명된 범위 안내에서 컬러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

서 컬러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조명 장비로부터 방출하는 빛의

각도 범위에 걸쳐서 공간스캐닝에의한분광복사계또는색도계를이

용하여 전체 스펙트럼 방사속을 측정해야 한다.

그림 3-2. 색공간 컬러특성의 측정

그림 3-2와 같이 색좌표와 광도(또는 조도)는 빛이 광원으로부터

방출하는 각도 범위에 걸쳐 수직각에 대해서는 10° 또는 그보다 작은

간격으로, 그리고 최소한 두 개의 수평각에 대해서는 10° 및 90°에서

측정해야 한다. 색도 측정은 평균 광도가 최고 광도의 10% 이상인 각

도에 대해서만 수행할 필요가있다. 색도의 공간적 불균일성은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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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균한 색좌표로부터 측정된 모든 지점 중에서 최대편차(CIE 다

이어그램에서 거리)로서 결정된다. 방송용 LED 조명의 색공간불균일

성은 0.004이내 이어야 한다.

마. 디밍 커브

디밍 커브(Dimming Curve)는 디머(Dimmer)의 제어를 0～10까지

선형비율로제어했을때, 디머제어정도에따라출력하는조도의변화

가 직선적인 동작 특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방송용조명에서는 디머제어를헀을때선형적으로조도조정이

가능해야 하며, 이때 조정한 출력 값은 표 3-3과 같이 조정 입력 값에

비례하여 조도를 출력해야 한다. 디머 제어용 컨트롤 방식은

DMX(Digital Multi-flex) 컨트롤 방식 또는 AC 컨트롤 방식에 모두

공통으로 적용한다.

표 3-3. 조명 장비의 디밍 커브 기준

디머 제어율 기준

디밍

커브

20% 컨트롤 입력 10%～30% 조도 출력

40% 컨트롤 입력 30%～50% 조도 출력

60% 컨트롤 입력 50%～70% 조도 출력

80% 컨트롤 입력 70%～90% 조도 출력

100% 컨트롤 입력 100% 조도 출력

바. 배광곡선

배광곡선은 광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평면과 광도분포를 표시하는

극좌표곡선, 즉어떤방향으로얼마만큼광도가분포되어있는가를표

시하는곡선으로, 이것을활용하면효율적인조명운용을시행할수있

다. 아래그림 3-3은 250W LED 스폿조명의배광곡선이다. 그림에보

인것처럼광원은직진성을가져야하며배광각도는 최소 ±20°의각도

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배광곡선은 좌우가 대칭적이어야 하며 이때

광원과 초점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8]

그림 3-3. LED 스폿 조명의 배광 곡선

사. 소음

방송용 조명은 Fan-less 방식의 무소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반도체 소자인 LED의 발열을 식혀주기 위해 냉각팬을 사용하는 장비

도 있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수십 수백에 이르는 조명 장비를 사

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전체로 볼 때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을동반한다. 또한, 기존 할로겐 조명장비에는없는 AC-DC 컨버

터를내장하고있어서전기적소음도발생한다. 이러한소음은방송음

향에영향을 끼침으로 소음을줄일수있는조명장비의개발이 필요하

다.

스튜디오나 홀 등에서 요구하는 허용기준에서 소음 레벨이 옥타

브 대역마다 음압레벨로 나타나는 NC곡선(Noise Criteria Curve)으

로 표시한다. 환경기준이나 소음규제 등에서 설명하는 스튜디오의 소

음허용치는 NC 15-20이며, 음압 레벨로 환산하면 25dB이다.[9] 한편,

KBS 기술표준에서는 스튜디오 음향설계 시 소음기준곡선을 20dB 이

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결 론

방송제작 현장에서 사용되는 조명 장비의 대부분이 외국산 제품

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매우 큰방송용 LED 조

명 장비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개발된 LED 조명은 250W 스폿조명으로 2KW 할로겐 조명을 대체할

수 있어 소비전력을 장비 1대당 약 1/10로 감소시켜 에너지 절감에 크

게 이바지할 수 있다.

방송용스폿조명은 LED 광원으로부터 6m 떨어진위치에있는피

사체의조도가 1000lux 이상, 색온도는 3200K 또는 5600K, 연색성 Ra

는 90 이상이되어야한다. 더불어조도의평탄도, 색공간의균일성, 디

밍 커브 , 배광곡선, 소음 대책 등이 요구된다. 방송용 조명으로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연광에서와같이 있는 그대로의 색재현성을 확

보하는 것이다. 방송제작현장에서의 제안 사양을 기초로 LED 조명

장비의 연구개발은 물론 방송장비의 국산화가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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