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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도심상업지역의 조도실태를 조사하여, CIE 조명환경구역 규정이 국내에 용 가능한가를 검토

하는 것이다. 장조사를 통하여 도심상업지역 보행자 도로의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를 측정하 고, 조명환경

에 한 보행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는 모두 4곳으로 보행자 도

로의 조명상태와 야간의 보행자 수가 각각 다른 곳이었다. 조도측정 결과 인구유동  조명상태에 따라 조도값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설문조사 결과 보행자도로의 조도가 보행자의 조명환경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CIE 조명환경구역의 조도 규정은 국내 도심상업지역에 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IE standard on lighting environments to 

Korea. In the field study, horizontal and the vertical illuminance was measured at the pedestrian road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a city, and the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to get information regarding 

pedestrian's satisfaction with lighting environment. Four areas were selected for this survey. That areas have 

different type of pedestrian roads concerning the lighting conditions and the number of walkers. From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s, It is known that the illuminance of pedestrian road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lighting conditions and the number of poot passengers. Also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show that the 

illuminance of the pedestrian roads affect to the pedestrian's satisfaction. Lastly, the CIE standard on lighting 

environments is applicable to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the c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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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화, 산업화 등에 따라 심야산업이 발달하고 

라이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야간에 한 인식은 새

롭게 변화해 왔다.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생계 

 여가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도시에서

의 옥외조명의 역할은  더 확 되어왔다[1].

야간 조명은 1900년 종로에 첫 가로등이 설치되면

서 시작되었다. 야간 조명이 시작된 100년이 지났음

에도 최근까지 야간조명은 밤의 어둠을 비추어 야간 

활동 을 보장하는 기능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2]. 그

러나 차 야간활동이 활발해지고 야간 조명의 형태

와 용도가 다양해졌으며, 조명을 이용한 옥외 고물

이 증가함으로 인해 야간조명의 의한 역기능이 나타

나고 있다[2].

야간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과다한 야간조명과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 고물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며, 강한 자극을 다. 이와 반 로 야간활

동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조명의 계획이 

제 로 되지 않아 야간활동을 제 로 할 수 없는 공

간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조명의 강약이 서로 다

른 공간이 한 지역에 혼재될 경우 사람들의 시각  

혼란은 더욱 가 될 것이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야간활동이 활발한 구역을 선정하여, 구역 내에서

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공간의 조도를 측정하

여, 조도실태를 악하 다. 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도에 따른 보행자들의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국제조

명 원회) 권장조도의 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을 해 먼 , 야간활동이 많은 지

역의 국내외 조도기 을 고찰하 다. 도심상업지역

의 조도 실태조사를 해 서울시 내에서 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1곳 선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특성이 

다른 공간 4곳을 선정하 다. 선정된 공간은 수직, 

수평면 조도를 측정하고 국내외의 조도 기 과 비교

하 다. 한 선정된 조도 측정 공간 내에서 유동하

는 보행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측정

된 조도값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활동이 

많은 지역 내에서의 조도에 따른 보행자들의 반응을 

분석하 다.

2. 조도기준에 대한 이론 고찰

2.1 국내 기준

국내에서는 도시의 조명계획 시에 조도와 용 지

역에 따라서 알맞은 조도 기 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1은 한국 표 회 조도기 으로 재 국내에서 

용되고 있는 조도 기 이다. 한 국내에서는 야

간활동이 많은 지역에서 용되는 도로조명의 조도

기 을 교통량의 많고 음에 따라 수직면 조도  

수평면 조도의 기 을 제시하고 있다(표 2)[4].

2.2 국외기준 

2.2.1 국제조명위원회(CIE) 

국제조명 원회에서는 공해 감을 해서 지

역을 분류하여 그 지역의 밝기에 따라서 환경구역을 

E1, E2, E3, E4 로 분류하고 있다. 한 지역 으로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행자를 한 보도에서는 

야간 사용이 많고 음에 따라서 권장조도를 제시하

고 있다[5-6].

2.2.2 영국 ILE 

국외 기 은 부분 환경 구역을 분류하여 그 특

성에 따라서 기 을 용하고 있다. 도시 주거지역

에 한 기 들을 정리한 표는 다음 표 3과 같다. 국

외 기 에서 야간활동이 많은 지역의 연직면 조도는 

4～25[lux]에서 분포되어 있다[7].

표     1. 조도의 용지역 구분
Table 1. Region for application of illuminance 

standard

조도([lux]) 지역구분

30～100 상업지역  진입로 부분

10～30 주 도로

3～10 주거지역 진입로  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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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외 상업지역 조도기
Table 3. Illuminance standard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a city

상업지역(야간활동이 많은 지역) 기    

CIE

(E4)

보행자를 한 보도의 

권장조도
야간사용 많음 수평면:20[lux] 수직면:lux4

조명기구의 도
소등 25,000[cd]

소등 후 2,500[cd]

ILE

(E4)

창 안으로 들어오는 

조도

소등 25[lux]

소등 후 5[lux]

소등  건물의 휘도
평균 25[cd]/[㎡]

최 150[cd]/[㎡]

일본환경

책 원회

(“즐거움”의 

조명환경)

연직면조도 25[lux]

가로조명기구
조명율 조명율이 높아지도록 기구를 설치

상향 속비 0～5[%]

가로조명기구에 한 

상향 속비

단기 목표에서

권장하는 지침
0～20[%]

행정에서의 정비권장지침 0～15[%]

IESNA

(E4)
조명기구의 조도

소등 15[lux]

소등 후 6[lux]

IDA

(E4)

연직면 조도 25[lux]

고조명의 소등시간

투명바탕 11[pm]

칼라바탕 11[pm]

조명바탕 8[pm]

표     2. 상업지역의 보행자에 한 도로 조도기
(KS A 3701)

Table 2. Illuminance for pedestrians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a city

야간보행자 교통량
조도([lux])

수평 수직

교통량이 많은 도로 20 4

교통량이 은 도로 10 2

2.2.3 일본환경대책위원회

일본의 환경청에서도 CIE와 동일한 4가지의 지역

분류를 통해서 기 을 설정하 다. 각 지역은 “안

”, “안심”, “평안”, “즐거움” 의 조명환경으로 분류

하며,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지역은 “즐거움”의 조

명환경에 속한다. 분류지역에 따라서 조명률과 상향

속비, 조명 환경의 경계에서 연직면 조도 기 값

을 제시하고 있다[8].

2.2.4 북미조명공학회(IESNA)

북미조명공학회에서도 옥외조명에 한 조도와 

휘도 기 을 마련하여 공해 감을 하여 노력하

고 있다. IESNA 에서도 CIE 와 동일하게 환경구역

을 나 어 분류하여 소등 과 소등 후를 고려하여 

조도의 기 을 정립하 다[9]. 

2.2.5 국제 다크 스카이협회(IDA)

IDA에서도 공해 감을 한 조도 기 을 설정

하고 옥외조명 설계 시에 반 하도록 조명환경에 따

른 조도 기 과 고조명의 소등시간에 해서 제

시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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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도 측정

3.1 측정 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 선정한 야간활동이 많은 지역은 서울

시 진구에 치한 건국 학교 앞으로, 그 에서

도 인구의 유동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 다. 사

조사를 통해 선정된 구역 내에서 조도 특성  유동 

인구량의 특성이 다른 공간 4곳을 선정하 다. 선정

된 구역  공간은 그림 1과 같다. 사 조사는 2008

년 11월 8～10일에 실시하 다.

3.1.1 Area 1(그림 2)

지하철 역사와 버스 정류장이 존재하고 있는 곳으

로 일정한 인구 유동량을 보이는 공간이다. 활동을 

한 공간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Area 2와 3등에서 

활동을 한 뒤, 교통 이용을 해 인구가 이동하는 공

간으로 사용된다. 도로조명과 보행자의 가로조명이 

분리ㆍ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차도와 하게 붙어

있어 보행자 조명은 소등되고, 도로조명만 등된 

상태로 이용된다.

3.1.2 Area 2(그림 3)

상 지역 내에서 가장 인구 유동량이 많은 공간

으로 부분 상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수의 옥외

고물과 가로조명이 혼재되어 있다. 보차분리가 되

어있지 않아 사람과 자동차의 동선이 혼재되어있다.

3.1.3 Area 3(그림 4)

Area 2

Area 4

Area 1

Area 3

그림 1. 측정 구역 
Fig. 1. Survey areas

Area 2와 연결된 보행자 용도로 폭이 좁으며, 인

구의 유동량이 Area 2에 비해 으나, 상 들이 

치하고 있어 일정량의 유동 인구가 존재한다. 가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옥외 고물이 설치되어 

있다.

3.1.4 Area 4(그림 5)

최근 백화  등이 건설되면서 인구의 유동량이 

증한 공간으로 도로조명과 보행자 조명이 분리ㆍ설

치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림 2. Area 1
Fig. 2. Area 1

그림 4. Area 3
Fig. 4. Area 3

그림 3. Area 2
Fig. 3. Area 2

그림 5. Area 4
Fig. 5. Area 4

3.2 측정 장비 및 측정 방법

각 Area의 측정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를 등분

하여 총 15개 지 을 측정하 으며, 1.5[m] 높이에서

의 수평ㆍ수직면 조도, 15[cm] 높이에서의 수평ㆍ수

직면 조도를 측정하 다. 측정은 2008년 11월 15일

에서 20일 사이에 실시하 다. 수직면 조도는 차도

와 인 한 Area 1과 Area 4의 경우 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을 기 으로 측정하 고, Area 2과 Area 4의 경

우에는 유동인구가 주로 진입하는 방향을 기 으로 

측정하 다. 표 4에 측정장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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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정장비의 제원
Table 4. Specification of measurement equipment

모델 설명

모델명 HD2302.0

측정단
lux, fcd, μmol/㎡ㆍs, cd/㎡, W/㎡, 

μW/㎠

센서모델 LP471 PHOT

센서측정

범
0.01[lux]～200·[lux]

구성

3.3 측정 Area 특성 및 측정 결과

3.3.1 Area 1 

Area 1의 보행자로는 폭이 약 5[m]이며, 가로등 

사이의 거리 약 25[m]이고 도로 가로등만 등되어 

있다. 보행자로 가로등은 등되지 않았으며, 가로등 

2개당 1개만 등되어 있고 등된 가로등 사이의 

거리는 약 50[m]이다. 

표 5에 조도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Area 1의 15개 

지  1.5[m] 높이에서의 수평면 조도의 평균은 

11.8[lux]로 CIE 기  조도 값인 20[lux]에 미치지 못

하고 있었다. 도로 가로 근처에서는 20[lux]를 만족

하지만 그 사이의 공간에서는 조도 값이 10[lux]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가로와 멀어질수록 조도값

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m] 높이의 수직면 조도의 경우, 모든 지 에서 

CIE 권장조도 값인 4[lux]를 만족하고 있었다. 

15[cm] 높이에서의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값 

한 각가 20[lux]와 4[lux] 미만의 값을 보이고 있다. 

3.3.2 Area 2 

Area 2의 보차분리가 되지 않은 도로의 폭은 약 

6[m]이고, 가로등 사이의 거리 약 15[m]이며, 다수의 

옥외 고물이 가로등과 혼재되어 있다.

표 6에 조도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1.5[m]와 

15[cm] 높이 수평면 조도값은 모든 지 에서 CIE 권

장 조도인 20[lux]를 만족하고 있었다. 1.5[m]와 

15[cm] 높이의 수직면 조도값 한 CIE 권장조도값

인 4[lux]를 모두 만족하고 있었다. 수직면 조도의 

경우 지 에 따라 수평면보다 높은 조도값을 보 다.

3.3.3 Area 3

Area 3의 보차분리 된 도로의 폭은 약 2[m]이며, 

가로등 사이의 거리는 약 12[m]이고 옥외 고물이 

존재한다. 표 7에 조도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1.5[m], 

15[cm]의 수평ㆍ수직면 조도는 모든 측정지 에서 

20[lux]와 4[lux]를 만족하고 있었다.

3.3.4 Area 4 

Area 4의 도로  보행자로의 폭은 약 3[m]이며, 

가로등 사이의 거리 약 12[m]이고 보행자용 가로등

이 별도로 설치ㆍ 등되어 있다. 보행자로는 가로등

과 약 1.5[m] 이격되어 있다. 표 8에 조도측정 결과

를 나타낸다. 몇몇 지 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지

에서 권장조도 값을 만족하고 있었으며, 큰 폭으

로 상회하는 지  한 존재하지 않았다.

3.3.5 전체 측정결과 및 고찰

표 9와 그림 6에 체 인 측정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낸다.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 모두 Area 2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Area 1의 경우 수평면 조도 

평균값이 CIE 권장조도인 20[lux]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ea 3과 4의 수평면 조도와 Area 

1～4의 수직면 조도 평균값은 CIE 권장조도를 만족

하고 있었다.

Area 1은 가로조명의 설치간격이 넓고, 보행자로

의 가로조명이 소등되어 있어 수평면 조도의 평균값

이 CIE 권장조도 값인 20[lux]보다 낮게 나타난 것

으로 단되며, 수직면 조도의 경우 차량의 이동으

로 인해 수평면 조도보다 높은 값을 보인 것으로 

단된다. Area 2의 경우 가장 유동인구가 많으며, 옥

외 고물의 수가 많아 수평면과 수직면 조도의 평균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rea 3의 경

우 유동인구의 수와 옥외 고물의 수가 많지는 않았

으나 소한 길의 특성으로 인해 수직면과 수평면 

조도값이 모두 CIE 권장조도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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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된다. Area 4의 경우 보행자로의 조명이 소

등되어 있고, 인  차도의 차량 이동량이 Area 1보

다 은 특징으로 수평면 조도값이 수직면 보다 높

은 것으로 단된다.

표     5. Area 1의 조도분포
Table 5. Illuminance distribution of Area 1

150[cm] 수평면 조도([lux]) 150[cm] 수직면 조도([lux])

1 2 3 4 5 Avg 1 2 3 4 5 Avg

좌측 34.1 5.3 3.2 14.4 21.4 15.7 좌측 8.9 7.6 10.6 49.0 32.5 21.7 

간 18.3 7.3 5.0 9.0 16.0 11.1 간 9.6 7.4 15.8 20.8 23.6 15.4 

우측 13.5 9.3 4.0 4.0 12.3 8.6 우측 12.9 6.6 13.6 9.9 17.1 12.0 

Avg 22.0 7.3 4.1 9.1 16.6 11.8 Avg 10.5 7.2 13.3 26.6 24.4 16.4 

15[cm] 수평면 조도([lux]) 15[cm] 수직면 조도([lux])

1 2 3 4 5 Avg 1 2 3 4 5 Avg

좌측 28.0 8.9 6.8 13.0 21.7 15.7 좌측 3.3 3.8 19.1 19.8 17.0 12.6 

간 20.9 11.7 8.7 10.0 18.7 14.0 간 6.3 8.3 19.6 14.2 18.2 13.3 

우측 11.7 7.2 7.4 6.6 11.9 9.0 우측 8.8 6.8 13.1 7.5 13.7 10.0 

Avg 20.2 9.3 7.6 9.9 17.4 12.9 Avg 6.1 6.3 17.3 13.8 16.3 12.0 

수평면 조도([lux]) 수직면 조도([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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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우측

중간

좌측

0
50
100
150
200
250

우측 중간 좌측

1
2

3
4

5

우측

중간

좌측

0
50
100
150
200
250

우측 중간 좌측

15[cm]
1

2
3

4
5

우측

중간

좌측

0
50
100
150
200
250

우측 중간 좌측

1
2

3
4

5

우측

중간

좌측

0
50
100
150
200
250

우측 중간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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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rea 2의 조도분포
Table 6. Illuminance distribution of Area 2

150[cm] 수평면 조도([lux]) 150[cm] 수직면 조도([lux])

1 2 3 4 5 Avg 1 2 3 4 5 Avg

좌측 137.7 191.1 123.7 67.6 123.2 128.7 좌측 108.3 110.0 187.5 90.9 74.1 114.2 

간 78.9 102.0 98.8 75.9 81.7 87.5 간 67.0 81.1 121.3 112.1 73.1 90.9 

우측 49.9 111.3 145.1 59.9 70.8 87.4 우측 58.8 101.8 110.6 103.4 88.9 92.7 

Avg 88.8 134.8 122.5 67.8 91.9 101.2 Avg 78.0 97.6 139.8 102.1 78.7 99.3 

15[cm] 수평면 조도([lux]) 15[cm] 수직면 조도([lux])

1 2 3 4 5 Avg 1 2 3 4 5 Avg

좌측 128.8 224.6 120.0 69.9 72.7 123.2 좌측 48.9 82.1 107.5 54.4 61.2 70.8 

간 91.8 103.9 117.9 70.7 86.1 94.1 간 59.0 68.5 108.2 78.8 72.5 77.4 

우측 75.8 89.0 142.4 48.8 77.0 86.6 우측 52.5 73.2 101.2 82.0 56.3 73.0 

Avg 98.8 139.2 126.8 63.1 78.6 101.3 Avg 53.5 74.6 105.6 71.7 63.3 73.8 

수평면 조도([lux]) 수직면 조도([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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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Area 3의 조도분포
Table 7. Illuminance distribution of Area 3

150[cm] 수평면 조도([lux]) 150[cm] 수직면 조도([lux])

1 2 3 4 5 Avg 1 2 3 4 5 Avg

좌측 100.0 78.9 30.0 37.1 82.5 65.7 좌측 57.1 33.0 33.0 18.3 161.8 60.6 

간 55.3 22.9 20.2 33.0 66.1 39.5 간 51.5 28.6 21.7 18.1 16.1 27.2 

우측 29.3 15.8 15.3 27.5 49.8 27.5 우측 37.6 24.1 19.1 17.7 21.1 23.9 

Avg 61.5 39.2 21.8 32.5 66.1 44.2 Avg 48.7 28.6 24.6 18.0 66.3 37.3 

15[cm] 수평면 조도([lux]) 15[cm] 수직면 조도([lux])

1 2 3 4 5 Avg 1 2 3 4 5 Avg

좌측 49.3 25.9 27.6 30.4 50.7 36.8 좌측 24.5 19.1 17.2 14.1 13.3 17.6 

간 43.6 24.6 18.9 31.7 58.3 35.4 간 30.3 21.9 14.0 15.0 13.3 18.9 

우측 29.7 23.0 14.7 26.4 44.0 27.6 우측 22.4 18.4 13.0 12.5 11.0 15.5 

Avg 40.9 24.5 20.4 29.5 51.0 33.3 Avg 25.7 19.8 14.7 13.9 12.5 17.3 

수평면 조도([lux]) 수직면 조도([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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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Area 4의 조도분포
Table 8. Illuminance distribution of Area 4

150[cm] 수평면 조도([lux]) 150[cm] 수직면 조도([lux])

1 2 3 4 5 Avg 1 2 3 4 5 Avg

좌측 19.7 21.4 18.6 21.0 21.6 20.5 좌측 10.9 14.8 25.0 30.9 27.1 21.7 

간 32.5 42.8 27.2 31.1 49.2 36.6 간 14.0 30.2 25.8 40.0 28.9 27.8 

우측 48.9 39.0 28.8 48.0 44.4 41.8 우측 10.1 13.4 24.7 50.6 34.5 26.7 

Avg 33.7 34.4 24.9 33.4 38.4 32.9 Avg 11.7 19.5 25.2 40.5 30.2 25.4 

15[cm] 수평면 조도([lux]) 15[cm] 수직면 조도([lux])

1 2 3 4 5 Avg 1 2 3 4 5 Avg

좌측 26.8 26.4 28.4 20.4 30.8 26.6 좌측 13.6 14.8 27.1 30.1 10.9 19.3 

간 28.8 25.7 22.5 32.7 25.4 27.0 간 16.1 15.7 25.0 27.9 14.0 19.7 

우측 13.4 27.2 27.8 24.1 34.7 25.4 우측 12.2 16.0 25.0 26.0 19.0 19.6 

Avg 23.0 26.4 26.2 25.7 30.3 26.3 Avg 14.0 15.5 25.7 28.0 14.6 19.6 

수평면 조도([lux]) 수직면 조도([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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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각 Area의 측정 결과
Table 9. Measurement result of each area

분     류 평균조도([lux])

Area 1 

수평면
1.5[m] 11.8 

12.4
15[cm] 12.9 

수직면
1.5[m] 16.4 

14.2
15[cm] 12.0 

Area 2 

수평면
1.5[m] 101.2 

101.3
15[cm] 101.3 

수직면
1.5[m] 99.3 

86.6
15[cm] 73.8 

Area 3 

수평면
1.5[m] 44.2 

38.8
15[cm] 33.3 

수직면
1.5[m] 37.3 

27.3
15[cm] 17.3 

Area 4 

수평면
1.5[m] 32.9 

29.6
15[cm] 26.3 

수직면
1.5[m] 25.4 

22.5
15[cm] 19.6 

그림 6. 각 Area의 측정 결과
Fig. 6. Measurement result of each area

4. E4 지역의 공간특성별 설문 조사

4.1 설문 개요 

각 Area에서 측정된 조도값과 사람들의 반응과의 

계를 알아보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조사는 2008년 11월 15부터 20일 사이에 실시하 으

며, 조도 측정을 한 공간 내에서 실시하 다. 조도에 

한 반응을 조사하여, 조도특성과 공간특성  사람

들의 반응에 한 계를 알아보았다. 

4.2 설문 내용 

1) 설문 대상자 기본 사항

나이와 성별 그리고 시력 등의 기본 인 사항에 

해서 조사하 다. 질환의 여부와 안경  즈의 

착용여부, 그리고 시력교정 수술을 받았는지에 한 

여부를 조사하 다. 설문조사는 4곳의 측정 장소별로 

30명의 인원을 상으로 실시하 다.

2) 설문 항목 및 범위

각 측정 장소마다 설문 내용은 동일하 으며, 표 10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각 질문의 척

도는 -4～+4, 즉 7단계로 조사하 다.

표     10. 설문 항목별 응답 범
Table 10. Scale of each questionnaire

질문 

번호
질문 내용

범     

-4 0 +4

1 밝기 무어두움 보통 무 밝음

2 심리 느낌 매우불편 보통 매우편안

3-1
사람의

얼굴인식
잘 안보임 보통 잘 보임

3-2
도로의 

굴곡인식
잘 안보임 보통 잘 보임

4
조명개선

여부

많은조명의 

설치 요구
좋음

폭 조도

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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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밝기 : 재의 장소에서 설문 상자가 느끼는 

밝기에 한 항목이다.

② 심리  느낌 : 재의 장소에서 밝기에 의해 느

껴지는 심리 인 느낌을 묻는 항목으로, 심리

으로 불편함이나 편한함을 느끼는지에 한 항

목이다. 

③ 인식정도 조사

• 도로의 굴곡 인식 : 보행 시 도로의 굴곡이나 요

철의 인식의 용이한지 에 해 묻는 항목이다.

• 사람의 얼굴 인식 : 사람의 얼굴을 용이하게 인

식할 수 있는지에 해 묻는 항목이다.

④ 개선여부 조사 : 재 장소의 조명의 개선이 필

요한지의 여부에 한 항목으로, 재의 조명 

수 이 과소/과다한지를 악하기 뒤한 항목

이다.

4.3 설문조사 결과

각 Area 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Area 1은 

밝기의 경우 약간 어둡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심리

인 느낌에서도 약간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도로와 사람의 얼굴의 인식정도에서도 인식정도가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의 개

선여부 한 지 보다 밝아지는 것을 요구했다(그림 

7). 

Area 2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정 인 반응을 보

으며, 조명의 개선여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도 

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 다(그림 8). 

Area 3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부정 인 반응을 보

으며, 조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그

림 9). 

Area 4의 경우 1번부터 3-2번의 경우 약간의 정

인 반응을 보여 조도값이 낮다고 느끼지는 않았으

나, 조명의 개선에 있어서는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느끼고 있었다 (그림 10).

5. 측정 및 설문조사 결과 고찰

Area 1의 수평, 수직면 조도 측정 결과 수평면 조

도의 평균값은 CIE 기  조도 값인 20[lux]에 미치

지 못하고 있었으며, 수직면 조도의 경우, CIE 권장

조도 값인 4[lux]를 만족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

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CIE 권장조도보다 낮은 수평면 조도값을 가지는 

Area 1의 경우, 보행자들의 반응 한 다소 어둡다

고 느끼고 추가 인 조명의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Area 2의 수평, 수직면 조도 측정 결과는 4개 Area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평, 수직면 조도 모

두 CIE 권장조도 값은 만족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

과 한 모든 항목에서 정 인 반응을 보 다. 높

은 조도에 의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면서도 

조명의 개선여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도 감이 필

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림 7. Area 1 설문결과
Fig. 7. Questionnaire result of Area 1

그림 8. Area 2 설문결과
Fig. 8. Questionnaire result of Are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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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rea 3 설문결과
Fig. 9. Questionnaire result of Area 3

그림 10. Area 4 설문결과
Fig. 10. Questionnaire result of Area 4

Area 3의 측정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는 상반된 형

태를 보이고 있었다. 측정된 수평, 수직면 조도값은 

CIE 권장조도 값은 상회하고 있었으나, 설문조사 결

과에서는 부정 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는 조도에 의

한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길의 소함으로 인한 반응

과 높은 조도 값을 보인 Area 2와 인 하여 상 인 

조도 감소에 의한 향으로 단된다.

Area 4의 경우 Area 1에 비해 높은 조도값을 보이

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한 밝기, 인식정도, 심리

 느낌에서 정 인 반응을 보 다. 그러나 조명의 

개선여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조명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도심상업지구의 조도실태를 악

하고, CIE 권장조도의 용가능성을 악하는 것이

다. 이를 해 야간활동이 많은 구역 내의 인구유동 

특성  조명환경이 차이를 보이는 공간 4곳을 선정

하여 수평, 수직 조도측정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측정  설문조사 결과 CIE 권장조도에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의 Area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체 으

로 부정 으로 나타났으며, CIE 권장조도를 만족하

는 경우 밝기, 심리  느낌, 사람의 얼굴과 도로 굴곡

의 인식정도에서 정 인 반응을 보 다. 

그러나 Area 3과 같이 길이 소하며, 심리 으로 

불편함을 주거나, 격한 상 조도의 감소가 나타나

는 특정 장소의 경우 권장조도 값을 만족하더라도 더 

높은 조도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Area 

2의 경우처럼 CIE 권장조도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 

야간의 활동이 많은 만큼 심리 인 불편함을 느끼지

는 않았으나, 약간의 조도를 감할 필요성은 느끼는 

것으로 나탔다. 

야간활동이 많은 구역의 경우, 재 CIE에서 사용

되고 있는 권장조도값을 활용하여 용하는 것이 

체 으로 하다고 단되었으나, 공간의 특성에 

따라 권장조도  조도규제에 차이를 두어 설정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Area 3과 같이 공간이 

소하고, 인 공간과 조도값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

우 기존보다 높은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한 Area 2와 같이 조도값이 권장조도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소 조도값의 설정과 

더불어 최 값의 설정이 병행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

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 CIE기

을 용하여 빛공해 방지 책을 마련할 때 유용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도시의 야

간경 조명을 계획할 때 기 인 장조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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