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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계획
The Lightscape plan
1 Light Foundation 계획 : 빛의 밸런스 맞추기
2 Light Accent 계획 :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3 Light Festa 계획 : 시간의 변화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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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ght Foundation 계획 : 빛의 밸런스(Balance)맞추기
야간생활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경관 조명계획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경관조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관조명계획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무분별하게 화려하고 밝게만 계획되어 보행자 및 운전자
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빛 공해를 증가 시켰다.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주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빛환경 구역을 구분하여 경관조명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상별로 경관조명의 밝기, 색상 등의 지침으
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경관조명을 계획하도록 한다.

1. 1 계획의 기준
[표 Ⅳ-1] 대상의 분류 : 6개 부분 / 9개 분야 / 26개 대상

구분
도로조명

분야 / 종
2개 분야 / 6종

내용
차로 : 소로, 중로, 대로, 천변도로
보행로 : 보행로, 자전거 도로

건축물 조명

2개 분야 /9종

일반 적용 : 자연지역,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랜드마크 지역
특정 적용 : 고층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
공공건축물, 대규모 공동주거단지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2개 분야 / 2종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조명

1개 분야 / 2종

광장, 공원

도시기반시설 조명

1개 분야 / 2종

교량, 조형물 및 예술장식품

옥외광고물 조명

1개 분야 / 5종

자연지역,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랜드마크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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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빛환경 구역
빛환경 구역은 기본경관계획의 ‘주요 유형별 경관자원 분포표’와 ‘용도지역분포표’를 국제조명위원회(CIE
150:2003)의 기준에 접목시켜 전주시 경관유형에 맞는 빛의 성격을 주었다. 빛환경구역 경관유형은 4단계로 구분
하여 자연지역은 E1, 주거지역은 E2, 산업지역은 E3, 상업·랜드마크 지역은 E4로 각각의 환경지역의 밝기를 주
었다.
[표 Ⅳ-2] 빛환경 구역의 분류

주요 유형별
+
경관자원 분포표

용도지역
분포표

E1

E2

E3

E4

경관조명 용도지역 및
도로기준별 적용기준
(CIE 150:2003참조)

E1
E3

E2
E4

빛환경 구역 분류

[표 Ⅳ-3] 빛환경 분포표

경관유도

빛환경구역

환경지역의 밝기

자연지역

E1

어두운 경관의 지역

주거지역

E2

낮은 휘도 분포지역

산업지역

E3

중간정도의 휘도 분포지역

상업·랜드마크지역

E4

높은휘도 분포지역

4. 야간경관 계획 115

Jeonju Lightscape Plan 2010

빛환경 구역분류

ǎࠥჩ
ǎࠥ ჩ
ᱥᵝ*$

ǎࠥჩ

ǎࠥჩ

ᬵऽ⍖Ğʑᰆ
⪙ԉᱽᯝྙ

ᔑᨦ݉ḡ
ḥŖᬱ

ᗭญྙ⪵ᱥݚ

᳑Ğ݉
ʑḡᱽ

ߑ႒⪵ᱱ

ᱥᵝᩎ

aಉᔑŖᬱ
ᬱ

ᱥᵝŁᗮქᜅ░ၙձ

ᯙ⬥Ŗ
Ŗᬱ
ᬱ

⫊ႊᔑŖᬱ
ᬱ

ᦥᵲᩎ

ʑฑಽ
ᕽᱥᵝ*$

⬉ᯱཹḡ
⬉ᯱ
⬉ᯱཹḡ
ḡŖᬱ
Ŗᬱ
ᬱ

❵ݍಽ
ØŁᮡÑญ

ݡᬑክঊ
∊Ğಽ

ญᄁ⪙▵
⦽᪆ษᮥ
Ğʑᱥ
ᱥ☖ྙ⪵ᖝ░
݅aŖ
Ŗᬱ
ᬱ ⣮ԉྙ ᱥ࠺ᖒݚ

⪵ᔑ
⪵ᔑŖᬱ
ᔑŖᬱ

᧲ᱶ

ᰆŖᬱ
ᬱ

ǎࠥჩ

႒ᱽಽ



~ᔍ
ᭉঊÑญ

č⭅᪶Ǣḡ

ʑฑŖᬱ
ᬱ
᪥ᔑŖᬱ
ԉŁᔑᖒ
ᔑᖒŖᬱ
ᬱ

ᔝŖᬱ

E1 자연지역
E2 주거지역
E3 산업지역
E4 상업·랜드마크지역

[그림 Ⅳ-1] 빛환경 구역분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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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빛의 밸런스 맞추기’ 계획
(1) 도로 조명
궁극적으로 전주시의 모든 공공도로는 Light Foundation 빛의 기초 조정·정비대상이 되며,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친환경 도로가 되어야 한다. 본 계획에서 도로(Road)라 함은 보도(Sidewalk)와 차도(Motorway), 자전거
도로(Bicycle road)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접근하며 도로에 부합되는 교량, 교차로 등을 포함한다.
본 계획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도로 조명의 밝기, 색온도 등을 기본으로 하여 주요 도로의 조명방식과 조명시
스템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또한, 최적의 조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명기구 및 시스템, 조명기구 설치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전주 전역의 도로이며, 도로폭이 12m이상인 도로를 우선 정비한다.
일반도로
[표 Ⅳ-4] 적용대상 기준

구분

대로

중로

소로

도로폭

25M이상

12M이상 - 25M이하

12M이하

적용여부

적용

적용

적용

기타도로 : 천변도로, 교차로, 터널

[그림 Ⅳ-2] 천변도로

[그림 Ⅳ-3] 교차로

[그림 Ⅳ-4]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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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명 우선정비 대상도

대로
중로
[그림 Ⅳ-5] 전주시 중로, 대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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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기준
일반도로 - 대로, 중로
[표 Ⅳ-5] 대로, 중로 설계기준

구분
노면밝기

차로

보행로
1,0 ~ 1.5

휘도

10 ~ 20

(cd/㎡)

조도
(lx)

색온도

3,000 ~ 4,200K

2,600 ~ 4,200K

배열

한쪽배열, 지그재그배열

-

중앙배열

램프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LED

배광

Cut off

Cut off

등주높이

9 ~ 12M 이하

4 ~ 6M 이하

대로, 중로

[그림 Ⅳ-6] 일반도로 조명방식 예시 : 중앙배열, 지그재그배열

[그림 Ⅳ-7] 일반도로 조명방식 예시 : 지그재그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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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 소로
[표 Ⅳ-6] 소로 설계기준

구분

차로

보행로

노면밝기

휘도
(cd/㎡)

색온도

3,000 ~ 4,200K

2,600 ~ 4,200K

배열

한쪽배열, 지그재그배열

-

램프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LED

배광

Cut off

Cut off

등주높이

9M 이하

4 ~ 6M 이하

0.5 ~ 0.75

소로

[그림 Ⅳ-8] 소로 조명방식 예시 : 한쪽배열(보안등 포함)

[그림 Ⅳ-9] 소로 조명방식 예시 : 한쪽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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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도로 - 천변도로
[표 Ⅳ-7] 기타도로 - 천변도로 설계기준

구분

차로

보행로

노면밝기

휘도
(cd/㎡)

색온도

3,000 ~ 4,000K

2,600 ~ 3,000K

배열

마주보기, 지그재그배열

-

램프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LED

배광

Cut off

Cut off

등주높이

9 ~ 12M 이하

4 ~ 6M 이하

1.0 ~ 1.5

조도
(lx)

3~5

천변도로

차로

보행로

[그림 Ⅳ-10] 천변도로 조명방식 예시

기타도로 - 교차로
교차로의 조명기준은 KSA 3701:2007 도로조명기준에 따른다.

(SFFO[POF

(SFFO[POF

(3&&/;0/&

[그림 Ⅳ-11] 교차로 조명방식(평면도)

(3&&/;0/&

[그림 Ⅳ-12] 교차로 조명방식(단면도)

기타도로 - 터널
교차로의 조명기준은 KSA 3703:1992 터널조명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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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표 Ⅳ-8] 보행자도로 조도 기준

야간 보행자 통행량
교통량이 많은 지역
교통량이 적은 지역

지역

조도(lx)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 수평면 조도는 보도의 노면상 평균조도
- 연직면 조도는 보도의 중심선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조도

자전거 도로
[표 Ⅳ-9] 자전거도로 조도 기준

야간 보행자 통행량
교통량이 많은 지역

122

지역

조도(lx)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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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구 사양 기준
[표 Ⅳ-10] 등기구 분류 및 사양 기준

구분
등기구

분류
램프

사양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LED 연색성(Ra)는 70이상을
기준으로 함
·램프의 용량(w)은 도로폭과 차도, 보도를 구분하여 차등적용 함

반사판

·KS A 3701 도로조명 기준에 적합한 반사판 적용
·반사판의 배광유형은 컷오프형(Cut-off)형을 주로 적용함

안정기

·효율증대를 위한 기구 일체형의 고효율안정기로 램프 깜박임(플리
커)현상이 없어야 함
·150W이하- 전자식, 150W이상 - 전기식 디밍용 안정기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
·감전 / 사고등의 화재위험을 차단해야 함
·필요에 따라 밝기조절(Diming)기능을 채택할 수 있음

보호커버

·강화유리 (Tempering Glass)
·보호커버는 외부충격 및 먼지오염 등으로부터 램프실(Lamp Room)
을 보호할 뿐 아니라, 빛을 투과시키거나 확산, 집광시키는 광학적
기능을 가져야 함
·충격이나 파손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함
·자동차 매연이나 먼지 등이 쉽게 부착되지 아니하는 등 유지보수가
편리해야 함
·벌레, 먼지, 습도가 물리적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하며 손쉬운 유지
보수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원터치 개폐기능 등을 부가하고 안전고
리를 부착하는 등 안전에 배려하여야 함

가로등주

도장방식

·표면마감은 광택이 없어야 하며 광촉매 코팅을 권장함
·도장방식예시 : 폴리에스테르 수지분체도장, 폴리우레탄, 세라믹코
팅, 아연도장+불소지계도장, 아연도장+스테인레스 가루도장 권장

도장컬러

·도장컬러예시 : RAL9007Gray, RAL9011Black, RAL8019Bronze,
RAL9016White, RAL9006Aluminum, RAL7024Graphite Gray,
G-316501, G-315002, G-303501

디자인

형태

·자연물, 전통물, 상징물 등의 부착금지
·등주는 원형 스트레이트폴, 원형 테이퍼폴을 사용함
·암은 폴헤드형을 권장
·등주설치는 지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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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예시

RAL9007 Gray

RAL9011 Black

RAL8019 Bronze

G-315002
RAL7024 Graphite Gray G-316501
* 전주시 도로용 표준색 견본 2008년 G판

RAL9016 White

RAL9006 Aluminum

G-303501

[그림 Ⅳ-13] 등기구 컬러예시

도장방식예시

폴리에스테르 수지분체도장

폴리우레탄

아연도장+불소지계도장

아연도장+스테인레스가루도장

[그림 Ⅳ-14] 도장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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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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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예시

A

B

500mm

A

[그림 Ⅳ-15] 장식물 남용, 고광택 재질의 가로등 예시

[그림 Ⅳ-16] 배너거치대 예시

[그림 Ⅳ-17] 등주 설치방법 예시

보안등 형태예시

[그림 Ⅳ-18] 보안등 형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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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그림 Ⅳ-19] 가로등 형태 예시

전주시 가로등 표준안
도로용표준색견본 2008년 G판

도로용표준색견본 2008년 G판

G-315002

윗면 : G-315002
밑면 : G-303501

[그림 Ⅳ-20] 보안등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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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가로등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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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등

[그림 Ⅳ-22] 정원등 형태 예시

오브제 열주

[그림 Ⅳ-23] 오브제 열주 형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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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조명
친환경조명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밝기, 연출 방법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건축물의 표면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건축물이 위치하는 주변의 밝기에 따라 적정한 밝기를 정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1) 적용대상
건축물의 적용대상은 폭 12M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이며, 이 계획의 건축물(Building)이라 함은 토지에 기반을
둔 것으로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인간생활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는 공간물을 말한다.
[표 Ⅳ-11] 건축물조명 적용대상 기준

구분

대로

중로

소로

도로폭

25M이상

12M이상 - 25M이하

12M이하

적용여부

적용

적용

미적용

도로폭

휘도 ( cd/m²)

2) 설계기준
경관유형별 표면휘도 기준
[표 Ⅳ-12] 경관유형별 표면휘도 기준

구분

경관유형

E1

자연지역

-

5

E2

주거지역

-

10

E3

산업지역

E4

128

상업·랜드마크지역

중로

15

대로

20

중로

20

대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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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적용 기준
[표 Ⅳ-13] 특정적용 기준

구분

대상의 정의

고층건축물

21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 8조)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의 건축물 (국제 초고층 건축 도시협의회)

대규모건축물

건축법상 10,000㎡ 이상의 건축물

공공건축물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유사단체가 소유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시청·구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관련 건축물)

대규모 공동주거단지

주거 전체의 블럭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상층부 휘도대비 기준
[표 Ⅳ-14] 상층부 휘도대비 기준

상층부 휘도대비

고층건축물, 공공건축물,

1:3 이하

대규모 공동주거단지
초고층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

1:5 이하

* 상층부 : 사람이 상세부분을 볼 수 있는 시각의 범위인 45 °이상이 되는 부분(가로의 폭에 따라 기준선은 변화됨)

① 고층건축물, 초고층건축물 기준
·조명방식은 건축과 일체화되는 건축조명방식으로 실내조명 방식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직접조명방식의 라인조명연출, 원색 컬러 사용을 지양한다.
·건축물조명 뿐만 아니라 조경조명도 함께 계획한다.
·미디어파사드(디지털경관조명) 방식을 권장한다.
·상향조명을 지양하고 하향조명 방식을 적용하여 하늘로 향하는 빛을 최소화 한다.
·경관조명계획시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대규모 건축물 기준
·조명방식은 건축과 일체화되는 건축조명방식으로 실내조명 방식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직접조명방식의 라인조명연출, 원색 컬러 사용을 지양한다.
·외부 파사드에 대한 경관조명 뿐 아니라 공개공지, 조경조명이 조화롭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경관조명계획시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한다.

4. 야간경관 계획 129

Jeonju Lightscape Plan 2010

③ 공공건축물 기준
·관공서 등의 건축물은 그지역 주민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대학교의 건축물은 학교와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위하여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하고 조경조명도 함께 실시하여
야간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캠퍼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학기간에 빛축제를 실시하여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열려있는 교정의 이미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제한한다.
·고휘도 광원의 라인 조명방식을 금지한다.
·출입구, 저층부 조명으로 출입을 유도하는 빛을 계획한다.

[그림 Ⅳ-24] San Francisco’s City Hall

[그림 Ⅳ-27] 고려대학교

[그림 Ⅳ-25]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그림 Ⅳ-26] 영국 런던 시청

[그림 Ⅳ-28] Bilbao University

[그림 Ⅳ-30] 하이델베르그대학교 SummerNight [그림 Ⅳ-31] 라비타대학 라비타 독립90주년 빛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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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9] Wroclaw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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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규모 공동주거단지
·건축물 상부만 과도하게 강조된 조명은 지양하며 빛의 레벨이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이 조화로워야 한다.
·원색의 색상의 사용과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점멸)을 지양한다.
·고휘도 광원의 라인 조명방식을 금지한다.
·경관조명 계획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림 Ⅳ-32] 강한휘도를 이용하여 옥탑부만을 강조 [그림 Ⅳ-33] 현란한 색의 사용으로 통일감 저하

[그림 Ⅳ-34] 현란한 색의 라인조명 사용

미디어 파사드 기준
① 대상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 된 방식으로 LED 조명, 빔 프로젝터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 등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
을 가능케하는 조명 방식을 지칭함

[그림 Ⅳ-35] 비엔나 유니카 타워

[그림 Ⅳ-36] 브뤼셀 Dexia Tower [그림 Ⅳ-37] 베를린 Spots

② 설계기준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광고를 금지하며 도시경관과 조화로워야 한다.
·표면의 휘도 기준은 [표Ⅳ-12]와 동일하다.
·미디어파사드는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내용은 컨텐츠의 작품성,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표출휘도 등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한옥마을에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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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조명
천년 전주의 전통을 위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경관조명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재와 주변의 휘도를 동시에 고려해
야 한다. 시가지 경관에 위치한 문화재는 경관조명 계획을 마련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경건하고 친근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적용대상
국가지정 문화재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시지정 문화재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이내
※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2) 설계기준
휘도기준
[표 Ⅳ-15] 경관유형별 휘도기준

구분
E1

경관유형

최대휘도 (cd/㎡)
문화재

자연지역

문화재구역내 건축물
5

문화재 보호구역내

E2

주거지역

건축물 휘도기준

10

E3

산업지역

150%까지 허용

15

E4

상업·랜드마크지역

-

20

[그림 Ⅳ-38] 객사 주변의 화려한 연출

[그림 Ⅳ-39] 풍남문 주변의 눈부신 옥외광고물

·고효율의 램프를 선정하고 연색성이 우수해야 한다.
·열손상이 우려되는 재질은 조명기구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직접부착 방식은 지양하며, 광원이 직접노출되는 것의 방지를 위해 액세서리를 장착해야 한다.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조명방식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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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스페이스 조명
야간문화생활이 확장되면서 야간에 생활공원, 체육공원 등에서 레저, 문화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게 되었다. 공원
의 이용이 늘어나고 이용시간대가 야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연출을 위한 경관 조명과 함께 안전을 위한 방범조명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들이 안심하며 야간에도 집 앞 공원을 이용하고, 관광객들은 전통과 자연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명
을 계획한다. 또한, 공원의 보안등이 인접 주택에 침해되지 않으며 자연생태공간을 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친환
경조명도 고려한다.

1) 적용대상
[표 Ⅳ-16] 조도기준 (KS A 3011-1998)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분류)

광장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
원, 그 밖에 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일반광장, 중심대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공공건축물 공개공지

2) 설계기준
조도기준
[표 Ⅳ-17] 조도기준 (KS A 3011-1998)

정원

추천조도(lx)

공원

추천조도(lx)

길, 집밖, 층계

6-10-15

전반

6-10-15

강조한 나무, 꽃밭, 석조정원

30-40-60

주된장소

15-20-30

대촛점

60-100-150

교통관계광장

추천조도(lx)

배경-관목, 나무, 담장, 벽

15-20-30

매우 복잡한 장소

30-40-60

소촛점

150-200-300

복잡한 장소

15-20-30

전반조명

3-4-6

일반장소

6-10-15

예시사례

[그림 Ⅳ-40] 수중조명

[그림 Ⅳ-41] Promenading on stars, Geneva

[그림 Ⅳ-42] 광장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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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기반시설 조명
현재 교량, 조형물 및 예술장식품 등은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밝기, 색상 등이 정돈되지 않고 주변환경과 조
화롭지 않다. 이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빛의 공간, 새로운 볼거리로 재탄생시키고자 한다.

1) 적용대상
·교량 : 하천 및 도로 주변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예정인 교량
·조형물 및 예술장식품 : 기설치 조형물, 건축물 공개공지 및 광장·특화거리에 설치예정인 조형물

2) 설계기준
교량
·휘도기준은 10 cd/㎡을 기준으로 한다.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점멸, 색상변화를 지양한다.
·교량의 보안등과 경관조명이 조화로워야 하며, 보행로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는 연출을 지향한다.
·신설, 리모델링 되는 교량 및 조형물의 조명은 시설물과 일체화되는 조명방식을 한다.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아야하며 생태하천으로 향하는 빛을 금지한다.

예시사례

[그림 Ⅳ-43] LED 연출예시

[그림 Ⅳ-45] 교량하부 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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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4] 낮은 조명 예시

[그림 Ⅳ-46] 조형형 교량 연출예시

Jeonju Lightscape Plan 2010

조형물 및 에술장식품
·휘도기준은 ‘CIE의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적정밝기 기준’에 따른다.
[표 Ⅳ-18] CIE의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적정밝기 기준

환경지역의 밝기

적용

건축물 표면(cd/㎡)

어두운 경관의 지역

국립공원 등

5

낮은 휘도 분포 지역

도시권 외 전원주택지역

5

중간 정도의 휘도 분포 지역

도시 주거 지역

10

높은 휘도 분포 지역

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

25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점멸, 색상변화를 지양한다.
·조형물의 형태를 살릴 수 있는 조명방식을 계획 하고, 하늘로 향하는 빛을 최소화 한다.
·조형물의 재질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조명을 이용한 조형물은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현란한 움직임 및 색상변화를 지양한다.
예시사례

[그림 Ⅳ-47] light sculpture, Brasilia [그림 Ⅳ-48] avenue of light, los angeles

[그림 Ⅳ-50] Zaragoza Expo 2008

[그림 Ⅳ-49] UCSF Mission Bay

[그림 Ⅳ-51] 시오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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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옥외광고물 조명
옥외광고물 조명은 단순히 홍보할 대상을 밝힌다는 목적을 넘어 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
다. LED산업이 발전하면서 LED전광판이 상징이 되는 뉴욕의 거리와 같이 LED를 이용한 화려한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문화재와 한옥마을에 인접한 LED전광판과 화려한 옥외광고물 조명은 정체성을 없애고 조화를 어지럽힌
다. 경관유형별로 적재적소에 맞는 옥외광고물 조명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주변의 빛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마
련하도록 한다.

1) 적용대상
규제요소
[표 Ⅳ-19] 옥외광고물 규제요소

밝기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

가로, 도시공간의 시각적

발광하면서 움직이는 빛의

고휘도 광원의 광원노출에

야간 가로환경의 조화를

쾌적성확보를 위한 밝기

시각공해에 대한 규제.

대한 규제로 밝기 조절

위해 건축과 주변 환경을

규제,

밝기, 색상의 변화에 따른

직접, 간접조명방식 제안

고려하여 지양하는 광원

휘도(cd/㎡)최대허용치

시각적 허용치 제시

의 색 제시

제시

2) 설계기준
적용기준
[표 Ⅳ-20] 옥외광고물 적용기준

구분

최대표면휘도
(cd/㎡)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

대형전광판
표면휘도 (cd/㎡)

자연지역

50

불가

직접조명방식 지양

원색지양

설치불가

주거지역

400

불가

직접조명방식 지양

원색지양

설치불가

산업지역

800

-

-

1000

상업·랜드마크
지역

800

-

-

1500

문화재주변
보호구역

50M이내 : 50

원색지양

설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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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이내 : 100

밝기, 색상 등
변화시간 1분
이상 시 허용
불가

직접조명방식 지양

Jeonju Lightscape Plan 2010

조명예시

[그림 Ⅳ-52] 옥외광고물 조명 권장사례와 부적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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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빛의 밸런스 맞추기’ 실천계획
(1) 친환경 가로등 계획
사업대상
[표 Ⅳ-21] 사업대상

도로명

대상구간

연장(m)

도로명

대상구간

연장(m)

기린로

병무청 ~ 진북광장

8,600

세내길

I’PARK ~ 포스코더샵

2,000

백제로

전주역 ~ 백제교

3,800

대동길

시청 ~ 도토리교

2,000

화산로

백제교 ~ 효자광장

6,200

곰솔나무길

효자광장 ~ 꽃밭정이

2,800

녹두길

종합경기장 ~ 한방병원

3,000

서원로

다가교 ~ 이동교

8,000

강변로

서곡교 ~ 세네다리

7,000

용머리길

완산교 ~ 효자광장

3,400

월드컵로

백제교 ~ 서곡교

4,000

장승백이길

꽃밭정이 ~ 송수네

6,200

가리내길

한벽당 ~ 고속터미널

7,200

호성로

동산역 ~ 차량등록사업소

4,000

남천로

백제교 ~ 싸전다리

3,000

팔달로

금암광장 ~ 싸전다리

3,000

내용
·도로조명 지침 기준(휘도, 색온도, 배광, 가로등 디자인 등)에 적합한 가로등 교체

기대효과
·쾌적한 도로조명으로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
·주·야간의 가로환경을 업그레이드하여 전주의 아이덴티티를 높임
·빛공해와 전력손실 최소화로 친환경 가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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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D보안등 계획
대상
·도로명 : 걷고싶은 거리
·대상구간 : 객사 ~ 영화의 거리
·연장 : 350m
※ 신시가지 지역에서 사업타당성을 분석 후 사업효과가 큰 사업부터 선 진행
내용
·친환경을 위한 소비전력, CO2 발생량 절감형 LED 보안등으로 교체
기대효과
·CO2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주의 저탄소녹색성장의 계기 마련
·전력비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연출사례

[그림 Ⅳ-53] 뉴욕 LED 보안등

[그림 Ⅳ-54] LED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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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계획
대상
·산업단지 : 팔과정길 일부구간(훼미리식품~영창코리아 600m)
내용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계획(도로구간의 하수관, 상수도관, 인도 및 도로 재포장)을 실시하는 팔과정길의 가로를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풍력)를 이용한 가로등으로 교체
기대효과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으로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로의 아이덴티티 구축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환경의 산업단지 조성
연출사례

[그림 Ⅳ-55] solar-wind light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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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6] 태양열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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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ght Accent 계획 :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계획은 대부분 공공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특화사업으로 민간의 협조와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실행중인 사업과 연계하도록 한다. 시민과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 투자대비 효
과가 큰 사업 등으로 공공선도사업의 특징을 가진다.

2. 1 5대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계획
[표 Ⅳ-22] 5대 계획

은은하고 정온한 빛으로 정제된

별빛의 소근거림과 하천의 청량함을 느끼는

여유와 안정을 찾는 도심속의 푸른쉼터

최신 빛의 트랜드를 만끽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생활공간

역사와 전통의 거리

친환경 하천

푸른 빛의 공원

빛의 디지털 미디어 거리

우리동네 빛의 명소

유명 건축가가 디자인한 건축물과 고급상점의 가로가 즐비한 도쿄의 오모테산도 힐즈, 연말연시 가로수의 일루미네
이션으로 화려하게 단장하는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 거대한 건축물에 대형 싸인물과 미디어 전광판으로 다양하게 움
직이는 뉴욕 5번가 거리 등은 세계를 대표하는 거리이다.
세계 유명 거리와 같이 거리별 테마를 부여하는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를 계획한다. 5대 테마거리로 시민에게는
여유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쉼터와 일상의 탈출구를 마련하며, 관광객에게는 전주의 전통과 역사를 느끼고 새로운 빛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주의 랜드마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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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와 전통의 거리
1) 한옥마을 역사와 전통의 거리
위치 : 한옥마을
·소재지 : 완산구 한옥마을 일대 (태조로, 은행로)
현황
·태조로와 은행로의 가로등과 보행등은 눈부심과 광공해를 유발하는 기구 타입임
·가로등과 보안등 외에 수목조명, 실개천조명, 바닥조명 등 연출조명이 많으나 면적인 조명이 부족하여 전반적
으로 어두운 이미지를 줌
·쌈지공원 등 LED연출의 색상이 지나치게 화려하여 한옥마을 이미지와 조화롭지 않음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일부 조명기구 및 제어장치 등 고장으로 연출이 흐트러져 있음
·공예전시관 등 민간 상점이 일찍 문을 닫으며 야간의 거리가 침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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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7] 태조로 청사초롱 가로등

[그림 Ⅳ-58] 태조로 LED 수목조명

[그림 Ⅳ-59] 태조로 LED 볼라드조명

[그림 Ⅳ-60] 은행나무길 실개천조명

[그림 Ⅳ-61] 태조로 청사초롱 가로등

[그림 Ⅳ-62] 은행나무길 보안등

Jeonju Lightscape Plan 2010

정비대상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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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3] 정비대상

연출방향
한옥마을의 야간경관계획의 방향은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길, 밤에 걷고 싶은 빛의 거리 조성으로 태조로의 가로
등을 철거하고 오브제조명·볼라드조명·벽부조명 등으로 은은한 밤의 가로를 계획한다. 또한, 무분별한 연출조명
의 정비와 더불어 한지에서 나오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가장 한국적인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
① 태조로
·가로등을 철거하고 보행등 타입으로 도로조명의 휘도기준에 맞도록 계획함
·태조로 인접의 한옥 및 건축물은 지중조명, 브라켓조명 등을 이용한 조명계획을 함
·수목의 LED조명의 컬러는 Warm White로 고정시킴
·기존의 컬러연출은 색상 및 변화시간을 차분하게 조정하고, 새롭게 실천되는 계획은 컬러 연출을 지양함
·한지로 만든 한지등(오브제)은 한옥에 브라켓 방식으로 연출함

한지벽등

수목투사 지중매입등
볼라드

건축입면투광 지중매입등
보행로

도로

보행로

[그림 Ⅳ-64] 태조로 연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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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은행로
·현재 보행등이 설치된 가로 반대쪽의 한옥에 한지등을 브라켓 방식으로 연출함
·은행로의 기설치된 보행등, 바닥 원형 오브제 등의 색온도는 3000K을 기준으로 정비함
·컬러 연출을 지양함

보안등
한지벽등

오브제 바닥등
보행로

도로

보행로

[그림 Ⅳ-65] 은행로 연출예시

③ 최명희길 외 (경기전 뒷길, 오목대2길)
·볼라드 방식의 한지등을 바닥에 설치하여 어둠속을 걸을 수 있는 가로를 계획함
·컬러사용의 연출을 지양함

한지 오브제등
보행로

[그림 Ⅳ-66] 기타 거리 연출예시

④ 한지등 (오브제 조명)
·오브제 조명이란 전주의 한지를 이용하여 가로의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방식으로는
브라켓형, 바닥 볼라드형 등이 있음
·오브제 조명의 디자인 및 기구의 사양은 심의를 받아야 하며, Light On 빛축제의 ‘한지등 공모전’으로
기구 디자인을 선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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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예시

[그림 Ⅳ-67] 태조로 현황
[그림 Ⅳ-68] 태조로 가로등 없는 거리 연출 예시

[그림 Ⅳ-69] LED 볼라드 현황

[그림 Ⅳ-70] LED 볼라드 색상정비 연출예시

[그림 Ⅳ-71] LED 수목등 현황

[그림 Ⅳ-72] LED 수목등 연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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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 및 근대 건축물 라이트업(Light-up)
위치 : 한옥마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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ᱥᵝ⎵ᦥญᄁ⪙▵

ʙ



↽⯍

↽⯍ྙ⦺š

᪅༊ݡᯕ༊ݡ

Ğʑᱥ






┽᳑ಽ

ᮡ⧪ಽ

⣮ԉྙ
❵ݍಽ

ʑฑಽ



ᱥ࠺ᖒݚ
ᗭݕᬱ


᧲ᔍᱽ
࠺



ᱥᵝ⨆Ʊ


ᱥᵝvᦵᕽᩩš


ᱥᵝvᦵᕽᩩš


ᱥᵝ

ၹłᕽᬱ

[그림 Ⅳ-73] 정비대상

정비대상
객사, 풍남문, 전동성당, 경기전, 향교, 한벽당, 오목대·이목대, 반곡서원
연출방향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의 평균 건축물 표면휘도는 5cd/㎡의 150%까지 허용 함
·건축물의 색온도는 3,000K을 기준으로 함
·광원은 고효율의 램프를 적용 함
·등기구를 건축물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은 지양하며, 등기구의 노출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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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연출방향
[표 Ⅳ-23] 대상 및 세부 연출방향

대상

세부 연출 방향

객사

·번화가 주변에 위치하여 주변 야간환경을 분석 후 계획함
·단청의 컬러와 입체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함

풍남문

·주변의 건축물은 리노벨링 또는 재건축시 야간경관계획을 권장하며 심의를 받아야 함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계획함

전동성당

·건축양식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입체감있는 조명을 계획함
·내부의 보행등을 컷오프형으로 교체함
·본당 외에 건축물과 수목, 조각상등도 함께 계획함

경기전

·돌담의 지중등은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루버를 추가 설치하며 색온도를 3000K
기준으로 조정함
·내부에 초등학교 방향에 설치된 보행등은 철거함

향교, 반곡서원,
오목대·이목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배치함

한벽당

·주변지역의 야간경관과 조화가 되도록함
·자연지역에 빛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연출예시

[그림 Ⅳ-74] 객사

[그림 Ⅳ-75] 풍남문

[그림 Ⅳ-76] 전동성당

[그림 Ⅳ-77] 경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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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하천
위치
① 전주천 : 전주시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지방 1급 하천
·유역면적 : 31.53㎢

·길이 : 30.00㎞

② 삼천 : 완주군과 전주시를 흐르는 하천
·유역면적 : (지방1급하천) 150.91㎢, (지방2급하천) 91.02㎢
·길이 : (지방1급하천) 유로연장 32㎞, 하천연장 11㎞ (지방2급하천) 유로연장 21㎞, 하천연장 19㎞
③ 아중천 : 완주군과 전주시를 흐르는 하천
·유역면적 : (국가하천) 153.47㎢ (지방2급하천) 76㎢
·길이 : (국가하천) 유로연장 22.77㎞, 하천연장 7㎞ (지방2급하천) 유로연장 15.77㎞, 하천연장 13㎞
현황
·아파트 밀집지역의 하천변에만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
·전주천인 완산교에서 싸전다리 사이 구간은 하천변에 아케이드 시설을 설치하여 상점으로 이용하며, 일부는 하
천변 주차장으로 사용 됨
·전주천의 한벽교에서 석구동 경계부분까지의 일부 구간 하천제방에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설치 되어
있음
·하천제방의 보행자도로에는 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 도로의 가로등 조명으로 도로를 밝힘
·2009년 8월 이후 삼천의 우림교~삼천교 사이의 좌안, 삼천교~산평교 우안의 보행자 도로에 보안등을 설치함
·하천변 보행자 도로의 조명은 광공해를 유발하며, 균제도가 좋지 않아 불쾌감을 주며 안전사고가 우려 됨
·야간에 삼천동 이수보 앞과 전주천 자원봉사 센터 앞에서부터 롯데백화점까지는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음
·야간경관이 설치된 일부교량은 LED색상변화 연출이 과도하며, 주변의 야간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그림 Ⅳ-78] 전주천 야경

[그림 Ⅳ-79] 전주천(한백교)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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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

Eco belt

추천교

가련교
Convention Center Reservation Area

서곡교

백제교
홍산교

서신교
진북교

마전교

어은교

효자다리

완산교
이동교

전주제1산업단지

다가교

Eco belt

전주제2산업단지

우림교

Eco belt 싸전다리

새내교
삼천교

교량조명 기설치
교량조명 미설치
Eco belt

신평교

산책로 조명설치구간 (좌안)
산책로 조명설치구간 (우안)

[그림 Ⅳ-80] 정비대상

1) Eco 보행자 도로
연출방향
·전주천의 생태환경을 위하여 자연을 보존하는 ECO-BELT를 지정하여 전주천과 삼천의 합류점, 다가교
일대, 한벽교 일대는 보안등 설치를 제한함
·그 외의 하천제방 보행자 도로는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안등을 설치함. 단, 보안등의 배
광은 자연 생식지로 침해하는 빛을 최대한 차단 되어야 함. 조명이 필요한 하천 보행자 도로에만 투광이 되도
록 박쥐형의 배광의 기구를 사용하며, 하천변 보행자 도로의 보행등은 하천변으로 빛이 침해되지 않도록 컷오
프형을 사용함
·보안등의 램프와 기구는 CO2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기구를 사용하며, 하천이라는 환경을
고려 하여 생태보호 및 기구 효율 유지관리를 위하여 곤충의 유인이 작은 광원기구를 적용함
·시민의 하천 이용패턴을 조사하여 이용량에 따른 조명기구 점등시간을 제어하도록 함. LED 기구를 사용하여
이용량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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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적용기준

구분

노면밝기

천변도로(보안등)

보행로

[그림 Ⅳ-81] 연출예시도

천변도로(보안등)

보행로

조도(lx)

조도(lx)

:3~5

:3~5

색온도

3,000 ~ 4,000K

2,600 ~ 3,000K

배광

Cut off

Cut off

등주높이

4 ~ 6M 이하

4.5M 이하

연출 예시
램프용량

등기구 높이

등기구 배열

평균조도

35W

4,5M

20M, 한쪽배열

3 ~ 5 lx

[그림 Ⅳ-82] 연출예상도

[그림 Ⅳ-83] 조도 시뮬레이션

산란광 최소화,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그림 Ⅳ-84] 천변도로 연출 예시도

150

Jeonju Lightscape Plan 2010

2) 교량조명
연출방향
· 주변의 건축물 조명, 도로 조명 및 주위 빛 환경을 고려하여 경관조명을 계획해야 함
·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조명색상 및 밝기의 변화 연출을 지양 함
·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시각적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광원의 직접 노출을 지양함
· 조명을 위한 별도의 구조물을 부착하는 조명방식을 지양 함
· 하천 생태계를 고려하여 조명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ECO-Belt에 속한 한벽교와 다가교는 경관조명을
지양 함
· 신설, 리모델링 교량은 교량난간 등을 이용하여 교량과 일체화된 조명방식을 함

스텝조명
ᜅ▾᳑
:⟽ᜅᨱᯝℕ⪵ࡹࠥಾʑǍෝᖅ⊹
휀스와 일체화 되도록 기구를 설치.
보행로
바닥에만 빛이 향하도록 함
ᅕ⧪ಽၵ݆ᨱอኼᯕ⨆⦹ࠥಾ⧉

Ñ᳑
᳑႑Ųၰᨱᯕၮᱽᨕಽ
거더조명
⦹ၰ⦹Ŗᬱᮝಽ⋉⚍ࡹ۵
: 조명배광 및 에이밍제어로
ኼᮥ↽ᗭ⪵⧉
하천 및 하천공원으로 침투되는
빛을 최소화 함

교각조명
:Ʊb᳑
교각의 높이를 고려한 광량(광원)설계로
Ʊb᮹ʙᯕෝŁಅ⦽Ųప
Ųᬱ ᖅĥಽ
하천으로 향하는 빛을 최소화 함
⦹ᮝಽ⨆⦹۵ኼᮥ↽ᗭ⪵⧉

[그림 Ⅳ-85] 교량조명 예시도

연출사례

[그림 Ⅳ-86] St. Paul’s Cathedral, 영국

[그림 Ⅳ-87] Jubilee Bridge at night,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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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푸른 빛의 공원
1) 전망공원
위치
덕진공원

① 전망공원
·인후공원 :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근린공원

인후공원
가련산공원

·기린공원 :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산성공원 :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도시자연공원
·완산공원 : 완산구 동완산동에 있는 전망형 공원

화산공원

·화산공원 :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근린공원

기린공원
전주제1산업단지

전주제2산업단지

·가련산공원 : 덕진구 덕진동2가에 있는 근린공원
·다가공원 : 완산구 서완산동1가에 있는 근린공원

다가공원

완산공원

산성공원

[그림 Ⅳ-88] 전망공원 대상

현황

·완산공원 등 대부분의 전망공원은 조명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된 보행등 조명으로 어둡고, 쾌적하지 않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없음
·전망공원 전망대의 확산형 가로등은 눈부심을 유발하여 전주시내의 야경을 감상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함
·일부 자연공원은 수목이 우거져 전망을 감상 할 수 없으며, 머무를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그림 Ⅳ-89] 완산공원 전망지점

[그림 Ⅳ-90] 완산공원 보행로

[그림 Ⅳ-91] 완산공원 진입부

연출방향
·야간의 접근이 쉽고, 안전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보행로의 보행등 정비를 우선으로 함
·보행등의 디자인은 주간의 경관을 고려하며, 고광택의 재료를 지양함
·가로등과 보행등의 배광은 하늘로 향하는 빛을 최소화해야 함
·보행조명은 시야 내에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공간을 연출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배치 및 시공이 되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함
·전망공원의 보행등은 전주의 파노라마 뷰 조망에 시각적 장애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을 차단한 배광, 볼라드 및
스텝조명 등으로 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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ᱥݡ

ᅕ⧪ಽ
[그림 Ⅳ-92] 전망공원 조명방식 예시

연출예시

[그림 Ⅳ-93] 전망공원 연출예시도

연출사례

[그림 Ⅳ-94] 수목조명 사례

[그림 Ⅳ-95] 낮은 볼라드 사례

[그림 Ⅳ-96] 보행로조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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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진공원
위치
덕진동에 있는 시민공원. 면적 : 31.53㎢
현황
·야간경관조명으로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였지만, 다양한 색상의 변화와 수목의 초록색 투광조명 등 빛의 색이
조화롭지 못함
·덕진공원 주변의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조명이 야간의 스카이라인을 해치고 있음

[그림 Ⅳ-97] 덕진공원 교량

[그림 Ⅳ-98] 덕진공원 수변

[그림 Ⅳ-99] 덕진공원 수목조명

연출방향
·현재 LED연출의 색상 및 변화되는 타이밍을 조절하여 전주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공원의 분위
기를 연출해야 함
·가로등과 보안등의 배광은 하늘로 향하는 빛을 최소화해야 함
·도시형 공원내에 랜드마크 요소는 공원내의 야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해야 함
·색상연출은 지양함. 단, 색상 연출은 가능하나 원색 사용, 빠른 변화는 지양함
·덕진공원 내부에서 외부로 조망되는 시야의 건축물 조명, 옥외광고물의 조명은 덕진공원의 야간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함

건축물조명

스텝조명

[그림 Ⅳ-100] 덕진공원 조명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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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예시

[그림 Ⅳ-101] 현수교 현황
[그림 Ⅳ-102] 현수교 연출 예시도

[그림 Ⅳ-103] 덕진공원 수목조명 현황

[그림 Ⅳ-104] 덕진공원 수목조명 연출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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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빛의 관문공원
위치
① 나들목 가족공원
·소재지 : 덕진구 용정동 일대
·시설 : 산책로, 잔디광장, 바베큐장, 어린이놀이터, 족구장, 팔각정 등
② 월드컵공원, 호남제일문
·소재지 : 덕진구 반월동, 여의동 일대
·시설 : 월드컵 공원 - 보조경기장, 테마공원, 만남의 광장, 생태하천
현황
·나들목공원은 야간에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 보안등 외에 야간경관을 위한 시설이 부족함
·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공원은 전주의 랜드마크로 경관조명 시설이 되어 있으나 점등 및 관리 운영이 소홀히
되고 있음
·호남제일문의 경관조명은 나트륨으로 되어 있어 단청의 색상이 왜곡되어 보임

[그림 Ⅳ-105] 월드컵경기장 주변 광장

[그림 Ⅳ-106] 월드컵경기장 주변 보행등

[그림 Ⅳ-107] 월드컵경기장 주변 가로등

연출방향
① 나들목 가족공원
·야간에 시민들이 산책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
·녹두길에서 나들목공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 인접의 수목과 시설물 조명을 계획함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머물며 쉴 수 있도록 벤치, 팔각정 등 휴게 시설물 주변에 안심조명을 계획함
·작은 빛, 낮은 빛의 연속된 배치로 동선을 유도하는 계획을 함
② 월드컵공원
·야간레저활동을 위한 조명계획을 함
·녹두길에서 월드컵공원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함
·호남제일문을 조망하며 즐길 수 있도록 야간쉼터를 계획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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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남제일문
·연색성이 좋은 광원으로 입체적인 계획을 함
·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함
· 월드컵 공원과 연계하여 쉼터·포토존을 계획함
연출사례 및 예시
① 나들목 공원

[그림 Ⅳ-109] 수목조명 사례

[그림 Ⅳ-110] 산책로 볼라드조명 사례

[그림 Ⅳ-108] 연출예시

② 월드컵공원, 호남제일문
수목조명 예시

[그림 Ⅳ-112] 스텝조명 사례

[그림 Ⅳ-113] LED 오브제 사례

[그림 Ⅳ-111] 연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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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빛의 디지털 미디어 거리
위치 : 백제로

정비대상

·가로길이 : 3.75km

·백제로의 상업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

·가로폭 : 50m, 10차선

·전주역 광장 주변 및 공공·민간사의 공개공지

·수목간격 : 5~8m
·수목높이 : 10~15m
현황
·폭원은 50m로 광로이며, 공공 및 상업·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대부분의 건축물에 조명연출이 되어 있지 않으며,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등 일부 상업 시설물은 조명연출이 되
어있음
·백제로의 가로등은 나트륨 램프로 설치되어 있음
·전주역은 나트륨 조명이 설치 되어있으며 유지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짐

[그림 Ⅳ-114] 백제로 야간현황

[그림 Ⅳ-115] 백제로 옥외광고물

ᱥᇢ⦺ݡƱ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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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7] 미디어파사드(건축물조명) 연출대상

[그림 Ⅳ-118] 연출대상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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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파사드 (건축물 조명)
연출방향
① 건축물 조명
·상업건축물을 제외한 공공·민간사를 대상으로 연출하여 거리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연출을 하도록 함
·평균 건축물 표면휘도는 25(cd/㎡) 이하로 함. 지역에 따라 5~25(cd/㎡)로 구분하여 적용
·건축물 상층부 최대 휘도대비는 고층빌딩 1:3 이하, 초고층빌딩 1:5이하로 함
·디지털 조명방식 건축물의 표현휘도는 디밍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변환경 및 여건에 따라 조절이 되어야 함
·건축물의 파사드에 디지털 조명방식으로 다양한 영상과 텍스트의 연출을 권장 함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파사드의 연출을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권장함
·디지털 조명방식의 조명대상은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받아야 함

3(#

3(#

#MBDLXIJUF

#MBDLXIJUF

⥥ಽ᱾ᖹ⚍Ų

[그림 Ⅳ-119] 조명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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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예시

[그림 Ⅳ-120] 연출 예시

연출사례

[그림 Ⅳ-121] 스타시티 연결통로, 서울

[그림 Ⅳ-122] 제니홀져 작품,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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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3] 샤넬, 긴자

[그림 Ⅳ-124] LIG사옥,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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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빛의 공개공지
연출방향
·공개공지의 조명은 보행자의 안전과 함께 흥미를 유발하는 계획을 함
·건축물과 공개공지의 야간경관계획은 함께 계획되어야 하며, 연출이 조화로워야 함
·공개공지의 오브제 및 기타 조명 시설물은 보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주간의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함
·공개공지의 보안등은 고광택의 재질을 지양함
·계획의 연출 및 조명기구는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함
·전주역 주변은 광장 바닥을 디지털 조명방식으로 계획함
연출사례

[그림 Ⅳ-125] 서치라이팅

[그림 Ⅳ-126] 영상조명

[그림 Ⅳ-127] 바닥 LED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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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동네 빛의 명소
위치 : 전주시내 교차로 주변의 교통섬 및 공공건축물
현황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생활공간이 어둡고 침침하여 안전성이 떨어짐
·시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커뮤니티 생활을 즐길 야간공간이 부족함
ᘂᩎ
연출대상
·교통섬 : 안골네거리, 효자광장교차로, 진북광장 교차로
·공공건축물 : 전주시청, 전북체신청, 국립전주박물관, 전주역, 전북지방경찰청 등 행정 건축물
ᱥᵝᩎ

ᦩŉօÑญ
ḥᇢŲᰆƱ₉ಽ
ქᜅ░ၙձ

ᦥᵲᩎ

⬉ᯱŲᰆƱ₉ಽ
[그림 Ⅳ-128] 연출대상

연출방향
·교통섬과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으로 시민의 생활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함
·야간 보행 및 활동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계획으로 야간경관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교통섬 수목조명, 볼라드 등으로 연출할 수 있으며 오브제 상징 조형물도 설치할 수 있음. 단, 교통(운전자)에 방
해가 되지 않도록 빛의 움직임, 컬러등을 제한하여 계획함
·공공건축물 조명은 시민과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출입구, 저층부를 조명하며, 조경부는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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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사례

[그림 Ⅳ-129] Mill park Library

[그림 Ⅳ-132] 안전을 위한 조명설치사례

[그림 Ⅳ-135] Rosslyn traffic island

[그림 Ⅳ-130] Mitchell Library

[그림 Ⅳ-133] 수목투광사례

[그림 Ⅳ-131] UNStudio’s MUMUTH

[그림 Ⅳ-134] new solar collecter

[그림 Ⅳ-136] new light rail transit system [그림 Ⅳ-137] 교통섬 오브제 사례

4. 야간경관계획 163

Jeonju Lightscape Plan 2010

3. Light Festa 계획 : 시간의 변화 표현하기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축제가 많은 도시이다. 기존의 축제와 연계
하여 야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빛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빛의 프로그램,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한다.
빛 축제는 전주다움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3의 관광산업으로 전주의 특산품인 한지, 전주의 랜드마크 대상
과 대표가로,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전주를 느낄 수 있는 빛축제를 계획하여 축제를 이용하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확장한다. 빛으로 윤활해진 축제 프로그램은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3.1 Light On 운영방안
(1) 운영방안
운영방안
Light On 빛축제의 야간경관계획 방향은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빛축제로 시민이 즐겁고 아름다운 빛축제를 체험
하여 생활에 활력소를 주도록 하며, 기존의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주의 특산품인 한지를 이용한 등축제, 일루미네이션을 이용한 겨울축제, 디지털 영상을 이용한 영화축제를
마련하여 전주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세계적인 축제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

[표 Ⅳ-25] 운영방안 프로세스

기존축제

전주 한지 축제·연등축제

천년전주 제야축제

전주 국제 영화제

전주의 명품 ‘한지’를
소재로 한 빛 축제

전주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한 빛 축제

전주시 전역의
활성화를 위한 빛 축제

On 등 축제

On 등 겨울
일루미네이션 축제

Light On Movie Festival

차별화

기대효과

·전주의 특산품을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전주만의, 한국만의 축제로 아이덴티티 부각
·점진적 확산을 통해 국제적인 축제로 육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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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직 예시도
[표 Ⅳ-26] 운영조직 예시도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KALD)

전
주
시

·LUCI (국제도시조명협회)
·ELDA (유럽조명디자이너협회)
·IALD (국제조명디자이너협회)
·Asia Lighting Design Forum (아시아 조명디자인 협회)
MOU 체결

Public Partner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Lighting Partner 국내 조명회사, 해외 유명 조명기업

Media Partner 국내 및 전주시의 미디어 매체사

Light on 실행위원회
관련 축제 조직 위원회

Support

전주시 소재의 한지관련 업체

Light On 실행위원회가 On 등 축제, On 등 겨울 일루미네이션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구상을 하고 한국조명디
자이너협회에서 감리 및 감독 체제로 진행한다. 실행위원회는 기존의 축제 성격에 부흥하며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
하여 전주한지문화축제, 천년전주제야축제 등 분기별 연계되는 각 축제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해야한다.

(2) 홍보방안
홍보계획 : On 등 축제
[표 Ⅳ-27] 홍보계획 : On 등 축제

단계구분
기획

세부내용
+ 한지 등 국제공모
·전주의 한지를 이용하여 등기구, 오브제 등을 국제공모함
·시민, 학생, 전문가 분야를 구분하여 다양한 작품 참여 유도
+ 인터넷 웹사이트 적극 활용
·전주 Light on 축제 맵 활용 (관광사이트), 작품 및 작가소개 등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언론, TV, 디자인 및 관광 잡지 등
+ 전세계의 조명관련 단체를 통한 홍보 : LUCI(국제도시조명협회), ELDA(유럽조명디자이너협
회), IALD(국제조명디자이너협회), Asia Lighting Design Forum(아시아조명디자인협회)

실행

+ 홍보부스설치 : 브로슈어 및 지도 배포, 홍보 도우미 배치
+ 각종 문화센터 및 전시관에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한지와 더불어 빛으로 승화되는 전주시민의 디자인
적 명성을 높임

마무리

+ 책자발행 및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사진촬영 및 UCC공모 : Light On과 함께한 시민의 모습 및 작품에 대한 사진 및 영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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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계획 : On 등 축제
[표 Ⅳ-28] 공모전 계획 예시

‘빛의 한지’공모전

‘Light On’빛사진 공모전

전주시

Light On 실행위원회

주관
·국내외 디자이너
참가자격

·국내외 학생, 대학(원)생(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

·Light On을 즐긴 참가자 누구나

·일반시민

·한지를 이용한 등기구
공모내용

·Light On과 함께한 사진

·한지를 이용한 오브제

·Light On과 함께한 UCC영상

·한지를 이용한 기타 설치 작품

(3) 운영 프로세스 : On 등 축제
[표 Ⅳ-29] 운영 프로세스 : On 등 축제

기획
(기본·실행계획)

실행위원회 구성

스폰서 및 조직 확정
축제 윤곽 구성

·실행위원회 구성 ·연출규모 설정
·해외벤치마킹

·사업비 도출

·대상지 현황조사 ·설치 및 전기관련 검토
·공모전 개최

·조명아티스트 조사
및 섭외

작품제안(공모전) 및 심사

·설치장소, 작가, 작품등
실질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모든 항목 확정
·계약, 보험등 체계규정
·홍보기획

·스폰서 분야별 역할설정

·운영계획

·스폰서와 아티스트 연계

·공모전 수거 및 심사

방안 감리

166

실시계획

제작·설치

작품제작 / 설치 /
감리점검

진행

마무리

작품철거

·각 아이템별 작품진행

·작품집 제작

·축제개회를 위한 기반

·성과보고

시설 마련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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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간의 변화 표현하기’ 실천계획
(1) On 등 축제
대상
· 한옥마을 일대 주요 건축물 , 가로, 오픈스페이스, 전주시청, 노송광장, 싸전다리, 남천교 주변 등
연출방향
· On 등 축제의 주요 연출 방법은 한옥마을의 ‘한지 등’연출, 전주천의 ‘오브제’연출, 풍남문·전주시청
의 ‘디지털 영상’연출을 계획함
·한옥마을 태조로 및 주요 가로에 ‘한지 등’을 이용하여 축제의 거리를 연출함
·공모전에서의 우수작은 주요 거점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축제에 참여한 등기구는 가로 곳곳에 배치
할 수 있도록 함
·공모전의 우수작 중 선별하여 한옥마을 브라켓, 볼라드 등기구로 사용될 수 있음
·‘한지 등’의 배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되며 축제시 전력을 쓸 수 있도록 비상 케이블을 마련함
·싸전다리, 남천교 주변은 천의 환경을 고려하여 연출하며 천변에 오브제 등이 반사되어 장관을 이루도록 함
·풍남문은 주변의 상가에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을 응용하여 ‘디지털 병풍’을 연출함
·‘디지털 병풍’은 풍남문을 중심으로 LED, 빔프로젝트 등으로 연출함
·전주시청은 ‘디지털 영상’으로 시청 파사드면에 다양한 영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와 메세지를 전달함
·전주시청의 ‘디지털영상’은 노송광장에서 즐길 수 있는 해상도여야 함
·노송광장의 디지털 조명은 전주시청과 연계하여 연출할 수 있도록 해야함
·전주시청, 풍남문의 디지털조명은 초청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연출함

 ᱥᵝ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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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옥마을 입구

13. 신 변호사집

26. 남천교

2, 전동성당

14. 전주최씨종가

27. 싸전다리

3. 경기전

15. 전주 한지원

28. 풍남문 디지털 병풍

4. 춘추당

16. 리베라 호텔

29. 전주시청

5. 전북공예관

17. 고동의 작은공원

30. 노송광장

6. 태조로 일부

18. 양사재

7. 최명희 생가

19. 풍남문

8. 마패 옆 작은공원

20. 강암서예관

9. 300년가 슈퍼

21. 향교

10. 쌈지길

22. 전통문화센터

11. 오목대

23. 승암산 입구

12. 전주한옥마을

24. 한벽당

관광안내소

25. 전주천

[그림 Ⅳ-138] On등축제 주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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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별 대상 및 사례
축제기간동안 한옥마을의 대표 건축물에 이벤트 조명을 실시할 대상물 30개를 선정한다.
[표 Ⅳ-30] 연출대상 및 사례

‘한지 등’연출
1.한옥마을 입구 / 2, 전동성당 / 3. 경기전 / 4. 춘추
당 / 5. 전북공예관 / 6. 태조로 일부 / 7. 최명희 생
가 / 8. 마패 옆 작은공원 / 9. 300년가 슈퍼 / 10. 쌈
지길 / 11. 오목대 / 12. 전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 /
13. 신변호사집 / 14. 전주최씨종가 / 15.전주 한지원
/ 16. 리베라 호텔 / 17. 고동의 작은공원 / 18. 양사
재 / 19. 풍남문 / 20. 강암서예관 / 21. 향교 / 22. 전
통문화센터 / 23. 승암산 입구 / 24. 한벽당

‘천변 오브제’연출

25. 전주천 / 26. 남천교 / 27. 싸전다리

‘디지털 조명·영상’연출

28. 풍남문 디지털 병풍 / 29. 전주시청 / 30. 노송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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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예시
·한지 등

[그림 Ⅳ-139] 한지 등축제 조명방식 예시

·천변오브제

[그림 Ⅳ-140] 천변오브제 조명방식 예시

·디지털조명영상

[그림 Ⅳ-141] 디지털조명영상 조명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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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n 등 겨울 일루미네이션 축제
대상
·팔달로 (금암광장 ~ 싸전다리), 노송광장, 덕진공원
연출방향
·On등 겨울 일루미네이션 축제는 가로 시설을 응용한 연출, 노송광장 대형트리 연출, 덕진공원 수목 및 오브제
연출 타입 등이 있음
·가로시설 응용 연출은 팔달로 금암광장부터 싸전다리 가로이며 가로등에 일루미네이션을 부착하여 거리에 활
기를 줌
·노송광장의 대형트리는 연말 연시에 빛의 랜드마크를 세워 전주시민 및 관광객의 한해 소망을 기원하는 자리
를 마련하도록 함
·덕진공원의 일루미네이션은 공원 내부 수목에 컬러 및 반짝이는 연출 및 산책로에 다양한 패턴과 색상연출, 불
꽃놀이 등을 계획함
·팔달로 및 시청 앞 노송광장 일루미네이션 디자인은 전주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심의를 받아야 함
연출별 대상 및 사례
[표 Ⅳ-31] 연출대상 및 사례
덕진공원

팔달로 가로 일루미네이션
: 금암광장~싸전다리
금암광장

시청 앞 노송광장
노송광장

대형트리 연출

덕진공원 일루미네이션
싸전다리

[그림 Ⅳ-142] On등 일루미네이션 주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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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예시
·팔달로 가로 일루미네이션

[그림 Ⅳ-143] 가로 일루미네이션 조명방식 예시

·노송광장 대형트리 연출

[그림 Ⅳ-144] 대형트리 조명방식 예시

·덕진공원 일루미네이션

[그림 Ⅳ-145] 일루미네이션 조명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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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ight On Movie Festival
대상
·영화의 거리, 산업단지 건축물등
연출방향
·Light On Movie Festival 축제는 건축물 파사드면을 이용하여 야외에서의 야간 활동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
·전주 국제 영화제 기간에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축제홍보영상, 스타들의 영상편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
·영화를 비롯한 라이트 디자이너, 미디어 작가 등의 작품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함
·전주I.C를 이용하여 진입하였을때 축제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녹두길 주변의 산업단지 건축물을 대상으
로 영상 및 조명연출을 실시함
·축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거리 전체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거리를 조성함
·광장 등에는 디지털 스페이스를 마련하여 빛을 직접 체험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함
연출범위 및 사례 (산업단지 예시)
[표 Ⅳ-32] 연출대상 및 사례

팔복 소방서
사거리

디지털 영화·
영상축제

제1공단 4길

녹두길

전주세관

디지털
스페이스
디지털 영화·영상축제 권장지역
디지털 스페이스 권장지역
[그림 Ⅳ-146] 연출 주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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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예시
·디지털 영화·영상축제
굴뚝
·LED 연출조명
·투광조명
·컬러&영상(이미지)조명

건축물 입면 : 영화&영상(이미지)투광, 투광·컬러조명

[그림 Ⅳ-147] 영상연출 예시

[그림 Ⅳ-148] 컬러투광 예시

[그림 Ⅳ-149] 서울빛축제, 2009

[그림 Ⅳ-150] 서울광장 영상연출, 2008

·디지털 스페이스

·LED 연출조명
·컬러투광조명

·LED 연출조명
·컬러 영상(이미지)조명

[그림 Ⅳ-151] 가로 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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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야간경관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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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안 및 계획
The Working plan
1 실행방안
2 실행계획
3 운영체계 구축 정책과제
4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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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행방안
야간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크게 경관유도, 경관관리, 경관협정, 경관사업의 네개 부문으로 구성한다.
[표 Ⅴ-1] 실행방안 분류

경관유도

경관관리

경관사업

경관협정

·야간경관 특화지구 및 야간경관 지침의 도입 및 운용

· 야간경관 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 경관협정 필요지역에 대한 경관사업 추진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연계추진
·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자율적 협정 체결
· 주민자율기구 운영을 통한 유지관리

1.1 경관유도
야간경관 지침 적용방안
[표 Ⅴ-2] 자가점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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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확인

대상물의 분야별 부문에 있는 빛 환경 구역을 확인하고, 제출 해야하는 체크리
스트 종류를 파악함 (대상물의 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 함께 제출함)

지침을 고려한 사업계획

설계자는 조사 및 구상단계부터 지침을 참고하여 계획을 구상함

체크리스트 작성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판단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체크리스트 제출

건축허가 서류 제출 시 제출함
(일정규모 이상의 심의 대상은 심의도서 제출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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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확대 운용방안
지침은 우선적으로 자가점검제도를 통하여 자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1~2년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향후
사전협의 및 사전자문 등의 형태로 확대운영하는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
[표 Ⅴ-3] 단계적 확대 운용방안

야간경관 축
야간경관 특화지구

1단계 (2년 시범적용)

2단계

·지침에 의한 설계

·사전협의제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점검

대상 : 야간경관축, 야간경관 특화지구
내 건축물 및 디자인 지침의 범위에 해

야간경관 지침
( 6부문, 9개 분야,
26개 대상)

대상 : 야간경관축, 야간경관 특화지구

당되는 건축물(건축허가 대상 이상)

내 건축물 및 디자인 지침의 범위에 해

1. 설계자에 의한 점검

당되는 건축물(건축허가 대상 이상)

2. 건축허가 시 체크리스트 제출

1. 설계자에 의한 점검

3. 도시경관 담당부서와 협의

2. 건축허가 시 체크리스트 제출
3. 담당공무원 제출 여부 확인

·사전자문제도
대상 : 일부 건축물(각종 심의의 사각지대
에 있는 건축물)
1. 설계자에 의한 점검
2. 건축허가 시 체크리스트 제출
3. 전문가 어드바이저에 의한 사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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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관관리
야간경관 특화지구 관리
야간 경관축, 야간경관 특화지구 가이드라인 적용
특정 경관자원의 보호 또는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지구를 선별하여 야간경관을 유도한다.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축을
바탕으로 한 야간 경관축에 해당하는 대상과 야간경관 특화지구의 전주천과 한옥마을 일대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된 기준을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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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야간경관 계획 종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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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위원회 심의·자문
경관법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승인, 경관협정 인가 등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 수행
을 위한 전문성 있는 경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경관부문에 대한 전문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무분별한 야간경관사업 시행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경관의 보전, 관
리 및 형성을 도모한다.
야간경관 전문 소위원회 구성
현재 야간경관 관련 자문 및 심의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야간경관분야 위원은 부족하다. 앞으로 야간경
관 지침 관련 자문 및 심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 소위원회인 ‘야간경관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명기술과 디자인이 통합된 수준 높은 자문 및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표 Ⅴ-4] 야간경관 분과위원회 구성도

전주시 경관 위원회 : 야간경관 분과 위원회

역할

야간경관 계획 관련,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관리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자문

구성

조명디자인 / 조명엔지니어링 / 계획수립관련 연구원

운영방안

세부적인 자문 및 심의 방향과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표 Ⅴ-5] 프로세스

야간경관 사업계획
심의·자문 신청

야간경관 분과 위원회 : [야간경관 지침] 기준

수정·보완·권고

전주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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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관사업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경관사업들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참여형으로의 변화 및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조직 확대개편
현재 야간경관 업무는 예술도시국의 아트폴리스과에서 야간경관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사업추진 등을 수립하고 있으
며, 도로조명은 건설교통국의 도로안전과에서 수립하고 있다. 야간경관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야간경
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후에는 연차별 사업진행을 위한 야간경관전문조직 및 인력구성이 부족하다.
도로조명, 건축물조명, 옥외광고물조명, 빛축제, 친환경조명 등 관련 전문팀으로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표 Ⅴ-6] 조직 현황

예술도시국

건설교통국

아트폴리스과

도로안전과

도시예술 : 야간경관 담당

도로정비 : 가로등 담당

도시경관 : 옥외광고물 담당

[표 Ⅴ-7] 전문조직 확대개편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
공공조명

도로조명

건축물조명

옥외광고물조명

빛축제

친환경 조명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경
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역할은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관사업의 사업부서와 경관관리부서가 다를 경우 부서 간의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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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의 지원
재정지원은 경관사업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관사업의 소유자금은 실
제 사업비 외에도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관사업의 감독 및 평가
경관사업은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경관사업에 대한 감독 및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서에서 다
양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중복, 디자인 수준의 차이 등의 계획이 조화롭지 못하다. 야간경관 담당과가 야간
경관 계획안을 사전검토하고, 디자인 경관심의 및 자문을 강화한다.

1.4 경관협정
경관협정 추진절차
경관협정의 추진절차는 크게 협정기획단계, 협정체결단계, 협정인가단계, 협정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Ⅴ-8] 경관협정 추진절차

기획단계

체결단계

인가단계

경관협정 운영체결의 발의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
·경관협정 취지를 홍보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조직

·경관협정 운영을 위한 위원회 조직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시장 등에 신고

경관협정서 작성

·협정내용, 목적, 유효기간 등
·소유자등 전원합의

경관협정의 체결

·협정목적, 내용, 지역, 기간, 제재 등
·소유자등 전원합의

경관협정 인가신청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협정 인가·공고
경관협정 발효

운영단계

경관협정의 지원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협정서 제출
·시장, 군수의 승인
·협정안 타당성 검토
·협정의 인가 즉시 공고
·건축 및 개발행위 등의 행위 시 준수
·지원방안의 제시
·사업계획서 작성
·변경은 협정절차와 동일
·폐지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

5. 실행방안 및 계획 183

Jeonju Lightscape Plan 2010

2. 실행계획
2.1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연계추진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 추진 함으로써 경관사업의 파급효과가 지속되고, 경관협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의 선도적 사업추진 및 민간의 경관협정 유도
사업 예시 : 한옥마을 역사전통의 거리 만들기, Light-on 빛축제 등
[표 Ⅴ-9] 공공의 선도적 사업추진 및 민간의 경관협정 유도

공공
공공주도

민간

+

민간참여
경관협정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민간주도의 경관협정 체결 및 공공의 사업지원
사업 예시 : 빛의 디지털 미디어 거리
[표 Ⅴ-10] 민간주도의 경관협정 체결 및 공공의 사업지원

민간
민간주도형

공공

+

경관협정

공공지원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추진을 독려
하고 경관협정의 조기정착을 유도함

2.2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체계 구축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의 주도 하에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조직하고,
경관협정의 경우, 협정체결자인 민간이 중심이 되고 공공과 전문가가 지원하는 경관협정 운영회를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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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체계
[표 Ⅴ-11]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체계

공공

민간

전문가

전주시, 자치구, 공적기관

주민, 상인협회, 경관협정운영회 등

경관, 도시설계, 건축, 조경, 문화, 주민운동가 등

선도적 추진 / 적극적 유도

경관인식증대 / 적극적 참여
·경관사업/협정의 적극적 제안

·경관계획 수립
·법/제도/계획에 의한 규제관리
·선도적 경관사업 추진

·경관협정운영회 등의 조직 및 참여
·지역 경관환경 및 공동체 의식 공유
(보전 및 관리에 동참)

·경관관리 홍보 및 교육활동

·협정준수 등 자율적인 사후관리

적극적 자문 및 절차 지원
·경관사업/협정 내용의 자문
(다양한 대안 제시)
·경관사업/협정 추진 및 법적 절차 지원
·주민활동의 적극적 지원

2.3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사업계획(예시)
예시사업 : 한옥마을 연말연시 일루미네이션 활성화 사업
가. 실행프로세스
[표 Ⅴ-12] 실행프로세스

전문가 : 연말연시 일루미네이션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사업범위 선정
공공

주민

·도로, 보도 (가로등, 가로수 등)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
·오픈스페이스

·한옥
·공개공지(화단, 기타 시설물 등)

일루미네이션 계획
·가로 및 대상에 따른 계획

홍보 및 운영방안 마련
·일루미네이션 야간경관지도 제작
·빛축제 홈페이지 제작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

공공

인센티브방안
·보조금 혜택
·홍보지원

주민

· 연말연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빛의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컨텐츠를 개발
·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및 참가기업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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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센티브 지원 프로세스
[표 Ⅴ-13] 인센티브 지원 프로세스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주민
연출계획신청

승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보조금 지원
· 홍보지원

미승인
보완후

2.4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방안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① 야간경관 지도
일반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전주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알 수 있는 문화재 야경지도를 제작하여 호
텔과 명소,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국의 언어로 제작하고 조명시설이 되어있는 국
가, 시소유 건축물, 사설건축물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외국인들이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② 야간경관 투어 상품개발
관광객의 편리한 이동과 동선을 위하여 한옥마을, 덕진공원, 월드컵경기장 등 전주의 야간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빛의 버스 상품을 개발한다. 한옥마을은 인력거, 마차등 전통 운송수단 상품을 개발하여 전통체험 프로그램과 연
계한다.
③ 야간경관 홈페이지 제작
전주의 야간경관 현황을 알아보며 우수 야간경관 대상물 및 빛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한다. 또한
야간경관 지도를 다운받거나 여타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설치하도록 한다.
④ 전주 야간경관 촬영대회
매년 천년전주의 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민간 사진영상관련 회사와 협력하여 야간경관 촬영대회를 개최하여 야
경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이는 야간경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On등 축제 개최
기존 한지문화축제와 단오제를 빛축제와 혼합하여 새로운 On등 축제를 개최한다. 현대미술작가들과 디자이너들을
참여시켜 매우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빛의 설치 조형물들을 만들어 설치하는 대규모 축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일
반시민들도 스스로 조명기구나 빛의 오브제를 만들어 전시하는 등의 빛의 문화에 대한 체험을 가능케하는 축제로
육성시킨다. 특히 리옹시의 라이트아트 페스티벌과 같이 유명한 빛의 축제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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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체계 구축 정책과제
야간경관계획 실행에 앞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야간경관 행정을 담당할 전문조직의 확대개편이다. 경관위원회 가
운데 전문소위원회의 설치운영, 야간경관조례제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시스템 구축이다.
또한 야간경관 정책의 홍보와 장려를 위한 전주시 우수 야간경관 건축상을 운영 하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야간경관
조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용역과제를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간경관조명 통합관리 시스템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환경의 조성과 전주의 야간경관 아이덴티티를 위하여 경관조
명 시설을 설치 후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이다. 처음의 설계의 의도를 꾸준히 유지하는데 있어서 조명기구와 그 외 관
련 장비의 관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
·경관조명의 컨셉을 지속적으로 반영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기구의 광량 및 컨디션 유지
·에너지 절감과 유지보수비의 절감
방법
① 경관조명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가로등, 보안등, 교량, 건축물 등의 조명을 야간경관 담당 부서에서 제어되는 방식
·조명기구 및 장비의 고장 확인 및 보수의 신속한 대처, 시스템의 간편화
·국경일 및 축제 시 통합연출 프로그램으로 활용
② 조명기구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개발
·경관연출의 디자인 설계의도가 건축주 및 관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함
·유지관리 지침서에 기구 사양서, 시방서, 소모품 리스트, 유지관리 연간 횟수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 조명관리 담당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교육
·조명기구 유지관리 지침서를 통해 경관조명 설계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교육
④ 경관조명 홈페이지 신문고
·신문고란에 시민들이 고장 사실 및 연출 이상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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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성화 방안
4.1 인센티브 부여방안 제안
전주시 야간경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과 문화예술 진흥법의 개정안, 전기요금 감
면 추진제안, 건축법의 개정안 제안 등을 포함한다.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표 Ⅴ-14]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인센티브 부여

보조금지원
조세감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야간경관

자금융자

활성화 방안
전기요금 감면 추진

건축법 개정

(1) 인센티브 종류별 법제지원 방안
① 보조금
·뜻 : 행정시책을 위하여 협조하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추후 환급의 의무는 없다.
·법적인 근거 : 특별히 요하지 않으나 보조금의 자금도 예산의 범위 내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등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예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는 서울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 32
조를 들 수 있다.
·지급방법 : 수익적 행위로 상대방의 신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제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급의 요건과 신청절차 및 지급의 상한액 등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법제 정비방안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드는 방법 : (가칭)전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따르는 보조금 지급조례
② 조세의 감면
·뜻 : 조세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금전의 부담이다. 조세는 징수 주
체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전주시 야간경관 계획에 따르는 인센티브는 지방세에 관계 된다.
·법적인 근거 : 조세부과가 법적인 근거를 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감면도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 지
방 세법에는 지방세의 감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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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제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익상 필요가 있어서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례로서 법제화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시 다
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78.12.6. 98.12.31)
따라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적인 형식을 구비한다면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
③ 자금의 융자
·뜻 : 자금의 융자는 시설물 설피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당장 유동성이 부족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
에게 적합하다. 융자는 일정한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한 후에 일정한 비율의 이자를 붙여서 환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금융자의 예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32조 및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 자금융자규칙(1999.10.30 교칙 제395호) 이 있다.

4.2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 제안
(1) 문화예술 진흥법의 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
문 및 출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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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 공연, 전시, 판
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문화시설’ 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
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의 현행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
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
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
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
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6.11, 2009.7.16>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
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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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9>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
다.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ㆍ분수대ㆍ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8.6.11>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
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
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
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

(3) 개정안 제안
현행 ‘미술장식’ 의 항목에 라이트 아트(조명예술)을 첨부하여 개정하면 신축시 건축 비용의 0.7%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야간 경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 제안
[표 Ⅴ-15]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 제안

법명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현행
2.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개정안
2.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및 라이트 아트(조명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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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기요금 감면 추진 제안
경관조명용 설비(경관조명용 등기구 및 제어기기)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제안한다. 도시경관조명은 공공성이 매우
크고, 경제활성화, 관광수입증대 등의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경관조명용 전기요금체계는 주로 일반용(갑)을 기준으로 산정, 부과되고 있으나 경관조명이 주로 야간에 실시되
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 생산설비의 이용률 제고 및 부하율 향상, 그리고 전력공급원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경관조명용 전기요금의 감면 및 요금체계 조건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현행 일반용
전력(갑)에서 교육용이나, 가로등 혹은 심야전력 수준의 전기요금으로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일반 조명용 등기구와 경관조명용 등기구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프랑스 리옹의 경우나 일본의 요코하마의 경우에서
도 마찬가지로 전기 배선 선로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없으며, 전등의 전력소모량을 기준으로 일년치
혹은 10년분의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전력회사에서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전등의 전력소모를 기준으로 경관조명용
등기구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용 전력(갑) 전기요금표 : 계약전력 3.000kw 미만(2000.11.5)
[표 Ⅴ-16] 일반용 전력(갑) 전기요금표 : 계약전력 3.000kw 미만(2000.11.5)

구

분

저압전력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 (원/kWh)
여름철
(7~8월)

봄, 가을철
(4~6, 9월)

겨울철
(10~3월)

5.720

101.20

67.50

71.80

선택1
요금

고압A
고압B

5.890

101.00
98.10

67.30
65.30

67.30
65.30

선택2
요금

고압A
고압B

6.780

96.50
93.60

62.80
60.80

62.80
60.80

▶가로등 전기요금표(2000.7.1)
[표 Ⅴ-17] 가로등 전기요금표(2000.7.1)

구

분

기본요금 (원/kW)

갑(정액등)

W당 23.30(월 최저요금 660원)

을(종량등)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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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축법 개정 제안
(1) 건축법의 현행
제4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
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
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의 현행
제27조의 2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7.16>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
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
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7.16>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
할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
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실행방안 및 계획 193

Jeonju Lightscape Plan 2010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
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6.30>

▶건축법 개정안 제안
[표 Ⅴ-18] 건축법 개정안 제안

법명

현행

개정안
제43조의 2(야간경관조명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야간의 도시경관 향상 및 공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야간경관

건축법

-

제43조의 2

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지.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경관조명

지원
근거
신설

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 3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지원 )
① 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야
간 경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야간경관조명설치에 대한 계획적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3

인 유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지원하고자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관한 야간경관조명 여부, 리서
치대상, 설치계획, 지원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
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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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지침
The Lightscape guideline
1 총론
2 도로조명 지침
3 건축물조명 지침
4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조명 지침
5 오픈스페이스조명 지침
6 도시기반시설조명 지침
7 옥외광고물조명(발광광고물 포함) 지침
8 지침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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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론
본 가이드라인은 전주의 빛을 정돈하고, 특화시켜 품격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침이 사용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1 목적
·전주시 야간경관의 바탕(Foundation)을 위한 야간경관 정비계획
·야간경관계획의 이념을 실천하는 경관행정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청, 시행자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 구체적 지침을 제시
·야간경관 자문 및 심의의 기준자료로 활용

수목조명

컬러투광조명
대형전광판

네온사인

투과광(창문)

건물라이트업

[그림 Ⅵ-1] 야간경관 대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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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테일램프

항공장애방지등

건물벽
발광간판

헤드라이트
수경조명

자연의 빛(달빛,별빛,노을 등)

일루미네이션

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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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지침의 적용대상
6개 부분 / 9개 분야 / 26개 대상
[표 Ⅵ-1] 지침 적용대상

구분
도로조명

분야 / 종
2개 분야 / 6종

내용
차로 : 소로, 중로, 대로, 천변도로
보행로 : 보행로, 자전거도로

건축물 조명

2개 분야 / 9종

일반 적용 : 자연지역,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랜드마크지역
특정 적용 : 고층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
공공건축물, 대규모공동주거단지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2개 분야 / 2종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조명

1개 분야 / 2종

광장, 공원

도시기반시설 조명

1개 분야 / 2종

교량, 조형물 및 예술장식품

옥외광고물 조명

1개 분야 / 5종

자연지역,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랜드마크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내

Õ⇶ྜྷ᪆ŲŁྜྷ
[그림 Ⅵ-2] 지침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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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지침의 적용기준
1) 본 지침은 국제조명위원회 (CIE:Commission International de l’Eclairange) 및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에 두고 최신 조명기술을 부가하였다.
A. CIE Pub. No.94 Guide For Floodlighting
B. CIE Pub. No.115:1995 Recommendations for. the lighting of roads for motor and pedestrian
C. CIE Pub. No.150:2003 Guide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Obtrusive Light from Outdoor Lighting
Installations
D.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E. KS A 3703 터널조명기준
F. KS A 3011 : 오픈스페이스 조도기준
2) 따라서 본 지침과 상위 기술규정인 CIE, KS와의 규정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상위 기술기준을 따르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3) 다만, 전주시가 전략적으로 세계기준을 선도하고자 하는 조명디자인 기준에 대하여는 전주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술기준을 만족하거나 오히려 높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전주시 독자 기준으로 채택하
여 사용할 수 있다.

[표 Ⅵ-2] 지침 적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CIE

KS

CIE Pub. No.94 Guide For Flood-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lighting
CIE Pub. No.115:1995 Recommendations for. the lighting of

KS A 3703 터널조명기준

roads for motor and pedestrian
CIE Pub. No.150:2003 Guide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Obtrusive Light from Outdoor
Lighting Installations
※ 부록 : CIE, KS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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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조명 지침
2. 1 기본사항

1 안전을 위하여 노면의 휘도는 KS도로기준에 준한다.
2 일반도로의 색온도는 3,000~4,200K이며, 천변도로는 3,000K~
4,000K이다.
3 광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컷오프(Cut-off)형의 배광을 권장한다.
4 가로등주의 형태 및 외장 마감재는 주·야간의 경관을 고려해야 한다.
5 지면결합부위의 깔끔한 마감을 권장한다.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색온도 기준
[표 Ⅵ-3]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색온도 기준

구분
일반도로

천변도로

평균노면휘도 Lavg(cd/㎡)

색온도 (K)

소로

0.5 ~ 0.75

3,000 ~ 4,200

중로
대로

1.0 ~1.5

3,000 ~ 4,200

1.0 ~ 1.5

3,000 ~ 4,000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조도· 색온도 기준
[표 Ⅵ-4]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색온도 기준

야간 보행자 통행량
교통량이 많은 지역
교통량이 적은 지역

지역

조도(lx)
수평면 조도

수직면 조도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 수평면 조도는 보도의 노면상 평균조도
- 연직면 조도는 보도의 중심선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조도
* 자전거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조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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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방식 예시
소로
[표 Ⅵ-5] 소로 조명방식 기준

구분
노면밝기

차로
휘도

보행로
0.5 ~ 0.75

조도

3~5

(cd/㎡)

(lx)

색온도

3,000 ~ 4,200K

2,600 ~ 4,200K

배열

한쪽배열, 지그재그배열

램프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LED

배광

Cut off

Cut off

등주높이

9M 이하

4 ~ 6M 이하

[그림 Ⅵ-3] 소로 조명방식 예시

중로, 대로
[표 Ⅵ-6] 일반도로 조명방식 기준

구분

[그림 Ⅵ-4] 일반도로 중앙배열, 지그재그배열

차로

보행로

노면밝기

휘도 1,0 ~ 1.5
(cd/㎡)

조도
(lx)

색온도

3,000 ~ 4,200K

2,600 ~ 4,200K

배열

한쪽배열, 지그재그배열
중앙배열

램프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LED

배광

Cut off

Cut off, Semi Cut off

등주높이

9 ~ 12M 이하

4 ~ 6M 이하

10 ~ 20

[그림 Ⅵ-5] 일반도로 지그재그배열

천변도로
[표 Ⅵ-7] 천변도로 조명방식 기준

구분
노면밝기

[그림 Ⅵ-6] 천변도로 조명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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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휘도

보행로
1,0 ~ 1,5

조도

3~5

(cd/㎡)

(lx)

색온도

3,000 ~ 4,000K

2,600 ~ 3,000K

배열

마주보기, 지그재그배열

배광

Cut off

Cut off

등주높이

9 ~ 12M 이하

4 ~ 6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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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조명 지침
3. 1 기본사항

1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한다.
3 화려한 연출을 지양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상층부 조명시 고층건축물, 공공건축물, 대규모 공동주거단지의 휘도대비는
1: 3이하, 초고층 건축물, 대규모건축물은 1: 5이하 이다.
5 미디어 파사드 연출은 예술성이 부여되어야 하며,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설치를 금지한다.

경관유형별 표면휘도 기준
[표 Ⅵ-8] 경관유형별 표면휘도 기준

구분

경관유형

도로폭

휘도 (cd/㎡)

E1

자연지역

-

5

E2

주거지역

-

10

E3

산업지역

E4

상업·랜드마크지역

중로

15

대로

20

중로

20

대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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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조명 지침
4. 1 기본사항

1 조명기구를 문화재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금지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3 조명기구 설치 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4 열손상이 우려되는 재질은 조명기구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5 컬러연출과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은 미디어파사드 연출을 금지한다.

경관유형별 표면휘도 기준
[표 Ⅵ-9] 경관유형별 표면휘도 기준

구분
E1

경관유형

최대휘도 (cd/㎡)
문화재

자연지역

문화재구역내 건축물
5

문화재 보호구역내

E2

주거지역

건축물 휘도기준

10

E3

산업지역

150%까지 허용

15

E4

상업·랜드마크지역

-

20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국가지정 문화재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
시지정 문화재 :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m이내
※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지정 문화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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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픈스페이스조명 지침
5. 1 기본사항

1 조도기준은 KS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배치 및 설치방식이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3 주택, 생태 등에 침해 및 광공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4 조명의 기능적 요소 뿐만 아니라 공감각적 요소를 부여하여 체험성
연출조명을 한다.
5 동일 대상지 내의 등기구는 형태, 색상, 재질 등이 일관성을 가지고
시각적 이미지가 통일되도록 한다.
조도기준
[표 Ⅵ-10] 조도기준 (KS A 3011-1998)

정원

추천조도(lx)

공원

추천조도(lx)

길, 집밖, 층계

6-10-15

전반

6-10-15

강조한 나무, 꽃밭, 석조정원

30-40-60

주된장소

15-20-30

대촛점

60-100-150

배경, 관목, 나무, 담장, 벽

15-20-30

매우 복잡한 장소

30-40-60

소촛점

150-200-300

복잡한 장소

15-20-30

전반조명

3-4-6

일반장소

6-10-15

교통관계광장

추천조도(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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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기반시설조명 지침
6. 1 기본사항

1 하천교량의 표면휘도는 10 cd/㎡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형물과 예술장식품의 표면휘도는 지역에 따라 5~25 cd/㎡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3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4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대상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5 화려한 색상과 연출의 변화를 지양한다.
6 교량의 차도와 보행로 조명이 교량 경관조명 연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기준
[표 Ⅵ-11] CIE -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적정밝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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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역의 밝기

적용

건축물 표면(cd/㎡)

어두운 경관의 지역

국립공원 등

5

낮은 휘도 분포 지역

도시권 외 전원주택지역

5

중간 정도의 휘도 분포 지역

도시 주거 지역

10

높은 휘도 분포 지역

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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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옥외광고물조명(발광광고물 포함) 지침
7. 1 기본사항

1 돋보이기 위해 과도하게 밝은 조명을 지양하며, 최대표면휘도(cd/㎡)
기준에 준해야 한다.
2 자연지역, 주거지역, 문화재 보호구역내에는 움직임연출, 원색연출을 금지
한다.
3 자연지역, 주거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직접조명방식을 금지한다.

설계기준
[표 Ⅵ-12] 설계기준

구분

최대표면휘도
(cd/㎡)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

대형전광판
표면휘도 (cd/㎡)

자연지역

50

불가

직접조명방식 지양

원색지양

설치불가

주거지역

400

불가

직접조명방식 지양

원색지양

설치불가

산업지역

800

-

-

1000

상업·
랜드마크지역

800

-

-

1500

문화재
보호구역 내

50M이내 : 50

원색지양

설치불가

밝기, 색상 등
변화시간 1분
이상 시 허용
불가

직접조명방식 지양

100M이내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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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침 적용방안
본 지침 및 체크리스트는 전주시 야간경관사업의 실행을 위해 적용된다. 따라서 발주기관 및 용역수행업체는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 「4장 야간경관 계획」의 설계기준을 참고한다.
·지침에 명시된 지침은 제반여건 및 상황에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침은 보편적인 지침의 내용으로 도로, 건축물,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오픈스페이스, 도시기반시설, 옥외
광고물 부문 대상별로 적용한다.
·「야간경관계획」에 수록된 예시 및 사례사진은 지침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사진으로 직접적인 사용을 금지
한다.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8. 1 자가점검 절차
자가점검 및 절차
① 지침 확인
대상물의 분야별 부문에 있는 빛환경 구역을 확인하고, 제출해야하는 체크리스트 종류를 파악한다. (대상물의 분야
가 2개 이상인 경우 함께 제출한다)
② 야간경관 지침을 고려한 조명계획
설계자는 조사 빛 구상단계부터 야간경관 지침을 참고한다.
③ 체크리스트 작성
야간경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판단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④ 체크리스트 제출
건축허가 서류 제출 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출한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심의 및 자문 대상은 심의도서
제출 시 제출한다)

208

Jeonju Lightscape Plan 2010

8. 2 체크리스트 작성법
체크리스트 작성 예시
사업명 : 한국전력공사 경관조명 (건축, 조경)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59번지 87호
① 빛환경 구역을 확인한다.
: 상업·랜드마크 지역은 E4구역임
② 경관요소별 휘도 및 기타 지침을 확인한다.
: 건축물조명, 오픈스페이스 조명 체크
③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건축물 조명

·오픈스페이스 조명

건축물 조명 체크리스트

오픈스페이스 조명 체크리스트

기본사항

평가

기본사항

평가

1. 건축물 표면 휘도가 적합하다.

◎

1. 바닥조도는 KS기준에 적합하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다.

○

3.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

3. 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이 되어있다.

○

4. 색온도, 색상, 움직임 등의 연출이 건축물과 조화롭다.

○

4. 조명기구가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

5.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기구를 사용하였다.

◎

5.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기구를 사용하였다.

○

6. 대상지의 주·야간 주변환경과 조화롭다.

-

7. 점등 운용계획이 적합하다.

○

(중략)

세부사항

평가

·녹지지역

평가

세부사항
·고층·초고층 건축물

1. 하천, 생태환경으로 빛의 침해가 없다.

○

2. 가로등 및 보안등 조명이 하늘로 향하지 않는다.

◎

3. 하천공원의 등기구는 우천시 범람을 고려하여 선별 되었다.

◎

1. 건축물 상층부 휘도대비가 적합하다.

○

2. 건축물 상층부부터 저층부까지 연출이 조화롭다.

○

3.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이 조화롭다.

◎

·주거지역

4. 건축물과 함께 공개공지 및 조경 조명연출이 조화롭다.

-

1. 가로등 및 보안등 조명이 주택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평가
○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X / 해당사항 없음 -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X / 해당사항 없음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59번지 87호

건축주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59번지 87호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규모 :

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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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명 체크리스트
기본사항

평가

1. 노면휘도가 적합하다.
2. 종합 균제도는 KS기준에 적합하다.
3. 색온도 기준이 적합하다.
4. 배광방식이 적합하다.
5. 가로등의 높이는 도로폭과 노면휘도에 적합하다.
6. 기구의 사양이 적합하다.
7. 도장방식 및 도장색상이 적합하다.
8. 가로등의 형태가 주변환경과 적합하다.
평가

세부사항
※ 보행로
1. 노면 평균조도가 적합하다.
2. 색온도 기준이 적합하다.
3. 배광방식이 적합하다.
4. 가로등의 높이는 도로폭과 노면휘도에 적합하다.
(차도 가로등에 보행로 등기구가 설치되는 경우는 등기구의 높이를 검토 함)
5. 기구의 사양이 적합하다.
6. 도장방식 및 도장색상이 적합하다.
7. 가로등의 형태가 주변환경과 적합하다.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X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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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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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조명 체크리스트
기본사항

평가

1. 건축물 표면 휘도가 적합하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다.
3.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4. 색온도, 색상, 움직임 등의 연출이 건축물과 조화롭다.
5.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기구를 사용하였다.
6. 대상지의 주·야간 주변환경과 조화롭다.
7. 점등 운영계획이 적합하다.
평가

세부사항
※ 고층·초고층 건축물
1. 건축물 상층부 휘도대비가 적합하다.
2. 건축물 상층부부터 저층부까지 연출이 조화롭다.
3.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이 조화롭다.
4. 건축물과 함께 공개공지 및 조경 조명연출이 조화롭다.
※ 대규모 건축물
1. 건축물과 함께 공개공지 및 조경 조명연출이 조화롭다.
※ 미디어파사드
1. 건축물과 일체화된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2. 미디어파사드 표면휘도가 적합하다.
3. 주·야간 각각의 휘도를 계획하였다.
4. 컨텐츠가 건축물 및 주변환경에 적합하다.
5. 인접 건축물에 빛 침해가 없다.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X / 해당사항 없음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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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조명 체크리스트
기본사항

평가

1. 건축물 표면 휘도가 적합하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다.
3.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4. 색온도 연출이 건축물과 조화롭다.
5.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기구를 사용하였다.
6. 대상지의 주·야간 주변환경과 조화롭다.
7. 점등 운영계획이 적합하다.
평가

세부사항
※ 문화재
1. 조명기구를 문화재에 직접 부착하지 않았다.
2. 색상연출과 움직임 연출을 하지 않았다.
3. 입체감을 주기 위한 연출방식을 하였다.
※ 문화재 보호구역
1. 색온도, 색상, 움직임 연출이 문화재 연출과 조화롭다.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X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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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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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조명 체크리스트
기본사항

평가

1. 바닥조도는 KS기준에 적합하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다.
3. 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이 되었다.
4. 조명기구가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5.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기구를 사용하였다.
6. 조명기구 디자인이 주변환경에 적합하다.
7. 대상지의 주·야간 주변환경과 조화롭다.
8. 적재적소에 조명계획이 잘 되었다.
9. 이벤트 연출이 공원의 성격에 적합하다.
10. 점등 운영계획이 적합하다.
평가

세부사항
※ 녹지지역
1. 하천, 생태환경으로 빛의 침해가 없다.
2. 가로등 및 보안등 조명이 하늘로 향하지 않는다.
3. 하천공원의 등기구는 우천시 범람을 고려하여 선별되었다.
4. 유충성이 낮은 광원을 적용 하였다.
※ 주거지역
1. 가로등 및 보안등 조명이 주택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 상업·업무지역
1. 인접 건축물에 빛 침해가 없다.
2. 공개공지조명이 건축물조명과 조화롭다.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X / 해당사항 없음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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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조명 체크리스트
기본사항

평가

1. 대상물의 표면 휘도가 적합하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다.
3.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대상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4. 색온도, 색상, 움직임 등의 연출이 대상물과 조화롭다.
5.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기구를 사용하였다.
6. 대상지의 주·야간 주변환경과 조화롭다.
7. 교량의 차도와 보행로 조명이 경관연출에 침해하지 않는다.
8. 점등 운영계획이 적합하다.
평가

세부사항
※ 전주천 교량
1. 하천 및 녹지로 빛 침해가 없다.
2. 그린벨트 내의 대상물로 연출이 적합하다.(대상: 한벽교)
3. 교량의 차로조명은 Cut-Off 타입이다.
4. 교량의 보행로조명은 Cut-Off 또는 휀스와 일체된 발밑 조명 타입이다.
※ 그 외 하천교량
1. 하천 및 녹지로 빛 침해를 고려하였다.
2. 교량의 차로조명은 Cut-Off 타입이다.
3. 교량의 보행로조명은 Cut-Off 또는 휀스와 일체된 발밑 조명 타입이다.
※ 조형물 및 예술장식품
1. 조형물의 재질을 고려한 조명방식이다.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X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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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Jeonju Lightscape Plan 2010

옥외광고물조명 체크리스트
기본사항

평가

1. 대상물의 표면 휘도가 적합하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다.
3.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대상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4. 색온도, 색상, 움직임 등의 연출이 대상물과 조화롭다.
5.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기구를 사용하였다.
6. 대상지의 주·야간 주변환경과 조화롭다.
7. 교량의 차도와 보행로 조명이 경관연출에 침해하지 않는다.
8. 최대표면휘도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평가

세부사항
※ 자연, 역사문화경관, 문화재 보호구역
1. 조명의 움직임이 없다.
2. 조명의 컬러가 원색을 사용하지 않았다.
3. 직접조명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X / 해당사항 없음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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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천계획
The Project work plan
1 단계별 추진전략
2 사업선정 및 내용
3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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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추진 전략
1.1 사업우선순위
본 야간경관계획은 Light Foundation, Light Accent, Light Festa 계획의 3대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실
천계획은 아트폴리스 전주의 선전효과, 중요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실천 사업으로 나
누어 추진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실천사업은 2010년(1년)이며, 주로 전주시 야간경관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시기로 선도사업이 시행
된다. 중기실천사업은 2011~2012(2년)이며, 단기실천사업을 바탕으로 수립된 기본구상을 실현, 보완하는 일을 추진
하도록 한다. 장기설천사업은 2013년이후의 기간이며,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새롭게 보완하여 그 동안의 운영
시스템을 진단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표 Ⅶ-1] 단계별 추진전략

중기사업

단기사업
2010

218

2011

2012

장기사업
2013

2014~

·기본구상 수립

·기본구상 실현, 기본계획 보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법 재조율 및 정비

·운영시스템 진단/지속보완

·시범사업 구축

·테마거리 사업추진

·시범사업 추진지속

·Light On 축제 구상

·Light On 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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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선정 내용
2.1 Light Foundation 계획 : 빛의 밸런스 맞추기
[표 Ⅶ-2] Light Foundation 계획 사업선정 및 내용

구분
가로조명
정비

보안등정비

신재생
에너지

사업명

내용

친환경
기린로, 백제로, 화산로,
가로등계획 녹두길

LED
보안등
계획

우선순위

·도로조명 가이드라인에 준한 가로등 교체
·고효율 기구로 에너지 손실과 CO2 발생 최소화

단기

강변로, 월드컵로,
가리내길, 남천로, 세내길

중기

대동길, 곰솔나무길,
서원로, 용머리길, 호성로,
장승백이길, 팔달로

장기

걷고 싶은 거리

·LED보안등 교체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계기를 마련

단기

신시가지(1)

중기

신시가지(2)

장기

신재생
팔과정길
에너지
가로등계획

·신재생 에너지로 친환경 도시 아이덴티티 구축

장기

2.2 Light Accent 계획 :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표 Ⅶ-3] Light Accent 계획 사업선정 및 내용

구분
역사와
전통의 거리

사업명
한옥마을
역사와
전통의
거리

내용

우선순위

가로등 없는
거리 만들기

·현재 가로등을 철거하고 볼라드타입의 기구로
교체하여 태조로를 정온한 거리로 연출함

단기

한옥마을
라이트업

·태조로의 한옥마을을 라이트업으로 야간에도
한옥의 미를 만끽하도록 함

장기

오픈스페이스조명 색상 및 ·현재 LED기구의 화려한 연출을 정비함
연출정비

단기

태조로

중기

은행로

·전주의 특산품인 한지를 주제로 한 공모전을
개최, 우수작은 한옥마을에 설치함
·전주와 한지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사업으
로 축제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함

중기

최명희길

장기

경기전 뒷길,
오목대2길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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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문화재 및
근대
건축물
라이트업

친환경 하천

Eco
보행자
도로
교량조명

내용
풍남문, 객사, 전동성당
경기전돌담
전주향교, 한벽당, 오목
대·이목대, 반곡서원
전주천 :
백제교~ 진북교

마장교, 싸전다리,
아중1교, 아중2교

푸른 빛의
공원

전망공원

가련산공원, 인후공원, 기
린공원, 산성공원
완산공원, 다가공원,
화산공원

덕진공원
빛의 관문
공원

단기

·하천의 생태를 위하여 컷오프형 고효율의 조명
기구를 설치함

단기

삼천 :
흥산대교~효자다리
추천대교, 서신교

나들목공원
월드컵공원

미디어
파사드

롯데백화점 거점
홈플러스 거점

우리동네
빛의 명소

중기
중기

중기
·교량조명으로 하천축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
록함
·화려하지 않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조명을 계
획함

중기

·전망공원의 보행로에 보안등을 정비하여 시민
이 야간에도 즐겨 찾을 수 있는 자연 휴식공간
의 역할을 강화함

중기

·전주의 관광명소인 덕진공원의 조명연출은 전주
의 아이텐티티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정비함

중기

·전주IC에서 시가지로 들어오는 초입부로 전주의
관문적 상징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함

단기

호남제일문

빛의 디지털
미디어 거리

우선순위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 조명으로 잊고지냈던 역
사와 전통을 시민에게 일깨우며 전주의 랜드마
크 거리가 되도록 함

장기

중기

중기
장기

·도로폭이 넓으며 고층건축물이 밀집된 지점의
건축물 파사드에 영상 연출등을 이용한 새로
운 기법의 조명을 계획함
·최신 조명의 경향을 알 수 있는 거리

중기
장기

빛의
공개공지

전주역 거점

·전주역광장과 교통섬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식의
조명을 계획함

중·장기

교통섬

안골네거리, 효자광장
교차로, 진북광장교차로

·시민의 생활공간을 빛으로 연출하여 동네 명소
를 계획함

장기

공공
건축물

전주시청, 전북체신청, 국
립전주박물관, 전주역, 전
북지방 경찰청

중기

2.3 Light Festa : 시간의 변화 표현하기
[표 Ⅶ-4] Light Festa 사업선정 및 내용

구분
Light on
축제

내용
On 등 축제
On 등 겨울 일루미네이션 축제
Light On Movi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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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주의 축제와 연계한 Light On 축제로 확장
하여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함

우선순위
중기·장기
중기·장기
중기·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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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예산
3.1 총 예산 (용역비 / 사업비)
[표 Ⅶ-5] 총 예산

사업명

2010

2011 ~ 2012

2013 ~ 이후

예산(억원)

용역비

1. 가로조명정비

189.25
사업비

54

61.75

73.5

189.25

0.5

1.5

1.5

3.5

1.5

1.5

용역비

2. 보안등 정비

3.5
사업비
용역비

3. 신재생 에너지 활용

1.5
사업비

5.5

용역비

4

1.5

사업비

21

17

3.6

41.6

용역비

0.5

0.6

1.2

2.3

사업비

0.7

13.5

20

34.2

용역비

1.5

1.5

사업비

3

36

2

41

용역비

2

0.5

2.5

사업비

23

23

46

용역비

2.5

1.5

4

사업비

25

20

45

4. 역사와 전통의 거리

47.1

5. 친환경 하천

36.5
3

6. 푸른 빛의 공원

44

7. 빛의 디지털 미디어 거리

48.5

8. 우리동네 빛의 명소

49
용역비

2

3

1

9. Light On 축제

153
사업비

합계

80(매년)

70(매년)

150

용역비

8

9.1

3.2

20.3

사업비

79.2

257.75

215.1

552.05

5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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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예산
[표 Ⅶ-6] 사업예산

사업명

2010

1. 가로조명정비
친환경 가로등 계획

2011 ~ 2012 2013 ~ 이후
54

21.5

백제로

9.5

9.5

화산로

15.5

15.5

녹두길

7.5

7.5
17.5

17.5

월드컵로

10

10

가리내길

18

18

남천로

8.75

8.75

세내길

7.5

7.5

대동길

5

5

곰솔나무길

7

7

서원로

20

20

용머리길

8.5

8.5

호성로

10

10

장승백이길

15.5

15.5

팔달로

7.5

7.5

1.5

3.5

0.5

걷고싶은 거리
신시가지 (1)
신시가지 (2)

3. 신재생 에너지 활용

222

189.25

21.5

2. 보안등정비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계획

73.5

기린로

강변로

LED 보안등 계획

61.75

예산(억원)

팔과정길

1.5

0.5

0.5
1.5

1.5
1.5

1.5

1.5

1.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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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0

4. 역사와 전통의 거리
한옥마을 역사와
전통의 거리

2011 ~ 2012 2013 ~ 이후
21

가로등 없는 거리
만들기

태
조 한옥마을 라이트업
로
오픈스페이스조명 색상
및 연출정비

17

3
2
1

1
1

1

은행로
한
지 최명희길
등
경기전뒷길

1

1
0.6

0.6

0.5

0.5

0.5

0.5

풍남문

9

9

객사

2

2

전동성당

6

6

경기전 돌담

6

6

한벽당

3

3

전주향교

1

1

오목대·이목대

4

4

반곡서원

1

1

0.7

전주천 : 백제교~진북교
삼천 : 흥산대교~효자다리

교량조명

2

태조로

5. 친환경하천
Eco 보행자 도로

41.6
3

오목대2길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

3.6

예산(억원)

13.5

20

0.7

34.2
0.7

1.5

1.5

추천대교

6

6

서신교

6

6

마장교

6

6

싸전다리

6

6

아중1교

4

4

아중2교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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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10

6. 푸른 빛의 공원
전망공원 (보행로)

2011 ~ 2012 2013 ~ 이후
3

3

인후공원

3

3

기린공원

3

3

산성공원

3

3

완산공원

3

3

다가공원

3

3

화산공원

3

3

10

10

나들목공원

3

3
5

호남제일문

7. 빛의 디지털 미디어 거리

23

미디어 파사드

20

롯데백화점 거점
홈플러스 거점
전주역 거점

8. 우리동네 빛의 명소
교통섬

안골네거리, 효자광장교차로,
진북광장 교차로

공공건축물

전주시청, 전북체신청, 국립
전주박물관, 전주역, 전북지방
경찰청

2

2

23

46
20

20

20

3

3

6

25

20

45

20

20

25

80

70

150

On 등 축제

20(매년)

15(매년)

70

On 등 겨울 일루미네이션 축제

10(매년)

10(매년)

40

Light On Movie Festival

10(매년)

10(매년)

40

257.75

215.1

552.05

합계

224

5

25

9. Light On 축제
Light On

41

3

월드컵공원

빛의 공개공지

2

가련산공원

덕진공원
빛의 관문공원

36

예산(억원)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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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역예산
[표 Ⅶ-7] 용역예산

사업명

2010

2011 ~ 2012 2013 ~ 이후

예산(억원)

역사와 전통의 거리

4

태조로

2

2

한지등

0.5

0.5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

1.5

1.5

친환경 하천

0.5

0.6

Eco보행자도로

0.5

교량조명

1.5

1.5

3
1.2

2.3
0.5

0.6

푸른빛의 공원

5.5

1.2

1.8

1.5

3

전망공원

0.5

0.5

덕진공원

1

1

빛의 관문공원

1.5

1.5

빛의 디지털 미디어 거리

2

미디어파사드

2

빛의 공개공지

우리동네 빛의 명소

2.5

교통섬
공공건축물

0.5

2.5
2

0.5

0.5

1.5

4

1.5

1.5

2.5

2.5

1

3

Light On 축제

2

On 등 축제

1

1

On 등 겨울 일루미네이션 축제

1

1

Light On Movie Festival

1

합계

8

9.1

1
3.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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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 경관축별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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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축별 사업대상
1.역사관문축

2. 신시가지축

가로조명 정비

우리동네 빛의 명소

보안등 정비
신재생에너지 활용
역사와 전통의 거리
우리동네 빛의 명소
Light On 축제

3. 신구조화축

4. 환상녹지축

가로조명 정비

푸른 빛의 공원

푸른 빛의 공원

우리동네 빛의 명소

빛의 디지털 미디어 거리
우리동네 빛의 명소

5. 하천축
가로조명 정비
푸른 빛의 공원
친환경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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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The Subtitle
1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2 시민의식조사
3 보고회 및 토론회
4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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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1.1 국제조명위원회(CIE-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1) CIE(국제조명위원회) 경관조명 밝기 기준 (CIE Pub. No.94 Guide For Floodlighting)
국제조명위원회는 3단계로 경관조명의 밝기(표면휘도:cd/㎡)를 주변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되고 있다.

[표 Ⅷ-1] CIE(국제조명위원회) 경관조명 밝기 기준 (CIE Pub. No.94 Guide For Floodlighting)

마감재질

명도

반사율

밝음

보통

어두움

도심부

작은 거리

어두운 지방

12 (cd/㎡)

6 (cd/㎡)

4 (cd/㎡)

밝은 대리석

백색

80%

150 lx

100 lx

50 lx

콘크리트

밝음

60%

200 lx

100 lx

100 lx

황갈색 벽돌

중간

35%

300 lx

200 lx

150 lx

회색 벽돌

어두움

15%

500 lx

300 lx

200 lx

(2) CIE(국제조명위원회)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적정 밝기 기준
(CIE 150:2003 Guide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obtrusive light from outdoor lighting installations)
·환경구역의 분류와 최대 표면휘도(cd/㎡) (CIE 150:2003)
·국제조명위원회는 4단계로 빛간섭(Obtrusive Light)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조명의 밝기를 주변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권장하고 있다.
·이 경우 제시된 표면휘도(cd/㎡) 수치는 공기의 오염과 먼지 등의 방해가 고려되지 않은 순 설계 수치를 말한다.
[표 Ⅷ-2] CIE(국제조명위원회)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적정 밝기 기준

지역

환경지역의 밝기

적용

표면유형
건물표면 (cd/㎡)

광고물표면(cd/㎡)

E1

어두운 경관의 지역

국립공원 등

5

50

E2

낮은 휘도 분포 지역

도시권 외 전원주택지역

5

400

E3

중간 정도의 휘도 분포 지역

도시 주거 지역

10

800

E4

높은 휘도 분포 지역

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

25

1000

※ 지역의 구분 : 빛의 밝기에 따른 지역을 E1, E2, E3, E4 4단계로 분류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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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E 도로조명 설계기준 (CIE 115-1995)
[표 Ⅷ-3] CIE 도로조명 설계기준 (CIE 115-1995)

조명등급

적용범위
L(cd/㎡) 최소n유지값

Uo 최소값

TI(%)

Ul 최소값

SR 최소값

M1

2.0

0.4

10

0.7

0.5

M2

1.5

0.4

10

0.7

0.5

M3

1.0

0.4

10

0.5

0.5

M4

0.75

0.4

10

NR

NR

M5

0.5

0.4

10

NR

NR

※ 도로의 조명등급 분류 :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 교통량과 도로시선의 복잡성에 따라 M1, M2,
M3의 세가지로 구분되고, 교외지역과 연결되는 도로 등은 M4, M5로 구분
※ Uo : 종합균제도, UI : 차선축 균제도, TI : 임계치 증분, Sr : 서라운드비

(4) 도로에 따른 조명등급 분류
[표 Ⅷ-4] 도로에 따른 조명등급 분류

형태

조명등급
높음

M1

보통

M2

낮음

M3

차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고속도로로 교통량을 제어할 수 있거나

나쁨

M1

분리차선 도로를 이용한 형태

좋음

M2

도시의 중요도로로, 방사모양의 도로,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도로들 중

나쁨

M2

교통량을 제어 할 수 있거나 분리차선, 도로를 이용한 형태

좋음

M3

시골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나 주거지역과 근접한 도로들 중 교통량을 제어할 수

나쁨

M4

있거나 분리차선, 도로를 이용하는 형태

좋음

M5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로서 , 평면교차로가 없으며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는 곳
교통량과 도로시설의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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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산업규격(KS) 기준
(1)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기준 (KS A3701/부표2)
[표 Ⅷ-5]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기준 (KS A3701/부표2)

도로

평균노면휘도(최소허용치)

휘도균제도(최소허용치)

TI (%)

조명등급

Lavg (cd/㎡)

종합균제도(Uo)

차선축 균제도(Ul)

Lmin/Lavg

Lmin/Lmax

(최대 허용치)

M1

2.0

0.4

0.7

10

M2

1.5

0.4

0.7

10

M3

1.0

0.4

0.5

10

M4

0.75

0.4

-

15

M5

0.5

0.4

-

15

※ 도로의 조명등급(KSA3701/부표1) :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으로, 교통량과 도로 선형의 복잡함, 교
통형태, 신호체계등으로 분류함
※ Lavg : 평균노면휘도, Lmin : 최소노면휘도, Lmax : 최대노면휘도, Lmin/Lavg : 최소휘도와 평균노면휘도의 비, Lmin/Lmax :
최소휘도와 최대휘도의 비

(2)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 KS A 3701 / 부표3-2)
[표 Ⅷ-6]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 KS A 3701 부표3-2)

도로조명등급

232

평균노면조도(최소허용치) Lavg (cd/㎡)

휘도균조도(최소허용치)

R1

종합균제도(Uo)

차선축 균제도(Ul)

Lmin/Lavg

Lmin/Lmax

R2 & R3

R4

M1

20.0

29.0

25.0

0.4

0.7

M2

15.0

22.0

19.0

0.4

0.7

M3

10.0

14.0

13.0

0.4

0.5

M4

8.0

11.0

9.0

0.4

-

M5

5.0

7.0

6.0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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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등급 (KS A 3701 / 부표3-1)
[표 Ⅷ-7]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등급 (KS A 3701 / 부표3-1)

노면등급

휘도계수

도로 표면의 특성
· 콘크리트 도로표면

R1

0.10

· 최소한 15%의 인공 광택재(예를 들어 시노팔 등), 또는 최소한 30%의 매우 광택이
있는 사장암(예를들어 래브라도르장석, 규암 등)이 혼합된 아스팔트 도로표면
· 대부분 확산반사
· 자갈(1cm 이상의 크기)을 60% 이상 포함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R2

0.07

· 혼합재에 10 ~ 15%의 인공 광택재를 포함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0.07

R4

0.08

· 어두운 색의 혼합재(예를 들어 트립 화성암, 고로 슬래그)를 갖는 아스팔트 도로표면
· 약간 정반사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 도로
· 대부분 정반사

(3)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 (KS A 3701 / 부표1)
[표 Ⅷ-8]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 (KS A 3701 / 부표1)

도로의 종류

교통의 종류

조명의 등급

상하행선이 분리되고 교차부는 모두 입체

교통량이 많으면서 도로 선형이 복잡한2) 경우

M1

교차로로서,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선형이 복잡한 경우

M2

는 고속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

교통량이 적고 도로 선형이 단순한 경우, 또는 주변환경이

속도로

어두운 경우

M3

교통제어3)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4)의 분리5)가 부족함

M1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2

주요한 도시 교통로,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2

간선 도로, 국도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3

중요도가 낮은 연결도로, 지방 연결도로,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4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5

고속의 도로, 상하행선 분리 도로

주택지역의 주 접근도로. 사유지로의 접근
도로와 연결도로

주 2 : 도로선형의 복잡함이란 도로의 기본 구조, 차량의 이동, 그리고 시각적 환경을 의미한다.이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차선의 수, 경사면의 수, - 신호등 및 표지 진출입용 램프, 진입 차량, 진출 차량 등의 존재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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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 : 교통제어란 신호등과 표지판의 존재, 그리고 법규의 존재를 말한다. 제어의 수단은 교통신호등, 통행 우선권의 규칙, 우선
권의 법규와 표지, 교통표지판, 방향표지, 그리고 도로 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 교통제어가 부족한 것으
로 본다.
주 4 :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란 예를 들어 자동차, 트럭, 저속 차량, 버스, 자전거, 보행자 등을 말한다.
주 5 : 분리란 전용차선의 방법이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교통 형태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
가 있다면 낮은 등급의 조명을 행할 수 있다.

(4)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기준 (KS A 3701 / 부표3)
[표 Ⅷ-9]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기준표 (KS A 3701 / 부표3)

야간의 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
수평면 조도

연직면 조도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교통량이 많은 도로

교통량이 적은 도로

※ 수평면 조도 : 보도의 노면상 평균 조도
※ 연직면 조도 : 보도의 중심선 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 조도

(5) 옥외시설 조도기준 (KS A 3011-1998)
[표 Ⅷ-10] 옥외시설 조도기준 (KS A 301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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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추천조도(lx)

전반

6-10-15

주된장소

15-20-30

교통관계광장

추천조도(lx)

매우 복잡한 장소

30-40-60

복잡한 장소

15-20-30

일반장소

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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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추천조도(lx)

길, 집밖, 층계

6-10-15

강조한 나무, 꽃밭, 석조정원

30-40-60

대촛점

60-100-150

배경-관목, 나무, 담장, 벽

15-20-30

소촛점

150-200-300

전반조명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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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의식조사
2.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야간경관조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전주시 야간경관조명 현황에 대한 시민의식을 파악하고 야간경관
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2) 조사내용
·야간의 전반적인 밝기에 대한 이미지
·야간조명이 잘 되어진 장소와 개선점이 필요한 장소

(3) 조사방법
·기 간 : 2009년 4월 18일 ∼ 4월 30일
·방 법 : 설문지를 통한 1:1 조사
·대 상 : 전주시민 및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총 설문부수 : 총 300부 중 유효설문 202부
·연 령 : 20대(48%), 30대(19%), 40대(20%), 50대(12%), 기타(1%)

2.2 조사결과

(1) 전주시 야간경관 인지도 및 만족도
·전주시의 야간 빛 환경에 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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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야간조명에 대한 생각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야간조명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야간조명은

8. 자료집 237

Jeonju Lightscape Plan 2010

·야간조명을 개선하면 효과적일 곳은

·전주를 대표할 야간경관은

·시가지 중 야간에 즐겨 찾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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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장소를 선호하는 이유

·자연공원 중 야간에 즐겨찾는 곳

·위의 장소를 선호하는 이유

·위의 장소를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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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인적사항
·귀하의 성별은

·귀하의 연령은

·귀하의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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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회 및 토론회
3. 1 추진일정 (보고회)
[표 Ⅷ-11] 추진일정

보고회

보고일자

보고내용

1

용역계약

2

착수보고

2009. 1. 15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방향제시

3

가이드라인 중간보고

2009. 3. 16

가이드라인 진행보고

4

전문가 자문회의

2009. 3. 27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

5

전주시의회 간담회

2009. 4. 3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보고

6

자체 자문회의

2009. 4. 24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보고

7

관련부서 워크샵

2009. 4. 24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보고

8

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

2009. 5. 22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보고

9

전주 시의회 의견청취

2009. 6. 12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타당성 검토 및 의견수렴

10

전주시 경관의원회 자문

2009. 6. 17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보고

11

최종보고

2009. 6. 25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보고

12

전주시 경관 위원회 심의

2009. 7. 2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심의

13

전라북도승인 신청

2009. 10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14

전라북도경관디자인위원회 심의

2009.12.22

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심의

15

용역준공

2010. 2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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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세부내용
(1) 중간보고회
1) 보고 일자
2009년 3월 16일 (금)

전주시청

2) 의견 및 반영 여부
[표 Ⅷ-12] 중간보고회 의견 및 반영 여부

의견

반영
O

242

반영내용
X

전통성, 문화성에 계획이 집중되어있다. 진취성 있는
다이나믹한 계획 제시가 필요함

O

고층건축물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최
첨단 디지털 조명으로 랜드마크 계획
하였음

천변, 아파트조명, 발광광고, 공원, 서부신시가지 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O

도로조명, 건축물조명, 오픈스페이스(공
원)조명, 발광광고물조명 4개 부문 및
특정 세부가이드라인을 계획하였음

On등 축제는 한지축제, 일루미네이션은 제야축제와 연계해야 하며
해당 조직 위원회와의 검토가 필요함

O

기존의 축제와 연계된 빛축제를 계획
하였으며, 해당부서와 워크샵을 개최
하였음

선의 경관 속에서 점의 대상을 연계 분석하고 조명자원을 현황분석 시 O
점과 대안 방향을 연계하여 계획해야함

계획의 방향을 세워 현황조사작업을 추
가 작업하였음

‘전주시 경관기본계획’ 연구원, 관련 부서와 협의 및 토론이 필요함 O

자문회의와 워크샵을 통하여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

현재 객사의 조명 휘도가 높으므로 객사의 입체적인 조명계획이 추가 O
되어야 함

한옥마을 일대와 연계하여 계획하였음

전주의 야경은 어두워 안전을 위해 밝아져야 하므로 생활조명 경관조 O
명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조명과 랜드마
크 연출이 필요한 대상을 구분하여 계
획하였음

하천의 교량조명의 정비가 필요하며, 교량조명으로 주간과 다른 이미
지를 주는 계획이 필요함

O

전주천과 삼천, 아중천의 야간경관계획
에 교량조명을 포함하여 계획하였음

전주의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대상과 전주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함

O

전주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공원을 빛으
로 정비하며, 전망대 및 랜드마크를 고
려하여 계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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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자문회의
1) 일자
2009년 3월 27일 (금)

건국대학교

[그림 Ⅷ-1] 전문가 자문회의

2) 의견 및 반영 여부
[표 Ⅷ-13]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및 반영 여부

의견

반영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조명수법을 개발하고 제시하여야 함
첨단의 조명기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투광조명 방식의 발광광고물 등
을 권장해야함

O

전주만의 빛을 위한 조명지침을 제시
하였음

전주의 전통 한지 이미지를 고려한 컬러계획, 지역 테마 별 색상계획
을 마련해야함

O

앞으로 LED조명 적용이 늘어남을 대비
하여 조화로운 색 적용을 위한 광색을
지정하였음

구조물적 랜드마크 보다 빛의 랜드마크화를 지향하고 과도한 수직적
랜드마크는 지양해야함

O

조명을 위한 별도의 구조물을 계획하기
보다는 거리를 랜드마크화하며, 산업단
지를 관문 & 랜드마크를 계획 하였음

청소년광장과 테마거리도 계획이 필요함

O

랜드마크, 축제 계획에서 연계하여 계
획하였음

O

반영내용
X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위해 특징지역에만 빛을 강조하고, 전반적으로 O
는 안정된 면적 조명연출 중심으로 계획되어야 하므로 한옥마을과 같
은 곳은 가로등을 제거하고 면조명으로 조도를 확보 하는 것도 바람
직함

전통의 빛, 첨단의 빛의 지역을 구분하
여 빛의 성격을 달리 계획하였으며, 한
옥마을은 가로등을 제거하고 면적인 조
명을 부각하도록 계획하였음

도시 전체의 구조를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조명설계를 전제로 한
가이드라인 필요함

O

도시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도로조명의
가이드라인에서 색온도, 조명방식 등을
구분하여 지침을 마련 하였음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키워드와 연계한 조명연출 컨셉을 고려

O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하
였음

가이드라인은 쉽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침 및 예시 마련

O

지침에 대한 디자인 예시 및 세부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 하였음

야간경관계획을 단기, 중기, 중장기로 우선순위를 통한 계획이 필요함 O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단계별 사업순위
를 정하였음

8. 자료집 243

Jeonju Lightscape Plan 2010

(3) 시의회 간담회
1) 일자
2009년 4월 3일 (금)

전주시청

2) 의견 및 반영 여부
[표 Ⅷ-14] 시의회 간담회 의견 및 반영 여부

의견

반영
O

244

반영내용
X

도로조명 가이드라인에 15M 이상의 도로에만 적용한다고
했는데 전주시는 소로가 많아 15M 이하의 도로에 대한
도로조명도 가이드라인도 범위에 포함해야 함

O

도로조명 가이드라인에서 소로를 범위
에 포함하였음

호남제일문도 중요한 랜드마크임으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O

전주IC 일대의 스포츠타운과 호남제일
문을 빛의 관문공원 랜드마크로 계획
하였음

전주의 서원이 곳곳에 있으므로 조명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O

서원과 향교를 조사 하여 그 중에 반곡
서원을 문화재 건축으로 포함하여 계획
하였음

팔달로 휴비스(HUVIS) 앞 소나무 업 라이팅 연출이 가로등
불빛과 혼재되어 연출 효과가 안 좋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이지만
이러한 빛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O

도로를 구성하는 가로시설물의 빛의 질
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중국 상해는 2시간 동안 레이저 쇼를 진행하여 관광효과가
좋다. 이와 같은 이벤트 계획이 필요함

O

현재 축제와 연계한 빛 축제 계획을 마
련하였음

일본과 영국에서 보안등을 청색조명으로 교체하여 도시의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

청색조명 계획 자료 입수 후 검토 하였
고, 기능적인 측면보다 디자인적인 측
면 즉 색상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하였음

야간경관시 환경파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야함

O

하천이나 공원 조명 시 친환경 조명수법
을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환경단체의 의
견을 반영해 먼저 하천 중 조명을 하지
않을 곳을 지정하였음

하천의 범람 범위를 검토하여 하천 조명계획을 세워야 함

O

하천 범람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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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자문회
1) 일자
2009년 4월 24일 (월)

전주시청

[그림 Ⅷ-2] 자체자문회

2) 의견 및 반영 여부
[표 Ⅷ-15] 자체 자문회 의견 및 반영 여부

의견

반영
O

반영내용
X

하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해서 하천 주변 길 가로등 상부에서 불빛 O
이 떨어지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고 조명의 형태 , 높이, 빔각을 고려
한 하천 산책로 계획이 필요함

홍수량을 고려한 가로등계획과 가리내
길 상부에서 투광하는 2가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조도계산을 통해 타당성, 적
합성을 검토하였음

수목조명 계절변화에 따른 연출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

계절의 변화 외에 타이밍의 조절로 연출
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음

에너지 효율과 절약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함

O

가로등 조명과 보안등 조명에 에너지 효
율에 관한 데이터를 반영 하였음

주민참여, 협정 등 유지관리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O

민간건축조명, 축제, 발광광고물 등 주민
의 협조가 필요한 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스템 계획 하였음

전주시에서 하천(교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 이므로 단일화된 사업으
로 교량조명이 조화롭지 않으니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함

O

교량의 대한 조명 가이드라인을 추가 하
였음

랜드마크 부족하니 새로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O

기존시설을 이용한 랜드마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전체적인 계획의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 해야함

O

전주시만의 빛 개념에 따른 원칙 수립
하였음

좋은 아이디어를 전주시의 실제적 계획에 밀착시켜야 함

O

기존 사업과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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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부서 워크샵
1) 일자
2009년 4월 24일 (월)

전주시청

[그림 Ⅷ-3] 관련부서 워크샵

2) 의견 및 반영 여부
[표 Ⅷ-16] 관련부서 워크샵 의견 및 반영 여부

의견

반영
O

246

반영내용
X

천 축 조명계획 시 생태 등 환경문제와 부딪치게 되며 환경단체
반발이 우려됨

O

안전상 산책 보행로의 조명이 필요하며 환
경단체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청취하였으
며 하천 중 조명을 하지 말아야 할 벨트를
먼저 지정하였음

하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효자다리,
롯데 백화점 주변)은 별도의 조명계획이 필요함

O

롯데백화점 주변, 효자다리 주변, 다가교
주변은 지천 빛의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빛의 특화계획에 포함하여 계획하였음

덕진공원(연못)은 많은 시설물로 인하여 혼란스러우므로
정비 요망

O

공원 빛의 가이드라인 마련 하였음

하천 둔치가 좁으므로 보안등은 제방에 설치함이 타당함

O

검토결과 조명을 제방에 설치하는 것은 기
술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적합하지
않은 걸로 판단됨

걷고 싶은 거리 조명 조형물 주간의 그 형태가 미관상
좋지 않으며, 야간에 화려하므로 검토가 필요함

O

현재 조형물과 보안등이 함께 섞여있어서
더 보기 좋지 않으므로 일차적으로 보안등
을 제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며 연출(
색상)을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했음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O

활성화 방안 및 유지관리 시스템 등을 반
영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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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청회
1) 일자
2009년 5월 22일 (금)

전주시청

[그림 Ⅷ-4] 공청회

2) 의견 및 반영 여부
[표 Ⅷ-17] 공청회 의견 및 반영 여부

의견

반영여부
O

반영내용

X

전주천은 삼천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천 지역에 조명 O
이 필요하면 조명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부분부터 지정해야 함

조명을 하지 않는 그린벨트 지정 위치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전주천과 삼천은 어둡고 화려하다는 인식이 강함, 천과
교량을 같이 아울러서 생각할 것, 전주천과 삼천에 대한
계획을 더 추가하며 교량계획을 더 추가해야 함

O

천과 교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였음

전주‘한 스타일’을 한지와 창호지를 이용해서 만든
은은한 조명을 생각할 것 , 한지를 이용한 야간의 빛이나
조명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해야 함

O

축제를 포함한 각종 계획에 기본적인 빛
으로 한지를 이용한 조명 계획을 수립
하였음

시민들에게 경관조명의 타당성 설득시키는 작업이 더욱
자세하게 필요
1 ) 야간경관조명의 에너지원을 어디서 끌어올것인가
2 )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조명과 연계시켜볼 것
3）시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 위치한 조명을 중점으로 할 것

O

LED 조명 적용과 태양열 조명을 추가 하
였고 걷고싶은 거리에 우선적으로 계획
을 수립하였음

전주를 대표하면서 외부인들이 관광을 왔을 때 관광하기에
좋은 곳,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조명을 설치 요망함.
예)초록바위지역, 동,남부지역

O

남천교, 한벽교를 잊는 빛의 야경 명소계
획을 내포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휴식공간과 관광산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계획이 필요함

O

천지역도 구역별로 밝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예)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더욱 밝게 다른 부분은 조금 어둡게

O

공공과 민간의 두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관광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
로 특성화하여 진행 하였으며 생활과 관
련된 부분은 ‘에너지절약’을 중점으
로 하여 진행하였음
천에 대한 빛을 기능과 역할을 분류하여
강약이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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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회 의견청취
1) 일자
2009년 6월 12일 (금)

전주시청

2) 의견 및 반영 여부
[표 Ⅷ-18] 의회 의견청취 의견 및 반영 여부

의견

반영여부
O

248

반영내용

X

저탄소, 고효율기구 등 친환경 녹색성장 관련계획을
구체화할 것

O

LED기구와 일반기구의 소비전력량과 CO2배
출량을 비교하였고, 일부 보안등은 LED로 제
안하였음
도로조명 가이드라인에서 고효율의 등기구
성능 기준을 제시하였음

재원조달 방법 구체화 할 것

O

야간경관형성 제안사업 재원은 7가지의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사업유형별 단기,
중기, 장기의 사업별 재원을 설정 하였음

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출 예시도 작업할 것

O

시뮬레이션 연출 대상을 시와 협의 하여 대
상 선정 후 시뮬레이션 작업을 보고서에 반
영하였음

LED 기구에 대하여 자세히 명시 할 것

O

사업유형별, 대상별 LED를 이용한 조명 방식
및 기구타입을 분리하여 제시하였음

민간건축물 지원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할 것

O

경관협정, 경관사업에 대한 예시를 제시 함
인센티브 및 기타 지원방법은 시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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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관위원회 자문
1) 일자
2009년 6월 17일 (금)

전주시청

2) 의견 및 반영 여부
[표 Ⅷ-19] 경관위원회 자문 의견 및 반영 여부

의견

반영여부
O

반영내용

X

야간경관은 디자인 측면과 조명을 접목해야 함

O

기구에 대한 사양 및 형태에 대한 예시를 제
시하였음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O

경관조명 심의 및 승인, 전문조직 확대개편,
지원 방안 및 활성화 계획등을 추가 및 보
완하였음

조명계획 시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는 계획도 필요하며 민간부 O
분의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함

민간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운영방안 등을 실
행방안에서 제시하였음

공공과 민간부분을 구분하여 계획함이 타당함

O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여 실행방안을 마련
하였음

지난 4월 24일 중간보고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음. 빛과 조명
계획이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O

계획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추가하여 제시
하였음

전주 기본경관계획의 조망축과 권역을 분석하여 검토해야함

O

경관계획의 간단한 내용을 언급하였음

가이드라인은 형태, 방식 등이 담겨져 있어야 함

O

대상별 기본사항 및 기준을 제시하였음

너무 계획적임. 야간경관계획은 도시마다 차별성이 있는데 전
주의 문화와 유기적인 내용이 빠져있음

O

전주의 한지를 이용한 빛 축제를 제시하여
전주만의 아이덴티티를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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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관위원회 심의
1) 일자
2009년 7월 2일 (목)

전주시청

2) 의견 및 반영 여부
[표 Ⅷ-20] 경관위원회 심의 의견 및 반영 여부

의견

반영여부
O

250

반영내용

X

야간경관계획의 미래상 제시목표와 기본구상의 체계정리가
미흡함

O

미래상 제시목표와 기본구상을 체계화하여
정리하였음
·목표
전주다움(Identity), 아름다움(Beauty),
환경성(Ecology), 안전성(Safety)
·기본구상
- 빛의 밸런스(Balance) 맞추기
-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 시간의 변화 포함하기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하고 상호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O

전주시 기본경관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기본
경관계획 경관유형 분류 및 용도분포표에
따라 빛환경 구역을 계획하였음

야간경관계획은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각각의 대상과 O
구성 요소별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은 기존규격의 설
계 기준에 따라서만 제시되었음(설계기준보다는 설계지침,
용어의 정리 필요)

경관설계지침 정리하였음
- 도로, 건축물,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조명

7개 대상 사업별로 연출과 유도 및 규제내용을 세분화하여
적용해야함

O

야간경관계획을 3가지 기본구상에 맞추어
계획하였음
·빛의 밸런스(Balance) 맞추기 : 도로,
건축물,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 역사와 전통의
거리, 친환경 하천, 푸른빛의 공원, 빛의
디지털 미디어 거리, 빛의 문화단지
·시간의 변화 표현하기 : On 등 축제, On
등 겨울 일루미네이션 축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은 여러업체가 입주 O
해 있으므로 과도한 목표로 보임(업체와 협의 시뮬레이션 방
안 강구)

민간의 참여시 경관협정 방안을 통한 참여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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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반영여부
O

반영내용

X

팔달로 등 가로별 야간경관 현황에 대한 문제점은 있으나 해결 O
방안이 없으므로 대안제시가 필요함

가로별 특성에 따라 계획하였음
·역사와 전통의 거리로 태조로, 은행로, 최
명희길 외(경기전 뒷길, 오목대2길) 등
현황 및 계획을 수립하였음
·빛의 디지털 미디어 거리 등 휘도 및 색온
도 등의 기준을 정하였음
·기타 도로조명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설
정하였음

현황조사는 잘되어 있으나 생태계 보호 등 사회적 논란의 여지 O
가 없어야 함

하천변 보안등 설치시 에코벨트지역 선정
등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친환경적
방향으로 계획하였음

보고서 구성체계(4장과 5장 연계) 강화 필요

야간경관계획과 설게지침이 연결되도록
강화하였음

O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연결이 안되고 가이드라인의 오픈스 O
페이스 중 오픈스페이스가 아닌것도 있으며 코멘트가 없고 사
진만 있는 경우도 있음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연결되도록 강화
하고 설명 추가하였음

컨벤션 센터는 미확정 상태이므로 야간경관 포함시 혼란스러움 O

빛의 디지털 거리로서 가로환경 및 디지털
영상의건축물 조명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하였음

연출계획없이 설계와 계획에 대하여 기준만 나와 있음. 구역과 O
가이드라인을 종합한 제시가 필요함

빛환경 구역과 설계지침을 강화하였음

조명등과 조명등 사이의 최대 또는 최소거리의 제시가 필요함 O

도로 및 하천 등 개별사안에 따라 휘도와
조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시 검토하도
록함

전체적인 평면계획이 있어야 함

O

전주시 야간경관지도를 제작하였음

해외사례(전주시와 유사한 지역) 반영이 필요함

O

축제도시 및 가로연출에 대한 해외사례를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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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라북도 경관 디자인 위원회 심의
1) 일자
2009년 12월 22일 (화)

전라북도청

2) 의견 및 반영 여부
[표 Ⅷ-21] 경관위원회 심의 의견 및 반영 여부

의견

반영여부
O

252

반영내용

X

한지로 야간조명 연출시 스산하고 흥등가 느낌 등 도시이미지 O
가 안 좋아 질 수도 있음

한지에서 나오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한국적인 빛의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였음

LED조명은 신 재생 에너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 자 O
긍심과 에너지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 필요함

산업단지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계획을 제시하였음

야간경관이 도시경관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에너지 소모가 지 O
나 칠 수 있음

CO2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 하
는 기구를 사용하고 등기구 사양기준을 제
시하였음

사업재원이 국도비와 시비로 나눠져 있는데 재원별 구분 없이 O
총액 표기바람

국비, 시비를 삭제하고 총액만 표기 하였음

대단위 공동주거단지의 옥탑부분에 대한 상세 계획이 필요하
다고 보여짐

O

야간경관계획 특정적용에 '대규모 공동주거
단지'를 추가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음

산업단지 굴뚝 조명은 주변 환경 및 심미성 고려할 때 부적합
한 위치와 대상임

O

산업단지의 연출은 일시적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Light On Movie Festival'시에 실행되
도록 수정하였음

한지이용 조명 연출은 적합하나 축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 O
는 방안이 필요함

축제 개최 시 다양한 홍보 방안 및 공모전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함

장식품, 도시조형물 조명에 대한 가이드 제시 보완

O

야간경관계획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조형물
및 예술장식품' 대상을 추가하여 설계기준
을 마련하였음

빛의 디지털 미디어거리의 건축물대상에서 상업건물(쇼핑센
터) 지양

O

상업건축물을 지양하고 업무시설 및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음

특성 있는 야간경관디자인 미흡

O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품격있는 전주
의 야간경관'으로 전주만의 미래상을 수립
하였음

과거 전주 야간경관의 조사 미흡

O

전주의 역사적 배경 및 경관 특성 등을 분석
하여 반영하였음

주변도시 경관자료 조사 미흡

O

전통과 미래가 조화롭게 정비된 해외 선진
사례를 제시하였음

구체적인 제시안 미흡

O

빛의 밸런스 맞추기,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시간의 변화 표현하기에 맞추어 실천계획을
작성하고 세부사업을 구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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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반영여부
O

반영내용

X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이 제도적 뒷받침으로 마련되었으면 함, O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문화예술진흥법, 건축
법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되었으면 함

실행계획 부분에 활성화 방안을 추가하여
인센티브 방안 및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제
안등을 추가하였음

야간경관 취약 부분이 모텔촌으로 야간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O
취약지구의 대책이 없음

현황조사 분석-발광광고물 부분에 아중리
모텔촌의 현황분석을 추가하였음

대규모 건축물(고층, 초고층)의 특수성은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 O
지침이 나와야 하는데 미흡함.(예를 들어 건축물의 대상 적용에
대해 초고층 등은 전주시에 적합하지 않음. 고사동은 야간경관
이 필요하지만 적용되지 않았음) 정확한 현황분석을 통해 구역
을 정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야간경관계획 건축물 특정적용 부분에 고층
초고층 외에 공공건축물, 대규모공동주거단
지 등을 추가하여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음

현황분석에 따른 구역 및 적용 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취약지역 O
에 대한 설정이 누락되어 있는 이유로 전체적인 계획의 방향이
사업 위주로 형성되었다고 사료됨

아중리 모텔촌, 하천 등의 조사분석 내용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음

방문자가 아닌 전주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계획이 되었으면 함 O

시민들이 야간에도 커뮤니티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동네 빛의 명소'를 계획함

야간경관계획은 공공디자인과 맞물려야 가장 효과적이며 건축 O
물 분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언급이 없음

야간경관계획 건축물 특정적용 부분에 공공
건축물을 추가하여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음

야간에 높은 곳에서 전주시 야경을 볼때 종교시설의 십자가와 O
모텔 조명 때문에 전주의 야간경관 이미지 저하시킴

경관유형의 분류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휘도
와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 등의 기준을 제
시하였음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조명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 O
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봄

기설치된 문화재의 조명은 철거 및 교체를
통해 연출하고, 미설치된 문화재는 주변의
야간경관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계획함

공공건축물은 야간에 이용도가 높으므로 공공건축물의 지침
이 필요함

O

야간경관계획 건축물 특정적용 부분에 공공
건축물을 추가하여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음

기본경관계획에서 축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므로 야간 O
경관도 축 경관 포인트(예를 들어 팔달로)를 활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봄

야간경관계획을 경관축과 함께 지도에 표기
하여 축별 연계된 계획을 정리하였음

보고서 뒷부분에 현황 조사가 잘 이루어져 있으므로 현황조사 O
에 따른 문제 제기로부터 대안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필요

세부 현황조사 부분을 2장으로 이동하여 조
사분석 부분의 전반적인 목차를 변경, 수정
하였음

공공건축물(기존 및 신축)과 전정을 정원으로 가꾸는 추세에 따
라 전정 소공원의 연계 조명계획이 필요함(현재는 역사적 건축
물 위주임)

오픈스페이스 적용대상에 건축물 부설광장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조도기준을
제시하였음

경관계획에서 설정된 축별 야간경관계획의 디테일이 필요함

야간경관계획을 경관축과 함께 지도에 표기
하여 축별 연계된 계획을 정리하였음

8. 자료집 253

Jeonju Lightscape Plan 2010

의견

반영여부
O

대학가 등과 같은 동일 기능 면적 공간의 조명계획이 필요함

X

O

야간경관계획 부분 공공건축물 설계기준시
에 대학교의 건축물 및 조경을 이용한 조명
연출방안을 제시하였음

전주천이 공원성격 강하여 생태와 부딪치므로 양자가 공존하는 O
방식의 조명방안 필요

하천은 자연생식지로의 침해빛을 최소화 하
는 연출로 제시하였음

전주시의 아이덴티티를 결정 할 수 있는 빛의 통일감 검토

O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구분하여 빛 환경구역을 분류하여 낮은휘도
및 중간, 높은휘도로 구분 계획 하였음

빛이 색깔이므로 전주시의 색에 대한 방향 검토

O

천년전주의 특성을 위해 품격 있는 야경이
필요 함. 품격 있는 색의 주조색을 3,000K
의 온화하고 따뜻한 색을 계획함

빛의 문화단지의 산업단지는 5대 걷고싶은 거리인데 산업단지 O
는 걷고 싶은 거리보다는 지나가는 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
직하니 그에 대한 조명 검토

산업단지의 연출은 일시적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Light On Movie Festival'시에 실행되
도록 수정하였음

경관을 위한 랜드마크가 아닌 관광객이 거리에서 방향을 잃었 O
을때 지표가 되는 빛의 랜드마크 계획이 필요

'우리동네 빛의 명소'를 계획하여 주요 교통
섬 및 공공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연출하여
생활공간 개선 및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광고 광원과 경관 광원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례를 제 O
정하여 빛의 강약 조절이 필요함

옥외광고물과 건축물 휘도기준을 디자인 지
침에서 각각 제시하였음

계절별 빛을 조절하여 여름엔 한색, 겨울엔 난색 등 계절별 연 출 필요

전주한지축제(3-4월)와 전주천년제야축제
(12월), 전주국제영화제(5월) 시 on등 축
제, on등 겨울 일루미네이션 축제, Light On
Movie Festival 을 계획하여 계절별로 연출
토록 하였음

전주천은 생태하천으로 가로등이 양쪽에 설치되어 안전 위해
불을 켤 경우 야생동물이 떠날 수 있으므로 생태하천 지도 검
토 반영 필요

하천 연출 시 건축물의 빛이 생태천으로 오
지 않도록 하고 일부 구간은 보안등 설치를
제한하여 계획하였음

O

도시 전체를 꿰뚫는 빛의 통일감 차원에서 전주만의 아이덴티 O
티를 줄 수 있는 “빛”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함

고려하였음

주요 랜드마크에 대한 경관연출 및 배경이 되는 광고 광원간
의 간섭, 충돌에 대해 ‘경관협정’ 등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옥외광고물 조명 휘도와 조명수법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하였음

하천 경관 관련 생태적 특성(하천변 둔치, 습지 등)에 대한 디테
일한 분석 결과를 기반하여 수립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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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용

O

생태지도 및 기사, 현황조사를 분석·추가
하여 하천 연출시 생태계를 고려하도록 반
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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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반영여부
O

반영내용

X

전통문화센터 옆 한옥은 일정부분 조명 연출이 되어 있으나 향 O
교와 및 인근 한옥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골목길의 조명
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함

'문화재 및 근대건축물 라이트업' 계획에서
향교, 반곡서원, 오목대이목대, 한벽당 등을
추가 계획하였음

현재 교량의 색상 연출이 좋지 않으므로 도시 이미지와 어우러 O
진 연출로 수정 바람

야간경관계획 도시기반시설 부분에서 교량
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였음

태조로 뿐 만 아니라 향교에 이르기까지 한옥, 수목, 실개천, 조 O
형물, 바닥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전주이미지 연출 요함

한옥마을에 역사와 전통의 거리를 조성하
여 주변 도로 및 수목, 건축물 등의 연출방
향을 제시함

면 적인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이 필요

면적인 분석을 통하여 빛 환경구역을 분류
하여 용도지역별로 적극적, 소극적 조명 설
치를 검토하였으며 우리동네 빛의 명소를
추가계획 하였음

-

전주 관문(남원⇒아중리)이 취약 하므로 전주 정체성을 살릴 수 O
있는 관문 이미지 제고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에 의거 전주 혈맥잇기
사업의 오목대와 이목대 혈맥잇기와 자연생
태박물관, 무형문화의 전당(건립예정) 등의
문화공간과 하천을 연계하는 사업을 시행
예정인 바, 야간경관과 병행 추진할 수 있도
록 반영하였음

야간경관의 건전성이 중요하므로 수변 생물 서식지 교란문제를 O
고려한 계획마련 검토

주요하천의 조사를 분석·추가하여 연출시
생태계를 고려하도록 반영하였음

현란한 조명으로 별빛, 달빛을 보기도 힘드니 적지분석으로 소 O
극적 조명도 검토

하천주변은 생태계 및 어두움을 지키는 지
역으로 조명연출을 제한하여 연출하고 시민
의 이용량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음

취약지구 이미지 제고 전략

O

아중리 모텔촌을 조사하였음

생태공간 생물서식 교란 대책

O

주요하천의 조사를 분석·추가하여 연출시
생태계를 고려하도록 반영하였음

공공과 민간 파트너 쉽 대책 제시 필요

O

활성화 방안을 추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음

종교시설, 숙박시설, 공공·일반 업무시설 등 건축물의 야간경
관 수립

경관유형별 분류에 따라 건축물의 휘도를
제시하였음

전주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초 및 현황 조사를 근거로 전주의
이미지 형성에 노력해 주길 바람

아중리 모텔촌을 조사하였음.
세부 현황조사 부분을 2장으로 이동하여 조
사분석 부분의 전반적인 목차를 변경, 수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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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반영여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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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내용

X

주요 거리별 테마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야간 경관이 제시되었 O
으면 좋겠음

대표적 가로들이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음(백
제로, 팔달로 등)

하천, 녹지, 공원 등 자연 생태 보존구역에 대한 생태적 배려부 O
분이 필요함

하천은 생태계 및 어두움을 지키는 지역으
로 조명연출을 제한하여 연출하고 시민의
이용량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권
장하였음

LIGHT FOUNDATION에서 기존상가, 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총 O
예산 650억원 안에 있는지

옥외광고물 개선은 가이드라인에서 수치
적으로 제한하도록 했고 사업비에 포함되
지 않음

ON등 축제 등은 2010년도 실행계획은 너무 빠름

O

축제의 실행계획은 2011이후에 실행되도
록 수정하였음

전주는 랜드마크가 될 고층건물이 없고 전주만의 아이덴티티
가 없으므로 전주다운 빛의 랜드마크를 만들기보다 전통문화
요소가 많은 전통문화 경관조명을 부각시키는데 심혈을 기울
이기 바람

O

고려하였음

민간과 공공의 설정문제 검토

O

빛의 기초의 발상은 공공건축물, 가로, 도로,
하천, 문화재 등을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개
혁하고 민간부분은 협정, 유도를 통하여 실
행하도록 함

전주하면 생각나는 한옥마을의 은은한 빛의 랜드마크 검토

O

한옥마을은 낮은 빛으로, 바닥보다 벽면의
빛으로 한국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였으며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전주의 야경의 기억
을 만들도록 계획하였음

전라북도 경관지침(안)과 일치점이 부합되는지 검토

O

검토하였음

Jeonju Lightscape Plan 2010

4. 용어정리
경관 조명
경관조명이란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아름답고 안전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축물, 도로, 도시기반
시설, 오픈스페이스 등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경관조명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발광광고물 및 유리창을 통한 실내조
명은 경관조명에 포함되지 않지만 야간경관을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건축물 조명
건축물조명이란 건축물 외관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적 조명설치 방법으로는 상/하향 투광조명, 선의 특징을
이용한 라인조명, 점적 특징을 살린 점조명 등이 있고 다양한 색상의 변화도 가능하다.
선을 강조하는 라인조명 방식은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가 아닌 라인만을 강조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경관에
적절하지 않아 점차 설치가 감소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기능을 이용한 조명연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출을 ‘미디어파사드조명(디지털경관조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도로조명
도로조명이란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조명으로 가로등, 보행등 등이 포함된다. 도로조명은 그 도시
의 야간에 전체적인 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균형있는 색온도 계획이 필요하다. 가로등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암형폴
의 사용과 전문 디자이너를 통한 헤드 디자인을 권장한다.

미디어파사드조명(디지털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조명(디지털경관조명)이란 건축물 외관(파사드)에 디지털 조명방식을 이용한 조명연출 방식이다. 디지털
조명방식이란 디지털 수치를 이용하여 데이터화 한 값을 조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는 RGB의 밝기 및 색상 등을
조절하여 빛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LED나 빔프로젝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으
나 광고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이미지나 로고 등은 표현할 수 없다.

실내조명
실내조명이란 건축물 내부의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조명으로 실내공간의 밝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내조
명은 유리창을 통하여 외부에서도 그 조명의 밝기나 컬러 등이 노출되므로 경관조명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최
근에는 유리로 마감하는 건축물도 많으므로 실내조명을 이용한 경관조명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발광광고물
발광광고물이란 인공조명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빛의 효과를 사용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 혹
은 수법을 지칭한다. 발광광고의 종류에는 대형전광판, 대형옥상발광간판, LED, 투광간판, 네온/콜드캐소드, 파나플렉
스(형광등 투과형 간판)등이 있다. 무분별한 설치는 야간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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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노출된 발광광고물이나 네온/콜드캐소드, 높은 휘도의 대형전광판, 대형옥상발광간판등의 설치는 지양한다.

고효율 조명
고효율조명이란 광학적 성능이 우수한 기구로 W(와트)당 효율이 좋아 최소의 기구수량으로 설계의 목표값을 표현할
수 있는 조명을 말한다.

친환경조명
친환경조명이란 고효율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빛공해,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최소화 하며 알루미늄등의 리사이클이 가
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조명을 말한다.

휘도 Luminance 기호 : L, 단위 : cd/㎡, lm/㎡·sr
조도에 의해 사람이 인식하는 시각적인 효과이다.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광속의 그 방향에 수직인 면에 대한 단위면
적당, 단위입체각당 비율을 말한다.

노면휘도
운전자 눈의 위치에서 본 전방 60m에서 160m까지 범위의 차도 노폭 내의 휘도이다.

조도 Illuminance 기호 : E, 단위 : lx, lm/㎡
광속과 빛이 비춰지는 면적과의 비례를 말하며, 1lux란 1m²의 면적위에

1 Lux

1lm의 광속이 균일하게 비춰질 때를 말한다.
1 Lumen
1 qm

수평면(水平面)조도 기호 : Eh

[그림 Ⅷ-5] 조도개념도

수평한 면이 받는 조도를 수평면 조도라 하고, 일반적으로 조도라고 하는 경우는, 이 수평면조도를 말한다.

연직면(鉛直面)조도 기호 : Ev
연직면이 받는 조도를 연직면조도라 한다.

폴 조명방식
폴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도로를 따라서 폴을 배치하여 조명하는 방식이다.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높은 마스트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적은 개수로 넓은 범위를 조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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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배열
조명기구를 도로의 한쪽에 배열하는 방법이다.

마주보기 배열
조명기구를 도로의 양쪽에 서로 마주보도록 배열하는 방법이다.

도로 조명 등급
도로의 종류, 교통의 종류와 자동차 교통량에 따라 적합한 도로조명의 수준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길어깨
도로의 주요 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도·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
용도로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눈부심(Glare)
눈이 순응하고 있는 빛과 크게 다른 빛을 받으면 불쾌한 느낌을 받아 물건을 선명히 못 보게 된다. 이것이 눈부심 현
상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야 안에 빛이 과대한 대비가 없도록 하거나 시간적으로 빛이 큰 변화를 하지 않도
록 한다.

컷오프(Cut-off)형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눈부심(Glare)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엄격하게 제한한 배광을 말한다.

세미 컷오프(Semi Cut-off)형
컷 오프형보다 광조의 제한을 다소 늦춘 배광을 말한다.

논 컷오프(Non Cut-off)형
눈부신 빛에 대한 고려를 적게한 배광을 말한다.

광속 Luminous Flux 단위 : lm, 기호: Ø
광속은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빛(가시광)의 총량을 말한다.

광도 Luminous Intensity 단위 : cd, 기호: l
일반적으로 광원은 여러 방향, 다른 강도의 광속을 방사한다. 광도는 특정
방향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빛이 방사되는지를 나타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의 한 부분으로 가시광선(380-780nm)이라고 불리는 파장을 말한다.
[그림 Ⅷ-6] 광도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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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프효율 단위 : lm/w
램프효율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되는 효율성을 나타낸다.

등기구효율
등기구 효율(조사율로 일컬음)은 등기구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것은 등기구에 설치된 램프의
광속과 등기구에서 나오는 광속간의 비율이다.

색온도 Color Temperature 단위 : K
광원의 색온도는 흑체(Black Body)를 달구었을 때 방사되는 빛의 색과 비교하여 표현된다. 색온도는 색좌표에
서‘Planckian Curve’로 알려진 선을 따라 이동하는데, 흑체를 달구는 온도를 높일수록 청색 스펙트럼이 강해지
고 적색 스펙트럼이 약해진다. 즉, 색온도가 높을수록 차가운 광색을 갖게 되고 색온도가 낮을수록 따뜻한 광색을 갖
게 된다.
전구색(Warm White)을 가진 백열램프의 색온도는 약 2,700K이며 주광색으로 흔히 표현되는 형광램프의 색온도는
약6,000K이다.

광색 Light Appearance
광원의 색은 색온도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 전구색(따뜻한 색감)은 3,300K이하, 백색(미색
의 부드러운 색감)은 3,300~5,000K, 주광색(시원한 색감)은 5,000K 이상이다. 광원의 광색이 같더라도 연색성이 다
를 수 있는 것은 파장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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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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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7] CIE 색좌표

연색성 Color Rendering 단위 : Ra
연색지수란 자연광에서 본 사물의 색과 특정 조명에서의 경우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측정방법
은 DIN6169에 따라 정해진 여덟 종류의 실험 색을 측정한다. 측정한 광원이 기준광원과 같으면 Ra100으로 나타내
고 색 차이가 클수록 Ra값이 작아진다. 지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연색성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지수가 낮을수록 색
재현도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평균 연색지수가 80을 넘는 광원은 연색성이 좋다고 한다.

DMX(Digital Multiplex)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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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X512는 광원과 관련된 장비와 함께 사용되는 가장 공통적인 프로토콜을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 링크 당 512컨
트롤 채널을 제공한다. 0(Off)과 255(On)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진 8비트 값을 보내 다양한 조명연출을 제어한다. 보통
DMX512 프로토콜은 RS-485 전송장치를 사용한 두 개의 와이어를 통해 초당 250,000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한다.

DALI(Digital Addressable Lighting Interface)
DALI통신이란 단순한 조명 시스템이 아닌 제어기와 ECC(Electronic Control Gear)간의 표준 통신방식이다. 이 통신방
식은 극성이 없는 두 개의 전선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조광곡선을 연출하며, 제어기간의 어드레스를 설정
할 수 있어서 조명제어시 개별적인 피드백 메시지 기능이 가능하다.
DALI 통신방식을 적용한 조명시스템은 독립적으로나 그룹으로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며,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P (Index of Protection)
분진과 수분의 침투에 대한 산업 표준: IP(IEC529)
IP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IEC529규정에 의한 분진과 수분의 침투
에 대한 장비의 보호수준을 규정하는 기술 기준중의 하나이다.
IP등급분류: 2개의 숫자로 표기하며, 첫 번째 숫자는 외함체 내에 침투하는 분체를 방지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두 번
째 숫자는 외함체 내에 침투하는 액체를 방지하는 정도를 규정함
[표 Ⅷ-22] IP 등급분류

첫번째 숫자, 분체방지수준

두번째 숫자, 액체방지수준

0

분체 침착 및 침투 방지 전혀 못함

0

무방비

1

사람의 손에 의한 우연한 분체 침투에 대비.
의도적 접촉에는 무방비. 50mm이상

1

외함체에 떨어지는 응축된 물방울 차단

2

가락에 의한 침투 방지. 12mm이상

2

평면 75° 각도로 낙하하는 액체 방울 차단

3

공구 및 전선에 의한 침투 방지. 2.5mm이상

3

평면 30° 각도의 강우 차단

4

작은 공구 및 전선에 의한 침투 대비.
작은 입자 1mm이상

4

모든 방향에서 오는 물방울 차단

5

인체 및 움직이는 부품에 의한 침투에 대한 완벽한
방지. 유해분진 차단

5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물방울 차단

6

먼지등의 침입이 없는 완전 밀폐형 보호등급

6

폭풍 중 선상 갑판의 조건 만족

7

물에 넣었을 경우에 정해진 압력하에서
일정기간 수분침투 방지

8

어떤 경우에도 물에 넣어 고압을 가해도
수분침투 방지

RAL Color
독일에서 만든 컬러 기준으로 RAL Color는 중공업 제품이나 건축물의 외장색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7자리 숫자로 색조 3자리, 밝기 2자리 + 채도 2자리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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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59] 공중정원에서 바라본 전경 (주간)

[그림 Ⅱ-130] 호남제일문

[그림 Ⅱ-160] 공중정원에서 바라본 전경 (야간)

[그림 Ⅱ-131] 전주객사

[그림 Ⅱ-161] 옥상 회랑

[그림 Ⅱ-132] 충경로

[그림 Ⅱ-162] 옥상루미데크

[그림 Ⅱ-133] 기린로

[그림 Ⅱ-163] 인터렉티브 연출

[그림 Ⅱ-134] 아중리 모텔촌 야간현황

[그림 Ⅱ-164] 공중정원 전망대 안내 브로슈어

[그림 Ⅱ-135] 삼천 효자다리

[그림 Ⅱ-165] 교토타워 야경

[그림 Ⅱ-136] 전주천

[그림 Ⅱ-166] 교토타워 주경

[그림 Ⅱ-137] 전주천 백제교

[그림 Ⅱ-167] 교토타워에서 바라본 야경

[그림 Ⅱ-138] 전북은행에서 바라본 파노라마 야간경관

[그림 Ⅱ-168] 청수사

[그림 Ⅱ-139] 파노라마뷰 촬영지역

[그림 Ⅱ-169] 청수사 사당

[그림 Ⅱ-140] 롯데백화점-전북은행 구간

[그림 Ⅱ-170] 청수사계단

[그림 Ⅱ-141] 조사대상

[그림 Ⅱ-171]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그림Ⅱ-142] 전북은행-전주역 우측구간

[그림 Ⅱ-172] 아라시야마 참도

[그림 Ⅱ-143] 전북은행-전주역 좌측구간

[그림 Ⅱ-173] 아라시야마 연등축제

[그림 Ⅱ-144] 한옥마을 구간

[그림 Ⅱ-174] 외부전경사진

[그림 Ⅱ-145] 풍남문-전주객사 구간

[그림 Ⅱ-175] 외부전경사진

[그림 Ⅱ-146] 오사카 전경

[그림 Ⅱ-176] 히가시 차야거리

[그림 Ⅱ-147] 우메다에서 바라본 뷰

[그림 Ⅱ-177] 가나자와역

[그림 Ⅱ-148] 오사카비지니스파크

[그림 Ⅱ-178] 가나자와미술관

[그림 Ⅱ-149] 오사카비지니스파크

[그림 Ⅱ-179] 가나자와성

[그림 Ⅱ-150] 오사카성

[그림 Ⅱ-180] 히가시 차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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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81] 겐토쿠엔

[그림 Ⅱ-211] In passing

[그림 Ⅱ-182] 히가시 차야거리

[그림 Ⅱ-212] I Love LYON

[그림 Ⅱ-183] 히가시 차야거리

[그림 Ⅱ-213] The passengers of Saintpaul

[그림 Ⅱ-184] 히가시 전통찻집

[그림 Ⅱ-214] In a thousand pieces of light

[그림 Ⅱ-185] 가나자와미술관 전경

[그림 Ⅱ-215] 빛의 패전트 카드, 거리 및 광장, 지도, 모금을

[그림 Ⅱ-186] 가나자와미술관 야경

위한 공연 포스터
[그림 Ⅱ-216] 요코하마의 야간경관

[그림 Ⅱ-187] 가나자와미술관 내부
[그림 Ⅱ-217] 아트 & 디자인
[그림 Ⅱ-188] 전통산업공예관
[그림 Ⅱ-218] 요코하마 중앙지구
[그림 Ⅱ-189] 금박공예관
[그림 Ⅱ-219] 요코하마 아카렌가소고
[그림 Ⅱ-190] 역사박물관
[그림 Ⅱ-220] 요코하마 중앙지구
[그림 Ⅱ-191] 신천지의 주간경관
[그림 Ⅱ-192] 신천지의 야간경관
[그림 Ⅱ-193] 비으리옹의 거리
[그림 Ⅱ-194] 비으리옹의 거리
[그림 Ⅱ-195] 비으리옹의 거리

[그림 Ⅱ-221] 3개 도시축과 오오토오리 순회도로지구의 위치
관계
[그림 Ⅱ-222] 따뜻한 빛의 색을 사용한 오픈카페의 연출(미나토
구(港區))
[그림 Ⅱ-223] 건물내부의 조명이 가로공간의 활력을 연출함
(시카고)
[그림 Ⅱ-224] 간접조명에 의한 연출(필라델피아)

[그림 Ⅱ-196] 비으리옹의 고건축물
[그림 Ⅱ-225] 건물디자인을 살린 간접조명
[그림 Ⅱ-197] 비으리옹의 고건축물
[그림 Ⅱ-226] 수면 조명을 연출 사례
[그림 Ⅱ-198]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27] 수변 반사효과를 고려한 조명
[그림 Ⅱ-199]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28] 정상부의 윤곽을 강조하는 조명 (샌디에이고)
[그림 Ⅱ-200] 리옹 빛축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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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01]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29] 호리호리한 건축디자인을 강조하는 정상부 디자인
과 그것에 융화시킨 조명 (시카고)

[그림 Ⅱ-202]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30] 각각의 정상부 디자인의 개성을 끌어 내고 있음
(상하이)

[그림 Ⅱ-203]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31] 랜드 마크 공작물로서의 조명연출 (지구 내)

[그림 Ⅱ-204] 리옹 빛축제 전경 I love lyon

[그림 Ⅱ-232] 옥외광고물 지침

[그림 Ⅱ-205]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33] 도시경관형성지구 지정구역

[그림 Ⅱ-206] 리옹 빛축제 전경

[그림 Ⅱ-234]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가로등

[그림 Ⅱ-207] Fishing for stars

[그림 Ⅱ-235] 연도에 위치한 건축물의 라이트업

[그림 Ⅱ-208] Light sphere

[그림 Ⅱ-236] 오사카 야경

[그림 Ⅱ-209] Orchards of yesteryear

[그림 Ⅱ-237] 오사카 야경

[그림 Ⅱ-210] “Regeneration”Naturelle

[그림 Ⅱ-238] 리옹 빛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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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전주시야경 파노라마 사진

[그림 Ⅳ-25]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그림 Ⅲ-2] 오모테산도 힐즈

[그림 Ⅳ-26] 영국 런던 시청

[그림 Ⅲ-3] 파리 샹제리제 거리

[그림 Ⅳ-27] 고려대학교

[그림 Ⅲ-4] 뉴욕 5번가

[그림 Ⅳ-28] Bilbao University

[그림 Ⅲ-5] 전주시 거리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동문문화의 거리)

[그림 Ⅳ-29] Wroclaw University

[그림 Ⅲ-6] 기본경관 경관축 및 경관축별 야간경관계획
현황

[그림 Ⅳ-30] 하이델베르그대학교 SummerNight
[그림 Ⅳ-31] 라비타대학 라비타 독립90주년 빛축제

[그림 Ⅳ-1] 빛환경 구역분류 지도
[그림 Ⅳ-32] 강한휘도를 이용하여 옥탑부만을 강조
[그림 Ⅳ-2] 천변도로
[그림 Ⅳ-33] 현란한 색의 사용으로 통일감 저하
[그림 Ⅳ-3] 교차로
[그림 Ⅳ-34] 현란한 색의 라인조명 사용
[그림 Ⅳ-4] 터널
[그림 Ⅳ-35] 비엔나 유니카 타워
[그림 Ⅳ-5] 전주시 중로, 대로 지도
[그림 Ⅳ-36] 브뤼셀 Dexia Tower
[그림 Ⅳ-6] 일반도로 조명방식 예시 : 중앙배열, 지그재그배열
[그림 Ⅳ-37] 베를린 Spots
[그림 Ⅳ-7] 일반도로 조명방식 예시 : 지그재그배열
[그림 Ⅳ-38] 객사 주변의 화려한 연출
[그림 Ⅳ-8] 소로 조명방식 예시 : 한쪽배열(보안등 포함)
[그림 Ⅳ-39] 풍남문 주변의 눈부신 옥외광고물
[그림 Ⅳ-9] 소로 조명방식 예시 : 한쪽배열
[그림 Ⅳ-40] 수중조명
[그림 Ⅳ-10] 천변도로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41] Promenading on stars, Geneva
[그림 Ⅳ-11] 교차로 조명방식(평면도)
[그림 Ⅳ-42] 광장조명
[그림 Ⅳ-12] 교차로 조명방식(단면도)
[그림 Ⅳ-43] LED 연출예시
[그림 Ⅳ-13] 등기구 컬러예시
[그림 Ⅳ-44] 낮은 조명 예시
[그림 Ⅳ-14] 도장방식 예시
[그림 Ⅳ-45] 교량하부 연출 예시
[그림 Ⅳ-15] 장식물 남용, 고광택 재질의 가로등 예시
[그림 Ⅳ-46] 조형형 교량 연출예시
[그림 Ⅳ-16] 배너거치대 예시
[그림 Ⅳ-47] light sculpture, Brasilia
[그림 Ⅳ-17] 등주 설치방법 예시
[그림 Ⅳ-48] avenue of light, los angeles
[그림 Ⅳ-18] 보안등 형태 예시
[그림 Ⅳ-49] UCSF Mission Bay
[그림 Ⅳ-19] 가로등 형태 예시
[그림 Ⅳ-50] Zaragoza Expo 2008
[그림 Ⅳ-20] 보안등 표준안
[그림 Ⅳ-51] 시오도메
[그림 Ⅳ-21] 가로등 표준안
[그림 Ⅳ-52] 옥외광고물 조명 권장사례와 부적합 사례
[그림 Ⅳ-22] 정원등 형태 예시
[그림 Ⅳ-53] 뉴욕 LED 보안등
[그림 Ⅳ-23] 오브제 열주 형태 예시
[그림 Ⅳ-54] LED 가로등
[그림 Ⅳ-24] San Francisco’s 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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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5] solar-wind light pole

[그림 Ⅳ-85] 교량조명 예시도

[그림 Ⅳ-56] 태양열 가로등

[그림 Ⅳ-86] St. Paul’s Cathedral, 영국

[그림 Ⅳ-57] 태조로 청사초롱 가로등

[그림 Ⅳ-87] Jubilee Bridge at night, 런던

[그림 Ⅳ-58] 태조로 LED 수목조명

[그림 Ⅳ-88] 전망공원 대상

[그림 Ⅳ-59] 태조로 LED 볼라드조명

[그림 Ⅳ-89] 완산공원 전망지점

[그림 Ⅳ-60] 은행나무길 실개천조명

[그림 Ⅳ-90] 완산공원 보행로

[그림 Ⅳ-61] 태조로 청사초롱 가로등

[그림 Ⅳ-91] 완산공원 진입부

[그림 Ⅳ-62] 은행나무길 보안등

[그림 Ⅳ-92] 전망공원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63] 정비대상

[그림 Ⅳ-93] 전망공원 연출예시도

[그림 Ⅳ-64] 태조로 연출예시

[그림 Ⅳ-94] 수목조명 사례

[그림 Ⅳ-65] 은행로 연출예시

[그림 Ⅳ-95] 낮은 볼라드 사례

[그림 Ⅳ-66] 기타 거리 연출예시

[그림 Ⅳ-96] 보행로조명 사례

[그림 Ⅳ-67] 태조로 현황

[그림 Ⅳ-97] 덕진공원 교량

[그림 Ⅳ-68] 태조로 가로등 없는 거리 연출 예시

[그림 Ⅳ-98] 덕진공원 수변

[그림 Ⅳ-69] LED 볼라드 현황

[그림 Ⅳ-99] 덕진공원 수목조명

[그림 Ⅳ-70] LED 볼라드 색상정비 연출예시

[그림 Ⅳ-100] 덕진공원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71] LED수목등 현황

[그림 Ⅳ-101] 현수교 현황

[그림 Ⅳ-72] LED 수목등 연출예시

[그림 Ⅳ-102] 현수교 연출 예시도

[그림 Ⅳ-73] 정비대상

[그림 Ⅳ-103] 덕진공원 수목조명 현황

[그림 Ⅳ-74] 객사

[그림 Ⅳ-104] 덕진공원 수목조명 연출 예시도

[그림 Ⅳ-75] 풍남문

[그림 Ⅳ-105] 월드컵경기장 주변 광장

[그림 Ⅳ-76] 전동성당

[그림 Ⅳ-106] 월드컵경기장 주변 보행등

[그림 Ⅳ-77] 경기전

[그림 Ⅳ-107] 월드컵경기장 주변 가로등

[그림 Ⅳ-78] 전주천 야경

[그림 Ⅳ-108] 연출예시

[그림 Ⅳ-79] 전주천(한백교) 야경

[그림 Ⅳ-109] 수목조명 사례

[그림 Ⅳ-80] 정비대상

[그림 Ⅳ-110] 산책로 볼라드조명 사례

[그림 Ⅳ-81] 연출예시도

[그림 Ⅳ-111] 연출예시

[그림 Ⅳ-82] 연출예상도

[그림 Ⅳ-112] 스텝조명 사례

[그림 Ⅳ-83] 조도 시뮬레이션

[그림 Ⅳ-113] LED 오브제 사례

[그림 Ⅳ-84] 천변도로 연출 예시도

[그림 Ⅳ-114] 백제로 야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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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5] 백제로 옥외광고물

[그림 Ⅳ-145] 일루미네이션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116] 전주역

[그림 Ⅳ-146] 연출 주요 범위

[그림 Ⅳ-117] 미디어파사드(건축물조명) 연출대상

[그림 Ⅳ-147] 영상연출 예시

[그림 Ⅳ-118] 연출대상 파노라마

[그림 Ⅳ-148] 컬러투광 예시

[그림 Ⅳ-119]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149] 서울빛축제, 2009

[그림 Ⅳ-120] 연출 예시

[그림 Ⅳ-150] 서울광장 영상연출, 2008

[그림 Ⅳ-121] 스타시티 연결통로, 서울

[그림 Ⅳ-151] 가로 연출 예시

[그림 Ⅳ-122] 제니홀져 작품, 비엔나

[그림 Ⅴ-1] 야간경관 계획 종합도

[그림 Ⅳ-123] 샤넬, 긴자

[그림 Ⅵ-1] 야간경관 대상의 종류

[그림 Ⅳ-124] LIG사옥, 서울

[그림 Ⅵ-2] 지침 적용대상

[그림 Ⅳ-125] 서치라이팅

[그림 Ⅵ-3] 소로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126] 영상조명

[그림 Ⅵ-4] 일반도로 중앙배열, 지그재그배열

[그림 Ⅳ-127] 바닥 LED조명

[그림 Ⅵ-5] 일반도로 지그재그배열

[그림 Ⅳ-128] 연출대상

[그림 Ⅵ-6] 천변도로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129] Mill park Library

[그림 Ⅶ-1] 경관축별 사업대상

[그림 Ⅳ-130] Mitchell Library

[그림 Ⅷ-1] 전문가 자문회의

[그림 Ⅳ-131] UNStudio’s MUMUTH

[그림 Ⅷ-2] 자체자문회

[그림 Ⅳ-132] 안전을 위한 조명설치사례

[그림 Ⅷ-3] 관련부서 워크샵

[그림 Ⅳ-133] 수목투광사례

[그림 Ⅷ-4] 공청회

[그림 Ⅳ-134] new solar collecter

[그림 Ⅷ-5] 조도개념도

[그림 Ⅳ-135] Rosslyn traffic island

[그림 Ⅷ-6] 광도개념도

[그림 Ⅳ-136] new light rail transit system

[그림 Ⅷ-7] CIE 색좌표

[그림 Ⅳ-137] 교통섬 오브제 사례
[그림 Ⅳ-138] On등축제 주요대상
[그림 Ⅳ-139] 한지 등축제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140] 천변오브제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141] 디지털조명영상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142] On등 일루미네이션 주요대상
[그림 Ⅳ-143] 가로 일루미네이션 조명방식 예시
[그림 Ⅳ-144] 대형트리 조명방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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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야간경관계획

전주시
송하진 / 전주시장
이지성 / 예술도시국장
유재갑 /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장
노상훈 /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 도시예술
강신재 /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 도시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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