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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방송의 영상콘텐츠가 HDTV로 제작되고 모니터가 대형화되면서 방송 조명에서 피사체의 얼굴 표현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HDTV는 빛에 의한 영상 표현의 정밀성의 확대로 피사체의 인물 모델링은 좀 더 부드럽고 깨끗한 영상이미지가 필요하다. 디지털 시
대의 인물에 비춰지는 조명 방식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HD 영상에서 피사체의 미적 표현을 위한 언더라이트의 표현 특
성을 이용한 인물 모델링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더라이트 광원의 강도, 거리, 크기가 인물 모델링 특성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언더라이트의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강도는 총 밝기 대비 17%∼25.5%, 거리는 40cm이후, 크기는 최소한 20cm이상이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고화질 영상에서 인물을 좀 더 부드럽고 깨끗한 이미지를 얻는데 활용도가 높은 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As image contents in broadcasting have been created in HDTVs and monitors have been commercialized, facial expression of 
objects in broadcasting lighting has become a very significant task. Figure modeling of objects in HDTVs requires smoother and 
cleaner video images owing to the expansion of precision of image expression by light. Lighting methods that enlighten characters 
in the digital generation have come to require a new change. Character modeling methods used on expression features of 
underlight are receiving attention for aesthetic expression of figures in HD images. Accordingly, the influence of underlight light 
source intensity, distance, and size on character modeling characteristics was experimentally measur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The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good results can be obtained only when the intensity is 17%∼25.5% in contrast to total 
brightness, distance is beyond 40cm, and the size is at least 20cm, to exhibit the optimum effect of underlight. This data will 
become material with high usage to gain smoother and cleaner images of characters in future high-quali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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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표현방법이 아닌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방송 영상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자인

수용자는 현실을 재현한 것과 같은 생생한 영상 이미지를

경험하고 소비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HDTV는 방송 콘텐츠 제
작의주요대상인 인물의조명표현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아날로그 시대는 카메라의 빛의 관용도가 낮아
인물의얼굴모델링에있어자연스럽고미학적인측면보다

는 빛의 강도(intensity)에 의한 콘트라스트에 중점을 두었
다. HDTV는 빛의관용도가넓어져이미지의표현 범위와
영역이확대되어사실적이고미학적인차원에서인물표현

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1]. 
디지털 환경에서 조명 연출도 기존의 조명 표현 기술이

아닌새로운표현확장을위한기술이모색되고있다. 전통
적인인물표현방식이아니라좀더부드럽고깨끗한미학

적인 조명 이미지를 표현하여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조

명방법을요구받고있다. 아날로그시대의 ‘이것이충분한
빛인가’가아니라디지털조명에적합한 ‘이것이적절한빛
인가’를 찾아내고 표현해야하는 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방송 영상 조명에서 전통적인 빛에 의한 인물의 모델링

은 키라이트(key light), 필라이트(fill light), 백라이트(back 
light)의 3점 조명(three point lighting)에 의해 표현되었다. 
3점 조명은 방송 콘텐츠의 분위기에따라 빛의 방향, 빛의
강도, 명암의 분포를달리하여인물의시각적관계를 설정
하게 된다. 

3점조명은때로는디지털영상조명에서요구되는포토
제닉(photogenic)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3점 조명의 인물 모델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라이트는 하드라이트 빛과 각도 때문에 인물의 중

요 부분인 눈, 코, 턱, 목에 짙은 그림자 만들게 된다. 이
그림자는 때로는 교양·정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얼굴
이미지를좋지않게만들수있다.  교양·정보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얼굴은비언어커뮤니케이션요소로작용하여정

보를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진행자의 얼굴에

나타난 보기 싫은 그림자는 시청자의 눈에 자극을 주어서

심리적불쾌감과피로감을주어커뮤니케이션작용에노이

즈(nose)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정보를 획득
하는데방해가 될 수 있다. 필라이트로그림자를완화시킬
수 있지만 필라이트의 고유한 위치와 각도 때문에 문제점

을 해결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조명으로 언더라이트

(under light)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언더라이트의 고유
한 역할은인물아래에서 빛을 투사하여극적분위기와괴

기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데 사용하는 빛의 방향이다. 이
빛은키라이트의반대 각도에서투사하기때문에키라이트

에 의한 그림자를 완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있다. 하지만정확한사용방법이정립되지않고있어언
더라이트의 과다 노출이나 투사 각도의 불일치로 인해 오

히려 인물 표현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더라이트의 효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을 제안을 할 것이다.

첫째, 언더라이트의 강도에 따라 인물의 모델링이 어떻
게변하는지측정하여언더라이트의적절한밝기를살펴볼

것이다.             
둘째, 언더라이트의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 인물의 얼
굴에투사되는면적의변화를측정하여언더라이트의적절

한 거리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언더라이트의 크기에 따라 인물의 모델링이 어떻
게 변하는지 측정하고 언더라이트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

는 크기를 살펴볼 것이다.
         
  

Ⅱ.빛의 방향에 따른 인물 모델링의 표현
특성

빛의방향은빛을받는대상을중심으로볼때어느각도

에서 빛이 들어오는지를 말한다. 빛의 방향은 피사체의 표
현 특성을결정짓고 일정한각도에의해시각적 초점을확

립시킨다. 빛이 비추어지는 방향 변화에 따라서 피사체의
시각적인 느낌이 다르므로 영상 조명의 인물 표현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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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먼저 고려할 것이 빛의 방향이다. 
순광(front light)은시계를가정할때인물의시선방향이

12시를향하고있을때 말하며빛이정면에서비추기때문
에가장효율적으로필요한밝기를 얻기 쉬운 반면 피사체

의질감이나입체감을얻기어려운빛이다. 그러나가장능
률적이고 불필요한 그림자가 없어서 쉬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된다. 주름살과 굴곡을 없애주고, 얼굴을
평평하고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방송 조명에서 뉴스 취

재에 많이 사용한다[2].
측광(side light)의수평각은 8시∼10시, 2시∼4시의양쪽
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옆에서 투사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는 인물의 윤곽이나 입체감을 강조할 수 있고 음영

이 강하게 나타나 콘트라스트(contrast)로 강한 인상을 만
들며 인물의 개성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빛의 방향

이다. 
역광(back light)은 피사체가 12시 방향을 바라본다고할
때 수평면(시계방향)에서는 4시 20분∼7시 40분범위의빛
의 방향이다. 역광은 영상 조명에서 발전된 조명으로 피사
체의 뒤쪽에서 투사되기 때문에 인물의 윤곽을 뚜렷하게

하며인물의어깨, 머리카락등을밝게하여입체감을강조
하거나 피사체를 배경과 분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빛의

방향이다.

그림 2. 측광의 개요도와 표현 특성
Fig. 2. the overview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side direction of the light

그림 1. 순광의 개요도와 표현 특성
Fig. 1. the overview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frontal direction of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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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silhouette)효과를 통해서는 환상적인 표현이 가능
하고 엄숙함, 신비함을 나타낼 수 도 있다.   
하광(under light)의 수평각은 순광과마찬가지로 11시∼

1시사이지만, 수직각은 0°∼60°사이의범위로서피사체의
발밑에서 위로 비추는 빛에 의해 그림자가 위쪽으로 생겨

자연스러운 형태와는 다른 정반대 효과를 얻는데 주로 사

용된다. 특히 이조명은 영상조명에서카메라밑에서 투사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인 괴기 장면(scene)에 주로 사용
한다[6].

Ⅲ. 방송 영상 조명의 인물 모델링 방법

빛의방향에따른인물 모델링은주로무대 조명에서주

로사용하는표현방법이다. 방송영상조명에서는빛의방
향을조명의기법에따른분류로정해순광을키라이트, 역
광을 백라이트, 측광을 필라이트로 범주로 하여 인물을 표
현한다. 이러한 키라이트, 백라이트, 필라이트를 3점 조명
이라 하고 인물 표현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방송영상조명에서가장먼저결정해야하는것은피사체

그림 3. 역광 개요도와 표현 특성
Fig. 3. the overview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back direction of the light

그림 4. 하광 개요도와 표현 특성
Fig. 4. the overview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under direction of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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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비치는주된라이트를어디에위치할것인가이다. 키라
이트는피사체의주된그림자를만들고 ,피사체의형태, 면
의 모양과 질감을 나타내주며, 노출의기본 수치를 결정하
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스튜디오에서키라이트를설치할때는인물의시선과카

메라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

다. 키라이트의 위치는 피사체와 카메라가 일직선상에 있
다면 수평으로 15°∼ 30°사이가 좋고 수직으로는 30°∼～
45°가 제일 좋다[4,5].
키라이트가너무정면이면입체감이없고단조로워보이

고측면으로 가면 피사체의얼굴측면이 축늘어져 보이고

각도가 너무 낮으면얼굴이너무넓게보이고 각도가높으

면인물의어깨가 조잡하고난잡하게길고거친코의그림

자가 생긴다.
필라이트의 목적은 피사체에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지

않으면서 키라이트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를 약하게 하여

과도한 콘트라스트를 줄이는 데 있다. 필라이트는 키라
이트보다 빛의 밝기가 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필라이

트는 키라이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키라이트

보다 필라이트가 밝으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되

기 때문이다. 또한 필라이트가 너무 강하면 2개의 빛으로
인하여 입체감이 떨어진다. 필라이트의 밝기는 키라이트
의 1/3에서 1/2 정도가 좋다고 한다. 필라이트는 키라이트
와 직각(90°)에서 키라이트 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사용
하는 것이 좋다.
카메라의반대방향즉 피사체의뒤에위치한빛을백라

이트라 한다. 인물묘사에 있어서 백라이트는 인물의 머리
털을빛나게하고윤기를 주어 생생한디테일을 만듦과동

시에어깨의선을만들고 질감을뚜렷하게 하는 효과가있

다. 실제 백라이트가 약하면 피사체와 배경에 공간이 없어
보여 화면상에 피사체가 배경과 붙어 보인다. 백라이트의
강도는피사체의배경과입은옷에따라조금씩 다르나키

라이트보다강하게하는 것이 좋다. 백라이트가 너무 높으
면 어두운 그림자가 가슴에 축 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코는 밝게 빛나게 되어 불쾌한 화면 구성이 된다. 높이는
40°～70°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only Key light     only Fill light

   only back light        K+F+B

그림 5. 3점 조명의 개요도와 표현 특성
Fig. 5. the overview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point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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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언더라이트의 적용

언더라이트의 효과는 방송 조명에서 최근에 들어 더욱

주목을받고있다. 고화질, 고선명의 HDTV와시청자의모
니터가 대형화되면서 방송 진행자의 얼굴은 더 나은 조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방송사 아나운서들은 천사 조명이
라 부르며 언더라이트의 사용을 확대 요구하고 있다. 그림
6의 ⒜는언더라이트의 설치하기 전의인물이미지이고 ⒞
는 언더라이트의 설치 이후의 인물 이미지이다. 
언더라이트 설치이후 아나운서의 얼굴이 설치 전 보다

부드럽고 깨끗해진 모습을 알 수 있다. 

 Ⅴ.언더라이트의 인물 모델링 특성 실험

1. 측정 조건 및 측정 시스템

언더라이트의인물모델링특성실험은언더라이트광원

의 강도, 거리, 그리고 광원의 크기에 따라 인물의 표현이
어떻게변하는 지알아보기위해그림과같은조건에 하에

실시하였다. 언더라이트의 정확한 표현 특성을 위해 인물
모델링 방법에서 필라이트를 배제하고 백라이트와 키라이

트로인물을모델링하여언더라이트의 특성을살펴보았다. 
키라이트와 백라이트의 광원은 하드라이트로, 언더라이

   LED spotlight

    LED floodlight
그림 7. 측정 시스템 개요도와 조명 측정 장비
Fig. 7. The overview and lighting equipment of the measurement system 

           

⒜ before under light ⒝ under light setting ⒞ after under light

그림 6. 언더라이트의 적용 사례
Fig. 6. application case of under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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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광원은소프트라이트로측정하였다. 언더라이트의광
원을소프트라이트로정한것은연구의목적이하드라이트

인 키라이트로 발생한 그림자를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광원을 투사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측정에 필요한 조명기구는 키라이트와 백라이트용으로

LED 스포트라이트각각 1대씩으로, 출력은 250W이다. 측
정에 필요한언더라이트의 광원으로는 LED 플러드라이트
로, 출력은 20W이고크기는 70×300㎜이다. 측정대상인인
물의밝기는언더라이트를제외한 470lux을기준으로정하
였다.

2. 측정(실험) 방법

언더라이트의 인물 모델링의 특성 변화에 대한 측정은

먼저 키라이트를 투사한 후 측정 대상인 인물의 밝기를

470lux로설정하고언더라이트의광원의강도에따른변화
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언더라이트의 광원의 거리에
따른 변화를, 마지막으로 언더라이트의 광원의 크기에 따
라 인물의 모델링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였다.
광원의 강도에 따른 변화는 먼저 언더라이트의 광원을

Off했을 때의 인물 모델링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언더라이
트를 On하고밝기를점점올리면서그에따른인물모델링
의 변화를 촬영하였다. 언더라이트의 효과는 밝기가 중요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하였다. 강도 측정 거리는 50cm
로 하였다.
언더라이트의광원의거리는인물의상태가중요하기때

문에뉴스나 토크 프로그램의 진행 상태인앉아있을때의

거리를 상정하여 최대 거리를 70cm제한하고 광원의 크기
는 1인 모델링의 충족 조건인 최대 사이즈를 30cm정하였
다.                  

Ⅵ.실험 결과 및 분석

1.언더라이트 광원의 강도 측정 결과 및 분석

그림 8의 ⒜는 언더라이트가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
(under light off)를나타낸다. 이를기준으로그림 8의 ⒝∼
⒣는 언더라이트의강도 (lux)의변화량에따른인물모델
링 대한 실험 결과이다.
인물 모델링의 언더라이트 효과는 광원의 강도에 의해

표현특성이가장잘나타난다. 키라이트에의해생긴그림
자를또 다른 빛으로완화시켜 부드럽고깨끗한 인물 이미

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를 보면 인물의
이미지에나타난그림자는언더라이트광원의강도에따라

서 완화 정도가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의 ⒜를 보면언더라이트를 Off하였을 때얼굴전
체가깨끗하지 못하고코밑과턱에의한그림자가목에짙

게나타내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얼굴양쪽뺨에도어
두운 면이 나타나고 있다. 
언더라이트에 전원을 On하여 광원을 얼굴에 40lux(그림

8의 ⒝:인물에투사되는밝기대비 8.5%)를투사하였을 때
얼굴 이미지의 그림자는 조금 완화되어 코와 턱 밑의 목

그림자그리고양쪽뺨이좀더밝은빛으로인해부드러워

짐을 알수 있다. 그리고 웨이브폼(waveform)에 나타난파
형이언더라이틀 Off했을때보다턱밑에나타난그림자의
파형(그림 8의 ⒝의 빨간 박스 부분)이 10IRE가 높아지고
블랙부분이적어지고화이트부분이늘어남을알수있다. 
그림 8의측정대상의얼굴에투사되는언더라이트의강도
를 60lux부터 120lux(그림 8의 ⒞∼⒡)로점차올릴수록 얼
굴의 그림자는 더욱 완화되어 얼굴 이미지는 부드럽고 깨

끗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8의 ⒢∼⒣에서 보는 것처럼 언더라이트의

   intensity (lux) 40(8.5%) 60(12.8%) 80(17%) 100(21.3%) 120(25.5%) 140(29.8%) 160(34%)

   distance (cm) 20 30 50 70    x x x

   size (cm) 10 15 20 25 30 x x

표 1. 측정 기준 테이터
Table 1. the measurement dimens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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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적정 밝기보다 높아지면 (120lux=총광량 대비

25.5%이상) 언더라이트의 강도가 키라이트에 의해 투사
된 광량을 지배하게 되어 인물 이미지가 왜곡되기 시작되

고 있다. 즉 언더라이트가 적당한 광량이상으로 투사되면
오히려 언더라이트의 본연의 표현 특성이 나타나 얼굴의

눈 밑 아래쪽 부분이 밝아져 이미지의 왜곡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언더라이트의 강도 실험 결과를
보면 언더라이트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인물

에 투사되는 총 광량 대비 적합한 밝기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image waveform

⒜ under light off(only key light)
   

 image waveform

⒝ 40 lux

 image waveform

⒞ 60 lux
   

 image waveform

⒟ 80 lux

 image waveform

⒠ 100 lux
   

 image waveform

⒡ 120 lux

 image waveform

⒢ 140 lux
   

 image waveform

⒣ 160 lux
  

그림 8. 빛의 강도 측정
Fig. 8. The intensity measurement of light of the under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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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더라이트 광원의 거리의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9의⒜, ⒝, ⒞, ⒟는언더라이트광원의거리에따라
인물 모델링의 변화를 측정한 실험 결과 이미지이다.
언더라이트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또 다른 요소는 인

물하고광원의거리이다. 측정광원의사이즈는 30cm로하
였다.
실험결과, 인물과언더라이트의광원의거리가 20cm(그
림 9의 ⒜)일 때는 인물과 광원과의 각도가높아져 언더라
이트의 빛이 투사되는곳이얼굴의 코밑부분에집중되어

있다. 이거리에서는얼굴전체에빛이닿지않아얼굴아래
부분만언더라이트의효과가나타나고있고얼굴전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험결과 이미지를 보면 언더라이트
가 30cm, 50cm, 70cm(그림 9의 ⒝, ⒞, ⒟)와 같이 인물과
멀어질수록, 즉 각도가 낮을수록 언더라이트의 빛이 얼굴
전체투사되어모든부분에그림자를완화시켜 좀더부드

러운이미지를표현할수있음을알수있다. 광원의거리는
피사체에닿는빛의면적과관계가있다. 광원의거리가멀
어질수록 피사체와광원과의빔 각도가넓어져더넓은면

적을 투사할 수 있다[3]. 주의할 점은 광원의 거리에 따라
언더라이트의밝기가낮아지기때문에밝기를목적에맞게

조정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언더라이트의효과를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고 각도가 완만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언더라이트 광원의 크기의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10의 ⒜, ⒝, ⒞, ⒟, ⒠는언더라이트광원의크기에
따라 인물 모델링의 변화를 측정한 실험 결과 이미지이다. 
언더라이트의 광원의 거리는 50cm로 하였다. 
피사체의 닿는 빛의면적은 광원의 크기에비례한다. 광
원의크기가클수록 빛이 닿는 면적도커진다는 것을 의미

      

⒜ 20㎝ ⒝ 30㎝ ⒞ 50㎝ ⒟ 70㎝

그림 9. 언더라이트의 거리에 따른 표현 특성
Fig. 9.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in the distance of the under light 

        

⒜ 10㎝ ⒝ 15㎝ ⒞ 20㎝ ⒟ 25㎝ ⒠ 30㎝

그림 10. 언더라이트의 크기에 따른 표현 특성
Fig. 10.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in the size of the under light 



758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1권 제5호, 2016년 9월 (JBE Vol. 21, No. 5, September 2016)

한다. 빛이투사될피사체가크기가넓은데광원의크기가
작으면 피사체의 전체를 투사할 수 없다. 
실험결과언더라이트의효과도이러한공식에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이미지를 보면 광원의 크기가
10cm(그림 10의 ⒜)일 때와 달리 15cm, 20cm,25cm,30cm
(그림 10의 ⒝∼⒠)로 커질수록 얼굴의 닿는 빛의 면적도
넓어져 얼굴 중심에서 양쪽의 뺨 쪽으로 갈수록 그림자가

완화되어가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실험결과는언더라
이트의 광원의 크기가 작은 것 보다는 얼굴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적합한 광원의 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의미한다.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언더라이트의 강도, 거리, 크기에 따라서
피사체에드리워진그림자를완화시키는최적의조건이무

엇인지 제안을하고연구를하여다음과 같은 결과를얻었

다. 첫번째 제안의 언더라이트의 강도는 피사체의 모델링
의 미적에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언더라이트의밝기가피사체의 총밝기대비 25.5%이상이
되면피사체의얼굴표현이왜곡되어나타남을 알수있었

다. 실험결과를보면언더라이트의밝기는 80lux∼120lux( 
총 밝기 대비 17%∼25.5%) 사이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두번째 제안의 언더라이트의 거리는 피사체와 광원이
가까우면각도가높아져얼굴의일부분의그림자만완화시

키는 것을 나타났다. 피사체의 얼굴전체에 언더라이트의
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가능한피사체와의거리를최소

한 40cm이후로 광원을 설정하는것이좋은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제안의 언더라이트의 광원의 크기는 최소한

20cm이상이되어야만효과를나타날수있음을알수있었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언더라이트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

해서는 강도는 총밝기 대비 17%∼25.5%, 거리는 40cm이
후, 크기는최소한 20cm이상이되어야만좋은결과를가져
올 수 있음을 실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데이터는향후 HD뿐만이아니라 UHD와같은고
화질영상에서 인물을좀 더부드럽고깨끗한이미지를얻

는데 활용도가 높은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는 언더라이트용 조명 기구가 많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였던 조명기구를 언더라이트 용으로
대체하여사용하고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할로겐광원은
언더라이트 광원에 적합한 소형 조명기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LED광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할로겐
광원과 LED광원의혼합사용은피사체의색재현에영향을
미치므로인물조명에적합한언더라이트용조명기구개발

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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