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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2008�서울시�야간경관계획�수립�이후�별도의�기본계획�수립이�없는�실정으로,�현재�
국내외�변화된�도시�환경을�반영하여�빛�정책의�비전과�추진 방향,�전략�수립�등�미
래를�준비하는�서울형�도시빛�기본계획이�필요함.

▪ �제각기�설치·운영되고�있는�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장식조명,�광고조명
을�중심으로�한�야간의�빛에�대한�적절한�규제�대책을�마련하고,�지역별·기능별�일관
되고�체계적인�큰�틀의�기준을�마련하고자 함.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25�도시재생전략계획,�경관계획,�건축기본계획�등�서울
시에서�지향하고�있는�시민�중심의�지향점과�통일된�목표와�방향성을�갖고�서울의�
도시빛�비전과�추진방향을�설정함.

▪ �서울의�역사적·문화적·사회적·공간적�특성에�기반한�야간환경정비�및�야간문화�활
성화�전략을�통해,�기존의�야간경관�정비�및�관광�활성화�위주의�계획에서�더�나아
가,�일상적�생활환경의�개선이�이뤄지도록�계획하여 서울�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
여함.

▪ �21세기 도시 간 경쟁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도시 공간에서의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
해 서울의 대표 야경 및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주·야간 시간대를 
연계하는 통합적 야간환경계획을 수립함.

그림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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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서울시�도시계획구역�전체(605.96km²)
▪ 옥외�인공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장식조명·광고조명)과�공간환경�

▪ 2018년~2030년

▪ �2008�서울시�야간경관계획�이후�변화된�패러다임�및�정책환경에�대한�진단
▪ 2030 서울의 도시빛 비전, 목표 및 전략 설정, 이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 �옥외�인공조명�관리�및�개선�방안�마련
▪ �지역간�균형발전,�관광�활성화,�에너지절약�등의�정책이�반영된�권역별�구상�제시
▪ �도시�조명의�체계적�운영�및�관리를 위한 스마트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그림1-2.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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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성격 및 위상

▪ �서울시�도시빛�기본계획은�서울�전역의�조명�인프라를�포함한�야간환경�개선�및�야
간문화�조성까지�포함하는�광범위한�범위의�서울형�빛�계획임.

▪ �2010년�이전까지는�경관조명�정책,�이후에는�빛공해�정책�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
면서�안전성을�중심으로�도시�조명시설�정비�및�야간경관�개선사업이�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나,�이번�계획에서는�서울�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야간환경�개선�및�
야간문화�조성이라는�통합적인�목표를�설정하고,�서울시�전�지역에�걸쳐�체계적으
로�조명�환경을�관리�및�개선하기�위한�방향을�제시함.

▪ �관련계획�및�관련법의�검토를�통해�사업�간�연계와�제도적�보완이�가능하도록�하였
으며,�경관,�빛공해,�스마트조명,�미디어파사드,�광고조명�등�현재�서울시에서�중점
적으로�추진하고�있는�관련정책�5개�부문의�방향을�구체화하여�실행력을�보완함.

▪ �계획의�수립�과정에서�시민참여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계획내용에�반영함으로
써,�실질적인�차원에서�체감�가능한�방향으로�야간생활환경�개선이�이뤄질�수�있도
록��하였음.

그림1-3.  계획의 성격 및 위상 

계획의 성격 및 위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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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절차

▪ �계획을�수립하기�위한�자료조사�및�분석을�우선�수행하였으며,�2008�서울시 야간경
관계획�분석�및�평가,�관련법�및�행정체계�분석,�관련계획�및�정책�분석,�서울시�빛환
경�및�여건�분석,�해외�및�국내사례의�분석을�통해서�계획의�방향을�설정함.

▪ �기본구상�단계에서는�도시빛의�정의,�비전과�목표,�원칙을�설정하여�서울의�도시빛
이�나아가야�할�방향과�미래상을�제시하였으며,�기본계획�단계에서는�이를�구체화
시켜�전략별�도시빛 계획,�권역별�도시빛 계획,�경관유형별�도시빛 계획이라는�세�
가지�틀을�중심으로�계획을�수립함.

▪ �실행계획에서는�법 제도의 정비,�인센티브 도입안, 행정조직 정비안을 제시하여 실
제 사업 추진시 실행력을 보완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별 사업의 추진
계획을 수립함. 

▪ �계획 과정에서는 서울 시민으로 구성된 도시빛 리서치단, 전문가 자문단, 서울시 
도시빛 정책 관련 TF부서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차례의 중
간보고 및 회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계획 내용에 반영함.

��

그림1-4.  계획 수립 절차 

계획의 수립과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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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체계

▪ �본�계획은�서울시�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과와의�긴밀한�협의를�통해�빛환경�정책,�
빛공해,�도로조명,�빛축제�등�도시조명과�관련한�전문�분야별�연구진에�의해�수립
되었음.

▪ �새로운�도시빛�개념에�부합하는�통합적인�빛�계획의�수립을�위해,�환경기술,�건축,�
조경,�도시�분야�등�도시�관련�분야�자문단의�의견을�수렴하였음.�또한,�아시아�조명
디자인협회,�북미�조명학회�등�해외자문단을�통해,�도시빛�정책의�국제적인�동향을�
파악하여�서울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방향을�설정하였음.

▪ �서울�시민으로�구성된�도시빛�리서치단을�운영하여,�전문가뿐만�아니라�시민의�의
견을�계획�과정에�반영하여,�일상생활�속에서�체감�가능한�방향으로�계획이�수립될�
수�있도록�함.

▪ �도시빛 정책 관련 TF부서의 계획 및 사업내용 검토를 통해서 사업 추진 시 계획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그림1-5.  계획 수립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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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경과

‘17.06.23�:�1차�용역�계약
‘17.07.03�:�도시빛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17.09.14�:�도시빛�기본계획�중간보고회
‘17.09.21�:�서울시�조명관련부서�TF회의�및 의견 수렴 
‘17.10.19�:�계획 관련 자료 분석 및 내부 연구진 워크숍 진행
‘17.11.06�:�도시빛�시민리서치단�발족
‘17.11.08�:�도시빛�기본계획 중간보고회
‘17.12.08�:�1차�최종보고회
‘17.12.19�:�1차�최종보고서�제출�및�용역�완료
‘18.02.02�:�2차�용역�착수
‘18.03.02�:�2차�용역�착수보고회
‘18.04.06�:�서울시�조명관련부서�TF회의�및 의견 수렴
‘18.05.30�:�도시빛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및�자문의견�수렴
‘18.07.06�:�2차�최종보고회�및 성과설명회
‘18.07.13�:�서울시 도시계획국장�보고회
‘18.07.30�:�서울시�행정2부시장�보고회
‘18.07.31�:�서울시�도시빛�기본계획�최종보고서�제출�및�용역�완료

그림1-6. (좌) 성과설명회, (우) 서울시 행정2부시장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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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수립된�야간경관계획�및�빛�정책�실행�현황을�파악하고�보완�방향을�도출함.
▪ �관련법�및�행정체계의�분석을�통한�조명�용도별�법령체계�및�관리주체를�파악함.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25�도시재생전략계획,�경관계획,�건축기본계획�등�서울

시의�도시·건축�분야�관련계획과�에너지·문화재·관광�정책을�분석하고�도시빛�계획
에 반영함.

▪ �공간유형별,�가로유형별�야간환경�현황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도출함.
▪ �도시빛 리서치단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및 계획 반영 방안을 마련함.
▪ �국내외의�도시빛�관련�사례�및�동향을�파악하여�도시빛�구상을�위한�전략적�아이디

어를�수집하고,�벤치마킹�사례를�발굴함.
▪ �스마트시티,�IoT�등�전세계적�기술�동향을�파악하고�국내�적용�방안을�마련함.

그림2-1. 조사 및 분석의 목표 

조사 및 분석의 목표 

조사 및 분석 개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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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분석의 방법

▪ �2008�서울시�야간경관계획에서�제시한�빛의�인프라계획,�빛의�특화계획,�빛문화�활
성화계획의�사업�실행�현황�및�빛�정책�변화�과정을�분석하였음.

▪ �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과,�안전총괄본부�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푸른도시국�공원
녹지정책과,�기후환경본부�녹색에너지과�등�서울시�도시빛�관련부서들의�정책과�추
진내용을�살펴보고,�효율적�사업시행을�위한�행정체계�보완�방안을�제시함.

▪ �도로·교통·보행·건축물,�에너지효율·시스템,�빛공해·지속가능성,�광고조명·범죄·안
전·재난,�역사·문화·관광�등�키워드를�중심으로�조명�관련�법령을�정리하였음.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25�도시재생전략계획,�경관계획,�건축기본계획�등�도시
건축�분야�주요�관련계획을�분석하고,�5가지�도시빛�부문별(야간경관,�빛공해,�미디
어파사드,�광고조명,�스마트조명시티)�반영�방안을�제시함.

▪ �문화재·관광·에너지�정책들의�단계적�실행�방안�및�사업�내용들을�파악하여,�도시빛�
사업과의�연계�가능성�및�부서�간�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함.

▪ �공간유형별�현황,�가로유형별�현황,�도시빛�리서치단�지역별�현황�조사라는�3가지�
방향의�현황�분석을�진행하여,�단순�거점별�현황�분석에서�더�나아가�점적·선적인�
가로환경을�모두�조사하여�입체적인�서울시�빛환경�여건을�분석하고�계획을�수립
할�수�있도록�함.

▪ �도시빛�리서치단�자료는�권역별로�환경·건축·도로·광고조명·역사문화라는�5가지�카
테고리를�중심으로�분석을�진행하고,�분석�결과를�계획에�반영하여�시민참여가�이
뤄질�수�있도록�함.

▪ �부산,�인천�등�국내�사례와�LUCI�회원도시�등�해외사례를�분석하여�도시조명�정책
의�최신�경향을�살펴보고,�도시빛�계획�수립을�위한�벤치마킹�사례를�연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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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야간경관계획 실행 현황 및 평가 

계획 개요

2008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은 세계의 도시 조명 변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빛간
섭 및 빛공해의 최소화, 에너지 세이빙이 가능한 시스템 및 기구 정비, 리사이클이 가
능한 재료의 사용, 디자인 및 예술 도시의 추구 등을 통해 환경과 감성을 중시하는 세
계적 수준의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임. 서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
각시켜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계적 수준의 도시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출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음.

계획 주요내용 

1) 서울의 빛

2008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은 서울시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서울다운 빛
의 이미지를 자연·인공·역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부드럽고 역동적인 서울의 야
간경관’의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음.

서울 경관의 현황분석 + 경관계획 수립 기본방향 +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 경관부문별 계획

미래상 600년 고도의 숨결이 살아 있으며,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 있는 서울

목표

친환경도시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특성을 보존, 향유할 수 있는 자연경관 조성

역사문화도시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특성을 강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경관 조성

디자인도시 
미래지향적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위상과 이미지를 담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

2) 추진전략

자연·인공·역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부드럽고 역동적인 서울의 야간경관’을 만

표2-1. 2008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주요내용 

2008 야간경관계획 분석 및 평가 2.2

2008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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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야간경관 5대 기본원칙

서울시 야간경관 5대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계획의 방향을 구체화함. 나를 위한 조명에
서 우리를 위한 조명으로(Public),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조명도시로(Ecology), 
양적 조명에서 질적 조명으로(Quality), 조명 신기술로 안전하고 지능적인 조명환경
으로(Intelligent),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적 생활문화 도시로(Participation) 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함.

들기 위해 서울다움(Identity), 안전성(Safety), 아름다움(Beauty)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빛의 인프라 정비계획, 빛의 특화계획, 빛문화 활
성화계획이라는 3개 부문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계획 여건분석 

1) 빛의 인프라 정비계획

빛의 인프라 정비계획은 도시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구축되는 야간조명환경을 총체
적으로 일컫는 개념(Light foundation, Ambient light)으로, 혼란스러운 빛의 레벨
을 위계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계획임. 기반시설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조명 정비 가
이드라인을 세우고 그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였음.

2) 빛의 특화계획

빛의�인프라�정비계획을 통해�야간경관의�기초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다움을�
강조하기 위한�빛의�특화계획을 수립하였음.�구체적으로는�서울의�자연경관과�역사·
문화유산에�야간경관조명을�적용하여�서울의�정체성을�부각시키는�전략임.�빛의�특화
계획은�특화요소별,�특화구역별로�세분화하여�계획을�수립하였음.

3) 빛문화 활성화계획

빛문화�활성화계획이란�시스템,�설비�혹은�하드웨어로서의�조명�뿐�아니라�생활�및 문
화적인�측면에서�빛을�즐기고�참여할�수�있는�빛의�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적인 요소의 계획을 일컬음.�특히,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빛과 관련한 서울의�문화자
원을�세계적인�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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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도시빛 방향

빛의 인프라
정비 계획

기존 서울의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 빛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 마련
· 지역 특성과 서울시 도심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축을 설정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스마트 가로를 형성하여 에너지 세이빙에 기여

빛의 특화계획

서울다움을 강조하는 특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
빛 형성
· 각 권역의 특성을 살리고 서울의 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른 빛계획의 수립으로
   서울의 정체성 마련
· 민간건축물의 특성을 살려서 도심의 랜드마크 역할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빛
   의 연출계획 도입

빛문화 활성화 
계획

서울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 도시 전역의 야간경관조명 활성화 
· 현재 서울시의 다양한 이벤트에 빛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서울의 빛이 서울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빛축제를 통해 예술 및 디자이너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빛축제
   개발

표2-2. 2008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으로 본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의 방향

분석 종합

2008�서울시�야간경관계획�이후�야간경관사업�현황을�분석한�결과,�빛의�인프라�정비�
계획을�중심으로�사업이�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음.�도로조명의�가로등�및�보안등의�
정비는�2008년�이후�꾸준히�실행되어�쾌적한�빛환경을�형성하였으며,�지하철�지상구
조물과�지천의�야간경관계획도�긍정적으로 평가됨.�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
한�서울다운�빛과�아름다운�빛�형성에�대한�실행은�꾸준히�추진되었으며,�2010년�서울
시�빛공해�조례의 제정 이후,�빛공해�심의가�활성화되면서�건축물�조명이�정비되었음.�
빛의�특화계획은�도심부에�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빛문화�활성화계획에 의한�빛�이
벤트�사업은�청계천과�시청�등�도심부에�집중�편성되어�서울시 전 지역으로 축제가 확
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2-2. 2008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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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 관련부서

2.2.2   서울시 빛 관련 정책 및 사업

▪ 정책�내용�:�서울시�빛환경�관리
▪ �정책�과제�:�빛공해 방지 및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좋은빛 형성  
▪ �정책�방향�:�현재�무분별하게�경쟁적으로�설치되고�있는�옥외조명에�대한�적절한�규

제책�마련,�친환경적인�관리시스템을�통해�빛공해�방지�및�시민�삶의�질�증진�도모,�
생태계�보호�및�에너지절약�관련정책 추진

▪ �추진�내용�:�[도시빛정책팀]�서울시�빛공해�방지계획,�서울시 빛환경 관리계획�수립,�
서울시�조명관리�종합계획�수립,�서울시�조명환경관리구역�운영,�빛공해�환경영향
평가�측정조사,�빛공해�개선을�위한�협치체계�구축,�2030�도시빛�기본계획�수립,�도
시빛정책�자문단�운영,�조명관련부서�T/F�운영,�인공조명�빛환경�메뉴얼�제작,�서울
시�좋은빛위원회�운영,�주택가�빛환경�개선사업,�좋은빛상�공모전�개최�및�운영,�빛
공해�사진�UCC�공모전�개최�및�운영,�[도시빛사업팀]�한양도성�9개지구�경관조명�
개선�및�유지관리,�덕수궁�돌담길�경관조명�개선,�도시빛�특화사업,�야간경관�조망
명소�및�체험코스�개발,�국제도시조명연맹(LUCI)�정책교류사업,�국제도시조명연
맹(LUCI)�아시아지역사무소�설립�및�운영,�[광고물팀]�옥외광고물�정책�기획,�옥외
광고물�관련법령�및�제도�개선,�옥외광고심의위원회�운영�좋은간판�발굴·홍보�및�운
영(공모전�포함),�좋은간판�사이트�운영,�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제도�추진,�옥외
광고물�관리�및�정비,�간판개선사업�추진,�옥외광고물�관리�및�안전·정비에�관한�사
항�추진,�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관리에�관한�사항�추진

▪ �정책�내용�:�서울시�도로안전을�위한�관리
▪ �정책�과제�:�서울형�안전도시�구축,�기반시설�선제적�안전관리�체계�확립,�사람중심�

도로�인프라�및�보행환경�조성
▪ �정책�방향�:�안전의�패러다임을�전환하여�서울을�새로운�안전도시로�구축하며,�미래�

위험에�대한�선제적�대응으로�주요시설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한�방안�마련,�주민
들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사람�중심�도로�인프라�조성

▪ �추진�내용�:�도로조명팀�주요업무�성과�관리,�도로조명�스마트�시스템�계획수립�및�추
진,�도로조명�무선원격감시제어시스템�계획수립�및�추진,�도로조명�시설개량�사업
추진�공정관리,�주민참여사업(도로조명�분야)�검토�및�공정관리,�도로조명시설�관련�
보도�및�민원사항�처리,�도로조명시설�관련�현황자료�및�통계자료�관리,�가로등�원격�
제어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조도측정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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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공원�녹지정책�개발�및�만족도�개선
▪ �정책�과제�:�공원녹지�재생,�녹색공간�확충,�녹색문화�확산,�자연환경�보전
▪ �정책�방향�:�산업유산과�노후시설이�문화와�녹지공간으로�재탄생할�수�있도록�지속

적인�녹색정책�수립,�서울을�더욱�푸르게�하기위해�시민과�함께�가꾸는�녹색문화,�사
람과�자연이�함께�사는�다양성이�공존하는�도시�조성

▪ �추진�내용�:�공원내�전기설비�안전관리에�관한�사항�추진,�공원내�에너지�절약�관련�
업무,�공원등·CCTV·비상벨·CPTED�등�방범시설�관련업무�등�

▪ 정책�내용�:�서울시�도로시설물�안전을�위한�관리
▪ �정책�과제�:�도로시설물�안전�구축�및�안전관리�체제�확립,�도로�방재시설�및�전기설

비�개선
▪ �정책�방향�:�안전한�도로�인프라�조성을�위한�자동차�전용도로,�터널,�복개,�지하차도�

등에�대한�안전점검�및�진단계획�마련
▪ �추진�내용�:�교량터널통합센터�구축�관리,�도로시설물�취약시기�점검�총괄,�법·조례�

등�제·개정관련�업무(기술 분야),�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진단용역�계획�수립�등�관
리,�자동차전용도로�유지관리�계획수립�및�협의,�도로사업소�관리시설물(지하보도,�
보도육교,�터널,�복개,�지하차도)�유지관리�업무,�도로시설물,�전용도로�전기설비�업
무,�경관조명�업무,강변북로�태양광설비�설치�업무�총괄�등

▪ �정책�내용�:�녹색산업�및�LED조명�보급�확산
▪ �정책�과제�:�원전하나줄이기,�신재생에너지,�대기질�개선,�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

도시�
▪ �정책�방향�:�시민참여·협치시정�추진�확대�및�사업성과�시민체감�강화,�현장위험�밀

착관리,�환경�주요정책의�효과적�시행을�위한�선제적�제도�확립
▪ �추진�내용�:�신재생에너지�햇빛도시�서울�조성,�한강을�중심으로�한�서울�대표�신재

생에너지�체험거점�조성,�시민참여를�통한�건물에너지�효율화�추진,�민간협력에�의
한�에너지�복지�활성화,�서울시 LED 보급기준, 서울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의 LED모듈·커넥터·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 정립.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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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정책 관련부서 시사점 및 결론

▪ ��서울시의�각�부서는�관련계획을�바탕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으나,�사업내용이�비
슷한�경우에�관할하는�팀이�분산되고�업무체계가�비효율적으로�이뤄지는�문제점이�
나타남.�빛환경의�체계적인�정비를�위해서�관련부서�TF팀의�통합적인�조율시스템�
마련이�필요함.�

▪ �부서�간�정책이�상충하는�경우,�TF팀�구성�시�반드시�장려�및�개발�정책의�부서와�규
제�정책의�부서가�함께�구성되도록�함으로써,�사업추진�시�발생할�문제점에�대해�예
상하고�대책을�마련하여�효율적�업무체계가�이뤄지도록�해야 함.�필요시�조례나�규
칙을�제정하여�사업에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기준을�마련하고,�이에�따른�행
정체계와�사업내용의�우선순위를�정해야 함.

▪ �가로등�정비,�보안등�정비,�공원등�정비,�스마트조명,�CPTED�조명의�경우,��부서�간�
정책이�장려·개발하거나�중립적인�방향으로�유사하게�나타나고�있음.�업무가�서로�
중복되지�않도록�지속적인�협의가�이뤄져야�하며,�필요시에는�사업�간�연계가�가능
하도록�협조체계를�구축하여�사업운영을�효율화해야 함.�각�부서에서�사업추진�시�
공통적으로�발생하는�문제나�중요�사안이�있으면,�부서�간�협의를�통해�통합적인�개
선책�마련이�가능하도록�하며,�타�부서에�건의사항이�있으면�의견이�검토�및�반영될�
수�있도록�행정체계를�보완해야 함.��

▪ �빛공해�방지,�미디어파사드,�서울�빛�상징,�한강�경관조명,�에너지와 색온도�관련한 
정책의�경우,�부서�간�정책�방향이�상이하게�나타나�실제�사업�추진�시�부서�간�업무�
마찰의�가능성이�높음.�이를�방지하기�위해,�대립이�첨예한�사안에�대해서는�관련�부
서�TF팀�및�전문가�자문위원�체계를�구성하여�문제점을�검토하고�필요한�제도적·행
정적�조치를�취함으로써,�상호�합의를�통해�사업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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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명 관련법은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보행·건축물에 관한 법령, 산업통
상자원부의 에너지효율 및 시스템에 관한 법령, 환경부의 환경·빛공해에 관한 법
령, 행정안전부의 광고물·범죄·안전·재난에 관한 법령,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사·문
화·관광에 관한 법령과 그 외 서울시 조례 및 규칙 등이 있음. 

그림2-3. 관련법 분석 

관련법 분석

관련법 및 행정체계 분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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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 분석

▪ ���서울시 조명 관련 부서는 도시계획국, 안전총괄본부,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관광체육국, 주택건축국, 문화본부에 걸쳐 분포해있음. 도시빛 계획의 실행력 확보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의 핵심과제에 따른 사업관리 및 효율적 업
무 추진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그림2-4. 행정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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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4.1   서울시 도시·건축 분야 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
획으로,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임. 도시빛 계획 수립시 도
시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외 세부적
인 구상은 하위 관련 계획의 분석 및 추진현황의 파악을 통해 구체화하여 정합성 
및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계획내용은 크게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개편, 토지이용 계획, 생활권 계획으
로 구분되며, 서울의 도시 공간을 핵심 이슈와 공간구조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였
음. 서울의 미래상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20년간 시정운영을 위한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를 마련하였음. 도시빛 계획에서
는 도시기본계획의 가치설정에 부합하는 시민 중심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전 단계에 걸쳐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도시빛 부분 반영 방향

야간경관, 
미디어파사드

역사문화·국제 금융·국제업무중심지 3도심의 도시빛 특화
- 한양도성지역(기존 4대문안 도심)의 야간경관 재정비
- 영등포·여의도의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빛 특화
- 강남의 국제기구유치, MICE 산업 관련 국제업무중심지의 빛 특화

야간경관

서울다운 자연경관, 도시경관 연출
- 내·외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의 빛 연출 계획
- 녹지축 복원 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 남북녹지축과 동서수경축이 만나는 용산공원의 야간경관 연출 계획 
- 세부계획은 경관계획 검토를 통해 구체화

야간경관
스마트조명시티

효율적 도시구조 실현을 위한 공간조명 계획
- 주요 교통거점 및 축의 정비, 서울 시내 보행환경 개선 방안 제시       
- 현재 활성화된 주요 도로 및 향후 특화 예정인 도로 조명 계획
- 스마트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 로드맵 구상

표2-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반영 방향 

관련계획 및 정책 분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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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최근 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개발과 재개발에서 재생(Regeneration)
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경쟁력 제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지역공
동체 회복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계획이 수립되었음.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
본 방향과 목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음.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상전략을 재생 키워드로 구체화하였으며, 
도시빛 계획에서는 이러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에 맞춘 지역별 빛 특성화 전략 및 
기존 인프라 정비 전략을 제시하도록 함.

▪ ��서울의 5대 생활권별 도시재생 여건과 과제를 도출하여 서울 전체의 재생 방향을 
신 광역중심지 육성, 쇠퇴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역사 문화 정체성 강화, 노
후 쇠퇴 주거지역 활성화라는 네 가지로 설정하여 세부계획 수립하였음. 도시빛 계
획에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전략 수립 시 네 가지 재생 방향에 따른 구상을 
제시하도록 함.

▪ ��단기적으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권역별 방향, 공간구조 등
을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며, 향후에는 생활권계획에서 서울의 여건진
단 및 재생 필요지역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2014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도모델 
13개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1단계 완료 및 신규지정 14개소를 
추가로추진 중임. 도시빛 계획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행현황을 단계별로 파
악하고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함.

도시빛 부분 반영 방향

야간경관,
스마트조명시티

도시재생 유형에 따른 도시빛 전략 구상
- 역세권 일대, 이전적지, 중심지강화 필요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의 조명 인프라 정비
- 도심산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쇠퇴·낙후 산업(상업)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

명 인프라 정비
-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의 보존과 관광 명소화를 위한 야간경관계획
- 노후 주거지역으로 분류되는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조명 인

프라 정비

야간경관,
빛공해, 

스마트조명시티,
광고조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도모델 추진계획의 도시 빛 부분 보완방안 제시
-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근린재생 일반형이라는 세 가지 유

형별로 진행되고 있는 선도모델 사업의 도시 빛 부문 보완 방안 및 가이드라
인 제시

- 선도모델 추진계획에 따른 단계적 실행 방안 제시

표2-4.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반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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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유형별 추진전략과 함께, 경관법에 따라 중점관리구역을 설
정하고 경관심의를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크게 역사 도심, 한
강 변, 주요산 중점관리구역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경관 목표와 관리 방향 및 원칙
을 설정하였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 유형별 전략과 중점
관리구역 유형별 전략을 서울의 야간 환경 현황에 맞춰 구체화하여 구상에 적용하
도록 함.

▪ ��시민과 전문가의 경관의식조사를 통해 서울 경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경관유형별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경관계
획에서 제기된 서울 경관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리서치단 운영 등을 통해 야간경
관 부분 의식조사를 시행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도시빛 부분 반영 방향

야간경관,
빛공해,

옥외광고물

자연녹지 야간경관 전략
- 내·외사산, 녹지 네트워크에 따른 야간경관계획
- 경관 재정비를 위해 설정한 조망점, 조망축, 조망명소의 반영

수변 야간경관 전략
- 경관 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입체적 야간경관계획의 수립
- 스카이라인 관리를 위한 조명 가이드라인 제시
- 문화·생활 및 여가공간으로서 수변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빛을 통한 야

간 공간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제안
- 한강 교량을 지나는 광역통경축의 빛 연출 계획 및 서울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화 방안
-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역사문화 야간경관 전략
- 한양도성 및 문화재 관리 지역의 기존 야간경관계획 보완 
- 경계부 및 접근 지역 야간환경 정비
- 역사도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시가지 야간경관 전략
- 주거지역 빛공해 및 광고조명 현안 관련 대책 수립
-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범죄 예방 등 주민생활공간 야간 빛환경 조성
- 경관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표2-5. 서울시 경관계획 반영 방향 



2727II. 조사 및 분석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서는 품격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열린 
공간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건축문화 축적과 공유, 창의적인 건축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및 공간환경 실현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음. 새로운 개발 방식의 제안이 아닌, 기존 서울 도시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계획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서울시 건축 기본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열린 
건축 도시정책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갖추고, 시민참여에 의한 계획 수립 및 탄력
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건축 관
련 사업들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야간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건
축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함.

도시빛 부분 반영 방향

야간경관, 
미디어파사드

시민참여를 통한 서울의 야간문화 및 공공공간 활성화 방안
-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계획이 있는 건축문화 사업과 연계된 야간문화 활성

화 및 특화사업 가능성 검토
- 야간시간대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도시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시민참

여형 공공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제시

빛공해,
 미디어파사드, 

광고조명

야간 도시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 공공건축물의 옥외인공조명 관리시스템 마련
- 빛공해, 광고조명 등 일상적 빛환경 관련한 주요 현안 파악 및 제도적 보완 방

안 마련

스마트조명시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야간 공간환경 시스템 구축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서울시 공공성 지도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 녹색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명 기준 제시 및 에너지 정책

과의 정합성 유지

표2-6.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반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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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2.4.2   서울시 문화재·관광·에너지 분야 계획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는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새로운 꿈’을 비전으로, 보
존·관리, 향유·활용, 교육·연구, 통일·세계, 법·기구 부문에서의 방향을 설정하고 
10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보존·관리, 향유·활용 
부문과 연계된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구체화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이제까지 문화재 정책이 문화재 원형보존에 치우쳤지만,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에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시민에 의한 지속가능한 서울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도시빛 계획에서는 이러한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방향에 부
합하여, 서울 시민의 일상적 삶을 바탕으로 한 서울의 야간경관 정체성 구현 방안
을 제시하도록 함.

▪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에서는 이제까지의 점적인 계획에서 확장된, 면적인 계획
을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조직 안에서 공간 요소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역사자원 
및 관광 시설을 연계하여 역사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도
시빛 계획의 문화재 관련 부분에서는 역사자원을 하나의 단일한 단위로서 접근하
는 것이 아닌, 관광 및 문화와 연계하여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함.

도시빛 
부분 반영 방향

야간경관

역사자원 보존 체계를 위한 야간환경 부문 가이드라인 제시
- 문화재 보존체계와 도시계획이 충돌하는 지역에 대한 조명 가이드라인 제시
- 일반적인 도시경관과 역사문화 경관의 차별적 연출
- 서울시 사대문 안 역사문화도시 관리 기본계획(2012년 수립) 등 서울시의 역사문화자

원 보전 계획의 야간부문 보완방향 제시

서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특징적 야간경관 구현
- 지역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역사자원의 본질적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 제시
- 연령별·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서울의 랜드마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랜드마크 

연출 계획
- 고유성·현재성·보편성을 키워드로 한 역사도시 서울 미래비전의 공유 및 야간경관 아

이덴티티 구현

표2-7.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반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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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2017-2021 

계획 내용 및 반영 방향 

▪ ��서울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2021년까지 외래관광객 2,100만 명 유치라는 정량적 목표와 관광자원 효율성 극
대화,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을 위한 다양성 및 상호이해 
증진, 지역 문화적 가치 보호라는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체계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울형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
발로 관광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서울 미래역량 강화, 디
지털 기반의 편리하고 신뢰받는 관광환경 조성 전략이 도시빛 기본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임. 세 가지 전략에 따른 관광진흥사업 및 공간개발사업에서 기존의 사
업은 보완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야간 환경 개선 및 계획 연계 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제5차 권역계획에서는 관광자원 분포를 중심으로 주요 관광거점들을 설정하여 계
획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지역관광 균형발전이 저해된 측면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6차 권역계획에서는 자원 중심 권역에서 공간중심 권역계획으로 
다시 전환하였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빛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관광개발계
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방향 및 향후 전략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
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함.

도시빛 부분 반영 방향

야간경관
미디어파사드

스마트조명시티

서울형 야간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 서울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디지털화(VR,AR,3D)
- 관광코스 및 이색 관광명소화 추진 지역 검토 및 반영
- 관광비수기 야간경관 특화 관광 전략
- 역사적 랜드마크 및 한강 자연자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연출 구상 
- 서울 시내 야간관광 프로그램의 다양화 

미디어파사드
광고조명

스마트조명시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중심지 야간환경 인프라 정비
- 코엑스·잠실~서울역~상암·수색~고양 킨텍스를 연결하는 신 MICE 축 및 거점 

야간환경 인프라 정비
- 테헤란로 업무축 등 국제업무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컨벤션 시설 지역 야간

부문 인프라 정비

디지털 기반 편리하고 신뢰받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야간부문 가이드라인 제시
- 관광특구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 조성
- 서울시 IoT 실증지역에 추진 중인 스마트 관광서비스를 관광특구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로컬정보 실시간 가이드 폴, 비디오맵, 이미지인식 모바일 문화재 관광 안내 등

의 관광서비스와 연계 구상

표2-8. 서울권 관광개발계획 반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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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2012-2020 계획내용 및 반영방향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2012-2020

▪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은 현재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 시행 중이며, 4대 에
너지 지향점, 23개 과제, 88개 단위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도시빛 기본계획과 연계
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신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 선언, 에너
지 진단과 효율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건축도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책임강화, 
LED 빛 도시 서울,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공간 구조로 개편, 에너지 절약형 교통환
경 도시’ 등, 6가지 과제 및 관련 사업의 검토가 필요함.

도시빛 부분 반영 방향

야간경관 
미디어파사드

스마트조명시티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보완
- 대규모 개발 및 대형건물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민간건축물의 ‘서울시 녹

색건축물 설계기준’, 공공건축물의 ‘서울시 공공시설물 에너지 분야 건설기술 
심의 기준’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구체화

LED 빛 도시 서울 구현 방안 구체화
- 심의이행 모니터링 강화 및 심의대상의 관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스마트 공간조명 선정을 위한 LED 기구 요건 검토 
- LED 기구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표2-9.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반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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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명 현황(2017.12월 기준)

구분 합계 메탈 나트륨 LED 형광램프류 기타

가로등 272,031 140,821 56,233 63,584 10,256 1,137

보안등 229,726 72,057 93,395 61,174 3,078 22

공원등 34,135 19,825 14,310 - -

계 535,892

표2-10. 서울시 공간조명 현황 

2.5.1   시설 현황

서울시 빛환경 및 여건 분석2.5

단위: 등

주요 장식조명 현황(2017.12월 기준)

구분 문화재
(31개소)

한강교량
(27개소)

공공시설물
(96개소)

미디어파사드
(47개소)

주요시설 한양도성
5대 궁궐

반포대교
한강대교

N서울타워
세종문화회관

서울스퀘어
세종문화회관

옥외전광판 현황(2018.7월 기준) 

옥외전광판 합계

98

표2-11. 서울시 주요 장식조명 현황 

표2-12. 서울시 옥외전광판 현황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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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2.5.2   공간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

▪ ��서울시 빛환경 현황조사는 야간환경 연출대상물 및 자원을 조사하는 ‘공간유형별 
현황’과 ‘가로유형별 현황’, ‘도시빛 리서치단(시민참여단) 지역별 현황조사’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이를 통해 단순한 거점별 현황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점적인 
공간거점과 선적인 가로 현황을 모두 조사하여 입체적인 서울시 빛환경 여건을 분
석하였음. 또한, 시민 참여단의 지역별 현황조사를 통해 서울의 도시빛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간유형별 야간현황은 서울시의 야간환경 중 명소화 할 수 있는 연출 대상물과 자
원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5가지 유형의 연출대상물과 자원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활권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권역별로 분류하고 대표
현황을 분석하여 여건을 파악하였음.

유형 정의

랜드마크형 지역의 상징성을 지닌 공공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업무 및 주거용 건축물, 공공
시설물 중 야간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

문화재형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야간경관 명소

광장 및 공원형 다수의 시민 또는 관광객이 밀집가능한 공공장소 중 야간경관적 가치를 지닌 곳

수변형 하천, 강, 호수 등에 연접한 곳에 조성된 공공장소로 야간에 활성화되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조망형 야간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장소

표2-13. 공간유형별 정의  

▪ ��서울시 야간환경에서 장소성을 지닌 공간들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서울시 지도
에 표시함. 서울시 지도에 표시된 공간 유형별 현황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잠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분석함. 

▪ ��서울시 지도에 표시된 공간 유형별 연출 대상물 및 자원은 그 현황을 추후 서울시 
도시빛의 시퀀스 개발, 도시 빛의 축 형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함. 
또한 유형별 대표 공간을 조사하여 각 공간 유형의 야간환경 특징에 대해 파악함.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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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유형의 주요 야간환경 연출대상물 및 자원을 지도에 표시해 본 결과, 유형
이 다른 공간 거점들이 연결될 수 있는 연속성이 나타났음.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빛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시퀀스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야간환경 연출 대
상물이 부족한 공동화 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징에 따른 빛의 성격 규정과 그에 따
른 계획이 필요함.

조사 결과

유형 개소 키워드 결과

랜드마크형 72
원거리 조망,
스카이라인,

미디어파사드

·주요 역세권 중심으로 위치하며 주변 가로환경과의 연
관성이 큼

·초고층빌딩들의 증가로 원거리 조망에 의한 스카이라
인 형성에 영향을 미침

·건물의 조형을 활용한 장식조명이나 경관조명이 많으
며 최근 미디어파사드로서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음

문화재형 71 도심 밀집,
낮은 색온도

·중구 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낮은 색온도의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문화재 자체를 강

조한 야간환경이 대부분임

광장 및
공원형 24 이벤트성,

조도편차

·광장은 이벤트성으로 설치된 조명 조형물이 많으며 광
장 주변 건물의 경관조명 중심으로 야간환경이 조성되
어 있음

·공원은 공원등을 중심으로 야간환경이 형성되어 있으
나 각 공원별 편차가 큼

수변형 33
한강중심,
물 활용한 

조명

·한강변과 한강지천에 조명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물을 활용한 경관조명의 특색이 보임
·한강 지천의 경우, 주변 주거공간과의 연계성이 큼

조망형 21 수직 조망

·대부분 높은 지대(서울지역 내의 산)에 위치한 전망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접근성이 낮음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초고층 빌딩의 조망권이 점점 확
대되고 있는 추세임 

표2-14. 공간유형별 야간환경 특징 

그림2-5. 공간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5가지 유형의 주요 야간환경 연출대상물 및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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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랜드마크형 

서울시의 권역별로 지역의 야간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지역의 
상징성을 지닌 공공건축물, 상업용 건
축물, 업무 및 주거용 건축물, 공공시설
물 등이 있음.

권역 주요 연출 대상물

도심권 
서울시청사·신세계백화점 본점·금융박물관·N서울타워·서울스퀘어·서울역·동대문디자인플라자·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시립미술관·삼성미술관리움·명동성당·국립중앙서울박물관·서울중앙성원·청와대·플라자호텔·포시즌스 호텔·아스테
리움 서울·용산 서밋주상복합·용산 아모레퍼시픽사옥

동북권 왕십리 비트플렉스·한화 갤러리아포레·건대스타시티·강변테크노마트·북서울미술관·아크로서울포레스트·건국대학병원

서북권
상암 DMC MBC 사옥·상암월드컵 경기장·메세나폴리스·은평스카이뷰자이 주상복합(예정)·은평롯데복합쇼핑몰·은평가톨
릭성모병원(예정)·은평소방행정타운(예정)·절두산순교성지·연세대학교의료원·연세세브란스병원

서남권
63 빌딩·국회의사당·IFC 서울·영등포 타임스퀘어·신도림디큐브시티·구로항동철도길·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이대목동병원·목동아이스링크·목동하이페리온·현대백화점·김포공항·국립서울현충원·콘래드호텔·여의도성모병원·여의
도순복음교회

동남권
롯데월드타워·테헤란로 GS타워·강남파이넨스센터(GFC/구 스타타워)·삼성역 무역센터·현대 GBC(예정)·압구정갤러리아
백화점·예술의전당·사랑의교회·고속터미널신세계·메리어트·강남성모병원·타워팰리스·강남부티크모나코·강남교보타
워·강남어반하이브·강남삼성전자사옥·현대아산병원·아크로리버파크·삼성서울병원

용도 조망  조명 활용
상업 / 업무

건축물
원거리 조망 건축물 내부조명 / 외부경관조명/

상부장식조명
축제 및 행사 시 

활용가능 

랜드마크형 주요 연출 대상물 현황

잠실 롯데월드타워 

- 초고층빌딩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주며 특히 원경에서 랜드마크적 역할.
- 주변 경관과의 조화보다는 개별적인 야간경관 연출 및 운영.
- 현재 시즌별 미디어파사드 활용 중, 불꽃축제 행사 진행.

표2-15. 랜드마크형 주요 연출 대상물 

표2-16. 랜드마크형 연출 현황-잠실 롯데월드타워

그림2-6. 공간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랜드마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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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형

서울의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야간경
관 명소로서 우리나라 미래의 문화 발
전을 위하여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조명 연출을 통해 도시의 품격
을 높일수 있는 가능성을 가짐.

권역 주요 연출 대상물

도심권

서울 숭례문·광화문·경복궁·창덕궁·종묘·서울 흥인지문·서울 문묘 및 성균관·서울 동관왕묘·사직단·창경궁·덕수궁·
서울 관상감 관천대·서울 창의문·서울한양도성·서울 육상궁·환구단·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서울우정총국·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서울 경모궁지·서울 대한의원·서울 약현성당·서울 정동교회·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서울 운현
궁·서울 명동성당·경희궁지·구 서울대학교 본관·구 공업전습소 본관·서울 한국은행 본관·서울 중앙고등학교·구 서울역
사·서울 효창공원·보신각·서울 탑골공원·안국동윤보선가·서울 청계천 유적(광통교지, 수표교지와 오간수문지)·서울 경
교장·서울 이화장·서울 용산신학교·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동북권
서울 살곶이 다리·서울 선잠단지·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서울영휘원과 숭인원·서울 연산군묘·서울 선농단·서울
초안산 분묘군·아차산성·아차산 일대 보루군·서울 의릉·서울 태릉과 강릉·서울 정릉

서북권
서울 독립문·서울 영은문 주초·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첼러관·서
울 구 서대문 형무소·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유적

서남권 서울 남현동 요지·서울 구 벨기에 영사관·서울 호암산성·서울 양천고성지

동남권 서울 풍납동 토성·서울 삼전도비·서울 선릉·서울 석촌동 고분군·서울암사동유적·서울 방이동 고분군·서울 몽촌토성

용도 조망 조명 활용

문화재 근거리/원거
리 조망

문화재 경관조명/
보행유도등/가로등

문화재형 주요 연출 대상물 현황

숭례문

- 숭례문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사대문 중의 하나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음.
- 서울역 교통의 중심지로서 원경에서 문화재 야간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가능성이 충
분함.

- 주변지역 빌딩의 실내조명, 광고조명의 빛과 함께 어우러져 역사와 현대의 공존을 
보여줌.

표2-17. 문화재형 주요 연출 대상물 

표2-18. 문화재형 연출 현황-숭례문  

그림2-7. 공간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문화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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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장 및 공원형

다양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
고 어울릴 수 있는 광장 및 공원은 지
역문화 발전의 거점이자, 일상생활의 
휴식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
는 공간임.

권역 주요 연출 대상물

도심권 광화문 광장·청계광장·서울시청광장·회현사거리 분수광장·용산공원·낙산공원·남산공원

동북권 왕십리역 비트플렉스 앞 광장·서울숲·서울어린이대공원

서북권 하늘공원·월드컵공원·평화의 공원·노을공원·상암 DMC문화광장

서남권 여의도공원 광장·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목동파리공원·마곡공원

동남권 양재시민의 숲·올림픽 공원·강남역 엠스테이지 광장·삼성코엑스 광장·G20광장

용도 조망 조명 활용
문화재 앞 
광장

근거리/
원거리 조망

문화재 경관조명/
조형물(동상) 조명/수공간 조명

축제 및 행사 시 
활용가능

광장 및 공원형 주요 연출 대상물 현황

광화문 광장 

-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적·정치적 이벤트 공간이자, 많은 해외관광객이 방문하는 관
광 명소.

- 이벤트성으로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되어있음. 
- 인근 업무지구의 빌딩, 호텔, 문화재 등 다양한 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

표2-19. 광장 및 공원형 주요 연출 대상물 

표2-20. 광장 및 공원형 연출 현황-광화문 광장 

그림2-8. 공간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광장 및 공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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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변형

하천, 강, 호수 등에 연접한 곳에 조성
된 공공장소로 야간에 활성화되어 다
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의 유
형을 의미함. 단순 야간 활동 가능 조도
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 수공간과 조명
을 연계한 경관연출이 조화로운 장소
를 선별하여 권역별로 유형화 함.

수변형 주요 연출 대상물 현황

세빛섬

- 한강변 야간활동의 주요 거점으로서 특징적인 야간경관을 연출. 
- 건축물 파사드 자체를 미디어로 활용.

권역 주요 연출 대상물
도심권 청계천·청계광장·이촌지구 한강시민공원(노들섬)

동북권 중랑천길·광진교8번가·건국대학교 일감호·청계천 문화관·뚝섬유원지

서북권 난지한강공원(페스티벌)·망원한강공원(양화대교 조망)·마포대교 북단(여의도 조망)·홍제천·불광천

서남권
안양천 올레길·목감천 올레길·도림천 올레길·선유도 공원·여의도공원·양화 한강공원 서울마리나·여의도 물빛무대·항
동저수지

동남권
석촌호수·반포대교·세빛섬·한강시민공원(잠원, 반포, 잠실)·양재천·반포천·탄천 광나루 한강공원·고덕천·망월천·성내
천·달빛광장·프라디아

용도 조망 조명 활용
시민 공공 
공간

근거리/
원거리 조망

건축물 조명/미디어파사드
조형물 조명

축제 및 행사 시 
활용가능

표2-21. 수변형 주요 연출 대상물 

표2-22. 수변형 연출 현황-세빛섬 

그림2-9. 공간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수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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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망형 

서울의 야간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
소로서 여러가지 유형의 야간경관 연
출대상물들이 조망 가능함. 대부분의 
장소가 지대가 높은 서울시내 구릉지 
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낮으나 최
근 초고층빌딩의 증가 추세로 인해 접
근성이 좋은 조망형 거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용도 조망 조명 활용
조망 원거리 조망 건축물 조명/조형물 조명 축제 및 행사 시 활용가능

조망형 주요 연출 대상물 현황

N서울타워 

- 남산에 위치하여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로서 역할과 조망점의 역할을 동시 수행.
- 서울 전 지역 조망이 가능하며 인근 산책로와 연계하여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
음.

권역 주요 자원

도심권
 북악산 팔각정(경복궁, 서울도심)·N서울타워(서울전역)·소월로 남산야외식물원 앞길(서울전역)·매봉산공원(서울전
역)·매봉산공원(서울전역)·삼청공원(서울전역)·옥수동 달맞이공원(서울전역)

동북권
 낙산공원(한강도심 한양도성 조망)·북서울꿈의숲 전망대(강북권)·용마산 전망대(강북권)·응봉산 팔각정(강북권)·아차
산(서울전역) 

서북권  하늘공원(한강원경 : 가양대교~여의도, 월드컵 경기장)·안산봉수대·백련산 

서남권
 63빌딩 전망대(한강스카이라인 : 서북측전반, 남산타워)·선유도공원 무지개다리(국회의사당, 여의도빌딩숲)·치현산
(방화대교) 

동남권
 롯데슈퍼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한강스카이라인 서울 전경)·매봉산 팔각정(강남, 한강 동남쪽)·구룡산(강남, 한강
동남쪽)

표2-23. 조망형 주요 연출 대상물 

표2-24. 조망형 연출 현황-N서울타워

그림2-10. 공간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조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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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조사 방법

2.5.3   가로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

▪ ��공간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는 점적인 공간거점을 중심으로, 가로유형별 야간
환경 현황 조사는 도시 내 선적인 공간 축을 중심으로 조사함.

▪ ��서울시 가로유형을 성격별로 나누고, 각 성격에 따라 활성화되어 있는 선적인 도
시빛의 현황을 조사함. 

▪ ��모든 조사는 서울시 지도에 표시하여 서울시 도시빛의 전반적인 선적인 흐름과 지
역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지적편집도를 근거로 도시 내 주요 가로의 성격을 5가지(상업, 주거, 자역
녹지, 수변, 고속화도로)로 분류하고 가로의 성격, 밀도 등을 조사하였음. 서울시 
지도에 표시된 주요 가로들의 선적인 빛 현황은 공간유형별 연출 대상물 및 자원
과 함께 추후 서울시 도시빛의 시퀀스 개발, 도시 빛의 축 형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함. 또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활권 기본계획에 의
거하여 권역별로 가로의 성격을 분석하여 지역별 도시빛의 성격을 규정하도록 함.  

그림2-11. 서울시 가로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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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서북권

동북권

조사 결과 

1) 도심권

▪ ��주요 가로 : 세종대로, 한강대로 등
▪ ��도심지역의 상업지구 가로형성이 두드러지나 문화재와 자연녹지를 함께 접하여 유

연적인 야간환경 조성이 필요함.
▪ ��남산과 용산공원을 접한 가로의 조명 계획이 필요함.
▪ ��도심지역과 세종대로, 한강대로가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큰 축을 형성하고 있음.

2) 서북권

▪ ��주요 가로 : 은평로, 가좌로, 연희로, 서교로 등 
▪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접한 가로 형성이 대부분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성이 

큼.
▪ ��대학 캠퍼스 주변 상업가로 형성의 특이점이 존재함(신촌, 홍대 등). 
▪ ��상업지구 가로 형성은 남측 한강 변이 두드러짐(상암 디지털미디어 시티, 서교로 

등).

3) 동북권

▪ ��주요 가로 : 도봉로, 이문로, 동일로, 망우로, 미아로, 왕산로, 보문로, 하정로, 구
의로 등

▪ ��북측으로의 선적인 빛의 연결성 취약하나 수변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의 연결성이 
강함.

▪ ��역세권 중심의 가로 야간환경 형성(왕십리역, 건대입구역, 청량리역, 군자역, 노원
역 등).

그림2-12. 서울시 가로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도심권,서북권,동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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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남권

▪ 주요가로 : 공항대로, 시흥대로 
▪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영등포역, 신도림역, 구로

디지털단지, 신림역, 사당역, 화곡역 등) 선적인 연결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준공업지역(영등포구, 금천구)과 강서·마곡 도시개발 구역의 야간 가로환경계획

이 필요함.
▪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연결성이 취약함(공항대로-김포공항방면/시흥대로).

5) 동남권

▪ ��주요가로 : 도산대로, 영동대로
▪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로가 많으므로 선적인 빛 연출에 유리함.
▪ ��고층빌딩이 밀집한 가로 유형이 다수 존재하며(도산대로, 영동대로, 강남대로, 테

헤란로 등) 건축물 입면을 활용한 입체적인 도시빛 형성에 유리함. 
▪ ��상업지역 가로 중 이면도로의 선적인 활성화가 두드러짐.

서남권

동남권

그림2-13. 서울시 가로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서남권, 동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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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5. 서울시 가로유형별 야간환경 현황 조사-권역별 특징

지역 키워드 주요가로 결과 및 분석

도심권 혼합
(문화재, 상업)

세종대로, 
한강대로

· 도심지역의 상업지구 가로형성이 두드러지나 문
화재와 자연녹지를 함께 접하여  유연적인 야간
환경 조성이  필요함

·남산과 용산공원(예정)을 접한 가로에 대한 계획
이 필요함

·도심지역과 세종대로, 한강대로가 강남권으로 이
어지는 큰  축을 형성하고 있음

서북권 삶의 질 관련
캠퍼스 주변 불균형

은평로, 
가좌로, 
연희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접한 가로 형성이 대부
분으로 시민의 삶의 질,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성
이 큼

·대학 캠퍼스 주변 상업가로 형성의  특이점이 존
재함(신촌, 홍대 등)

·상업지구 가로 형성은 남측 한강변이 두드러짐
   (상암 디지털미디어 시티, 서교로 등)

동북권 연결성 취약
역세권 중심

도봉로, 
구의로

·북측으로의 선적인 빛의 연결성 취약하나 수변도
로인 동부간선도로의 연결성이 강함

·역세권  중심의 가로 야간환경이 형성(왕십리역, 
건대입구역, 청량리역, 군자역, 노원역 등)

서남권 연결성 취약
역세권 중심

공항대로, 
시흥대로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빛의 연결성이 취약(공항
대로 : 김포공항방면/시흥대로)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역세권 중심 발전(영등포
역, 신도림역, 구로디지털단지, 신림역, 사당역, 
화곡역  등)으로 선적인 연결성이 미흡

·준공업지역(영등포구, 금천구)과  강서마곡도시
개발 구역의 가로적인 야간 환경 계획 필요

동남권
연속성
수직성

이면도로활성

도산대로, 
영동대로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로가 많으므로 가로
형 혹은 선적인 빛 연출에 유리

·고층빌딩이 밀집한 가로유형이 다수 존재(도산대
로, 영동대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하여 건축
물 입면을 활용한 입체적인 도시빛 형성에 유리

·상업지역 가로 중 이면도로의 선적인  활성화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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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2.5.4   도시빛 리서치단(시민참여단) 지역별 현황 조사

도시빛�리서치단의�지역별�현황조사는�시민의�시각으로�바라본�서울의�야간환경�현황
을�파악하는�데에�그�목적이�있음.�도시빛�리서치단을 통해�서울시�각�구의�야간환경을�
파악하고,�지역주민에게�설문과�인터뷰를�실시하였음.�이를�바탕으로,�각�구의�시민이�
생각하는�서울시�야간환경에�대한�의견�조사�및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별�키워드를�도
출하였음.

도시빛 리서치단 구성

▪ ��25개 각 구별 2명(총 50명)

도시빛 리서치단 활동내용 

▪ ��50명의 도시빛 리서치단이 1인당 5명의 지역주민에게 설문과 인터뷰를 하여 시민
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시행(총 250명 설문조사 시행)

▪ ��리서치단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권역별 분석 진행 및 의견 수렴(환경, 건
축, 도로, 광고조명, 역사문화 부문)  

도시빛 리서치단 조사지침 

▪ ��도시빛�리서치단이�서울시의�담당 지역을�다니며�5개�카테고리(환경-공원/건축/도
로/옥외광고물/역사문화)에�해당하는�야간환경을�촬영함(지정�구는�오리엔테이션
에서�분담).

▪ ��구별로�지역주민에게 현장�설문�및�인터뷰를�하여,�주요�촬영장소를�선정하고�시민
의�의견을�확인�후�조사�내용에�반영함.

▪ ��구별�최소�30곳의�야간환경�사진을�제출하며,�주요�키워드와�시민�의견을�함께�정
리하여�제출함.

▪ ��담당�구의�야간환경�중�바람직한�점�3가지,�바람직하지�않은�점�3가지,�인상적인�점�
3가지를�정리하여�시민�의견을�종합하여 제출함.

도시빛 리서치단 구성 및 조사 방법

그림2-14. 도시빛 리서치단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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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 (광장, 공원) 건축 도로 옥외광고물 역사문화

종로구

터널 빛의 큰 조도 대비 적당한 조도 조절
보행등: 색온도 

통일성 없음
정돈되지 않은 휘도

공간 특성과 조명의 
부조화

중구

적당한 조도 유지 주목성
큰 도로/이면도로의 
극명한 조도 차이

옥외 광고물 높은 휘
도와 빛산란으로 인한 

빛 공해

주변 옥외광고물로 인한 
문화재 인지불가

용산구

보행로와 인접 녹지의 
조도 대비로 치안 위험

색온도와 조명색상의 
통일감, 명시성

점포, 조명과 보안등 색
온도 정돈이 안됨

부적절한 조명으로 입
구의 명시성 낮음

조명과 주변환경의 조화
로 정서적 분위기 형성

1)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도심권은�역사�문화재와�현대건축물�및�광고조명이�병치되어�있는�지역임.�대표적인�문
화재인�광화문,�경복궁,�남대문은�경관조명이�잘�정비되어�있으나�그�외�조계사,�덕수궁�
등�많은�문화재는�주변�광고조명과의�병치로�인해�인지가�어려움.�반면,�대표적�현대�공
공�건축물인�국립현대�미술관이나�국립중앙박물관은�시민이�느끼기에�적절한�조도와�
잘�정비된�경관조명계획으로�긍정적인�평가를�받았음.
또한,�상업지구는�여전히�정돈되지�않은�휘도와�색온도�등으로�정비가�필요하다는�인식
이�있으며,�대로와�이면도로의�극명한�조도�차이와�일부�공원�및�광장지역�일부에�조도�
확보가�되지�않기�때문에�불편함과�안전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음.�
따라서,�광고조명과�문화재가�병치�되는�공간에�통합적인�야간조명계획이�필요하고,�
상업지구�중심으로�광고조명과�장식조명의�정비가�필요함.�공간조명의�안전성�또한�확
보되어야�함.

▪ ��문화재와�광고조명의�병치로�인한�혼란
▪ ��광고조명,�장식조명의�조도,�휘도�관리�필요
▪ ��대로와�이면도로,�공원�등의�조도�차이로�인한�불편함과�안전성�문제�제기

조사 결과 

청계천

낙산공원 산책로

남산공원

서울스퀘어

그랜드 하얏트

퇴계로 56길

회나무로 68

종각 젊음의 거리

시청광장 근처

남산공원 입구

조계사

덕수궁

국립중앙박물관

표2-26. 도시빛 리서치단 지역별 현황 조사-도심권  

국립현대미술관 인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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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 (광장, 공원) 건축 도로 옥외광고물 역사문화

은평구

조명 색상의 산만함
조도와 색온도가 
주변과 어우러짐

보행등 개수 부족 조명 색상의 산만함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온도와 조도

서대문
구

낮은 조도로 범죄위험
건축 경관조명으로 아

름다운 야간경관
가로등 낮은 조도 정돈되지 않은 휘도

지나치게 낮은 조도, 
범죄위험

보행로 낮은 조도
건축 경관조명으로 
보행자 안전확보

가로등 개수 부족으로 
낮은 조도

노점상의 지나치게 
높은 휘도 눈부심으로 

보행 방해

지나치게 낮은 조도, 
범죄위험

마포구

너무 많은 광원으로 인한 혼란
조명의 균일한 

배치로 보행자의 쉬운 
경계 인지

높은 휘도 다량 사용으
로 보행자가 눈부심

조명 개수가 적고 
조도가 지나치게 낮음

서북권은�조명이�부족한�지역과�과밀한�지역의�대비가�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조
명이�부족한�지역의�문제로는�공원�또는�도로에서�조명의�수량이�부족하거나�조명이�설
치되어�있는 경우라도�조명�자체의�조도가�부족하여�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음.�
특히,�역사문화재인�독립공원,�백련사�등의�곳에서는�조명계획�자체가�없어�치안�문제
의�심각성이�제기되었음.�반면,�마포구의�상암�디지털미디어 시티의�경우�지나치게�많
은�광원으로�인해�혼란스럽다는�의견이�많았음.�
건축물 경관조명에 의한�보행자�안전이�확보된�긍정적인�사례가 발견되며,�도시빛�계
획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활용한�건축물 경관조명과�공간조명의�통합적인�계획이�필요
해�보임.��
따라서,�서북권�안에서도�세부 지역별로�차별화된�조명계획으로�공간조명의�보완과�
특화지구(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의�장식조명과�공간조명의�통합적�계획이�필요함.

▪ 상업지구와�비상업지구의�큰�조도�대비
▪ 낮은�조도로�인한�도로,�공원의�시민생활�안전�문제
▪ 역사�문화�지구의�조명계획�필요
▪ 상업지구의�다양한�광원�통합적�조율�및�관리�필요(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진관근린공원

독립공원 주차장

서대문 형무소 앞길

상암 디지털미디어 시티

롯데몰 은평

창천교회 앞

독립문 주변

연신내 로데오거리

창천문화공원 앞 블록

연세로 현대백화점 인도

서교동 사거리

은평 한옥마을

독립공원가좌로

백련사안산 자락길

DMC 건물 옆 인도 절두산 순교 성지

성모가톨릭

표2-27. 도시빛 리서치단 지역별 현황 조사-서북권 

2)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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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 (광장, 공원) 건축 도로 옥외광고물 역사문화

도봉구

환경과 어우러지는 
조명계획

휘도와 조도 
조절 필요성

조명 색상의 
무계획적 배치

어지러운 조명 색상 색온도의 통일성

노원구

색온도와 조도의 통일성
시설에 어울리는 조명 

기능 충실
조명의 비계획적 구성 조명 색상의 무질서함

높은 휘도로 인한 
눈부심 현상

강북구

높은 휘도로 눈부심
조도와 조명 색상이 

환경과 조화로움
균일한 조명 배치로 

시각적 안정감
시야를 어지럽히는 

무질서함
건축물과 조화로운 

조명과 조사각

성북구

조도 낮음 적절한 건축 경관조명 색온도 상이
정돈되지 않은 휘도, 

조도
운영되지 않은 시간에 

조명계획 부재

동북권 중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는 조명계획이 잘 되
어 있는 소수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무질서함이 문제로 제기되었음. 지역별로 
조도, 색온도 등이 계획된 곳도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조도나 색온도, 휘도의 계획 및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상업지구의 옥외광고물은 눈부심을 유발하
는 휘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색채의 무질서로 인해 심미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불쾌감과 빛공해를 일으키고 있음. 역사 문화재는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의 조명계획 
부재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적 특색을 가진 조명계획이 필요함. 따라서, 지
역별 공간조명과 광고조명의 통합계획과 관리,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명계획안을 마련해야 함.

▪ 지역별로 통일된 색온도, 조도 기준 필요
▪ 역사 문화재 빛의 계획 필요
▪ 지역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계획 필요

서울창포원

당헌천

북서울꿈의 숲

성북구 성북천 산책로

기적의 도서관

중계근린공원 육교

사대부고 앞 교차로

북서울꿈의 숲 전망대

도봉로 663

공릉로

도봉로 6길

동소문로 20가길

김수영 문학관

노원문화원동일로 245길

북서울꿈의 숲미아사거리역 솔매로

희랑로 32길 정릉 매표소

노해로 59길

3) 동북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표2-28. 도시빛 리서치단 지역별 현황 조사-동북권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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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 (광장, 공원) 건축 도로 옥외광고물 역사문화

광진구

주변환경 어울리는 
조명 경관 연출

랜드마크적 요소와 
균형잡힌 조명 계획

외곽지역의 조명 부족 조명색의 통일감 부족 조명 불균형

중랑구

색온도 통일성 부족 색온도의 통일성 유지 과한 조도 배치 조명 관리 미흡 조명 부족

동대문
구

계절감과 색온도의  
부조화

과한 빛반사로 
가시성 부족

좌측 지나친 장식조명
으로 인한 부조화와

혼란, 빛공해
색온도 통일성 부족

높은 조도와 
조명계획의 불균형

성동구

과한 휘도/조도로
비효율

조화로운 색온도 
조화로운 색온도와 

조도
간접조명이 보행자 

시야 확보
무계획적 조명 설치

동북권�중�남부지역에�해당하는�광진구,�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는�동북권�북부에�비
해�조명계획이나�조명시설물(공간조명,�장식조명,�광고조명)�설치가 많이 이루어졌음.�
하지만�양적으로�많은�조명�시설물에�비해�조명시설물의�조도나�색온도,�휘도는�계획�
및�관리가�충분히 되지�않는�것으로�나타남.�동대문디자인플라자�앞�대로의 경우,�반대
편�상업건물의�과도한�장식조명으로�인해�혼란과�빛공해가�야기되고,�이로�인해�시민
들의�긍정적인�평가를�받은�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건축경관�조명이�상대적으로�잘�보
이지�않는다는�문제가�제기되었음.�
따라서,�기존�공간조명,�장식조명,�광고조명의�통합적인�관리체계와�신설 시설에�대한�
구체적인�계획이�필요함.

▪ 공간조명,�장식조명의�통합적�계획과�관리�필요�
▪ 장식조명과�주변�공간조명의�조화로운�계획�필요

건대 일감호

용마폭포

조롱박터널

살곶이체육공원 운동장

올림픽대로/롯데월드타워

성봉 엔터식스

성수 이마트 본점

청계천박물관

동서울종합터미널 상가

중랑구청

청계천 청호의 벽

언더스탠드 에비뉴

목동제일종합시장용마폭포공원 주차장

세종대왕기념관 + 동상동대문디자인플라자대로

언더스탠드 에비뉴 뚝도시장 입구

천호대로 135길

표2-29. 도시빛 리서치단 지역별 현황 조사-동북권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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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 (광장, 공원) 건축 도로 옥외광고물 역사문화

영등포
구

조도 조절의 필요성
건축물의 조형성을 

살린 경관조명
적당한 조도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
산만한 광고조명 색온도의 조화 

동작구

높은 휘도, 눈부심 조명 부족으로 어두움 조도 대비가 강함
가로등 부족과 

조도 차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
조명계획의 부족으로

인한 흉물화

관악구

조명 계획 미흡
건축의 조형적 특징을 

잘 적용한 조명
보행등 고장으로

어두운 환경
보안등의 부족과 
산만한 광고조명

비계획적인 조명 체계

금천구

공원등과 경관조명의 
유지보수가 미흡

지나치게 많은 조명색 
사용으로 혼란 야기

보안등의
비연속성으로 차도의 
연결이 보이지 않음

정돈되지 않은
조명 조형물

조명계획 미흡

서남권은�전반적으로�일부�지역(여의도�상업/업무지구)을�제외하고�공간조명�계획 수
립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함.�주거지역�부근�도로,�공원의�공간조명의�조도�부족�또
는�강한�대비로�인한�치안상의�문제가�주로 발견되고 있음.�대부분의�역사문화재는�조
명이�운영되지�않는�시간에는�흉물화되어�시민들의�불쾌감과�불안감을�일으키고�있음.�
상업지역의�산만한�광고조명이나�지나치게�많은�조명색을�사용하는�장식조명은�시민
들에게�혼란감을�일으켜�부정적인�평가를�받았음.
따라서,�서남권에서는�공간조명을�확충하고�유지�보수하는�계획이�필요하며,�상업지구
의�조명�난개발로�인한�장식조명과�광고조명의�통합적인�정비가�필요함.

▪ 낮은�조도로�인한�시민�생활�안전�문제�
▪ 상업지구�광고조명,�장식조명의�난개발로�인한�혼란과�빛공해�
▪ 역사,�문화장소의�운영시간을�고려한�조명계획�필요

4) 서남권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양평로 22사길

보라매 공원

덕수공원

금천 폭포공원

영등포 IFC몰

한강 쌍용아파트

금천구 W-ma

신림 포도몰

선유도 49길 선유교

보라매 열린교회

신림로 59길

대명시장

사육신 역사관상도로 62길

강감찬 생가터남부순환로 224길

금천구 독산로 102길 순흥안씨 양도 공파묘군

마포대교 남단

표2-30. 도시빛 리서치단 지역별 현황 조사-서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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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은�타�권역보다�빛의�다양성이�돋보이는�권역으로�건축물의�장식조명,�미디어파
사드,�그 외 장식조명이�형성하는�야간경관에�대해�시민들의�주목도가�높았음.�특히�건
축물�외관에�부착되는�장식조명뿐만�아니라�건축물�내부에서�나오는�실내 조명이�건축
물의�설계에�반영된�경우,�눈부심을�형성하는�고휘도의�문제가�발생하지�않으면서�아
름다운�야간경관을�연출하고 있어,�서울시�도시빛�계획과�건축계획과의�잠재적인�연계
성의�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음.�또한�동남권에�다수�설치된�옥외광고물은�전반적으로�
유지보수와�휘도�관리가�필요하며,�공간조명의�조도,�색온도의�통합적�계획과�관리�또
한�아직�부족한�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건축물의�장식조명,�미디어�파사드로�연출되는�빛의��다양성
▪ 서울시�도시빛�기본계획과�건축계획과의�연계성�중요
▪ 다양한�광원의�종합적인�계획�및�관리(색온도,�색상,�조도,�휘도�등)�필요
▪ 광고조명의�유지보수�및�휘도�관리�필요

구 환경 (광장, 공원) 건축 도로 옥외광고물 역사문화

서초구

색온도 상이
간접조명을 통한 

적당한 조도
초록색 장식조명과 
신호등의 혼란 야기

높은 조도로 보도등 
시야확보 어려움

이질적인 느낌은 없으나 
조도 조절 필요성

강남구

유동인구에 비해 
조명 수 부족

인테리어 조명이 
야간경관 형성

큰 도로와 이면도로의 
조도 차이

광고조명 유지관리 
안됨

색온도의 조화와 
적절한 조명 개수

송파구

장소성을 반영한 보행등
조명을 통한 휴게공간 

활용도 상승
안전등을 통한 보도와 
차도 명확한 구분 가능

적당한 휘도로 안정적
조명계획의 부족으로 

문화재 인지 불가

강동구

조명의 불균형 무분별한 색 사용
색온도의 극명한 

차이로 통일성 없음
적절한 조명 

규제로 통일감 구축
안내등을 비롯한 
전체적 조명 부족

양재시민의 숲

강남역 9번출구

평화의 광장

샘터공원

서초 아우디 전시장

신논현역 3번출구

서초 아우디 전시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예술의 전당 도보

강남대로 410

서울시 교동회관

강일동 입구 교차로

도산공원도산대로 + 교보타워

백제고분로와 몽촌토성송파구청 사거리 보도

강동구 서울암사동유적

방배 카페골목 세빛섬

5)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2-31. 도시빛 리서치단 지역별 현황 조사-동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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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 리서치단 분석 종합

도시빛�리서치단을�통해�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연구진이�재분석한�결과,�서울의 빛환
경 개선을 위해 야간환경의�다양한�광원(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입체적�분석을 통한 도시빛의�통합적�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공
간조명�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조도 확보가 어려
워 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지역이 있는 반면,�상업시설의�급격한�성장으로�무분별하고�
과도한�광고조명, 장식조명의�사용에 의한�빛공해를�일으키고�있는�지역도 있어 지역 간 
빛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낮은 조도, 휘도 높은 조도, 휘도

▪ ��도시빛의�불균형을�해결하기�위해서는�시민의�안전과�쾌적성의�확보를�위해�아직�공
간조명�설치가�미흡한�지역의�공간조명�확충과�공간조명의�구체적인�조명계획(색온
도,�조도,�휘도)이�필요함.�많은�수의�시민이�공간�조명이�없는�역사문화재�지역,�공원�
지역,�이면도로�지역의�안전문제를�문제점으로�지적하였으며�공간�조명이�있더라도�
관리가�부족한�지역�또한�많아�기존�조명시설의�유지관리가�용이한�체계적인�시스템
의�수립이�시급한 것으로 드러남.�또한�공간�조명의�구체적�조명계획(색온도,�조도,�휘
도)을�도시빛의�통합적인�체계�안에서�지역별로�수립해야�하며,�특히�색온도�기준의�
명확화가�이루어져야�함.��

▪ ��상업지구�발전과�함께�늘어나는�무분별한�광고조명,�장식조명을�관리할�수�있는�색

도시빛 리서치단 분석에 따른 도시빛 계획 방향 

그림2-15. 도시빛 리서치단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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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6. 도시빛 리서치단 분석에 따른 도시빛 계획 방향

  다양한 광원의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조명(가로등, 보
안등, 공원등), 장식조명(미디어파사드 포함), 건축조명(실내조명 포함), 광
고조명의 통합적 조율 및 관리

상,�콘텐츠,�휘도의�기준이�필요함.�특히�고휘도의�광고조명과�장식조명은�도보 보행 
시�느끼는�빛공해는�물론,�운전자의�안전을�위협하는�요소로�시민의�안전성과�밀접
한�관계가�있음.�또한�광고조명과�장식조명의�무분별한�색�사용으로�인한�시민의�시
각적�피로도가�높고,�주변�경관과�조화롭지�못한�문제점이�대두되고�있음.�따라서,�이
러한�지역을�파악하여,�지역별로�야간경관을�분석하여�광고조명과�장식조명의�색에�
관한�기준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도시빛의�균형적인�발전을�위해,�도시빛�특화�계획의�부재로�인해�지역적�특성
이�드러나지�않는�지역에는�지역적인�맥락을�반영하고�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특화�
아이템을�선정하고�발전시켜야�함.�

▪ ��이�같은�도시빛의�통합적인�체계가�시민에게�더�나은�삶을�제공하기�위해서는�이를�실
행하기�위한�효율적인�행정시스템이�반드시�뒷받침되어야�함.�현재의 행정체계는 다
양한�광원에�따라�별도의�관리�주체와�분산된 세부�가이드라인으로�인해�도시빛이�
통합된�하나의�체계로�작동하기 힘든 한계가 발견됨.�따라서,�서울�시내의�다양한�광
원의�입체적�분석을�통한�세부 계획을 수립하고,�각�관리�부서의�지침을�구체화하는�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시민의 안전, 쾌적성을 위한 공간조명 조명계획(색온도, 조도, 휘도) 및 
유지 관리 시스템 수립

 광고조명, 장식조명(미디어파사드)의 색상과 콘텐츠, 휘도 관리 방안 마련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별 특화 아이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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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2.6

LUCI 회원도시 분석

도시조명 정책 국제 경향

2.6.1   해외도시 사례

도시조명 정책 국제 경향

도시계획과 도시조명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

· 도시계획 및 도시조명 관계자, 민간기업, 학계, 조명전문가, 시민들로 구성
된 기획 팀을 통해 중장기 계획(10년 기준 기획) 수립

· 도시계획 정책과 조명관련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 제시

스마트시티 구축의 중요 기반 · 친환경, 도시안전, 경관, 빛공해 등을 고려한 도시 조명 구축

민·관·산·학 도시조명
협력체계 운영

· 도시 조명은 시민, 기술, 환경, 연구로 구성된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로, 도
시조명 구축을 위한 창의적 협력 체계에 의한 정책적 구성체계 형성 

혁신에 대한 개방성과 과감한 투자 · IT 신기술과 도시조명 기반시설간의 지속 가능한 융복합 시스템 구축

유·무형 도시조명  
정책, 기술 수출화

· 혁신(리빙랩), 신마스터플랜, 빛축제 등 도시 조명 관련 정책, 경험, 기술, 
수출 장려

도시조명 정책의 국제 경향 아래 스마트조명을 주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변
화를 추진하는 도시 4곳을 우수 도시조명 사례로 채택하였음. 사례도시는 프랑스의 
리옹, 덴마크의 코펜하겐,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네덜란드의 아인트호벤 네 개 도
시임. 

리옹 코펜하겐 글래스고우 아인트호벤
프랑스 제 2도시

인구 : 48만
빛축제 최고 도시

덴마크 수도
인구 : 58만

기후변화 대응도시

스코틀랜드 최대도시
인구 : 59만

관광산업 발전도시

네덜란드 제 5대 도시
인구 : 22만

첨단 과학 IT 도시
· 도시 내 3개의 나지막한 

산과 2개의 강(센강, 론
강)이 도시의 주간과 야
간경관의 주요한 자산

·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와 상업지구 중심으로 도
시조명 구축

· 경관조명과 빛축제의 교
과서적인 도시로 관련 정
책 수출

· 2025년 전세계 최초로 글
로벌 탄소중립 수도를 목
표로 에너지관련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실현

· 사이클리스트를 위한 세계 
최고의 자전거 도로조명 
구축 진행

· 조명에너지 절감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전략적 과
업 수행

· 과학, 신재생에너지, 교육, 
환경개선으로 산업중심의 
도시에서 인간중심의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구현

·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해 도
시조명 개선 정책적 예산 
투입

· 2005년 루시 최초로 회원
가입 제안 받은 도시조명 발
전 도시

· 100년 이상 세계 최고의 
조명 기술, 조명과학, 조명 
실증 단지도시로 필립스 조
명사가 위치해 있음

· 박사학위와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산업도시

· 스마트조명이 스마트시티
의 주요도시기반임을 증명
하는 도시

표2-32. 도시조명 정책 국제 경향  

표2-33. LUCI 회원도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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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옹시 도시조명 정책

배경

▪ ���프랑스의 2050 온실가스 저감 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조명의 역할 강조.
▪ ���시민들이 원하는 경관조명의 연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경관조

명 운영.
▪ ���과도한 조명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기술도입 및 정보통신기술의 융복

합.
▪ ���도시빛정책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구성

▪ ���스마트조명 개발 및 도입 추진을 통한 기능적 조명기술의 발전을 추진 : 디지털 도
시조명을 위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경관조명을 계획. 빛축제와 함께 기능적인 조
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조명정책 추진 중.

▪ ���중장기 마스터플랜 주기적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관성 유지 : 리옹시는 2000년대 
초부터 도시조명 마스터플랜을 구축함. 여러 자문그룹 및 시민단체들과 주기적으
로 정책회의를 운영하여 필요시 업그레이드를 함. 이는 정책개발 비용 절감의 효
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일관된 정책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과업의 진행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음. 

▪ ���지자체 내부 정책 자문단 및 시민사회의견 및 자문단 운영 : 기획, 범죄예방, 역사, 
문화, 관광, 도시기반 등 지자체 관계 부처의 자문을 받고, 디자인 단체, 전력회사, 
유지보수기업, 조명회사, 관광 관련 기업, 시민단체 및 학계 등 민간 협력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자문단을 운영함. 

주요내용

빛 전문가
리옹시의 도시조명계획은 지역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빛정책위원회에서 계
획되며,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통해 리옹시를 조명디자인과 도시조명의 세계적인 중
심지로 조성하고자 하였음.

빛축제
빛축제는 리옹시의 도시빛정책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국제적인 영향력과 함께 도
시 발전에 기여도가 매우 큰 정책으로, 프랑스 중앙정부에서도 장려하는 프랑스의 대
표 문화 정책임. 시와 중앙정부 문화사업 수출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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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7. 리옹시 중장기 도시조명 계획 홈페이지와 스마트조명 실증단지(OLAC) 설치 시스템과 구성도

코펜하겐시 도시조명 정책

배경

▪ ���스마트시티 및 탄소 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5가지 중점 과업분야를 선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도시조명 부분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부서와 연계하여 정책 수립 및 사업 실행. 
▪ ���궁극적으로 2025 탄소 중립 추구를 목표로 설정.

구성
▪ ���유럽의 이니그마(ENIGMA)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장기 도시조명 구축.
▪ ���유럽의 파트너도시와 공동으로 조명시스템을 구축(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스웨덴 

말뫼, 핀란드 에스포, 노르웨이 스트방에르, 이탈리아 바사노).
▪ ���기본적인 도시빛정책 구성, 과정, 내용, 단계는 아인트호벤 2030 정책과 유사.
▪ ���코펜하겐시의 중장기 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탄소중립도시로의 코펜하겐시의 강

한 정책적 의지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주목할 수 있음.

친환경 선도 도시
리옹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시티로의 발전을 통한 국제적인 도시조명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친환경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빛 정책을 추가하였음. 이는 시당국의 
주도로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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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탄소중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2025 정책 구성.
▪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

록 함.
▪ ���기술개발, 실증단지 구축 및 적용에 예산 및 전문인력 배치.
▪ ���스마트시티 조명분야의 선도적인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 수립.
▪ ���스마트시티 조명경험과 노하우 정책 및 관련 기술 수출 추진.
▪ ���스마트조명 기술중 실외조명 스마트제어기술에 정책적 투자.

글래스고우시 도시조명 정책

배경

▪ ���스코틀랜드 최대 도시로 문화·역사적으로 경쟁도시인 런던을 앞서나가는 도시조
명을 구축하고자 함.

▪ ���도시조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장기정책을 개발. 
▪ ���경관조명, 빛축제를 통한 도시브랜드 확대를 통한 빛의 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 ���친환경·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첨단 스마트도로조명을 2024년까지 설치 완료 계획. 
▪ ���시당국의 주도 하에 지능형 도로조명시스템 설치 및 홍보까지 지역경제활성화 정

책 추진.

구성

▪ ���2002년 처음으로 도시조명 마스터플랜 작성, 2005년 LUCI 회원도시 가입.
▪ ���도시계획 변화와 상위 정책 변화에 따라 10년 주기로 마스터플랜 개정.
▪ ���지능형 도로조명의 중요성에 대한 시당국의 정책적 판단으로 중장기 정책 전환.
▪ ���스코틀랜드 2030 계획과 연계하여 기존 계획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

그림2-18. 코펜하겐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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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9. 글래스고우시 정책구축 과정

그림2-20. (좌) 글래스고우시 스마트조명 홈페이지, (우) 시내 야경

주요내용

▪ ���글래스고우 미래도시 정책 : 정책서의 내용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특히 지능
형 도로조명 분야의 하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글래스고우 지능형 도로조명 구현 : 도로조명의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주요 기간시설물로서 조명의 역할이 강조되었음.

▪ ���글래스고우 빅데이터 홈페이지 구축 및 정책 공개 : 전 세계 데이터의 90%는 과거 
2년 동안 생성되었다는 명제 아래, 글래스고우시는 시민들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시민참여 정책 구성 : 글래스고우시는 장기 도시조명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사진
전문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참여자들과 오랜 기간의 토론과 기획단계를 거쳐 자
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하였음.

아인트호벤시 도시조명 정책

배경

▪ ���아인트호벤시는 세계적인 조명기업인 필립스사가 있어 조명에 대한 이해도가 높
은 도시임.

▪ ���LED조명의 도입과 ICT의 빠른 발전, 스마트시티로의 외부환경의 변화는 공공기
관 정책의 방향과 업무패턴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조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도시와 기업의 협력체제 구성을 수월하게 만드는 기반
이 되었음. 경제발전 정책 또한 조명 산업을 키우는데 역할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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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1. 아인트호벤 시내 야경

구성

▪ ���도시조명 담당 부서 업무 영역은 도로, 경관, 건축화, 이벤트조명 및 스포츠 조명 시
설 등임. 유럽의 도시조명 선두주자로 이러한 선도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INTERREG IVC PLUS 프로젝트(2012년 10월 완공)에서 부분적으로 도출된 
‘Vision and Roadmap Urban Lighting Eindhoven 2030’은 아인트호벤의 새
로운 조명 전략의 기초가 되었음. 이를 통해 조명시설뿐만 아니라 추가 시설과 서
비스를 통해 도시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둠.

▪ ���공공장소의 지능형 조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도시를 리
빙랩(시험장)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쉽 체계를 구축하였음.

▪ ���지자체는 협상에 의한 입찰 형태로 ‘유럽 입찰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7
월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였음.

주요내용

▪ ���전 세계 최초로 모든 공공조명을 IoT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계획 발표.
▪ ���‘Roadmap Urban Lighting Eindhoven 2030’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민·관·산·학 

및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추진.
▪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는 과업으로 향후 도시

조명 정책의 안내서 역할을 기대.
▪ ���다양한 시민과 기관의 의견 수렴, 혁신적인 기술 개발, 과거의 업무방식 탈피, 혁신

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
▪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적절하게 구성된 의사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도

시조명 정책을 수립.
▪ ���단순한 공공조명을 넘어선 도시의 중장기 계획으로 발전 가능한 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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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결론

▪ ���역사적 건축물 및 신축된 랜드마크적 요소의 고층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야간경관 
조명 설치하였음.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휘도의 건축물 조명 설치로 도시의 밝기 균형을 유지함.
▪ ���건축물을 조명 설치를 통해 정돈되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있는 추

세임.
▪ ���도시 조명 정책은 기술변화, 환경문제, 사회인식 변화, 경제기여도 등 다양한 시대

적 요구에 따라 보완되고 발전되고 있음.
▪ ���도시 조명 정책의 선진 도시들은 야간경관의 활성화를 위해 빛축제, 빛 투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도시의 랜드마크를 활용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LUCI 회원 도시들은 이러한 흐름을 선

도하는 스마트조명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책적 보완을 하고 있음.
▪ ���도시조명정책 구축을 위해 기존의 담당 공무원 위주의 정책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

한 민관협조체계를 통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조명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도시조명 정책의 운영 혁신 및 과감한 투자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하고, 도시조명 정책, 기술 등을 타 도시와 공유하고 수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해외 사례 분석 종합

야간경관문화의 활성화 야간경관문화의 활성화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관광 활성화 야간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야간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필요,
다양하고 개방적인 시각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동반되어야 함.

중장기 정책 구성의 필요성 아시아를 넘어서는 글로벌 최고 도시조명을 갖추기 위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함.

스마트시티 구축의 기본사항 도시조명 계획은 스마트시티 구축의 기본 사항임.

조직과 절차의 변화 내부 조직의 확대와 변화가 필요함.

선진화 촉진 국제적인 공유와 협력사업을 통한 선진화를 촉진함.

시차원 지원정책 요구 선진 정책과 관련기술 수출 장려를 위한 
시차원 지원 정책이 요구됨.

표2-34. 해외사례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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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간경관 관련 제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조례명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 2014.9.24.]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 2013.7.1.]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 2014.9.5.]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 2014.4.18.]

주요
내용

빛공해를 방지하여 도
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
된 사항을 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
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
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
지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게 함을 목적

빛공해를 방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조례명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
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4.3.1.]

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 2014.5.1.]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
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 2013.9.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 조례
[시행 2011.5.6.]

주요
내용

천문관측시설 주변이나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빛방사허
용기준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
역은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가능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관광특
구의 지정 현황 및 그 밖
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
여 지정

시장은 빛공해 방지에 기여
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
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
라 포상

해운대구의 조명환경관
리지역은 6종까지 구분하
여 지정

표2-35. 국내 야간경관 관련 제도 

2.6.2   국내도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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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산시 야간경관계획

기본전략

매력있는
부산의 빛

부산시 야간경관 체계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 기존의 야간경관사업의 관리 및 개선
 - 체계적이고 용이한 매뉴얼 성격의 실용적 계획의 수립
 - 부산시 주요 요소별 가이드라인 마련

쾌적한
부산의 빛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명환경 개선   
 - 여성 및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형성
 - 아파트 및 주택단지의 조명환경 방안 마련
 - 보행로 및 산책로의 조도 확보

역동적인
부산의 빛

부산만의 창조적인 빛을 형성
 - 세계 속의 빛의 도시 부산 형성
 -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된 야간경관 조성
 - 다양하고 새로운 야간경관 형성

표2-36. 부산시 야간경관계획 기본전략 

24시간 국제도시
인천 지향 · 야간 생활과 안전을 위한 빛의 확보 

인천의 정체성 제고
· 인천만의 컨셉을 통한 야간경관 연출 
· 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기능적 측면과 함께 도시의 정체성과 주체

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심미적 측면의 야경요소 개발

인천만의 야간경관
형성과 삶의 질 고양

· 야간생활의 심리적 안정과 편의 제고
· 정서적 아름다움을 위한 상업지구 등의 지나친 빛 규제 필요

야간경관의
관광자원화

· 인천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야간경관 관광자원으로 개발
· 국제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야간이미지 개발

인천만의 아름다운
야간경관

· 도시 경쟁력의 제고에 중요한 야경요소를 추출하여 인천의 아름다
운 야간경관 창출

표2-37. 인천시 야간경관계획 기본전략 

기본전략

인천광역시는 정보성/ 정체성/ 쾌적성/ 활동성/ 안전성이라는 다섯가지 주요 전제와 
‘Feel Good City 기분 좋은 도시’라는 인천의 야간경관상을 바탕으로 다섯가지 야간
경관 형성 전략을 도출하였음. 

2006 인천광역시 야간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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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시 사례 분석 및 결론

▪ ���건축물의 조명을 중심으로 야경요소를 추출하며 국제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
킴.

▪ ���관광자원화를 위해 상업지구나 시가지 지역에는 야간경관 개발사업을 주축으로 
개발함.

▪ ���각 시도별 야간에 빛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야
간경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별 빛 관련 계획이 증가
하는 추세임.

국내 야간경관계획 분석 종합

보행자를 고려한 빛환경 조성으로 야간경관 루트를 개발하여 야간경관문화의 활성화 강조

야간문화 활성화로 밤에도 우범지역 없이 쾌적한 도로 및 생활환경 조성

제도적인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권장하여 도시의 야경이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

표2-38. 국내 야간경관계획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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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Smart City)

2.6.3  최신 기술 동향

기본개념

▪ ���국가별로 정의가 조금씩 다르나 공통적으로 물리적 도시시설 및 공간을 ICT기술과 
접목시켜 관련 내용의 실시간 제공 및 서비스하는 도시라는 의미를 내포함.

▪ ���소수의 컨트롤타워에 의해 도시가 운영되는 기존 도시와 다르게 스마트시티는 도
시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수요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짐.

스마트시티 기술요소

▪ ���스마트시티의 기술요소는 크게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도
시, ICT 및 공간정보 인프라, 사물인터넷, 데이터공유, 알고리즘, 도시 서비스로 구
분됨.

구 분 주요내용

인프라

도시 인프라 스마트시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이지만 하드웨어 발전 병행

ICT 인프라 유·무선 통신인프라의 도시 전체 연결

공간정보 인프라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 융합을 위해 공간정보의 핵심 플랫폼 개발

데이터
사물인터넷 도시 내 각종 인프라와 사물을 센서기반으로 네트워크에 연결

데이터공유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 및 활용 지원

서비스
알고리즘 데이터의 처리 분석 등 활용능력 중요

도시 서비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및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 조성

3)빅데이터(Big Data)  4)인공지능(AI) 5)스마트 조명기구

그림2-22. 스마트시티 기본개념 

표2-39. 스마트시티 기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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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사물에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시각 등을 부여해 주변 환경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능. 
사물에 부여되는 감각은 오감에 한정되지 않고 RFID, 자이로스코프, 가이거 계수기 
등을 통한 감각으로 확장될 수 있음. 종류로는 광 센서, 유동 센서, 압력 센서, 온도 센
서 등이 있음.

발달정도

사물 인터넷에는 다양한 스마트 센서가 사용되고 있고 여전히 많은 기업의 미래 시장
으로 판단, 개발 중임. 스마트 센서는 나노 기술이 접목되면서 더 많은 센서를 하나의 
칩에 탑재하는 스마트 SoC 멀티 센서로 발전해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의 분야에 활용, 더 나아가 로봇이나 의료 분야
에 도입될 전망임.

도시빛 적용 사례

도시빛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구현 현황

센서

주요내용

· 사람들의 목소리나 움직임을 통해 인구 밀집도 실시간 파악, 인
구밀집도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높이고 조명 세기를 낮춰 전력 
절약 

   *LACROIX 발췌 : S.I.R. Wireless Sensor Light

도
시 런던 아인트호벤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사
진

기
술
현
황

지역별 스마트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조명

모든 공공조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스템
스마트 LED 가로등 환경정보 감지 센터

와 LED램프 통합

표2-40. 스마트시티 기술구현 현황 

표2-41. 센서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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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공지능 시스템

기본개념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
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함.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스스
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원격 조정할 수 있
는 인공지능 기술임.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
양한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이 됨.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피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외부 환
경으로부터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 센서를 내장할 수 있음.

기본개념

인공지능(AI)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말함. 컴퓨터 공학에서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 즉 인공적인 지능을 뜻함. 일반적으로 
범용 컴퓨터에 적용한다고 가정함. 

도시빛 적용 사례 : 중국 항저우

IoT 사물인터넷

주요내용

- 시티 브레인 AI 시스템이 모든 인프라 관장(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의사결정)
- 자동화와 무인화
- 알리 클라우드의 ‘ET 클라우드’를 통해 항저우의 128개 교차로의 신호등 관제 
- 스마트 관제를 통해 시범 구간의 통행 시간이 15.3% 감소 
- 알리 클라우드의 AI 연산은 생산에도 접목, 양산 수율을 높이거나 수율에 관련 있는 파라미터를      
  통제

표2-42. 중국 항저우 인공지능 시스템 조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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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정도

▪ ���ICT 업계에서는 사물인터넷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스
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디바이스 외 사람과 사물의 인터넷 연결의 증가는 부품, 
단말기, 네트워크 등 ICT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토대임을 인식한 글로벌 기
업들은 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자신의 영역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음.

▪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IoT 서비스를 개인에서부터 공공 분야까지 활용하고 있음. 
특히, IoT 플랫폼은 기술과 구축방식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아
직 사물의 연결 및 데이터 수집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수준임.

도시빛 적용 사례 : San Diego

주요내용

· 구성 : 도시 전체의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3천 2백 개의 지능형 노드를 추가한 세
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시티 IoT 플랫폼

·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지자체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도시에서 일어나는 실시간 환경 변화를 
한번에 감지할 기회 제공

· 라이트 그리드(Light Grid) 시스템 :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3천 개의 LED 램프 설치
    a. 관리자가 하나의 대시 보드를 통해 원격으로 온 도시의 조명을 어둡거나 밝게 유지 관리
    b. GPS 칩을 사용해 컨트롤러 및 조명기의 정확한 위치 파악 가능
    c. 극당 실용 수준의 에너지를 측정해 교통 상황 또는 시간에 따라 조도 스스로 조절

표2-43. 샌디에고 IoT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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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Dimming

색온도 가변형 조명 시스템

기본개념

Dim : (밝기) 흐릿하게 하다는 영어말로, 조도(밝기)조절을 의미한다. 조도조절이 가
능한 안정기를 Dimmer라고 함.

기본개념

Pulse Width Modulation(PWM) 제어를 통해 LED 칩의 밝기를 각각 제어하고 재
실자가 원하는 색온도 값을 구현할 수 있도록 스마트 플랫폼을 이용해 무선제어가 가
능한 제어시스템임.

주요내용

· 통합 ICE 게이트웨이 + GSM 모듈 시스템을 통해 서버에 조명 연결
· 유연한 조도 조절 가능
· 주차 상황 모니터링
· Pole door sensor
· 상황에 따른 빛 수요 감지

주요내용

· 미네소타 White Bear Lake : 색온도 조절 가능한 가로등 제어 시스템 설치 확대(현재 Railroad 
Park 내 최근 구현된 색온도조절 솔루션과 날씨 반응형 솔루션 설치 중) 

· 도시 관리자는 실시간 기상테이터 + 시간대에 따라 공원 조명 조절 스마트 컨트롤 사용 가능(사
전 정의된 환경 설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날씨 변화에 적응하도록 설정 가능)

· 통합솔루션은 사전 설정된 일정, 센서값들, 날씨 데이터 또는 상황에 따라 색상 및 밝기 레벨 설
정 가능 + 색온도조절

표2-44. 조도 기본개념

표2-45. 색온도 가변형 조명 시스템 기본개념



6767II. 조사 및 분석  

스마트시티(Smart city) 구축을 위한 도시빛 계획 방향 

기술 주요내용

지능형 Edge 노드

· 센서(온도, 에너지, 습도, 영상 등)를 통해 클라우드로 가는 인터넷 게이
트웨이  감지, 측정, 해석, 연결하는 지능 제공 

· 센서의 통찰력을 끌어내는 역할
· 극당 실용 수준 에너지 측정 + 교통 상황, 시간에 따른 조도 조절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 라이트 그리드 시스템(Light Grid System)
· 공유 플랫폼
· GPS칩 : 컨트롤러 및 조명기의 정확한 위치 파악

뉴 모빌리티
· 인공지능 운행 자율주행 전기차 + 인프라 연결
· 자율주행차와 도로조명의 연계
· 녹생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 

5G 기반 융합형
플랫폼

· 5세대(5G) 유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 차세대 첨단 기술·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인프라 역할 가능성 + 개발 
    중
· 전송 속도 향상(eMBB : enhanced Mobile Broadband)
· 다수 기기 연결(mMTC :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 초저지연 실시간 연동 등(URLLC :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NB-IoT
· 협대역 사물 인터넷 NB-IoT(Narrow Band-Internet of Things)
· 저전력으로 넓은 지역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동통신(LTE)기반 IoT 전

용망

▪ 다른�해외�도시의�스마트시티와�차별화되는�서울만의�‘서울�빛�스마트시티’�구축��
▪ 도시빛�인프라와�자연과의�연결(기후�등)/�도시빛�인프라와�도시�인프라의�연결
▪ �서울시의�통합�제어뿐만이�아니라�시민이�참여하고�조절할�수�있는�‘서울시�도시빛�

스마트�플랫폼’�형성�및 기술 혁신 장려 

표2-46.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빛 계획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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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도시빛의 정의

3.2 도시빛의 비전 및 목표

3.3 도시빛의 원칙

3.4 계획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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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시빛이란?

인문·사회적 배경

- �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도시 생활 가치와 방식의 전환.  

- � 기존 국가 중심 사회·문화·경제·정치 구조의 도시 중심 재편성.

-  �지역 문화의 부상, 로컬리티(Locality)를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산업·경제적 배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전략의 필요성.

-  �도시 브랜드 및 도시 이미지의 향상과 이를 통한 관광수익 창출.

-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위한 도시 공간조명 시스템의 재구축.

물리·환경적 배경

-  �산·한강·구릉지 등 서울의 특수한 자연환경 여건의 고려.

-  �기존 도시 공간조명의 단일적 기능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난 통합적 도시 시스템 차원에서

의 접근 필요성. 

-  �기술 변화에 따른 미디어파사드의 관리기준 마련, 규제와 개발 간 균형.

정책적 배경

-  �서울 시민의 생활시간에 대한 통합적 고려를 통한 야간환경 계획의 필요성 및 이를 통한 기 

존의 주간 환경 중심의 계획 보완 필요.

-  �도시재생 방향에 맞춘 야간환경 재정비 방향 제시 및 가이드라인 필요.

-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조명 인프라의 재정비 필요.

서울의 도시빛이란 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과 도시의 정체성을 위해 필요한 인
공조명을 말함. 도시빛 정책은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지
속가능한 도시조명의 방향을 정하는 것임.

도시빛의 정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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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빛 정책의 3대 목표

Harmony of Light

도시빛의 비전 및 목표

서울 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과 서울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만
들어가는 조화로운 빛의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도
시빛 계획의 원칙을 설정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빛의 주체인 시민, 빛의 대상인 도시
공간, 빛의 시스템인 조명 인프라를 고려한 세 가지 목표를 도출하고 계획을 수립하
였음.

▪ ��서울 시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한 도시생활 : 서울시 전 지역의 균형적
인 발전을 위해 핵심이슈와 공간구조에 따른 생활밀착형 야간환경계획을 수립하
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뮤니티를 강화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행복감을 증진시
킴.  

▪ ��서울의 역사성과 역동성을 담은 아름다운 도시야경 : 서울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
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야간경관 및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서울의 국제적 도시경쟁
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하여 아름다
운 빛문화를 조성함.

▪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똑똑한 도시조명 :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융합을 통해 체
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조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듦.

도시빛의 비전 및 목표3.2

그림3-1. 서울 도시빛 정책의 3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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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의 10대 원칙 

▪ ��도시빛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10대 원칙을 설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수
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였음.

▪ ��도시빛의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행복한 도시생활, 아름다운 도시야경, 똑똑한 
도시조명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함.

도시빛의 원칙3.3

서울의 빛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The light of Seoul enhances the quality of life.

01

서울의 빛은 지역의 차별 없이 비춰야 한다.
The light of Seoul illuminates without discrimination.

02

서울의 빛은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The light of Seoul contributes to public safety.

03

서울의 빛은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져야 한다.
The light of Seoul is made by public participation.

04

서울의 빛은 매력적이어야 한다.
The light of Seoul is attractive.

05

서울의 빛은 역사와 문화를 담는다.
The light of Seoul contains history and culture.

06

서울의 빛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The light of Seoul makes for walkable streets.

07

서울의 빛은 생태계와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
The light of Seoul is environmentally conscious.

08

서울의 빛은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The light of Seoul is not excessive.

09

서울의 빛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The light of Seoul is sustain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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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조화로운 빛의 도시 서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목표·10원칙·5핵심정책을 설정하여 기본구상을 제시하였음.

▪ ��기본계획에서는 기본구상의 원칙과 핵심정책에 따라, 전략별·권역별·경관유형별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함. 전략별 계획에서는 서울의 야간환경 관련 이슈들을 중
심으로 현황 및 계획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슈별 계획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권역별 계획에서는 앞서 전략별 계획에서 제시된 방향들을 바탕
으로 권역별, 지역별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함. 경관유형별 계획에서는 서울의 야
간경관을 자연녹지, 수변경관, 역사문화, 시가지경관으로 분류하여 경관 유형별 야
간경관전략을 제시함. 

▪ ��실행계획에서는 법 제도 및 행정조직 정비를 통한 야간경관 실행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임.

표3-1. 계획 체계 구성 

계획 체계 구성3.4

기본 구상

비전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빛의 도시 서울’

3 목표 행복한 도시생활 아름다운 도시야경 똑똑한 도시조명

10 원칙

01. 서울의 빛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02. 서울의 빛은 지역의 차별 없이 비춰야 한다.
03. 서울의 빛은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04. 서울의 빛은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져야 한다.
05. 서울의 빛은 매력적이어야 한다.
06. 서울의 빛은 역사와 문화를 담는다.
07. 서울의 빛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08. 서울의 빛은 생태계와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
09. 서울의 빛은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10. 서울의 빛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5 핵심정책

기본 계획
전략별
권역별

경관유형별

전략별 계획

7 전략
21 핵심과제 

권역별 계획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경관유형별 계획

자연녹지 야간경관
수변 야간경관 

역사문화 야간경관
시가지 야간경관

계획의 실현 관리운영 야간경관 실행체계 정비 실행방안

품격있는
 야간경관

빛공해 없는
생활환경 

스마트조명
시티 구축   

도시예술 
미디어파사드 

균형있는 
광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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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략별 도시빛 계획

4.2 권역별 도시빛 계획

4.3 경관유형별 도시빛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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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획에서는 도시빛의 목표인 행복한 도시생활, 아름다운 도시야경, 똑똑한 도
시조명을 구현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계획을 구체화하였음.

▪ ��전략별 계획에서는 7개 전략 및 21개 핵심과제를 통해서 서울의 야간환경 및 조명 
시설과 관련한 주요이슈들을 도출하고, 현황 파악 및 계획 수립이 이뤄지도록 하
였음.

전략 1   서울의 빛 상징 구축

서울을 대표하는 빛 상징을 구축하기 위한 모뉴먼트의 구축 및 경관 축 조성, 조망권 
발굴

서울의 빛 상징 구축을 통해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야경을 연출하고, 야간문
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함. 빛 연출을 통해 도시 아이덴티티 강화 및 관광활성
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성공하고 있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고, 서울에 맞는 빛 상징 구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함.

전략 2   서울의 빛 장소 특화

지역별로 특화된 야간콘텐츠의 발굴 및 장소 특화

서울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도
시임. 지역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주간과 야간시간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상
하고, 야간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장소특화 계획을 수립함. 관광을 위한 대외적 이미지
뿐만 아니라,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전략 3 미디어파사드 및 광고조명 발전 방안

미디어파사드의 범위 및 개념 설정, 가이드라인 방향 및 설치기준 마련 

현재 장식조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미디어파사드의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파사드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
황임. 미디어파사드의 현황 및 제도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구축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미디어파사드 특화 계획과 광고조명의 예술적 활용 방안을 통
해 서울시 야간경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함.

전략별 도시빛 계획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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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안전하고 똑똑한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공간조명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의 도입  

도로조명 기구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시의 미래 
방향인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임. LED 가
로등 및 보안등 선정기준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계획,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상 등을 통해 장기적 비전의 종합적 계획을 마련함.

전략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야간환경 정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야간환경 정비 방향의 제시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
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야간환경 정비 방향을 제시함. 도시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
형, 일반형의 사업유형 구분에 따라 야간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사업대상지 야간
환경 개선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을 제시함.

전략 6   시민의 일상적 야간생활환경 정비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주요 야간생활환경의 정비  

연령·성별·계층에 상관없이 서울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간환경조성을 위한 방향
을 설정하고, 서울시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유니버설디자인 계획과 연계
하여 야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또한, 시민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체감 가능한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함.  

전략 7   좋은빛 관리 체계 및 도시 간 정책 교류

과도한 빛의 제한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공생 

서울시에서 조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빛공해를 개선하기 위한 조명환경
관리구역 관리 실효성을 위한 방향을 마련하고, 암천지역 및 조명설치제한구역을 계
획하여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선진도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서울의 위상을 펼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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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전략 21개 핵심과제

전략 1. 서울의 빛 상징 구축

핵심과제 1-1. 서울의 빛 아이콘 계획 
핵심과제 1-2. 서울의 빛 축 조성 계획
핵심과제 1-3. 서울의 빛 조망권 발굴 계획 

전략 2. 서울의 빛 장소 특화 

핵심과제 2-1. 지역별 관광명소 계획
핵심과제 2-2. 지역별 특화 페스티벌 계획 
핵심과제 2-3. 야간관광 로드맵 계획 

전략 3. 미디어파사드 및 광고조명 발전 방안

핵심과제 3-1. 미디어파사드 개념 정립 및 시설기준 계획
핵심과제 3-2. 미디어파사드 특화 계획
핵심과제 3-3. 광고조명의 예술적 활용 방안

전략 4.  안전하고 똑똑한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

핵심과제 4-1. 스마트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 로드맵
 핵심과제 4-2. 서울형 스마트 공간조명 관제시스템 발전방향
 핵심과제 4-3. 서울형 스마트 공간조명 선정기준 정립 

전략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5-1.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5-2.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및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5-3. 노후 주거지역 야간환경 정비

전략 6. 시민의 일상적 야간생활환경 정비 

핵심과제 6-1.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6-2. 지역생활서비스시설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6-3. 장애없는 야간생활환경 조성 

전략 7. 좋은빛 관리 체계 및 도시 간 정책 교류

핵심과제 7-1.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핵심과제 7-2. 서울의 밤하늘 보존 계획 
 핵심과제  7-3. 선진도시 거버넌스 체계 확립

표4-1. 7개 전략 21개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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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1. 서울의 빛 상징 구축

핵심과제 1-1 서울의 빛 아이콘 계획

핵심과제 1-2 서울의 빛 축 조성 계획

핵심과제 1-3 서울의 빛 조망권 발굴 계획

▪ �대외적으로�‘서울’하면�떠오를�수�있는�서울만의�상징성이�취약한�실정임.
▪ �해외도시�사례�분석�결과�각�도시별로�상징적인�모뉴먼트가�조성된�경우,�관광�활성

화뿐만�아니라�도시브랜드�자체의�가치�향상을�통해�도시�경쟁력을�제고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남.

▪ �서울�시내에서�권역별로�차이가�심한�야간경관을�도시�스케일�관점에서�축을�이용
한�통합적인�계획이�필요함.

▪ �현재�조망권은�대부분�높은�지대에�위치한�전망대로�이루어져�접근성이�낮으나�최근�
초고층빌딩의�건설로�다양한�조망권�발굴이�가능함.

▪ �서울�관광객을�위한�연속적�빛의�경험을�가능하게�하는�빛�연출이�필요함.

▪ �서울의 빛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상징의 개발이 필요함.
▪ �서울의 빛 상징은 도시에서 주간과 야간을 포함하여 빛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지각

적 경험을 표현해야 함. 서울시 빛의 시지각적 경험은 다양한 시점과 스케일을 고
려하여 시민의 도시빛 경험을 다양화함. 

▪ �서울의 역사·문화·철학을 담고, 서울시에서 개발한 서울 아이덴티티와 연계하여 개
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함.

▪ �서울의 관광객 및 방문객에게 강하게 각인될 수 있는 빛 상징 구축을 위해 장소성, 
명시성이 고려되어야 함. 

계획배경 

계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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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을 대표하는 빛의 아이콘의 개발이 필요함.
▪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서울의 빛 

아이콘 개발을 통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필요함.  
▪ �야간경관의 다양성 및 상징성 부족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도시브랜딩을 위한 서울 대표 야간명소의 선정   

▪ �한강 워터프론트를 포함하여 권역별·지역별·공간별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
뉴먼트를 구축할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함(ex. 한양도성, 남산, 한강교량, 사
대문안, 서울로, 동대문 DDP 주변지역 등).

▪ �파리의 경우, 에펠탑에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독자적인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도시브랜드가 국가브랜드를 뛰어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시드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매년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를 진행
함. 많은 아티스트들의 프로젝션 맵핑 작품을 오페라하우스, 하버 브리지 등에 투
사하여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함. 2009년 축제 첫 해 2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으
며, 현재 축제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 200억원에 달하며 빛을 이용하여 도시 
브랜딩과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하였음.

계획여건

세부계획

서울의 빛 아이콘 계획  계획

핵심과제 1-1

그림4-1. (왼쪽위부터 시계방향)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성수대교, N서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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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담기 위한 연출매체의 개발

▪ �서울시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한강교량)을 활용해 노후화된 조명시설
을 정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빛 모뉴먼트를 조성함. 

사례 1 :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라이트 쇼 

빌바오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구겐하임 뮤지엄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라이팅쇼를 선

보임. 건축물에 프로젝션 맵핑을 이용하여 도시의 상징성을 부각하면서 건축물의 디자인과 역

사에 대해 20여분동안 프로젝션과 음악이 어우러진 쇼로 표현하였음.

▪ �서울시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을 수 있는 빛 모뉴먼트를 조성함. 

사례 : 미국 뉴욕의 트리뷰트 인 라이트(Tribute in Light)

세계 무역 센터에서 발생한 9.11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기존의 세계 무역 센터 

위치에서 진행되었음. 88개의 서치라이트를 사용하여 강력한 광선을 수직으로 쏘아 올림으

로써 영혼이 된 희생자들을 위로했으며, 기념비적인 연출로 뜻 깊게 표현되었음.

사례 2 : 영국 밀레니엄 브릿지(Gateshead Millennium Bridge)

영국의 게이츠헤드 부두와 뉴캐슬어폰타인 사이에 위치한 보도교로 교량의 구조적인 미를 

부각시키는 적절한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타인 강(River Tyne)의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통해 

도시 빛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하였음.

그림4-2.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 프로젝션 맵핑

그림4-3. 영국 밀레니엄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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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미국 뉴욕의 트리뷰트 인 라이트 

▪ ��유동인구 및 장소성을 고려하여 서울 지역별 선정된 장소에 주·야간 빛을 테마로 
연출 가능한 신규 상징 구조물 및 연출매체의 개발을 유도함.

사례 :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프리몬트 스트리트(Fremont Street)

라스베이거스의 구도심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획된 프리몬트 스트리트

(Fremont Street)는 라스베이거스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음. 폭 36m, 길이 420m의 

쇼핑가 아케이드 천정에 HDTV급 LED전광판을 설치하였음. 210만여 개의 전구에 의해 영

상화된 이미지와 208개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어우러져 세계 최대의 고해상도 엔

터테인먼트 영상 쇼를 제공함.

그림4-5.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프리몬트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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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도시의 조명은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써 도시경관의 수요
자인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경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민참
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통한 경관의 창의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 �오프라인 참여 : 시민이 스스로 야간경관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을 
마련함.  

사례 : 인터랙티브�미디어파사드�루미너스(Luminous) 

시민이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건축물의 미디어파사드가 연동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파사드’을 마련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야간경관을 수립함.

▪ �온라인 참여 : 웹과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 참여를 통한 서울시 도시빛에 대한 시
민의 관심 확대시킴. 

사례 : 브라질�리우�예수상�경관조명 

2014년 월드컵 개최국인 브라질은 사용자들이 트위터(Twitter)의 해시태그(Hashtag)를 이

용하여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투표하였고, 많은 표를 받은 팀의 색상을 거대 예수상에 빛의 

색상으로 투영하여 경관조명으로 보여주었음.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의 의견이 도시 경관 

조명으로 표현된 사례임.

그림4-6.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낸 도시빛 경관(오프라인) : 인터랙티브 미디어파사드 루미너스(Luminous)

그림4-7.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낸 도시빛 경관(온라인 참여) : 브라질 리우 예수상 경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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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변 빛의 아이콘 개발

▪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매체 및 콘텐츠 적용을 검토함. 

사례 : 다양한 조명연출기법 

시민 참여의 적극적인 유도를 위해서는 기존의 서울시 경관조명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

운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검토하여야 함. 예를 들어, 건물 외벽의 경관 조명이 시민의 관심

을 끌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관조명에서 볼 수 없었던 콘텐츠(환영 Illusion, 

초현실주의 Hyper reality 등)를 검토하여 콘텐츠 생산 주체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

록 유도함. 

그림4-8.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다양한 조명연출기법 및 콘텐츠 : Virtual Depictions(Illusion), 
Shanghai Corporate Pavillion(Mixed reality), Affinity Afinidad(Interactive), Salesforce Vedio 
Wall(Hyper reality)

▪ �한강 수변 지역은 집객이 용이하고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
임. 도시를 관통하는 한강은 큰 스케일과 주변 수변공간의 발달로 인해 국제적으로 
타 도시의 강과 차별성을 지니며, 도시와 함께 어우러진 수변공간은 서울만의 차별
화된 매력을 드러내기에 적합함.  

▪ �한강 수변 지역은 도보자, 운전자, 조망대 관람자 등 다양한 이용객들의 시지각적 
경험의 다양화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한강 수변 빛의 아이콘 
경험을 입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대다수의 서울시 방문객은 직간접적으로 한강을 접하고 경험하므로, 한강 수변 빛
의 아이콘은 효과적으로 서울시 도시빛을 각인시킬 수 있음. 

▪ �한강 수변 빛의 아이콘은 대외적으로 ‘서울’을 떠올릴 수 있는 서울만의 상징적인 
모뉴먼트로 자리매김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함.

▪ �고정된 빛의 모뉴먼트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가변적인 빛의 아이콘을 개발하여 시
민 및 관광객에게 한강 수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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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수변의 빛의 아이콘은 수상 부유체나 공중부양체를 이용하여 가변적으로 변
화하는 아이콘을 조성하도록 함.

▪ �수상부유체나 공중부양체는 태양열 전기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유도함.  
▪ �수상부유체나 공중부양체는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입체적인 조형성을 지

녀야 함.  
▪ �수상부유체나 공중부양체는 서울시 도시빛 모니터링의 기능을 수반함. 

사례 : 드론 공중부양체로 조성된 도시빛 경관

최근 공중부양체 중의 하나인 드론기술의 개발에 따라 드론 라이팅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300-1000여개의 드론과 이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즈니 파크의 호수 라이팅

쇼, 라스베가스 CES에서의 벨라지오 호텔 라이팅쇼, 타임매거진 퍼포먼스, 평창동계올림픽 

퍼포먼스를 선보인 사례가 있음. 드론 퍼포먼스는 가변성과 실시간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라

이팅쇼를 뛰어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4-9.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드론 공중부양체로 조성된 도시빛 경관 : Starbright Holidays’ in Disney, 
The Bellagio Hotel Spectacular Las Vegas CES, 평창동계올림픽, Tim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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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계획에 따라 각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축의 정비가 필요함.
▪ �인공축, 수변축, 녹지축에 따른 개발 및 연계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 필요함.   
▪ �야간경관축 개발과 연계한 다양한 야간조망권 개발이 이뤄져야 함.

도로 간 위계에 따른 조명의 색온도 계획 

▪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조망할 때, 통일성 있는 가로의 색온도계획을 수립하
고, 통합적으로 색온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화 경관축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을 정비하고, 중심 가로의 직선 축을 활용하여 도
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함.

계획여건

세부계획

서울의 빛 축 조성 계획계획

핵심과제 1-2

그림4-10. (좌) 뉴욕 야간경관의 Bird’s-eye view, (우) Eye level view

그림4-11. (좌) 두바이 야간경관의 Bird’s-eye view, (우) Eye level view

권역별 메인 도로축 간의 연계 

▪ �상징가로의 중심 도로축과 타 권역의 중심도로축 간의 연계가 필요함.
▪ �도심 상징가로의 중심 도로축을 중심으로 랜드마크 건축물들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경관의 연출이 가능함. 또한 중심 도로축과 수변축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 스케일에
서의 야간경관 정비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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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축 복원 계획에 따른 인공축과의 연계 

▪ �서울의 녹지축 복원에 따른 공원등 정비 계획과 인공축의 가로등, 보안등의 통합
적인 연계를 계획함. 새롭게 복원되는 녹지축에는 기존의 녹지축과 복원되는 녹지
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함. 또한 새로운 녹지축에 설치되는 공원등과 주변부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 주체별로 따로 정비하기 이전에  통합적인 계획(조도, 색온
도, 휘도 등)이 선행되어야 함. 각 조명의 관리 주체는 선행된 통합계획에 따라 상
세 관리를 시행함.  

▪ �파리는 인공축과 녹지축, 수변축의 연계적 경관 개발의 좋은 사례임. 도시의 중심
가로에 초점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 및 구조물에 조명을 설치하여 파리 야간
경관의 인공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느강 주변 수변축까지 연결하여 인공축과 수
변, 녹지축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동서수경축(워터프론트)과 남북녹지축을 연계한 야간경관의 연출 

▪ �서울의 동서 수경축(한강 워터프론트)과 남북 녹지축(북악산, 남산, 용산 가족공
원, 국립 서울현충원, 까치산, 관악산)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야간경관을 조성함. 

▪ �경관 개발 시 경관축의 정비는 상공이나 전망대 등에서 바라본 도시 미관을 증진시
킬뿐만 아니라 일상 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함. 특히, 랜
드마크 건축물 또는 모뉴먼트 등과 연계되어 개발된 경관축은 도시 아이덴티티 강
화에 도움을 주며, 녹지축과 수변축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
음. 또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사례 : 홍콩의 워터프론트 야간경관 개발 

홍콩은 수경축(워터프론트) 개발의 좋은 사례임. 홍콩을 가로지르는 빅토리아 하버에서는 

랜드마크 건축물들과 수변 경관 조명들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뿐만 아

니라 관광명소를 형성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특히 2004년에 시작되어 14년째, 매

일 밤 빅토리아 하버를 밝히는 레이저쇼인 ‘심포니 오브 라이트(A Symphony of Lights)’는 

도시의 대표적 이벤트로서 워터프론트에 위치한 건축물 46개 빌딩이 하나의 레이져 쇼를 연

출함. 저녁 8시부터 시행되며, 14분의 공연이지만 이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침사추이 해변 

산책로는 관광객들로 붐빔. 연출적인 쇼와 함께 수변 경관조명들의 조화, 또한 전체 수변경

관을 감상하기 좋은 다양한 전망대(홍콩 대관람차, 스카이100)가 균형을 이루면서 홍콩 워

그림4-12. (좌) 파리 야간경관의 Bird’s-eye view, (우) Eye leve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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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론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특히, 녹지축과 연계된 전망대인 ‘스카이테라스

428’과 ‘루가스 로드 전망대’는 빅토리아 산정상에 위치하여 피크트램을 타고 올라가며 녹지

축과 수경축이 연계된 야간경관이 연출됨. 

▪ �서울시는 한강이라는 거대한 동서 수경축(한강 워터프론트)을 가지고 있으며, 경관
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및 예술문화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가지
고 있음. 특히 앞서 언급한 홍콩 빅토리아 하버 사례와는 다르게 한강 워터프론트에
는 다양한 조명을 연출하기에 용이한 한강교량 시설물이 많음. 따라서, 한강교량들
과 기존 랜드마크 건물들, 신규 랜드마크 건물들(ex. 롯데월드타워)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워터프론트 야경연출계획이 필요함. 또한 한강이라는 동서수경축과 남
북녹지축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두 축이 만나는 교차점 지역(용산공원과 이촌한
강공원, 반포한강공원과 서리풀 공원, 국립 현충원 등)에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함. 

그림4-13. (왼쪽위부터 시계방향) 홍콩의 워터프론트 야간경관 개발 : ‘심포니 오브 라이트’ 레이져 쇼, 빅토리아 
하버 수변 경관조명 축, 녹지축 전망대에서의 수경축 조망, 홍콩 대관람차 

그림4-14. 한강 워터프론트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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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표 야경 조망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및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전략적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조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제, 지역문화 거점, 랜드
마크 등과 연계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계획여건

세부계획

서울의 빛 조망권 발굴 계획

핵심과제 1-3

입체적인 도시빛 체험을 위한 조망점 및 조망권의 개발

▪ �시민과 관광객의 입체적인 조망점을 위한 휴먼 스케일에서부터 고층빌딩 위까지 
다양한 조망점의 개발이 필요함. 보행자 레벨에서의 조망권 발굴을 위해서 야간 유
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조사하고, 서울 시내 초고층 빌딩의 상층부 공간 정보를 분
석하여 조망권을 발굴하도록 함. 

▪ �조망점에서 보이는 조망권에 대한 단계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함.
▪ �서울시의 ‘10대 야간경관 조망권’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함. 서울시 야간명소는 휴

먼스케일에서 부터 고층빌딩, 녹지축 산에 위치한 조망대까지 다양한 조망점의 특
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각 조망 장소(조망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차별화
하여 조망권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차별화되는 조망권 개발을 통해 시민과 관광
객 모두에게 다양한 도시빛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함. 

▪ ��타 도시 조망권 사례  

사례 1 : 로프웨이�전망대�뷰 

로프웨이 전망대는 하코다테산 위에서 하코다테시의 시가지와 그 근교까지 볼 수 있는 전망

대임. 양쪽으로 위치한 바다를 통해 항구 및 바다 위 선박들의 조명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곡선형의 수변축을 중심으로 조망권이 발달되어 있음.

사례 2 : �샌즈�스카이파크�전망대�  

샌즈 스카이파크 전망대는 57층 높이의 전망대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전망대임. 마리나 베

이를 파노라마 풍경으로 볼 수 있으며 마리나 사우스 부두에서 싱가포르 해협으로 이어지는 

전망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음. 또한 전망대에는 슈퍼트리 그로브라는 설치 미술이 있어 전망

대 자체로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역할을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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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5. (좌) 로프웨이 전망대 뷰, (우) 샌즈 스카이파크 전망대

그림4-16. (좌) 홍콩의 빅토리아 파크 타워, (우) 피크트램

야간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 계획

▪ �서울시 도시빛 야간관광지도(핵심과제 2-3)구상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
계한 조망권과 조망장소를 개발함.

시민과 소통하는 조망권 발굴 및 편의시설 확보 계획

▪ �시민들이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 가능성 있는 명소 및 조망대상지를 
분석하여 조망권 발굴에 반영함.  

▪ �체험자의 입장에서 계절, 날씨, 시간성을 고려한 조망권 연출계획을 마련함.  
▪ �조망권은 좋으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시민과 관광객의 동선 확보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시킴.

사례 : �홍콩의�빅토리아�피크�타워  

홍콩 태평산 위 빅토리아 피크 타워는 특색있는 모던 건축물로 홍콩의 대표 랜드마크 중 하

나이며, 피크 타워의 ‘스카이 테라스 148’에서 홍콩 야경을 감상할 수 있음. 피크 타워 내부

의 엔터테이먼트 요소들과 더불어 케이블철도 방식으로 피크 타워까지 운행되는 ‘피크트램’

을 이용해 주야간 모두 다양한 전망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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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 2-1 지역별 관광명소 계획

핵심과제 2-2 지역별 특화 페스티벌 계획

핵심과제 2-3 야간관광 로드맵 계획 

전략 2. 서울의 빛 장소 특화

▪ �현재 서울시 관광명소로 뽑히는 지역은 주로 주간 시간대의 관광코스를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음. 도시경쟁력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문화 활성화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이제까지 서울의 야간관광전략이 간과되
어 온 측면이 있음.

▪ �권역별·지역별 특성이 제각기 다르고, 야간환경정비를 위한 현실적 여건의 편차가 
심하므로 보다 세분화된 빛 장소 특화 전략이 필요함.

▪ �물리적인 공간의 정비와 관련된 하드웨어적 접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적인 면까
지 고려된 소프트웨어적 측면까지 입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둘이 상호보완적
인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야 함.

▪ �서울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야간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을 
위한 대외적 이미지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정체성의 강화를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
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함.

계획배경 

계획방향 

▪ �지역별 특화된 빛 연출을 통해 서울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빛환경을 
조성할뿐만 아니라,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함으로써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야간 관광명소를 정비하고, 신규 도시빛 거점 형성을 위한 방
향을 설정함으로써,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인프라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지
역별·공간유형별 세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최근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야간축제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설정함.

▪ �도시빛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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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관광 명소 정비방향 

2014년 관광정책과에서 발간한 ‘서울야간관광가이드’ 및 2017년 관광사업과에서 발
간한 ‘서울관광가이드북’과 연계하여 기존의 야간 관광 명소를 정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함. 이를 위해, 주요 야간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상지 빛 현
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2016년 수립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개발계획’에서는 서울의 야간경관 10
대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공모, 내부·전문가 추가조사, 시민 선호도 조사, 본
심사 과정을 거쳐서 조망점 10개소, 체험코스 10개소 등 총 20개소의 대상지를 선
정하고 스토리텔링에 따른 경관연출에 중점을 두었음. 본 계획에서는 야간경관뿐
만 아니라, 차후 서울의 야간명소 발굴 및 야간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적인 방향을 설정하였음.

▪ �현재 ‘서울시 관광명소’와 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10대 명소’는 주
로 도심권과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음. 또한 주간 시간대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음.  

▪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야간 명소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경
우, 특화산업단지, 전통시장, 특화 거리, 역세권 일대 등 기존의 관광명소와 차별화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특화전략 개발이 필요함.  

▪ �서울시 관광정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재 특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이 반
영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권계획 등과의 연계도 고려되어야 함.  

계획여건

세부계획

지역별 관광명소 계획

핵심과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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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상지 주요현황 정비방향 

1. 시청 주변 

명동,
 을지로 

늦은 야간시간대에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는 곳으로,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
이 필요함. 

통행량에 따라 가로 구역별 조명 계획을 세분화하도
록 함. 범죄예방디자인 등과 연계하여 적정 조도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거나, 민간협조를 통해 야간환경
을 개선하도록 함. 

남대문
시장, 
남산

남대문시장은 대한민국 최대의 전통시장으
로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찾는 장소 중의 하
나임. 노상과 각종 거리음식문화, 야시장 활
성화를 위한 야간환경 정비가 필요함. 

남대문시장 거리 특유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획일화된 
규제는 지향하되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교차로, 
통행로 등에 정보제공, 휴식 등을 위한 시설물의 조명
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함.

서울로 
7017

고가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통
합적인 조명계획이 필요함.
각 구역별 특화된 연출 기법을 활용한 다채
롭고 활기찬 보행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고가공원만의 특화된 경관연출 계획 필요. 시선의 위
치에 따른 경관의 관계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고
가공원이 지나가는 지역들과의 연계 및 구간별 특화 
방안을 마련함. 공간 연출과 연계한 이벤트 구상을 통
해서 방문객의 공간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계
를 마련하도록 함. 

2. 역사문화지구

광화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 모임, 집
회 및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
로 효율적인 조명운영이 필요함. 또한 광장
에서 바라보는 경관축이 장소의 경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의 역사문화재, 공공시
설을 연결하는 경관축에 따른 공간의 계획과 이에 따
른 조명계획이 필요함. 특히,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
고 있는 광화문 광장 리노베이션의 계획에 맞춘 조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행사 시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주변 건물들의 조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함.

3. 동대문 일대 

DDP, 
동대문
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로 형성되어 있는 
DDP 역사문화공원 주변은 24시간 무분별
한 빛들이 빛공해를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
음.

빛공해를 개선하기 위한 빛환경 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조명 정비를 통한 도시브랜드와 관광
콘텐츠의 가치 향상 및 이를 통한 관광산업과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야시장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야간환경 및 조명계획을 마련함.

대학로

각종 문화시설과 상업시설들이 골목을 중심
으로 모여있으며, 거리공연 등 다양한 형태
의 공간 이용이 이뤄지고 있음. 젊은 층의 다
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명계획이 필요함.

다양한 업종의 상업시설의 간판이 거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휘도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함. 대학로의 문화예
술적 분위기에 부합하는 조명 연출을 유도하며, 소규
모 광장 및 공원에서의 야간활동을 위한 안전성과 쾌
적성을 증진시키도록 함.

4. 대학가

홍대, 
신촌 
주변

대학가 주변 상업시설에 의한 과도한 조명
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함. 각 대학가의 특성이 반영된 조명 계획
이 필요함.

상업시설의 무분별한 조명을 억제하고, 대학가 특유
의 창의적인 분위기의 공간 조성을 위해 특성있는 간
판 문화를 장려하도록 함. 축제나 공모전 등을 통해 학
생, 신진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협력하는 공간 조명 이
벤트가 가능함.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ICT 트렌드에 부합
하는 새로운 조명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
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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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산 & 여의도

용산, 
이태원

용산공원, 인근 구릉지에 위치한 주택가, 상
업가로 등 각기 다른 공간 특성에 맞춘 조명
계획이 필요함. 

주거지와 상업 및 업무지역이 인접해있는 경우가 많
으므로, 영역 식별이 가능한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방
문객의 활동에 따른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주민 공간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간 구획이 이뤄지도록 함.

여의도

서울 3대 도심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체계
적인 조명계획이 필요함. 주요 대로변과 여
의도공원과 같은 공공 인프라시설을 잇는 유
기적인 조명계획이 필요함.

국제금융중심지 IFC의 대로변을 따라 위치해있는 고
층건물의 조명 연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 보행자 레
벨에서의 건물 입면의 조명 연출은 가로조명과 연계
하도록 하며, 건물 상층부와의 시각적 조화도 고려되
어야 함.

6. 강남

강남역, 
삼성역 
주변

국제업무 중심지의 위상에 맞는 조명정비가 
필요함. 도로간의 위계에 따른 세부적인 계
획이 필요하며, 도시 미관과 보행편의성을 
동시에 증진시켜야 함.

국제업무중심지로서 최첨단의 국제적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조명연출계획 및 이를 실현하
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중심 도로축은 건
물 파사드의 형태적, 재질적 특성에 따른 섬세한 조명 
연출이 이뤄지도록 함. 대로변을 따라 이어지는 보행
축을 따라 조화로우면서도 다채로운 야간경관이 연출
되도록 함. 실질적인 보행 편의와 안전까지 종합적으
로 고려되도록 함.

7. 잠실

잠실

국내 최고층빌딩 롯데월드타워에서 서울 전
역 조망이 가능하며, 파사드 조명연출을 통
한 원거리 경관연출이 가능함. 

서울 전 지역에서 롯데월드타워가 보이며, 특히 서울 
진입시에도 잘 보이는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
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서울의 대표 야간경관을 연출
하고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표4-2. 야간 관광 명소 정비 방향

신규 도시빛 거점 형성 방향 

준공업지역 및 특화산업단지

▪ ���상인들의 산업·상업활동 및 휴식공간, 외부 방문객의 동선에 따른 보도 및 휴게시
설 정비 등 구체적 공간 이용자와 활동의 특성에 맞춘 조명 계획이 필요함.

▪ ���한 공간에서 상인과 외부 방문객의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며, 혹은 시간대
별로 다른 활동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장소를 살아나게 하는 조
명 연출을 하도록 함. 

전통시장

▪ ���시장 통행로의 경우 동선이 복잡하게 얽히는 사고다발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
판과 가로등을 정비함. 

▪ ���각 시장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간판디자인을 공모하여 간판을 재정비함으
로써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 

▪ ���야시장 운영시,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우범지역이나 범죄발생가능 지역을 중심
으로 충분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며 CPTED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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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특성에 맞는 조명계획을 유도하여 다채로운 전통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함. 이 때, 특정 간판이나 공간조명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조화도 
고려되어야 하며, 사회적 조명 도입 검토가 가능함. 

역세권 일대

▪ ���역세권 일대의 야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질서한 광고조명과 낙후한 가로등의 
정비 등을 통해 가로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함. 

▪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변형 조명시설을 갖추고 다채롭게 공간을 연
출함으로써 젊은 층의 활동을 유도함. 광장,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
하여 야간거리공연 등의 문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유동인구가 많은 기차,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지역의 교통 거점에는 실시간 정보
전달 매체를 활용한 조명시설 설치가 가능함. 

도시기반시설

▪ ���각 지역을 관통하는 지하철 지상 구간, 고가도로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교각 구조물에 대한 조명계획을 통해 보행 쾌적성을 높임. 

▪ ���도시 공간에서 큰 스케일로 계획되어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조명을 어떻게 연출하
는가는 현대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특히, 최근 도시공간의 재생이 활발하
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도시빛 거점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4-17. (좌) 당인리 발전소, (우)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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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종로구 연등회(연등행렬,전통 등 전시)/ 청계천 밤도깨비야시장/ 청계천 서울빛초롱축제

중구
지구촌나눔한마당(해외자매도시 초청공연)/ 서울로 잇다 페스티벌(달빛버스킹,야간전
시)/ 서울드럼페스티벌/ 서울문화의밤(야광축제, 야간연장개방)/ 옥상축제(달빛낭독)/ 
DDP 밤도깨비야시장/ DDP 라이트업 아이스링크/ DDP 을지로 라이트웨이

용산구 이태원 지구촌축제(장터,공연)

동북권

성동구 응봉산개나리축제(야간산상콘서트)
동대문구 동대문 봄꽃축제(장터, 공연)
중랑구 서울장미축제(가요제,재즈콘서트)
성북구 라틴아메리카축제/ 세계맥주축제

서북권
은평구 은평공유센터 옥상파티(공연)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밤도깨비야시장(숲속 피크닉)

서남권 영등포구 여의도 밤도깨비야시장/ 물빛무대 ‘눕콘’ / 크리스마스 마켓

동남권

서초구 반포 밤도깨비야시장/서리풀페스티벌
강남구 코엑스 씨-페스티벌(야시장,공연)
송파구 석촌호수벚꽃죽제(야간콘서트)/ 한성백제 문화제(불꽃놀이, 공연)
강동구 광진교 다리아래(공연, 전시)

빛 특화 페스티벌 지역별 확대

▪ �주간 시간대 위주로 프로그램 편성이 되어있는 기존 축제 중 야간시간대 프로그램
의 보완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야간문화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빛 특
화 축제를 확대함.

▪ �현재 서울시 야간축제는 중구를 중심으로 도심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북권과 서
남권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
함.

▪ �시간별·계절별로 축제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겨울이나 야간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도시 활동의 시간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구별 야간축제가 비슷한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지역
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의 빛축제와 차별화되는 창의적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
가 있음. 

▪ �최신 기술을 활용한 빛 특화 페스티벌은 아직 부족한 실정임.  

계획여건

세부계획

지역별 특화 페스티벌 계획

핵심과제 2-2

표4-3. 서울시 야간 축제 현황(출처 : 서울시 축제 홈페이지 http://festival.seoul.go.kr)



IV. 서울시 도시빛 계획 9797

▪ �서남권, 서북권의 경우 야간 축제가 다른 권역에 비해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
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축제의 계획이 필요하며, 야간문화 및 관광 활성화,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지역주민, 신진아티스트, 지역상인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창의적 콘텐츠 발굴

▪ �지역마다 특징 있는 빛축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지역주민, 신진아티스트, 지역상인 등 다양한 시민층의 참여를 유도함.

▪ �지역에 이미 조성되어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의적 
콘텐츠를 발굴하며,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형
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주민 아이디어 공모, 예술가 협업 프로그램, 워크숍 및 
전시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고 축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적극적인 홍
보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학 혹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빛축제의 계획이 가능함.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실험적인 작품
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 확보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운영시
스템을 마련함.

야간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협조체계 및 컨트롤 타워 마련

▪ �야간축제 시, 이벤트조명·가로 및 상업시설 조명 간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민
간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빛 상징 축제나 지역 빛 특화 축제 등 공공 행사 진행
시, 필요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상업시설의 조도를 낮추도록 유도함.

▪ �대규모 행사 계획 시,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인근 가로와 건물의 조명을 효
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며 탄력적인 on/off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그림4-18. (좌) 서울세계불꽃축제, (우) 한강몽땅여름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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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담은 야간관광지도 구상

▪ �해외 관광객에게 지도는 도시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임. 서울
의 이미지에 맞는 지도 제작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며, 야간관광
가이드에 적합한 그래픽 스타일로 정보전달력을 높이도록 함.

야간관광 정보의 체계적 구성

▪ �도시빛에 특화된 테마로 지역별 랜드마크 혹은 경관을 중심으로 한 가이드의 개발
이 필요함. 공간에 대한 개별적 소개뿐만 아니라 워킹 투어, 버스 투어 등 관광객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코스 연계 시, 인근의 야
간문화 거점뿐만 아니라 주간 코스와의 연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정보전달 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활용도 극대화

▪ �기존의 일차원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인쇄물 형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정보 업그레
이드, SNS 등을 통한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인터랙티브 맵의 활용 등 다양한 매체
를 활용하여 도시빛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활용을 극대화함.

▪ �서울시 관광정책과, 서울관광재단 등 관련 기관의 배포를 통해 활용도를 높임.

▪ �현재 서울시 야간관광지도는 야간관광에 특화된 내용이 부족하고 중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놀거리 혹은 맛집 위주의 일반적인 코스만을 안내하고 있음.

▪ �도시의 안내 책자보다도 광고 스타일의 구성을 하고 있으며 제시하는 정보의 지도
상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짐.  

▪ �서울시 야간관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정
비가 필요함. 

계획여건

세부계획

야간관광 로드맵 계획 

핵심과제 2-3

그림4-19. 서울시 야간관광지도 현황(출처 : http://korean.visitseou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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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빛 시설현황 중 장식조명의 ‘미디어파사드’ 수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민간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좋은빛위원회의 심의 중 ‘건축물 장식조명’과 ‘미디어파사드’의 범위의 혼란이 가
중되고 있음.

▪ �미디어파사드의 개념 정립이 불분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준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부서 간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삼성동 코엑스 일대)으로 향후에는 미디어파사드 
설치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특히 미디어파사드와 광고조명의 매체 기술이 빠르
게 발전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형식의 미디어아트에 대한 수요도 점
차 늘어날 예정임.

▪ �미디어파사드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에서 편차가 커지면서, 미디어파사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계획배경 

계획방향 

Separate ➡ Intergrated (개별적 → 통합적)

권역별, 지역별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계된 연출을 위한 통
합시스템 계획이 필요함.

Implicit ➡ Relative (절대적 → 상대적)

절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의 관리보다는 지역적 또는 환경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인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Passive ➡ Autonomous (피동적 → 자생적)

관리대상으로서 일방적인 콘텐츠 배포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자생적인 콘텐
츠 생성 프로그램이 필요함.

핵심과제 3-1 미디어파사드 개념 정립 및 시설기준 계획

핵심과제 3-2 미디어파사드 특화 계획

핵심과제 3-3 광고조명의 예술적 활용 방안

전략 3. 미디어파사드 및 광고조명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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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디어파사드의 수량이 증가하고 광고조명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두 영역
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미디어파사드와 광고조명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미디어파사드가 건축물 장식조명의 일부로 다뤄지면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
립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계획여건

미디어파사드 개념 정립 및 시설기준 계획

핵심과제 3-1

현 미디어파사드 정의 및 범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프

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명
방식을 의미함.

▪미디어파사드는 인공조명 중 장식조명 분류 안에 속함.  

그림4-20. 미디어파사드 위계 정립

현 옥외광고물 정의 및 범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

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지칭함.

그림4-21. 2016년 개정된 옥외광고법 이후 새롭게 정립되는 옥외광고물의 개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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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2. 미디어파사드 심의 근거의 변화

현 미디어파사드 심의 근거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례조례」에 따라 신설, 개량하는 미디어
파사드 조명은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표4-4. 미디어파사드 설치 허용 구역

표4-5. 서울 성곽 내부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허용기준

절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조건부 금지지역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 허용 가능구역

· 역사특성보전지구 
-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 문화재보호구역 내 
- 국가 지정문화재 100m이내 
- 시 지정문화재 50m이내

‘경복궁 및 북촌일대 경관중점 
관리지역’과 ‘서울성곽축 경관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주변 문화재 쪽에서 보이는 건
축물 입면은 경관조명 금지

상권 형성(동대문역사문화 공원 
주변, 명동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미 경관조명이 활성화 
되어 가이드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

현 미디어파사드 설치 허용 구역

▪ �아래와 같은 경우,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를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도로폭은 하천폭을 포
함하여 산정)

•� 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종로 청계 관
광특구’, ‘강남 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은 설치 가능(단, 패션특구는 
지정기간에 한해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운영)

•� 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
•� 기타 행사,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수

립된 계획

현 서울성곽 안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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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사드 관리 체계의 개별화

그림4-23. 미디어파사드 개별 관리 체계의 필요성

관리/실행 계획
▪ ��미디어파사드는 건축물의 장식조명에 비해 복합적인 기능(예술성, 정보전달, 시민

참여 등)을 수반하므로 기존의 ‘장식조명’에 속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에서 벗
어나 별도의 관리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미디어파사드는 디지털 광고조명과 차별화하기 위해 콘텐츠(예술성 확보)와 하드
웨어(건축물과 일체화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세부계획

현 미디어파사드 계획 수립 기준 및 콘텐츠 심의 규정

ㆍ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며 광고는 할 수 없다. 
ㆍ 도시안전을 고려하여 조명계획을 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구축한다. 
ㆍ 경관조명 운영시간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이내로 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ㆍ 빠른 속도 및 반복적인 점멸, 원색적인 콘텐츠는 제작하지 않는다. 
ㆍ 눈부심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ㆍ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 허용구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절대 금지지역, 조건부 금지지역, 허용 가능 구역) 
ㆍ 설치하는 건축물 및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ㆍ 주거지역 및 일대 주거시설에 면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금지한다. 
ㆍ 주변 건축물의 높이 등에 따라 빛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장해광을 배제한다. 
ㆍ 기술적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조명 설비를 사용한다. 
ㆍ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 시 조망점 및 가시거리를 고려한다. 
ㆍ 콘텐츠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표4-6. 미디어파사드 심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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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4. 미디어파사드 심의 규정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의 종합적 심의 추진

▪ ��미디어파사드는 ‘설치’와 ‘설치 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기술과 콘텐
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좋은빛위원회’가 세 가지 측면(기술 심의, 콘텐츠 심
의, 관리계획 심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심의로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정성적인 내용과 정량적인 내용의 심의 기준을 구분하여 심의

▪ ��미디어파사드의 현재 설치기준과 허용기준을 ‘정량적인 기술심의’와 영상과 소프
트웨어에 관한 콘텐츠의 ‘정성적 심의’로 구분하여 심의하고 종합점수로 시행여부
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정량적인 기술 심의는 하드웨어의 적합성을 보는 것으로써 하드웨어의 크기, 휘도, 
픽셀, 해상도 등을 심의함. 

▪ 미디어파사드의 휘도는 빛공해와 교통 장애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
    가 있고 콘텐츠에 따라 변화도가 크므로 빛방사허용기준에 일반 장식조명과 별개  
    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을 고려함. 특히, 미디어파사드가 유색광원을 사용하거
    나 점멸의 빈도가 잦을 시 빛방사허용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정성적인 내용 심의는 영상/소프트웨어의 적합성에 관한 것으로써 창의성, 적절성, 

공공성, 윤리성을 고려하여 평가함.

콘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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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평가 항목의 도입

▪ ��미디어파사드 심의 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이전 부터 바람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
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 ��미디어파사드 관리항목에는 친환경적 유지방안 및 지속가능한 하드웨어 관리와 콘
텐츠의 업데이트 계획을 포함함.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관리 장려방안

▪���미디어파사드 시설이 예술적으로�또는�공공적으로�유익한�콘텐츠를�생산하고�도
시�경관에�기여하도록 유도함.�

▪ ��민간이 자체적으로 투자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서울
시의 미디어 특화 가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육성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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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사드 연동을 위한 통합 컨트롤 플랫폼 특화  

▪ �‘미디어파사드 종합 컨트롤 플랫폼’조성을 통해 지역별 미디어파사드를 중앙시스
템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시설을 구축하고, 미디어파
사드 신설시 통합 컨트롤센터와의 연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통합적으
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미디어파사드 종합 컨트롤 플랫폼’조성을 통해 서울시 미디어파사드의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광범위한 시각공해를 야기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파사드의 지역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민원을 즉각 대처하
고 해결하도록 유도함.

▪ �‘미디어파사드 종합 컨트롤 플랫폼’조성을 통해 지역 서버의 네트워크망을 사용하
여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
도를 높여 일방적인 콘텐츠 전달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디어파사드
로서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도록 함.

▪ �미디어파사드의 특화 사업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수의 해외도시 사례
가 부각되고 있음.

▪ �도시의 미디어파사드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통합적 연출을 통해 도시공간의 새로
운 장소성을 형성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경험하고 체험할 기
회를 제공하며, 야간 관광 명소로서 집객을 유도할 수 있음. 

▪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의 활용, 매체기술의 발달로 인터랙티브 미디어파사
드, 시민참여형 미디어파사드 계획이 가능함.

계획여건 

미디어파사드 특화 계획

핵심과제 3-2

그림4-25. 모스크바 미디어파사드 특화 거리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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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파사드 플랫폼 망구축 예시

SMCC 특징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통합 컨트롤 플랫폼 구성 예시

본 다이어그램은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컨트롤센터 

및 관리망 구축 시 예상되는 시스템 배치 다이어그

램으로서 서울시 미디어파사드관리센터 SMCC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 미디어파사드 설치 밀집지역

에 미디어파사드 지역 센터를 설치 및 연결하여 서

울시 전역의 미디어파사드 관리 및 제어를 효율적

으로 할 수 있음.

1. 서울시 전역 미디어파사드 동작 모니터링

2. 유해 콘텐츠 실시간 검수

3. 시간대별 온오프 자동 제어

4. 지역별 연동 콘텐츠 표출가능

5. 시민참여 의견 실시간 반영

6. 공공정보 실시간 표출

그림4-26. 미디어파사드 구축 플랫폼 예시

그림4-27. 미디어파사드 플랫폼 구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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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유도

▪ ��앱(App) 또는 웹(Web), 키오스크(Kiosk)를 통하여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실
시간으로 미디어파사드에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함.

지역성을 담은 콘텐츠를 통한 시민참여와 집객 유도

▪ ��특정 지역에서만 연출되는 지역특화 미디어파사드 퍼포먼스를 통해 지역의 가치
를 높이고 집객율을 높임. 특히 지역의 특화된 축제에서는 상설 또는 비상설 미디
어파사드를 활용하여 지역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발굴이 필요함.

그림4-28. 메디치 빌라, 로마, 이탈리아(Villa Medici in Rome, Italy)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특화

▪ �미디어파사드 특화를 위한 요소는 플랫폼, 콘텐츠, 하드웨어 및 기술로 이루어지며 
이 중 콘텐츠는 미디어파사드의 생명력과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임. 따라서 첫째,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설치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
지역성’을 담아야하며 둘째,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성’이 있어야 함. 
셋째, 누구나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예술성’의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사람들
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필요함.

사례 1 : 루미너스 인터랙티브 미디어파사드, 시드니, 호주(Luminous,�Sydney,�Australia)

미디어파사드 앞 외부 광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도시민 누구나 미디어파사드의 색상 조

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도시민의 참여를 유도함. 

인터랙티브 미디어파사드로 인해 미디어파사드 앞 광장의 장소성이 형성되고 시민들의 이용

이 활성화됨.

사례 1 : 메디치 빌라, 로마, 이탈리아(Villa Medici in Rome, Italy)

이탈리아 메디치 빌라에서 프랑스아카데미의 귀환 350주년을 축하하는 세레모니를 빌라의 파

사드에 다양한 전통적인 예술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미디어아트로 연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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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9. 루미너스 미디어파사드, 시드니, 호주 (Luminous, Sydney, Australia)

▪ ��날씨, 교통, 상황, 시민유동인구 등 도시에서 생성되는 실시간 빅데이터에 반응하
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연출하여, 미디어파사드가 도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제공 인터페이스로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함.

그림4-30. BCP 빌딩, 산 이시드로, 페루(BCP institutional building in San Isidro)

그림4-31. 날씨 반응형 인터랙티브 미디어파사드, 토론토(Tweet-Activated LED Building Sheds Light on 
Homelessness in Toronto)

사례 2 : BCP 빌딩, 산 이스드로, 페루 

건물 앞에 설치된 멀티 터치 센서의 키오스크를 통해 도시민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성하여 

미디어파사드에 송출함으로써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야간경관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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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매체 개발

▪�최근 미디어파사드는 주로 LED 발광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야간 시간대
에 따른 미디어파사드의 휘도를 조절하여 주·야간 연출 방식에 기술적인 진보가 있
었음. 하지만 LED 전광판의 기능을 넘어서, 건축물과의 유기적 관계나 도시적 맥
락에서 미학적 차원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게 하는 미디어파사드는 보기 드문 실정
임. 따라서, 관객과 소통하고 주간과 야간에 환경에 맞추어 연출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파사드 매체의 개발이 필요함.

미디어파사드 하드웨어 및 기술 특화

사례 1 : 메가페이스 파빌리온의 키네틱, 미디어파사드, 소치 동계올림픽

메가페이스 파빌리온의 파사드는 주간에는 키네틱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픽셀화된 조형적인 요

소가 움직임으로 표현되며 야간에는 각 픽셀이 발광하여 미디어파사드로 활용됨. 야간에만 효

과적인 미디어파사드의 한계를 넘어 주·야간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매체의 가능성을 보여줌.

그림4-32.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 미디어아트, 긴자, 도쿄

미디어아트 콘텐츠 발굴 및 ‘미디어아트 갤러리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 유도

▪ ��작가들의 미디어아트 작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예
술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울시 전역의 미디어파사드를 특정 공간범위로 그룹화하
여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아트가 표출될 기회를 제공함. 궁극적으로 미디어파사드
가 단순히 야간경관의 연출뿐만 아니라, 공공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수준높은 미
디어아트 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함.

▪ ��미디어파사드로 랜드마크가 된 건축물 주변의 도시구조물 및 시설물, 건축물의 미
디어파사드를 연계함으로써 미디어아트 갤러리 플랫폼 구축을 유도하여 서울의 대
표적 미디어 갤러리로서 역할을 확충하고 서울시의 야간경관에 예술적 가치를 부
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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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3. 메가 페이스 파빌리온 키네틱 미디어파사드, 소치 동계올림픽(The Kinetic Facade of the Mega-
Face Pavilion, Sochi Winter Olympics)

축제 및 행사 연출을 위한 프로젝션 맵핑 기술 특화

▪ ��프로젝션 맵핑 기법은 도시의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미디어아트의 캔버스로 
활용하여 영상을 그 표면에 투사하는 것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건축물 또는 시
설물)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기술임.

▪ ��비상설 구조가 가능하며 타 매체에 비해 큰 스케일의 영상 투사가 용이하므로 축제 
및 행사에서 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도시에 연출하기 적합함.

▪ ��도시민에게 친숙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새로운 가상의 이미지로 변화하면서 비
일상적인 야간 도시경관을 경험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야간관광 명
소로서 집객을 유도함.

사례 1 :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프로젝션 맵핑, 2017

비비드 시드니 페스티벌(Vivid Sydney Festival)의 일환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물 외벽에 프로

젝션 맵핑을 통해 특색있는 도시의 야간경관을 형성함.

사례 2 :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라이트 국제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은 매년 빛 조형물, 빛 설치작품, 프로젝션 맵핑 작품으로 이루어지며 3일 동안 도

시의 새로운 야간경관을 형성함. 특히, 국제 3D 프로젝션맵핑 콘테스트는 전세계의 미디어 아

티스트들이 초청되어 포쉬토바 광장의 리버포트빌딩의 건축 외벽을 아트 스크린으로 변모시키

며 음악적 요소와 함께 건물 외벽을 이용한 대형 미디어 작품을 투사하여 도시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강한 인상을 남김.

그림4-34. (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프로젝션 맵핑, (우) 키예프 라이트 국제 페스티벌 프로젝션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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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 일대가 2016년 12월 국내 최초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
면서, 국내 광고산업에도 새로운 형태의 광고물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
고 있음.

▪ �도시 야간경관의 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광고물의 규제 및 정비와 함
께 예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통적인 광고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수용자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함
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를 대체하는 인터랙티브 광고물 등이 나타나기 시
작함. 모바일 기기 사용의 증가는 광고물들의 하드웨어 및 콘텐츠의 변화를 촉진 
시키고 있음.

▪ �국내·외 새로운 뉴미디어 사례는 일반적인 광고물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예술적 콘
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국내·외 뉴미디어 사례 

투명 LED 디스플레이 

▪ ��투명 LED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인 시스루 사이니지임. 유리 혹은 필름 등에 LED
모듈을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표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전광판, 랩핑 광고 등을 
대체 할 수 있는 신개념 LED 디스플레이 매체임. 주간에는 투명하게 사용하여 경
관적으로 심미성이 높으며, 야간에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함. 또한, 매장
의 쇼윈도나 유리 벽면 등 기존의 건축요소를 간직하면서 새로운 광고 및 정보 매
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임.

계획여건

광고조명의 예술적 활용 방안

핵심과제 3-3

그림4-35.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광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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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 프로젝션

▪ ��기존 대형 빌딩이나 피사체에 영사하는 프로젝션 맵핑의 방식을 뛰어넘어 수분막
에 프로젝터를 영사하여 상을 맺히게 하는 영상연출방법으로 주로 워터프론트 이
벤트나 분수쇼와 같은 행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 야간에만 효과적인 연출이 
가능하고 특수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광고매체로 활용하기는 어
렵지만 행사나 특별연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수변공간에서 분수와 함께 연출되는 프로젝션 광고 콘텐츠는 비일상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그림4-36.  워터프로젝션을 사용한 광고 사례

�고보조명 
▪ ��고보조명은 이미지 글라스에 빛을 투사하여 벽면이나 바닥 등에 고정된 이미지를 

투사하는 사인물로, 목적에 맞게 이미지 글라스를 제작해 사용하는 방식임. 최근  
벽이나 바닥 등에 상업적인 광고나 홍보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상업 
시설 입구에서 홍보용 사인물로 사용되던 로고젝터는 유지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야
간에 시인성이 높아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드론버타이징
▪ ��최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의 경우,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

하는 무인 비행체를 의미하여 대부분의 경우 지상의 사용자가 무선통신으로 원격
조정함. 1218대의 드론을 이용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식에서 미디어아트가 화
제가 된 바 있음. 이러한 이벤트 외에도 촬영기법의 다양화 등 각 분야에서 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그중에 광고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것을 드론버타이징
(Drone-vertising)이라고 함. 드론버타이징은 드론에 LED 소자를 삽입하여 많은 
드론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과 드론에 직접 광고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사
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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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광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뉴미디어 활용 유도

▪ ��새로운 디스플레이 매체의 조사 및 연구(투명 LED 디스플레이, 워터 프로젝션, 
고보조명, 드론버타이징 등)를 통하여 뉴미디어 광고물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적
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새로운 디스플레이 매체 활용을 통한 예술적인 광고 콘텐츠 생산을 권장하고 이
를 통한 도시의 새로운 야간경관 연출이 가능하도록 함. 

세부계획

그림4-37. (좌) 고보조명을 사용한 사례, (우) 드론버타이징을 이용한 사례

그림4-38. (좌) 터치스크린 활용한 인터랙티브 광고사례, (우) 아이트래킹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광고 사례

그림4-39.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광고 사례

인터랙티브 옥외광고  
▪ ��모바일 기기 사용의 증가에 따라 인터랙티브 매체를 삽입한 광고조명의 개수가 증

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옥외광고물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
는 전략임. 특히, 증강현실(AR)을 사용하여 인터랙션 요소를 극대화하면서 광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짐. 최근에는 빌보드형 전광판뿐만 아니라 버스정
류장, 지하철역 등에서 디지털 사이니지와 결합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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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아트의 유동적 운영 유도

▪ �광고물 매체에서 광고물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 공공적 정보 콘텐츠를 함께 보여
주는 유동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각공해를 최소화하고, 서울시 도시빛의 특
징적 요소로 연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 ��빛방사허용기준, 광고 송출 불가 등의 규정으로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하여 특화된 
야간경관을 형성하는 것이 제한적임. 따라서,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보여줄 수 있
는 지역을 지정하고 특화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야간경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
요함.

▪ ��옥외광고물 자율관리구역, 특정구역, 자유표시구역은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 및 운영 기간의 완화를 통해 민간자본의 미디어파사드 형식의
대형광고조명 설치를 유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옥외광고와 디지털 
문화예술이 결합된 야간경관을 창출할 수 있음.

▪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공공콘텐츠, 미디어아트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시
민은 날씨, 미세먼지 지수, 교통상황 등의 생활정보 및 지리, 관광, 행사 등의 관광
정보, 긴급재해, 재난정보를 도시의 미디어를 통해 제공받고,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통해 예술적인 야간경관을 경험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옥외광고물 매체에서 공간
에 최적화된 공공콘텐츠 테마와 상업광고를 균형있게 구성하고 효율적이고 체계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운영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유도하며, 이러한 운영
시스템을 통해 균형있는 광고문화를 육성하도록 함.

▪ ��광고 노출 빈도와 횟수에 초점이 맞춰진 전통적인 옥외광고물의 패러다임이 현재
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와 상호교감하고 체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광고 콘텐츠는 시민과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미디어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웹, 모바일 등을 통해 시민이 콘텐츠 생산에 참여
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참여형 광고와 미디어아트의 연출이 가능하도록 함.

▪ ��미디어와 결합된 체험광장, 미디어를 사용한 랜드마크 형성 등을 통해 야간경관을 
활성화시키고 시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명소화가 가능함. 주변 상
권과 상생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울시의 관광자원으로서 적극
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민간자본의 대형광고조명 설치를 증대하고, 특정 지역 안에서 함께 연동되어 동시
에 연출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아트 특화가로 형성이 가능함. 이를 위해, 통합적으
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센터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이러한 특화 가로는 그 규모와 매체의 특이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미디어작가 또는 
신진 미디어작가의 작품을 초대하는 국제적인 디지털 미디어 문화 축제 개최가 가
능함. 전 세계 유명 미디어 작가를 초대하여 미디어아트 작품을 상영하고 신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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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작품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상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 축제를 기획
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야간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미디어아트 특화가로  시범 구축 구상

동대문 일대

▪ �외국인 관광객 및 도시민의 야간 집객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대문 일대를 미디어아
트 특화가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센
터를 마련하고, 미디어 특화가로의 통합적 연출을 유도함.

광고조명 하드웨어 규제 및 정비 

▪ ��광고조명의 예술적 콘텐츠가 아름다운 야간경관으로 연출되려면 하드웨어 규제 및 
정비가 수반되어야 함.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옥외광고물이 한정되어있어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빛공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 기준」 및 빛방사허
용기준을 준수를 통해 빛공해를 최소화 함.

▪ ��조명기구의 높이, 조명기구와 주거지 사이의 거리, 빛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글레
어, 산란광, 침입광을 유발하지 않는 조명방식과 조명기구를 사용함.

그림4-40. (좌) 동대문 일대 야경, (우) 동대문 DDP 야간조명 연출

그림4-41. (좌) 영동대로 야경, (우) 영동대로 SM타운 미디어파사드

테헤란로 - 영동대로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테헤란로로 이어지는 

축에 연동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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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조형 조명방식은 광고물의 위쪽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하양 조사하며, 내조형 
및 채널레터형 조명방식은 백색 계통의 밝은 색상 사용을 지양하여 휘도 기준을 준
수하도록 함. 밝은 색상의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채색, 유채색의 투과성 색
지를 덮개에 부착하는 방식 등을 통해 LED모듈의 밀도를 낮추어 글레어를 방지함. 

▪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광원이 직접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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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안전하고 똑똑한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

▪ ���서울시 전체의 공간조명의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가로등은 272,031등, 보안등은 
229,726등, 공원등은 34,135등으로 파악되었음. 기구의 광원은 메탈등, 나트륨, 
LED 램프, 형광등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72,031개의 가로등 중 LED 램프는 
63,584개(23.3%), 보안등은 229,726개 중 LED 램프는 61,174개(26.6%), 공원등 
중 LED 램프는 14,310개(41.9%)에 불과함(2017년 12월 기준).

▪ ��서울시 공간조명의 관제 시스템에 있어서 가로등은 남산 가로등 통제소에서 무선 
원격조정으로 점·소등되며, 보안등은 개별 전자식 점멸방식과 GPS 점멸방식으로 
점·소등됨. 공원등은 남산 가로등 통제소의 무선전파방식과 전자식 점멸방식을 사
용하는 것으로 파악됨(2017년 2월 기준). 서울에 설치된 가로등의 점등시간은 일
몰 후 15분, 소등시간은 일출 전 15분으로 같았지만, 2017년 10월부터 지역별 조
도기준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가로등 무선 점·소등 시스템은 남산에 위치한 가
로등 관제센터에서 점·소등 신호를 송출하고 관악산, 북악산 등 시내 요소에 설치
된 6개 중계소를 거침. 이 신호는 가로등 분전함에 전송되고, 신호에 따라 가로등
이 자치구별로 꺼지고 켜지는 시스템임.

▪ ���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
며, 앞으로의 도로조명 기구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사업 등은 ‘스마트시티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조명기구와 그에 따른 시스템이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함.

▪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전 세계 221개 도시 중 25%는 스마트 가로등을 우선사업
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전 세계의 많은 공기업과 글로벌 리더들은 스마트 가로등
이 스마트시티 구축에 가장 중요한 기간 사업 중 하나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초
기 시범사업 또는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핵심과제 4-1 스마트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 로드맵

핵심과제 4-2 서울형 스마트 공간조명 관제시스템 발전방향

핵심과제 4-3 서울형 스마트 공간조명 선정기준 정립

계획배경 

계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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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여건

스마트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 로드맵

핵심과제 4-1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도로조명의 개념

▪ ��글로벌 메트로폴리탄인 서울시는 전 세계 50,000개의 도시 중 IT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도시임. 또한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IT 행정 관련 분야
에 있어 전 세계 도시들로부터 벤치마킹이 되고 있음. 도시조명 분야에 있어서도 서
울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로 LUCI(국제도시조명연맹)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시티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 
및 시 행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최근 발표된 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시티를 추
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약 220개의 도시 중 25%는 스마트 도로조명을 스마트시티
구축의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행정 리더들과 글로벌 전문
가들은 스마트 도로조명을 스마트시티 구축의 마중물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음. 서
울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도로조명을 아시아 최초로 시청 주
변 무교로에 구축하여 스마트(IoT) 도로조명 분야에 있어서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임. 2014년 스마트 도로조명 구축은 시민(학생)의 의견과 이를 적극적으로 수
용한 시 당국의 창의적 행정 노력 결과로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분야에 있어 서울
시의 앞서가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임.

▪ ��2018년 6월 기준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도시의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등 여러 항목 중 일
부를 특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지, 또는 스마트시티 구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는 기술과 인간을 중심으로 이러한 다양성을 구체화하여 기술하는
가에 따라 도시별 다른 개념의 스마트시티가 정의됨. 가장 보편적인 스마트시티는 
ICT 신기술과 빅데이터를 매개체로 하여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
결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스마트시티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 ‘기술·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와 ‘시민중심 
기반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크게 구분되며, 또한 접근 방식에 따라 첨단 기술을 도
입하여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하드웨어 기반 대규모 방식과 첨단 기술을 사용하
여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사용자 주도 소프트웨어·센싱기술 기반 방식으로 구분
될 수 있음.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에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기
술로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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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현재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문제인 안전, 환경, 교
통, 에너지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를 스마트(Smart)하게 
만들기 위하여 도시계획단계부터 사물인터넷기술(IoT)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미래
형 도시라고 정의함. 

▪ �교통량, 차량흐름 속도, 날씨, 기후, 노면 상태, 빛공해, 도로등급, 도로상태 등을 
야간 도로 안전·에너지 절감·유지보수비용 절감·빛공해 방지 등 구현하여 센싱·기
타 다른 스마트장치와 완벽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최적의 조명환경을 제공하며 다
양한 빅데이터를 분석 제공함.

▪ �가로등 전기소비량의 30% 절감이 가능한 스마트조명용 주파수가 공급됨 : 현재
는 사람이나 차가 없어도 항상 똑같은 밝기로 가로등이 켜져 있으나, 스마트조명
용 주파수를 활용하면 사람이나 차가 없을 때는 밝기를 낮추고, 통행할 때만 밝기
를 높일 수 있어 에너지가 절감됨(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

내용
주요 적용 기술 

Main technology
운영 사례
Ref. Case

기술 분류(난이도) 
Level of 

technology

1단계
2013~현재

장치간 결합 또는 합체
One plus one system 

-블랙박스 내장 가로등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LED 가로
 등 모듈 50% 소등

-단순 기능·장치 추가
-스마트조명 해당 안됨

2단계
2014~현재

(서울시 해당)

원격 점멸·제어
Remote control system

-분전함 자동점멸기 또는 시간대
 별 단계 조광 및 단순 모니터링

-현재 다수의 가로등
 점멸·제어장치

3단계
2016~현재

(서울시 시범사업지)

사물인터넷 가로등
IoT street light

-IoT기반 적시적소 빛 제공, 기기 
 상태보고 및 통행량 빅데이터 
 분석

-IoT와 센서 기반 기술을
 통한 빠르게 발전 중

4단계
2021~2025

통합 스마트 폴
Integrated smart Pole

-다양한 스마트기기, 센서와 연동
 하여 운영·제어 역할과 데이터 
 제공으로  도시 기반 정보 센터 
 역할

-연동성, 호환성, 확장성
 기반 시범운영 초기

5단계
2026~2030

인공지능 운영
데이터 센터 

AI operation and 
data center

-자가 학습·의사결정을 통한 도
 시 구성체(시민, 도로, 건물, 자동
 차, 기후, 안전 등)와 완벽한 자동 
 호환·연동 구현

-5G 통신, 센싱기술과
 플랫폼 발전 필요
-단기간 현실화 어려움

표4-7. 스마트조명 기술적 진보성에 따른 5단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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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년 2017년 2019년~

전용 주파수 기반
IoT 네트워크

LoRA
지속적 망 업그레이드 및
이동통신 망과 연계 운영

이동통신 주파수 기반 
IoT 네트워크

LTE-M
4G IoT
전국 망

5G IoT
상용 망 개시

표4-8. IoT 네트워크 구축 계획(안) (출처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

략(안) 2017년 12월)

▪ �한국형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착수 : 「교통사고율 Zero 구현을 위한 미래형 ICT-안
전기술 융합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빛 실증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년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

▪ �네트워크 구축 동향 : LoRa 통신방식은 실시간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불가하여 
실시간 정밀한 조명제어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방식으로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
음.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3G/4G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
근 NB-IOT나 LTM-M의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임. 향후 5G가 공식 개통되면, 다양
한 센서와 CCTV 등을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초연결 스마트 가로등이 주력 스마트
시티 시설물이 될 것으로 전망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에 따르면 5.8㎓ 대역은 기존 물체감지센서 주파수보다 감지범위가 넓
어(150m→500m로 감지범위 확대), 고속주행 자동차도 감지가 가능하므로 고속
도로 조명 제어에 활용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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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 스마트조명 관련 개념 정의 예시

세부계획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보안등, 스마트 공원등의 개념 정의

▪ ��스마트조명, 스마트 조명제어기술,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시티 등의 스마트 관련 
용어가 회자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내용과 함의로 사용되고 있음. 우선으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포괄 
개념

용어 함유 내용 기술적 장치 요건 선택사양

스마트 
가로
등주

다기등 가로등주
(Humble Lamp-

post)
지능형 가로등주

(Intelligent 
Lamp-post)

조명 이외의 기능 
수행, 센싱·통신·

플랫폼 

센서와 네트워크
내장, 유무선 통신망

응용 소프트웨어 
탑재

연동성,
호환성, 
확장성

각종 감지센서,
각종 측정센서,

CCTV,
전기자동차

충전기

스마트 
도로
조명

네트워크 
(Networked) 

조명시스템
외부밝기에 따른 

조광제어,
환경요인별

(날씨, 통행량)광량
자동제어,

통신망을 통한
개별 혹은 그룹별 

자동제어

광센서 탑재,
유무선 통신망,

자동제어시스템,

연동성,
호환성,

조명표준 
준수

각종 감지 센서,
각종 측정 센서

자동(Automated)
조명시스템

지능형(Intelligent) 
조명시스템
환경반응형 

(Aadaptive) 
조명시스템
커넥티드 

(Connected) 
조명시스템

스마트
시티

Smart City
스마트시티

연결성(Connec-
tivity),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저전력 광역 통신망,
소프트웨어 구현,
네트워크(SDN),
액세스 포인트,

컨트롤러

실시간 응답 
및 모니터
링, 빅데이
터 수집·분

석·활용

각종 스마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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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서비스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공간조명의 기구 요건 검토

▪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서 공간조명의 플랫폼이 개발되고 네트워
크가 결정된 후에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요건�
(ex. SR(Sensor Ready)) 등이 제시되어야 함. LED 등기구로 교체 시 네트워크 구
성에 대해 유념하고, LED 기구 교체 사업 시 최소한 스마트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는 등기구로 교체해야 함(Network-Ready Nodes).

▪ �스마트시티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조명 외 기능 검토 : 스마트시티 서비스 운영
과 자료수집을 위한 플랫폼 구현으로는 아래와 같음.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 공기질 모니터링, 소음 모니터링, 교통 모니터링, 

 주민 활동 모니터링 

-가동(Operational) 시스템 : 스마트 주차, 사고 탐지(Gunshot Detection), 

 스마트 쓰레기 수거. 

-안전 시스템 : 신호등 제어, 감시카메라, 고화질 감시시스템

 (High Definition Videosurveillance) 등.

그림4-42. 스마트 가로등 솔루션을 응용한 스마트폴 개념도 예시(스마트시티 기간 시설물)

1. 5G 와이파이 서비스
2. 태양광 패널

2. 원격 제어 통신 장치

3. 미세먼지/공기오염 센서

4. 미세먼지 포집기 교체통

5. 운동기구 발전기
    (태양광 패널과 함께
     조명전원용으로 활용)

1. 미세먼지 포집 장치
    (스마트가로등/경관조명 
     겸용)

3. LED 도로조명

4. 지능형 CCTV

5. 스마트가로등 센서

6. 노면 동결, 
     미끄럼 감지 센서

8. 스마트 LED 안내, 전광판

9. 건축 조명

7. 디지털 사인보드

11. 비상벨 시스템

12. 전기차 충전소

13. 도로 싱크홀 센서

10. 음성통화용 스피커 및 
       마이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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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조명 응용 프로그램

카테고리 사례 주요 요건

모니터링

공기질 모니터링,
소음 모니터링,
교통 모니터링,

주민활동 모니터링

센서의 폭넓은 분포

가동 시스템
스마트 주차,
사고 탐지,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신속한 반응

안전 시스템
신호등 제어,
감시카메라

대역 네트워크

표4-10.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현을 위한 비조명의 기능(출처 : Smart City Lighting as Smart City Platform, Nav-

igant Research, 2Q 2017 )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스마트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무선통신망의 선별은 고
효율 저비용으로 스마트조명 환경을 조성하고, 사물인터넷과 조명이 결합한 스마
트조명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함.

응용프로그램
초기투자

비용
소요비용 신뢰성 안전성

에너지
사용

지연속도 대역폭

기본 조명제어 낮음-보통 낮음-보통 보통 보통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고급 조명제어 보통 보통 보통-높음 보통-높음 낮음-보통 낮음-보통 보통

환경/공기질
모니터링

보통 낮음-보통 보통-높음 보통 낮음 낮음 매우 낮음

교통 모니터링 낮음-보통 낮음-보통 보통 낮음-보통 보통 보통 낮음

스마트 주차 보통 낮음 보통-높음 보통 보통 보통 낮음

쓰레기 수거관리 보통 낮음 보통-높음 보통 낮음-보통 보통 낮음

신호등 제어 보통-높음 보통 높음 높음 보통-높음 높음 보통-높음

안내방속/안내신호 보통 보통 보통 보통-높음 보통-높음 낮음-보통 보통

사고 탐지/위치 보통 보통 높음 보통-높음 낮음-보통 낮음-높음 낮음

고화질 CCTV 보통 보통-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표4-11. 스마트시티 응용 프로그램의 제반 요건(출처 : Smart City Lighting as Smart City Platform, Navigant 

Research, 2Q 2017 )

▪ �그 외 스마트 공간조명을 적용하기 전에 다양한 사례연구에 대한 적용 타당성에 대
한 검토와 선행 실험 등이 필요하며 그 후 도시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도입 
및 각 도시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그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음. 

-네트워크 제어 통신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개방형 플랫폼. 

-리빙랩 등을 중심으로 기술의 현장 실험(기술, 사업성, 시민 만족도).

-플랫폼,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통합 기반 조성.

-스마트 교통시스템 : 시간대별 실시간 차량 통행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검토(ex. 스톡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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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응용프로그램 : 적합성 히트맵(출처 : Smart City Lighting as Smart City Platform, 

Navigant Research, 2Q 2017)

테크놀로지

적용 적합성

기초적 
조명 
제어

고급 
조명
제어

환경 
모니
터링

교통 
모니
터링

스마트 
주차

쓰레기 
관리

디지털
광고물

사고
감지

교통 
신호등 
제어

고화질 
CCTV

대역

협대역

Sigfox

LoRa

RPMA
(ingenu)

NB-IoT

LTE-
Cat-M1

중대역

PLC

RF Mesh

Hybrid 
PLC/RF

LTE-Cat-1

광대역

Pt2Mpt

3F/4G 
Cellular

Wi-Fi

최적합 적합 다소부적합 부적합

시 전역의 도로조명 제어시스템의 다양한 솔루션

▪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 원격 모니터링, 리포팅, 유지 보수, 
기본 조명제어, 적응 조명의 기능이 포함되며, 지능화된 관리시스템의 새로운 기능
으로는 주차 가능 여부 및 주차 위치 제공자, 대화형 LCD 게시판, 날씨 및 대기 오
염 보고 등이 있으며 점차 스마트화되고 있음. 사용자 성숙도, 비용 및 회수 기간, 
에너지 절약으로 수익 창출, 부서 간 또는 지자체의 문제로 공공 및 민간에서 채택
에 신중히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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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가로등주(SMART POLE) 전원 관리

▪ ��커넥티드 시티(Connected City)라 일컬어지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 통신, 센서, 네트워크 등 많은 첨단기술과 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정적인 전원공급 기반을 필요로 함.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G 통신망 구축과 스마트시티 사업을 연계하였을 때 가
능한 많은 위치에서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원공급망이 필수 조건임.

▪ ��따라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사전사업으로 가로등주의 전원공급관련 지침을 
사전 정리·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스마트시티 구축의 초기 성패를 가
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인지되고 있음. 기존의 가로등 관리 지침을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으로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고품질의 행정력도 필요로 함.

▪ ��스마트시티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24시간 상전’ 조건이므로, 도로조명관
리부서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요구함.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스마트조명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스마트폴(등주)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
며, 이는 글로벌 트랜드임.

▪ ��24시간 전원 공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상황이나, 최근 대대적으로 증가
하는 CCTV·공공 와이파이 각종 센서의 24시간 운영상태를 고려한다면, 관련 설
치·유지·관리 부서의 적절한 시공과 충분한 관리가 진행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가로등과 기타 스마트기기 전원선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신규로 가로등 
시설을 할 상황에만 해당됨.

▪ ��일반적으로 누전차단기는 원 선에 적용하고, 가로등 선은 스마트 가로등 기기의 천
체시계 또는 릴레이를 적용하여 점·소등 제어를 함. 기타 스마트기기는 24시간 운
영을 해야 할 경우 각각의 운영에 적합하게 별도의 타이머를 적용 할 수 있음.

그림4-43. 스마트 조명 전원 공급 방식 예시

LED 가로등
가로등 전원에 별도의 점·소등 타이머 

또는 스마트가로등에 포함되어있는 점·소등
(릴레이) 기능 적용.

각종 센서나, 스마트기기에 별도의 전원 공급 
제어 타이머 또는 릴레이 적용. 

단, 관리 플랫폼과 통신은 무선 적용으로 
별도의 회선 작업 지정.

CCTV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상시 전원을 필요
로 하며, 기본적으로 등주에 공급되는 전원을 

24시간 공급 체계로 전환을 필요로 함.

등주에 공급되는 전원에 누전차단기 적용.

1

1

2

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

3

2

CCTV

각종 스마트기기 

및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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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제어 표준화를 위한 내용
▪ ��스마트 도로조명 시설 구축을 위한 스마트 제어 표준화가 사전 선행되어야 함. 다

만, 아직 스마트조명 제어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라 서울시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음.

▪ ��표준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간 연동성 및 통합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스마트시티로 지속적인 사업의 가능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추진하
는 것임. 글로벌 기준을 서울시 표준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전자정부 
수출 모델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봄. 물론, 국내 자체 기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IT 기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음. 

스마트조명의 미래와 서울시와의 관계

▪ ��스마트시티를 논하는 콘퍼런스나 국제회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인 
서울시는 이미 자천타천 스마트시티의 주요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서울시는 도
시조명분야 관련 국제적인 교류와 역할을 통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있음.

▪ ��아시아 최초로 구축한 서울시의 스마트 도로조명 시설은 많은 의미를 제공하고 있
음. 특히, 서울시운영 스마트 가로등은 차량통행량 빅데이터를 분석 제공하고 있
음. 실시간 위치별·시간대별 차량통행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운행으로 발생하
는 미세먼지(매연과 비산먼지)의 발생 지역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음. 어느 도로에
서 언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스마트 가로등은 단순하
게 도로조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이 행복한 도시구축을 위한 중
요한 시설물로의 역할이 가능한 중요한 시 자산임.

▪ ��서울시의 스마트시티는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빛공해 제로도시, 야간 빛환경이 뛰
어난 도시, 아울러 미세먼지 없는 시민 행복 도시로 미래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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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여건

서울형 스마트 공간조명 관제시스템 발전방향

핵심과제 4-2

관제 시스템의 통신방식

▪ �2000년대 초반 글로벌 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는 LED 조명과 스마트제어 시스템
의 발전에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음. 이후 인터넷의 빠른 발전의 도움으로 기존 전
력선 통신(PLC)방식에서 데이터통신망을 통한 무선제어시스템이 그 세력을 확장
하고 있음. 

▪ �이는 공공조명을 운영하는 관의 오랜 기간 전력선 통신과 무선통신방식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무선방식이 대부분 특징에서 우위를 나타내었음. 

▪ �기본적인 조명제어 방식은 원격 점·소등 방식, 조광(디밍) 방식, 시간대별 제어 등
이며, 지능형 자동제어 방식은 에너지 모니터링, 작동 모니터링, 색온도 변환, 조건
별 자동 대응, 응급 경보 조명 전환 등임.

▪ �센서를 이용한 무선방식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적용하며, 차량흐름에 따라 밝
기를 제어함. 소켓을 이용한 무선방식은 미국에서 적용되며, 날씨, 교통, 대기, 소
음 등에 따라 밝기를 제어함.

구분
무선통신방식

유선통신방식(PLC)
소켓

적용국가 미국, 유럽, 아시아 국내

특징

스마트노드·개별 제어 도시능력 향상
(인식·대응),
지능형 운영,

빅 데이터 분석

분전함 단위 제어 전력선 제어 (PLC)

장점

도시모니터링
(영상·날씨·교통·대기·소음·진동),

에너지 절감 효과 큼,
정밀 조광 제어

구축비용 저렴,
통신 배관·배선 불필요,

한정된 공간이나 실내에서는 쉽게 구축

단점 구축 비용 높음

개별 조명기구의 상태 모니터링 불가
(분전함 단위 모니터링),

조광제어 및 통신 에러율 높음,
추가로 확장시 비용 매우 높음

표4-13. 조명제어 방식 기술 비교(출처 :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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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로조명의 운용
도로 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광제어 방법
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4.8.1 조절 대상
도로조명의 조절 대상은 연속조명, 대규모의 국부조명등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며, 교
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과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장소는 제외한다.

4.8.2 조절 방법
조절의 방법으로는 시간, 교통량 등에 따른 조광(디밍)제어 방식을 조명기구의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조명시설에 대한 격간 소등방법은 KS A 3701(도로조명기준)에 따라 도로조명휘도의 
종합균제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8.3 밝기의 정도
밝기의 정도는 보수율을 고려하여 표 4.1의 조명등급보다 밝게 운영되고 있으나 조광(디밍)제어를 
통해 최소기준까지 낮추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간교통량 등에 비례하여 표 4.1에서 정한 조명등
급보다 2단계까지 낮추어 감광할 수 있으나, 최소한 M5등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8.4 조절 시간대
조광제어 조절 시간대는 시간교통량 변동 특성에 따라 결정하며, 이후 해당 도로 시간교통량의 변
화가 발생한 경우 조광제어 조절 시간대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4.8.5 운영 예시 (차량교통량에 따른 조명시설운영)
에너지 절약을 위해 M3등급의 도로의 경우, 시간교통량이 교통용량의 60%이상이면 M3등급으로 
운영하며, 30-60%이면 M4등급, 30%미만이면 M5등급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구분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교통량 6,229 4,370 3,452 2,852 2,245 1,553 1,055 730 613 701 365 1,473 2,681

시간 
교통량/

교통 
용량

60%
이상

30-60% 30%미만
30-

60%

디밍 
제어

M3 M4 M5 M4

▪ ��스마트조명은 정보통신 기술, 응용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조명과 통신기기가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 조명을 칭함. 플랫폼 또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통
합을 기반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과 연결돼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구
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능형 조광시스템은 스마트조명의 일부분으로 디밍시스
템으로 분리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2016.12) : 도로조명의 
운용에서 디밍 관련 규정을 참조.

표4-14.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 2016.12)

<시간 교통량에 따른 디밍제어 운영기준 예시(경부선 : 대전나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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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지능형 조광시스템 밝기 변화의 고려사항

▪ ��도로조명 감소는 대부분 도로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조광시스템
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이 특정 지역은 시야가 짧은 커브가 많은 도로 
또는 교통 및 보행자의 이용량이 야간에도 지속하는 곳(ex. 병원 또는 기타 서비스 
시설)과 같이 가시성이 중요한 지역을 말함.

▪ ��일상에서 밝은 조도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어두운 도로로 진입할 시 적응
시간이 필요함. 별도의 적응 시간 필요 유무를 결정하는 휘도 변화 임계치, 휘도 변
화가 급격한 정도 및 운전자의 나이에 따라, 이러한 전환은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
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조명 레벨의 변화를 주어야 하면서, 야간 도로 사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넓은 지역을 어둡게 하면 일부 구역이 너무 어두워질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조광시스템(ex. 시간대별�감소�조명)은�도로와�환경을�지속해서�모니터링한�후�적
용되어야�함.�좁은�가로�및�주거지,�보행로를�일반적으로�어둡게�할�수�있는�시기를�
결정하기�위해�일정�기간�샘플링된�차량�및�보행자의�교통량�변화,�주변�상업지역(
상가)의�마감�시간,�대중교통�운송�시간�등을�고려하여�시민�및�주민�요구에�따라�제
공하는�것이�중요함.�또한,�악천후�시에�조광시스템은�바람직하지�않음.�일부�연구
에�따르면�안개,�눈,�비�등이�오는�동안�젖은�도로�위를�주행할�시�운전자의�가시성은�
등기구의�조도�저하로�인해�부정적인�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남(참조�:�미국�교통
국�:��「도로의�감광�조명�실시�가이드라인�Guidelines�for�the�Implementation�
of�Reduced�Lighting�on�Roadways」,�2014).

▪ �그 외 조광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다양한 사례연구에 대한 적용 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가 필요함. 사례연구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사람이나 차가 없을 때 밝기를 낮추고, 통행할 때만 밝기를 높이는’ 조광 제어의 공공조명 적

용 타당성 검토. 

-보행인 인지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조광시스템의 실효성 검토.

-중앙시스템과 조명의 쌍방향 통신으로 밝기를 제어하는 지능형 조광시스템의 공간조명 적

용타당성 검토. 

-서울시의 주중 시간대별 교통특성 구역별/시간별 조광 효율성 검토.

▪ �LED 기구의 요건을 공표함으로써 지능형 조광시스템 구현을 촉진함. 아래 기구
사양 요건을 자발적으로 점검하며, 시는 무작위로 LED 기구 검증 테스트 및 관리
할 수 있음. 

<LED 기구의 요건>

-�조광용 구동장치(Dimmable SMPS)의 종류 : 단방향 아날로그 0-10V 방식 또는 양방향 디

지털 DALI 방식. 

-조광용 구동장치의 단선 보호장치(Short Circui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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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용 구동장치의 과부하 보호장치(Over Load Protection).

-백본 네트워크 연동 API.

-게이트웨이와 노드간 통신.

-펌웨어 업그레이드.

-센싱방식.

-조광동작시간 설정(ex. 50%에서 100% 밝기로 증가할 때 걸리는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가

능).

<조광시스템의 요건>

-�에너지 모니터링 및 청구(Energy Monitoring and Billing).

-색상 제어(Color Controls).

 백색의 색온도 조절, 특별 행사·구역에 따라 차별적 요구에 부합.

-어댑티브 라이팅(Adaptive Lighting).

 센서, 주변 환경조건을 모니터하는 센서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로 조명의 밝기의 필요에 따

 라 적응할 수 있도록 함. 교통량에 따른 제어는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며, 동작 탐지기(동작감

 지 센서)는 거리 활동에 부합하는 조명 레벨로 조절되게 함. 기상 측정기(Weather Sensors)

 는 눈·비 혹은 다른 조건에 적응하도록 함. 예컨대 폭우가 내릴 때는 조도를 높이고, 청명한 

 날씨에는 다시 조도를 낮춤. 

-비상 대응 / 사고 대처(Emergency Response).

 소통하는 도로조명 시스템은 도시 관리자에게 공공 안전 이슈와 비상상황에 대처하도록 수많

은 기능을 제공함. 정보공유 연결망, 구급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는 건물에 섬광등(Flashing 

Light)을 점등한다거나 범죄나 사건 현장에 밝게 빛나는 빛(Brightening Lights)을 비추는 

것 등임. 그 밖에 흔한 적용사례로 등하교 안전지대에서는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 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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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동 점멸기 스마트 제어
제어방식 원격 점소등 전용 원격 점소등 및 조광운영 방식
통신방식 무선통신방식 무선통신방식
점등보고 점소등 개별감시 점소등 개별 및 그룹 감시 가능

LED 상태보고 불가 가능(소등 및 불량상태)
SMPS 상태보고 불가 가능(소등 및 불량상태)

관리프로그램 운영 운영
빅 데이터 분석 불가 운영데이터 및 통행량데이터 분석가능

프로그램 연동 호환성 불가(특정시스템만 가능) 가능(API연동 통한 타시스템과 호환가능)
제어기 확장성 확장시 복잡성 및 비용 증가 별도 투자없이 확장성 가능

기타 시스템 연동성 기타 시스템 연동 불가 날씨, 온도등 기타센서와 동일 플랫폼 연동 가능
에너지 절감 불가 최대 80%절감 가능

사물인터넷 기술 미적용 적용

▪ ��위의 조명제어방식을 자동점멸방식과 스마트방식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정
리 할 수 있음.

▪ ��현재 도로조명 제어시설은 분전함을 이용한 중앙제어 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고 
그 외의 방식으로 전력선 통신과 스마트 무선방식이 있음. 분전함 방식은 조광이 
어려운 방전등·가로등을 시간대별로 점·소등 할때 많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아직까
지 주요 가로등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미관과 저효율성으로 인하여 선진
국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음.

표4-15. 도로조명시설 조명제어방식 장단점

통신방식 고려사항

▪ ��전력선 통신과 무선통신 : LED 가로등 및 터널조명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장
치임. 도로시설 디밍설계의 장점은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아직 보급률이 낮은 이유
는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나, 현재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조광방식의 도로조
명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보급률 증가를 계획하고 있음.

종류 장치비 시공비 유지보수비 장점 단점
유선제어식 저 중 중 중앙 제어 시공비 상승
타이머식 저 저 저 최저 비용 고정 점소등 시간
GPS방식 중 중 중 시간대 차등 점등 중앙 제어 난이도

전력선통신 중 고 고 중앙 제어 원거리 통신, 확장시 고비용

양방향무선방식 중 중 중 중앙 제어 에러율 높음

스마트무선방식 고 저 저 지능형 제어 초기 비용 높음

표4-16. 자동점멸기 및 스마트제어시스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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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력선통신(PLC) 스마트 무선통신(Smart Wirless)

통신 방식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임(고주파 또는 저주파 방
식).

무선주파수대를 이용하여 통신함(2.4GHz 또는 
838 MHz같이 기타 저주파수대를 적용).

전력선 
요구사항

전력선에 연결된 기기들은 동일 전력망에 연결
되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전력선 요구사항에 부
합되어야 함.

무선기기들은 전력선의 변경에도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음.

국제 규격

전력선통신 규정과 규격은 매우 늦게 발전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전력생산과 장비 회사들의 
변화에 대항 대응이 늦기  때문임. 각국은 별도 고
유의 사양과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IEEE 802.15.4는 다양한 주파수대에 적용가능
한 기준임.

데이터 
전송율

협대역 전력선통신은 일반적으로 1mbps이하
의  정보전송에 적합함.

이론적으로는 54mbps 까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함. 현장에서는 주로 20mbps 데이터 전송
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음.

적용 방식
가정의 스마트미터, 실내조명제어, 단거리 설치
된 전력선망의 가로등제어, 그리고 기타 저용량 
데이터 전송에 주로 적용됨.

스마트시티와 빅데이터 적합함.

내구성
이상적인 조건에 내구성이 보장되나 실외적용장
소에서는 내구성 문제가 발생함.

신속하고 자가힐링기능은 어떠한 조건에도 안정
된 네크워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함.

설치 방식

대규모 전력선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선로필
터, 위상 신호결합장치, 리피터 등 전력선 통신
망을 확대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많은 장치와 비
용이 수반됨.

쉬운설치와 별도 통신선이 필요없음. 통신망 확
대가 상대적으로 쉬우며, 통신망의 문제점을 자
가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설치 
전문성

전력선통신 시스템은 설치와 네트워크 구축에 
전문가가 투입 되어야 함. 이러한 전문가는 충분
한 관련 교육, 훈련, 경험이 필요함. 더욱이 대규
모 전력선 통신망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많
은 비용과 복잡한 전문과정을 요함.

일반적인 전기공사 또는 시스템 구축 인원으로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특별한 전문기술, 자격증 
또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지 않음.

유지보수
전력선 교체나 변경시에 장치관련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장치 추가 또는 변경 시). 아울러 장
치교체에 있어 별도의 전문가를 필요로 함.

전력선에 어떠한 변화나 변경이 있더라도 무선
통신망에는 영향이 없음. 오류나 하자가 있는 장
치도 전체 통신망에 구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
아 유지보수빈도가 낮고 손쉽게 보수 가능함.

통신 
인터페이스

전력선통신은 전력선이 안정된 곳(가정, 빌딩, 
공장등)에 적합한 오래된 통신 규약임. 반면에 
실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통신 간섭(트럭, 기
차, 대형 금속물체, 극초단파 등)에 노출 되어있
어 여러 형태의 통신장애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무선통신에 있어 주요 국제적 개발
이 진행되어 왔음. 이러한 모든 발전방향은 와이
파이, 지그비네트워크와 같은 장치에서 최소의 
간섭으로 유지하여 통신에 이상이 없도록 검증 
받아 가장 안정된 시스템으로 적용 중임.

표4-17. 전력선통신과 무선통신 방식의 비교



IV. 서울시 도시빛 계획 133133

표4-18. 제어 방식 비교

네트워크 고려사항

▪ ��네트워크 인프라 자체가 지능화되어 데이터의 능동적 처리 및 제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기본 기반기술임. 서로 다른 서비스와 통신기술을 지원하는 네트
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신망을 구성할 때 방식간 간섭과 호환성에 대한 검
토 및 실증이 필요함.

▪ ��효율적인 조명운영과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현재는 양방향 디지털제어 
프로토콜인 DALI(Digital Addressable Lighting Interface)를 적용함.

방식 특징 단점 회로 구성

0-10V

-전류소스 아날로그방식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구성
-대기전력 0(relay 사용)
-30~70% 조광운영
-초기비용 다소 저렴

-거리에 따른 신호감소
-그룹제어 불가
-단방향 정보로 LED조명 
 상태정보 파악 안됨

DALI

-디지털 양뱡향 통신 제어
-LED/SMPS 상태확인가능
-개별제어 및 그룹제어 가능
-국제 표준 프로토콜 사용
-시스템 변경시 호환성 확보

-사전 커미셔닝 필요
-초기 투자비용이 높음

그림4-44. 무선 네트워크 운영방식 예시

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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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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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server

User access and control

Operation data analysis
센서와 작동기 프로세싱 통신·커뮤니케이션

지역네트워크

양방향 무선통신

인터넷 운영관리 서비스

원격서버

사용자관리

운영·관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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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여건

서울형 스마트 공간조명 선정기준 정립

핵심과제 4-3

LED 가로등의 보급 미흡

▪ �서울시의 LED 조명 교체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부문 조명을 약 90만 
개를 교체하였으며, 2015년에는 가로등의 LED 광원을 3,819등, 2016년에는 가로
등 LED 광원 3,018등을 개량하였음. 그런데도 2017년 12월 기준 가로등 전체에서 
LED 가로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23.3%로 다소 적음. 

LED 가로등 및 보안등에 의한 에너지 낭비

▪ �LED 광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정격전력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적용
되는 경우가 있음. 광효율은 높으나, 적절한 배광을 구현하지 못하는 LED 가로등
의 적용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 

광원별 LED보안등 나트륨/메탈 보안등 형광등 보안등

사진 

표4-19. 광원별 보안등의 유형

보안등에 의한 민원발생 증가

▪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자치구 민원건수 통계의 빛공해 피해유형을 분석
해본 결과 총 5,672개 민원 중 수면방해 4,808건(84.7%), 생활불편 455건, 눈부심 
350건, 기타 59건으로 나타났음. 빛공해 발생유형의 분석으로는 총 5,672건의 민
원 중 공간조명은 4,292건(75.6%)에 의한 민원으로 조사되었음. 

▪ �일부 LED 보안등의 경우 설치 위치에 따라 일반 광원을 사용한 보안등보다 눈부심
이 강하게 나타남. LED 광원의 특성상 기구 설치지점 주변의 수평면 조도가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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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등에 대한 설치기준 미흡

▪ �도시공원에서 조명은 크게 경관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경관조명의 역할과 시민
의 안전을 고려한 보안등의 역할로 볼 수 있음. 공원조명은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
조명과 달리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미적인 경관을 좀 
더 치중하여 기준정립이 세분되어야 함. 

▪ �KS 조도기준(KSA 3011)이 모든 공원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공원 유형 및 공간특
성에 맞는 옥외조명 조도 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함. 

효율성 중심의 LED 조명환경 연출의 문제

▪ �LED 조명은 다양한 색상 연출과 작은 크기로 인한 유연한 발광모듈 구성으로 기
존 인공광보다 풍부한 색상의 스펙트럼으로 창조적이고 자유롭게 다양한 공간 연
출이 가능함. 

▪ �현재 국내에서는 LED 조명의 다양한 색온도 연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특
성과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무분별하
고 일률적으로 LED 조명 색온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대상 공간과 그곳 이용자의 관계성에서 더욱 다각적이고 세심한 조사 연구를 바탕
으로 한 색온도 계획이 요구됨. 

세부계획  

스마트 공간조명 선정기준 

기술적 요건
▪ �LED는 조광(디밍) 구현을 하기에 적합한 광원임. 여타 광원의 경우, 감광시 급격

한 색 전이가 일어나거나(고압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조광에 한계치가 있
지만, LED는 특별한 기술적 장치 없이도 점진적 조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광 구
현을 하기에 가장 적합함. LED 가로등 및 보안등은 조광 될 수 있는 제어시스템
으로 구축되어야 함. 문제는 조광 방식(Dimming Method)과 조광 인터페이스
(Dimming Interface)인데, 기술발전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용현장
의 여건과 적용 시점의 기술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 �LED 광원의 광효율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사용전력(W) 대신 기구 광속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최소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필요 이상의 출력 광속을 지

히 높아지고 보행로 조도의 불균일성이 심화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LED 보안
등이 설치된 골목길의 수평면 조도는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참조 : 2017 서울시 빛공
해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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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 LED 가로등이 선정될 수 있음. 
▪ �LED 등기구 구동 장치는 조광용으로 선정하되 LED, SMPS, 통신 장치 등의 고장

유무와 원인 및 동작 상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선정해야 함. 센서가 내장된 조
광 장치를 선정하여 설치 및 유지 보수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며, 시간대 및 도로 교
통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할 수 있도록, 조광단계가 1%에서 100%까지 선형 그래
프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상향 및 하향 조광시간은 자유롭게 설정·운영이 가능
해야 함. 예를 들어 50%에서 100%로 갑자기 밝아지거나 반대로 어두워질 경우 빛
공해 또는 도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광학적 요건
▪ �도로조명의 경우, 가장 중요한 광학적 요건은 균제도임. 감광하여 균제도가 떨어지

는 도로조명은 조명을 안 한 도로보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 
▪ �현 보행등의 경우, 수평면 조도뿐만 아니라 수직면 조도도 확보되어야 함. 보행자

가 주변이나 다가오는 다른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어야 보행로의 안전성이 확보됨. 
▪ �심의 시 도로의 등급 및 보행로의 특성을 고려한 등기구 선정과 설치 지역의 외부

환경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골목길의 구조 및 형태에 
따른 보안등이 선정되어야 함. 

디자인적 요건
▪ ��조명장치의 디자인은 광학구현과 직결되어 있음. 빛공해 방지를 위해 차광판 부착

으로 빛침해를 방지하는 도로조명기구는 도로조명의 필수적 광학기준을 만족시키
기 어려움. 

▪ �반사판이나 렌즈 혹은 커버가 없이 광원이 직접 노출된 LED 가로등은 디자인적 
수준이 낮을뿐만 아니라, 먼지 및 오물에 의해 광량이 감소하고 더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됨. 

공간조명의 설계기준 세분화 

▪ �도로조명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임. 새로운 기술로 안전을 유지하여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또한, 도로조명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
과 새로운 기술통합이 필요함. 새로운 제어 및 안정기 기술의 출현을 통해 교통량, 
날씨, 조명 컨디션, 보행량 등을 맞출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표준의 적용을 필수적으로 함.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KS C 8010, 배광 측정 방법(도로조명기구)

-2015 서울특별시 LED 보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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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LED 모듈·커넥터 전원공급용 컨버터 표준

가로등
▪ �가로등 배치 시 도로의 환경(커브, 교차로, 주차, 보행자 및 다른 안전한 시스템의 

존재 여부)이 검토되어야 하며, 조명계획의 데이터는 등기구 유형, 등기구 설치 기
준, 디자인 레이아웃, 예측된 휘도와 조도, 유지 보수 계획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함.

보안등
▪ �현재 보안등에 대한 조명설계 기준으로 KS A 3701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적용

기준과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기준이 있음. 보안등의 기준도 
골목길의 선형과 통행 밀집성, 주변 밝기 등에 따라 세분되어 적절한 밝기가 유지
될 수 있어야 함.

공원등

▪ �야간 도시공원의 경관적 가치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조도수준으로 
인한 우범화, 공간적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밝기 분포·색온도 등의 문제점을 간과
하고 있음.

▪ �빛의 적절한 사용기준을 정립하고, 쾌적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양호한 야간경
관을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 야간경관과 시민 생활에 영
향을 미치는 공원조명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색온도 기준

▪ ��현재 서울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LED 공공조명의 높은 색온도(5,000K 이상) 연
출은 건강·인지·심리 및 심미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건강·생태 : 청색광을 띄는 높은 파장대의 색온도에 대하여 특정 호르몬 분비억제와 시력

에 악영향과 같이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어 의학계에서는 낮은 색온도의 도시조명 연

출을 권고하고 있음.

-인지 : 인지적 측면에서 야간 환경에서 암순응 시간은 장파장 영역이 많은 낮은 색온도에

서 짧아 도시공간의 야간 이용자들은 낮은 색온도의 공간에서 공간인지가 용이하며 야간 

도시공간에서 쉽게 나타나는 안개와 운무가 높아질수록 빛의 투과성이 큰 장파장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된 낮은 색온도에서 공간이 잘 파악됨.

-심리와 심미 : 일정 밝기에서 조도수준과 색온도 수준은 비례하여 쾌적하게 지각되며 야

간 도시환경과 같이 낮은 조도수준의 공간은 낮은 색온도에서 쾌적한 공간으로 사람들에

게 지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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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 대상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색온도 지정이 필
요함. 서울시 도시 공간적 특성과 용도, 이용자의 특징과 이용정도, 계절 및 시간대
별 조명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과정을 수반하여 색온도계획이 요구됨.

▪ ��색온도와 에너지 효율 정책의 정합성을 갖추어야 함. 에너지 효율만을 강조한 정
책보다는 야간경관 품격 향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생태계 보전 등이 반영된 정
책 방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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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야간환경 정비

▪ �서울시에서는 현재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 
공간의 재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14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도모델 13개소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14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추진 중임.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한 지역
별 야간환경 정비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서울에서는 7개소(묵2동, 천연동, 수유1동, 불광2
동, 난곡동, 제기동, 독산1동)가 선정되었으며, 주거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소규
모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임. 

계획배경 

계획방향 

도시재생 유형별 공간 이슈에 따른 야간환경 개선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에 의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요목적 및 성격에 따라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쇠퇴·낙후 산업(상업)
지역’,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노후 주거지역’으로 구분되는 서울형 도시재생유형
을 따름. 도시빛 계획에서는 관련 계획 및 사업 간 연계를 위해 도시재생유형별로 야
간경관 및 조명 관련 주요 이슈 및 계획요소를 도출하며, 기존 사업대상지의 야간환
경 개선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

핵심과제 5-1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5-2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및 역사문화자원 특회지역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5-3 노후 주거지역 야간환경 정비

권역 1단계 (13개소) 2단계 (14개소)

도심 5
서울역, 세운상가,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창신숭인, 해방촌
2 정동, 용산 전자상가

동북 4 창동·상계, 장안평, 성수, 장위 7
4.19사거리, 마장동, 청량리

수유1동, 창3동, 안암동, 묵2동

동남 1 암사 - -

서북 1 신촌 2 불광2동, 천연·충현동

서남 2 가리봉, 상도4동 3
영등포·경인로, 

독산동 우시장, 난곡·난향동

표4-2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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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일대, 창동·상계 일대, 장안평 일대, 영등포·경인로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
생지역의 경우 지역의 관광거점이자 교통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역세권을 중
심으로 대규모 기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공간적 이슈로는 대규모 기반시설로 인한 지역단절, 상권침체로 인한 공동화 현
상, 부족한 문화 및 생활 인프라,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이 있으며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함.

▪ �최근에는 서울로 7017 고가공원이 완공되어 서울역 주변 역사 문화 관광을 연결하
는 중심점으로서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현재 야간 보행환경 정비 및 도시미
관 증진을 위한 전략적 조명계획이 필요한 시점임.

▪ �창동상계 일대, 영등포·경인로 일대 주변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 혹은 대학의 
인적·기술적 자원의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함.

계획여건

세부계획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5-1

기반시설의 입체적 빛 연출을 통한 도시 미관 증진

▪ ��도로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을 투사하
며, 구조체가 위치한 공간의 수평적·수직적 요소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주변 경
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특징적으로 연출하도록 함. 구조체와 직접 결합하여 조명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부에 위치시키거나 외부의 홈을 이용해 부착하여 광원
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서울역의 경우 서울역 일대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서울로 고가공원의 조명정비를 
통한 선적인 연출이 가능함. 고가공원이 지나가는 도심부의 지역별 문화적, 역사
적,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 있게 연출하되 전체적인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함. 그 외에도 서울로에서 보이는 경관, 일반도로 및 보행로에서 보이는 서울로의 
경관, 주요 조망점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로의 경관 등 경관의 관계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 ��고가공원 및 주요보행축을 따라 위치한 주요 건물들을 중심으로 입면 전체에 LED
를 활용하여 도심지역의 역동성과 표정을 만드는 예술적 도시 이벤트의 기획이 가
능함. 이러한 공공 프로젝트를 운영할 경우 ICT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 및 자생
적 재생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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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연출 시, 조명 운영시간, 적정 배치간격 등을 조정하여 인근 주민과 상인들
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레이져 등과 같
은 투광기는 행사시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 민관 협
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조명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
록 함. 

그림4-45. 자연물과 인공물의 대비, 조화를 통해 도시공간경험을 극대화하는 하이라인의 야간조명 연출

역세권 일대 조명의 통합적 정비

▪ ��역세권 일대의 조명기구에 의한 과도한 빛 방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빛공
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르도록 함. 이를 위해 디
머장치 이용, 등기구 교체 등의 방법을 통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역사, 버스환승센터, 고가차도 등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역세권 일대 조명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함. 지역의 주요 교통거점 환경정비는 지역 이미지 개선에 중
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일대 야간환경계획이 
이뤄지도록 함. 또한, 색채계획, 웨이파인딩 시스템 등과의 연계가 고려될 수 있음.

▪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시야에 투광기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조사각 설정
에 유의함.

▪ ��버스 정거장 등 도로에 위치한 대중교통 시설의 캐노피 조명은 눈부심을 유발하는 
누설광을 최소화하여 설치함.

공동화지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역 연계

▪ ��공동화에 따른 안전과 보행 쾌적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야간 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주요 보행축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하도록 하며,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명을 통
해 눈부심을 예방하고 상시 적정 범위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야간환경 정비 시,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 지역과의 연계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경계부의 광원 통일, 색온도 범위 지정 등을 통해 
공간조명의 연속성을 주어 공간적 단절을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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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상가 일대,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정동 일대, 용산 전자상가 일대, 마장동 일
대, 독산동 우시장 일대,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4·19 사거리 일대, 안암동 캠퍼스
타운 중심지시가지형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력이 침
체되고 공간의 노후화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야간시간대 공동화로 인해 보행 안
전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발전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도심산업경제의 중심축으로 역할하거나, 
특화산업 밀집지역, 역사문화자원 보유 지역으로서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
우,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육성이 필요하며 주·야간 시간대의 다양한 커뮤니
티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계획여건

세부계획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 및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5-2

쇠퇴·낙후 산업(상업)지역의 특화 콘텐츠 개발 

▪ ��산업구조의 변화로 쇠퇴한 지역의 경우 최첨단 조명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신산업 
인프라 구축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함. 세운상
가, 용산전자상가 등의 전기·전자·제조업 지역들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매체 기술, 광전기 기술의 결합 및 영상, 소리 등을 통한 새로운 빛 연출 이
벤트를 기획함으로써, 도시조명의 미적·기술적 개선을 위한 실험적 플랫폼의 구축
을 유도함.

▪ ��침체된 산업 및 상업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
해 조명을 통한 공간의 새로운 연출 방안을 모색함. 시장, 상가 등 방문객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한 공간은 LED 등을 통한 미적 연출뿐만 아니라 간단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입체적 전략이 필요함.

▪ ��진입로, 교차점, 휴식공간 등 이용객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성격과 역할을 이해하
고 그에 맞는 조명 전략을 세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아케이드와 같은 선형구조의 
보행로를 따라 천장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등 특화전략을 통해 방문객을 유도함.

▪ ��주간 시간대와 연계된 야간 콘텐츠 운영계획을 통해 방문객의 활동을 유도하고 공
동화를 방지함. 지역 예술가, 주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콘텐츠
를 다양화하고 특색있는 공간조명 및 빛 이벤트를 연출함.   



IV. 서울시 도시빛 계획 143143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의 전통적·현대적 공간의 조화가 이루어진 야간경관 연출

▪ ��재개발된 도심은 기존의 근현대 건축물을 하나의 작품처럼 연출하고 과거와 현대
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명을 연출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조명은 대상물의 구조와 재료에 따라 연색성과 색온도를 적정하게 선정
하여 설치하도록 함.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거리와 높이 조절을 통
해 등기구가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주변 공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함. 

▪ ��문화재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들의 입면을 조화롭게 연출하고, 대상지의 장
소적 맥락에 맞는 야간경관을 연출함. 

▪ ��서울성곽 안 미디어파사드 설치 시, 장식조명 허용기준에 따라 절대 금지지역, 조
건부 금지지역, 허용 가능구역을 구분하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및 제도적 보완

▪ ��특정산업(상업)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
역거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단계적으로 충분히 진행하도록 함. 공청회, 시
민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주거나, 간판 재정비 등의 야간환경 개
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하며,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함.

▪ ��랜드마크적 성격이 있는 주요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건축, 조
경, 공공시설의 통합적인 조명계획을 통해 도시 미관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 효
과를 극대화하도록 함. 

▪ ��일상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실질
적 규제 방안이 필요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비가 이뤄져야 함. 현
재는 허가대상 광고조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
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빛공해를 유발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그림4-46. (좌) 베이징의 The Place, (우) 라스베가스의 Fremont Street에 설치된 천장형 LED 스크린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144

▪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성수동, 신촌동, 암사동, 장위, 상도4동, 수유1동, 창3
동, 불광2동, 천연·충현동, 묵2동, 난곡·난향동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지역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노후 주거지역 등이 섞여 있어 물리적 노후화, 고
령화, 주민갈등 등의 공간적·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활권 단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주거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조명 지침의 마련이 필요함.

계획여건

세부계획

노후 주거지역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5-3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빛공해 방지 대책 마련

▪ ��주거지의 빛공해 피해는 침입광, 산란광 및 글레어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 특히, 가
로의 폭이 좁은 노후주거지의 경우, 보안등과 건물 간의 거리가 확보되지 못해 침
입광에 의한 빛공해의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공간 정비계획이 필요함. 

▪ ��주거지 적정 이격거리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명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폭 
및 보도폭에 따른 조명기구의 배광각도, 등주높이, 유효조명 영역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이 필요함. 실질적으로 조명 방향조정, 차광판 혹은 차광막의 설치, 글로브 표
면의 코팅처리, 등기구 교체 및 점멸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빛공해 저감
이 가능함. 

▪ ��과거에 설치된 확산형(Non-cut off type)보안등 기구에 의한 침입광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 다가구와 다세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안등기구의 교
체를 추진함.

▪ ��주거지 밀집지역의 가로등과 보행등에서 발생되는 후사광에 의한 침입광을 방지
하기 위해,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조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기존 설치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전주에 최적화된 보안등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주민 요구에 의한 야간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

하는 한편, 소외된 지역의 야간환경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균형있는 빛 공급
이 이뤄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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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보행환경 정비

▪ ��차도등을 포함한 가로등의 경우, 도로조명 등급을 5가지로 구분하여 설정된 평균 
노면 휘도, 종합 균제도, 차선축 균제도, 눈부심지수 최대허용치 기준을 준수하도
록 함.

▪ ��보행등의 경우, 야간 보행자 교통량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적은 도로를 구분
하고, 수평면조도와 연직면조도를 함께 고려하여 정비함. 보행자의 안전성 및 시야 
내 대상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KS 조도기준을 준용하며, 진입로, 교차로, 
휴게공간 등 주요 활동 거점 및 보행 흐름을 파악하여 조명 시설을 보완하도록 함. 

▪ ��보안등의 경우, 보행등에 준하여 설치하며, LED 보안등은 서울특별시 LED보급기
준의 권장기준을 준용함.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 다문화 지역 등 인구학적 특성의 반영

▪ ��1인가구의 증가, 인구노령화, 다문화지역 형성 등의 사회인구학적 이슈와 관련한 
주거지의 변화양상 및 문제점을 고려하여, 주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야간부문 전
략을 마련함.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 타 디자인 분야 정책과의 연계
가 필요함.

▪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이슈별 관련부서 및 전문가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 
조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 연계 및 확대가 가능하도록 함. 
시민참여를 위한 콘텐츠 구상 시, 서울 디자인 거버넌스 등 관련 기관에서 실행 중
이거나 계획이 있는 사업과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증진
시킴. 

생활권 기반의 시민 체감형 야간환경 전략 수립

▪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2018
년 수립된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노후주거지의 야간환경정비가 이뤄지도록 함.

▪ ��생활권별 주민 의견, 보행 이용, 수요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우선적 공급 필요시
설을 중심으로 야간환경을 개선하고 균형있는 생활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도록 함. 

그림4-47. 푸른 가로등 도입을 통한 심리 안정 및 범죄 예방 효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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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6. 시민의 일상적 야간생활환경 정비

▪ �서울시에서는 생활권계획을 통해 서울 시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을 지역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 가능한 방향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은 경관에 초점을 두고 계획되었으므로 이번 계획에
서는 구체적으로 생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다룸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함.

계획배경 

계획방향 

▪ �현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과 연계하여 안전한 주거공
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또한, 지역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

▪ �연령, 장애에 상관없이 서울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야간환경조성을 위해 기존 
유니버설디자인의 야간부문 지침을 구체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생활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활서비스시설 관련하여 야간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제고함.

핵심과제 6-1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6-2 지역 생활서비스시설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6-3 장애없는 야간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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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서는 야간환경의 정비와 
공공디자인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음.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
mental Design)을 적용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나 
가이드라인이 다양하고 해외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
의 사회적, 공간적 특수성이 고려된 도시빛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함.

▪ �일상적 주민 생활공간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관 혹은 전문가 주도에 의한 방식보
다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계획여건

세부계획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6-1

서울시 야간 보행환경 취약지역 집중 정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범죄 발생시간은 밤(오후9시-12시)가 가장 많았으
며, 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은 노상에서의 범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2016년 
기준). 밤거리의 도시위험도는 성동구, 송파구, 종로구, 도봉구, 마포구 순으로 높
게 나타나고 밤늦은 야간보행 시 보행환경만족도는 금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
동구, 영등포구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범죄율이 가장 높은 야간 노상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위험도가 높거나 보행
환경 만족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단독주택과 

연도 주체 연구 및 지침명
2005 경찰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2007 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2007 산업통상자원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표준화 연구
2009 서울시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2013 교육부 학교 셉테드 가이드라인
2013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셉테드 가이드라인 
2013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표4-21.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서울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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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밤거리 도시위험도에 따른 
야간환경 정비 필요지역

야간보행시 보행환경만족도에 따른 
야간환경 정비 필요지역 

지역 성동구, 송파구, 종로구, 도봉구, 마포구 금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CPTED 원리를 적용한 공간유형별 정비 방향

표4-22. 밤거리 도시위험도와 야간보행시 보행환경만족도(출처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

용도 공간유형별 정비 방향 
CPTED 
적용원리 

주거지역

내용

• 단독주택 및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경우, 건물 주변에 형성되는 감시의 사각지대
를 최소화하고 가로의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조도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
도록 함. 시스템감시와 사람에 의한 자연감시를 적절히 조율하여 감시의 효율을 높임. 

•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 좁고 가파른 골목으로 인한 시야 차단 및 범죄의 가능
성이 많음. 보행로의 단차를 고려하여 조명 높이를 충분히 설정하되, 주거시설에 빛공해
를 유발하지 않도록 컷오프형 기구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야간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역성을 강화함으로
써, 범죄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범죄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

자연감시
영역성 강화
활용성증대

예시 

상업 
및 

준공업
지역 

내용

• 준공업지역의 경우 방치된 공간이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파악을 통해 범
죄예상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공간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장치를 제공하여, 예
상되는 범죄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공동화지역 내 주요 보행로와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보행로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 
야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활용성과 명료성을 강화. 자연감시

명료성강화
유지관리

예시

X O

O

X

다세대, 다가구 밀집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상황별, 공간유형별 분석을 통해 구체
적인 조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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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내용

• 공원의 조명은 식재된 조경수의 높이보다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 빛이 차단되지 않도
록 함. 

• 빛의 연색성을 높여서 전방거리를 확보하고 물체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 상황
에 미리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 범죄 가능성이 높은, 빛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위치와 간격을 설정.

• 진출입로, 교차로 등 주요 보행지점은 원거리에서도 잘 보이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
여, 비상시 접근이 수월하도록 함.  

자연감시
명료성강화

예시 

X O
표4-23. CPTED원리를 적용한 공간유형별 정비 방향

시민참여형 프로젝트 확대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 시스템 마련

▪ ���CPTED의 개념은 예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
트웨어적 접근 방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지역별 사업 시행 시 시민참
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커뮤니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
공미술 프로젝트, 디자이너 협력 프로젝트, 관련 업체 지원을 통한 주민 활동 프로
젝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업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 ��봉사활동, 이벤트성 기획 등을 통한 범죄예방 캠페인을 하던 과거의 소극적 방식에
서 벗어나 시민 디자인단의 모집, 기업연계형 캠페인,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 아이
디어 공모 등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 ��시민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사업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유
지관리 하고 범죄예방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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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시설 정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보행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유형

유형1. 권역 생활서비스시설 유형2. 지역 생활서비스시설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급을 검토할 시설

주민 체감 및 지역밀착 시설로서 주민의 일상
생활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시설

시설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복지시설, 보건소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생활권계획에 따라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보행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생활서비스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생활서비스 시설의 종류는 크게 권역 생
활서비스시설, 지역 생활서비스시설로 나뉨.

▪ �본 계획에서는 생활권계획에서 정의하고 있는 권역 생활서비스시설과 지역 생활
서비스시설 두 유형을 중심으로 야간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음.

계획여건

세부계획

지역생활서비스시설 야간환경 정비

핵심과제 6-2

권역 생활서비스시설의 야간환경 정비

▪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지역행사 운영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야간환경 전략을 함
께 구상하도록 함. 공간 연출뿐만 아니라 지역홍보 및 야간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조명연출기법을 활용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접근로, 주차구역, 건물 출입구, 방향 조절 시 부딪히기 쉬
운 벽, 모서리의 조명 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
간 유형별 야간환경을 정비함.

▪ ��지역주민복지시설의 경우, 야간 시간대 이용 시 인근 주거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
하여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조명정비가 이뤄지도록 함. 복지시설에 야
외 공공 시설이 갖춰져 있을 경우, 적정 조도를 유지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

표4-24. 생활서비스시설의 정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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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함. 시설 운영시간 외 실내조명이 꺼져있을 경우에도 야외조명을 상시 운영하
도록 함으로써, 인근 지역의 보행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지역 생활서비스시설의 야간환경 정비

▪ ��공원의 경우, 도시 속 여가 공간으로써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야간시

그림4-48. (좌)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인터랙티브 정보시스템, (우) 근린체육시설

간대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
한 야간조명환경의 정비가 필요함. 공원의 공간조명 연출을 통해 자연물, 인공시
설물을 조화롭게 연출하고, 일상적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연색성을 높여 자
연에서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하며, 진출입로, 교차로 등을 지나는 보행축을 중심
으로 함. 또한, 바닥조명, 열주조명 등의 연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야간 커
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함. 안전을 위해 빛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조명을 보
완하도록 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해 운영시간에 따른 디밍시스템의 운영도 고려될 
수 있음.

▪ ��주차장의 경우, 주차 구역별 센서를 통한 디밍시스템을 운영하여 에너지를 절약하
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이용객 연령층의 특성에 맞춘 공간조명 연출이 가
능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년기의 시각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적정 조도와 색온
도의 조절을 통해 공간 및 사물 인지가 쉽도록 함.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 유도를 
위해 현란하고 강한 색상의 조명은 가급적 피함.

▪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은 청소년 아동층의 다양한 학습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터랙티브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조명 연출을 고려함.

구분 장소 권장조도(lx): 최저-표준-최고 
건물 입구 30-40-60

통로 30-40-60
공원 전반 6-10-15

주된 장소 15-20-30
정원 길, 집밖, 층계 6-10-15

강조한 나무, 꽃밭, 석조공원 30-40-60
배경-관목, 나무, 담장 15-20-35

전반조명 3-4-6

표4-25. 오픈스페이스 조명 KSA3011(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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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1종 2종 3종 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표4-26. 체육시설 조명 설치 고려사항(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조명기구 빛방사허용기준)

경기장 경계로부터의 직선거리 경기장 방향 연직면 조도 
50m 40lx 이하
200m 20lx 이하

표4-27. 전문체육시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에 따른 연직면 조도 기준 

▪ ��공공체육시설은 근린생활권대의 야간 체육활동이 이뤄지는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
함.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 연색성을 높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인접해있
는 주택가에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변부는 컷오프형 조명을 사용하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전문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옥
외경기장은 거리에 따른 연직면 조도 기준을 준수하여, 인근 지역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함. 인근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눈부심으로 인한 불쾌감 또는 불편을 초래하
는 경우 후드(Hood), 차광막, 루버(Louver)등과 같은 보조광학장치를 설치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음. 체육 활동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
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근로, 교차로, 쉼터, 편의시설 등 주요 활동 거점들을 연계
하여 조명시설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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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22.9%에 
이르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양적 공급 
및 개발에 의한 성장 정책에서 낙후한 지역 공간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 및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경
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이 강조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
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7)’을 수립하여, 노년층,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음.

▪ �해외에서도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가이드라인의 수립 등 다
양한 사회구성원의 공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서울시의 관련사업으로 LED 점자블록 설치(2016), 어린이 보호구역의 옐로우카펫 
설치(2016), 횡단보도 집중조명 강화(2017) 등이 있음.

계획여건

장애없는 야간생활환경 조성

핵심과제 6-3

인구고령화 등 서울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야간생활환경 개선

▪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주택, 신도시 건설 시 콤팩트시티와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
령자를 배려한 도시설계 및 주택설계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명 계
획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특히, 버스정류장, 공원, 산책로 등 고령 친화적 요소들
을 중심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공간 개념을 반영한 가로환경 정비가 이
뤄져야 함.

▪ ��고령자는 조명의 연색성, 색온도를 정확히 인지하기 힘들고 빛의 산란에 의한 눈
부심 현상도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환경보다 높은 조도의 조
명기구를 설치하고 반사판 등의 활용을 통해 눈부심을 방지하는 등의 세심한 배려
가 필요함.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통행이 10-18시까지 고르게 분포하며, 새벽 시간대인 
05-07시에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일반인의 경우 평일과 주말
의 통행패턴이 극명하게 다른 반면 고령자의 행동패턴은 주말과 평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고령자의 생활패턴과 활동시간 등이 섬세하게 고려
되어야 함.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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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9. (좌) 광명시 신호연동 점자블럭의 설치, (우) 옐로카펫구역 야간 모습

장애 유형에 따른 조명계획 

▪ ��청각 장애일 경우 수화를 하기 위해서 밝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시각 장애인 경우 
밝은 공간은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음. 그 외, 학습 장애를 위한 조명의 밝기나 자
연광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한 계
획의 수립이 필요함.

기존 공공부문 사업과의 연계 및 연구 활성화

▪ ��신호등과 연계된 LED점자블럭 등 교통시설 간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층
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 그 외, 사고 예방 효과, 심리적 효과, 접근거리에 
따른 시인성 등 상황별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함.

▪ ��서울 디자인 거버넌스에서는 한강공원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 디자인(2017), 
어르신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디자인(2016), 광역버스 정류장 서비스 디자인
(2018)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야간환경 및 조
명 관련사업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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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7. 좋은빛 관리 체계 및 도시 간 정책 교류

▪ �서울시의 야간경관은 고효율 LED 가로등의 사용 확대와 인공조명이 설치되는 지
역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함. 

▪ �양질의 도시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량 저감이라는 장점을 
강조하고 조명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명 전략을 개발해야 함. 현재
의 서울시는 야간경관의 미적인 측면을 유지하면서 빛공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임.

▪ �조명의 강도를 낮추는 정책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인공조명으로 
인한 직접광과 반사광이 어두운 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빛공해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특정지역으로 국한 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서울시에서 고압 나트륨램프에서 백색 LED 조명으로의 교체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LED 조명이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빛의 스펙트럼 범위를 증가시키고 있고, 단파장에서 더 크게 발생
하는 레일리 산란(Rayleigh Scattering)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밤하늘에 스카이글
로우 발생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와 빛공해 인지도 증가에 따라 빛공해 민원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빛공해 해소를 위한 조명 소유자들의 개선 실적은 저조하고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계획배경 

계획방향 

▪ �서울시의 야간경관과 생태학적 보전 차원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어
두움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을 유지하고 점차로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
책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서울시가 가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의 적합성 분석 및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기준
이 필요하며, 빛방사허용기준 유예기간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을 통하
여 사전 조치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핵심과제 7-1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핵심과제 7-2 서울의 밤하늘 보존 계획

핵심과제 7-3 선진도시 거버넌스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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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2015.8.10)에 따라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내
에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은 즉시 빛방사허용기
준 준수 의무가 발생하며, 기존에 설치된 옥외 인공조명의 경우 5년간의 법적용 유
예기간이 주어짐.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2015.8.10) 이후 5년간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
의 종료 시점(2020.8.9)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의 정착
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유예기간 이후 법적 제재가 시작될 경우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의 반발과 주민들로부터 빛공해 민원 발생에 따른 빛환경 관
리 행정의 혼란이 예상됨. 따라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에 대한 단속 등 행
정 조치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조
명에 대한 개선 유도 등 도시빛 관리 행정의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제도의 도입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대책 마
련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요구됨.

▪ ���우리시는 빛환경 관리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택가 빛공해 해소를 위한 보안등 개선 
사업,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개선 사업, 옥외조명 기초 자료조사를 위한 옥외조
명 실태조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빛공해 민원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계획여건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

핵심과제 7-1

그림4-50. (좌) 주택가 빛공해 해소를 위한 보안등 개선 사업 전, (우) 개선 후

그림4-51. (좌)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개선 사업 전, (우)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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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공해 저감 방안을 위한 기반조성 등 로드맵

▪ � �빛공해저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및 관리 대상 
조명(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에 대한 기존의 빛공해 저감방안 조사와 저
감 효과에 대한 물리량 분석 및 주민과 조명 소유자 만족도 평가 시행이 선행되어
야 함.

▪ � �조명의 종류별(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특성 및 최신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기구 교체, 차광판 설치 등과 같은 기존 방식에 추가하여 더욱 높은 효과의 빛공해 
저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이후의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에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빛공해 발생 실태 조사 후, 조도 및 휘도 값을 측정·분석함. 결
과에 대한 내용은 해당 조명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른 조명 개선 계획을 요
구하고 불이행 시의 행정조치 사항을 고지함.

▪ �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이후에는 유예 조치를 받은 조명에 대하여 개선 
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추가 빛공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함. 개선 여부 확
인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명 종류별 개선 계획, 개
선 시급 지역, 유예기간 전후 시기를 고려하여 개선이 시급한 조명기구에 대한 저
감방안이 도출되어야 함.

▪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빛에 대한 인식
을 개선하는 ‘빛공해사진·UCC 공모전’,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홈페이지 운영’,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등 현재 수행 중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유지·보
완해 나가야 하며 빛공해 방지 체험행사, SNS 및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조명환
경관리구역·좋은빛 홍보자료 개발, 좋은빛 모범지역 선정 및 견학 프로그램 마련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그림4-52. (좌) 2018 빛공해사진·UCC공모전 시상식, (우) 2018 어린이청소년부 서울시장상 대상작

세부계획  

▪ � �또한, 빛공해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의 자발적 개선 유도 방안, 빛환경 개선을 위
한 신기술, 자치구별 빛공해 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 투자 방안 등 빛공해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이 필요함. 25개 자치구는 빛공해 전담 조직과 인력의 개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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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개선 및 제로 대책

▪ � �빛공해에 취약한 노후 조명은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확산형 조명기구는 컷오
프형 LED 조명으로 교체,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빛공해가 심한 노후 전광류 광고
물은 빛공해 저감 방식의 광고물로 교체를 유도함. 빛환경 개선사업인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사업’ 등은 빛공해 발생지역을 중
심으로 지속해서 추진함.

▪ � �자치구에서는 기타 빛공해 개선 방법으로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에 대하
여 개선대상 조명기구의 문제점 조사 및 침입광 예상지점의 빛공해 측정 후 빛공
해 해소 방안을 유도함. 또한,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단속 안내 및 빛공해 개선 홍
보 강화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협조가 필요함.

▪ � �신설조명 빛공해 제로 대책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행 이후 설치된 조명은 
설치부터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 공간조명, 장식조명은 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통한 빛공해를 해소
하며, 설치 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빛공해 점검 계획

▪ �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 검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나, 자치
구 자체 점검 실적이 미진한 실정임. 점검을 통하여 빛공해 법적 점검업무 수행 및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시설에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함.

▪ � �조명기구 소유자에게 유예기간 이후 행정조치 안내 및 신규조명 위반 시 즉시 개
선조치 유도 등 홍보가 필요함. 기존조명 소유자에게는 유예기간 중이라도 빛공해
가 없도록 개선요청을 권고하며, 유예기간 완료일(2020.8.9)까지 개선 완료 이행 
요청 및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 사항을 안내함.

마련해야 함. 빛공해 전담부서는 자치구 옥외조명 실태조사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를 
수집·분석하고,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과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빛공해 민원 대처 방
안 등에 관한 프로세스가 계획되어야 함.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의 적합성 조사·분석, 실효성 확보

▪ � �빛공해방지법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에 따른 고려사항을 기초로 한 서울시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대한 적합성 조사 및 분석이 요구됨.

▪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기
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현재 수립 중인 관련 상위 정책들을 조사하여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이 상위 정책의 비전·목표·계획에 정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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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함.
▪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따른 특이사항 발생지역(ex. 조명환경관리구

역 종별 경계 인접 지역,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분석과 실태조사 시행 후, 국내 
지정 사례 및 해외 운영 사례 조사 등을 통한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방법과 운영
에 대한 개선안이 요구됨.

▪ �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적용이 필요한 예상 지역과 빛방사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필
요 요건들을 추가 조사한 후,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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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여건

서울의 밤하늘 보존계획

핵심과제 7-2

�▪ ��IDA(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는 암천지역(Dark Sky Places)을 5
가지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있음(과거에는 3가지로 분류, 현재는 5분류로 세분화).

번호 구분 내용(지정조건)

1
International Dark Sky  

Communities

지역사회,  밤하늘 보호를 위한 조건을 해당 도시의 시민들과 
관공서 등이 그들의 도시에서 밤하늘을 보호하기 위한 조명 프
로그램과 시설의 교체는 물론 조례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구체
적인 활동이 있어야 함. 

2 International Dark Sky Parks 암천공원구역에 해당함.

3
International Dark Sky  

Reserves

암천보전구역에 해당함. 밤하늘의 품질과 자연적인 어둠에 대
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구역과 어두운 밤하늘의 보존을 
지원하는 주변 구역으로 구성됨. 

4
International Dark Sky  

Sanctuaries

암천보호구역에 해당함. 밤하늘의 어두움이 우수하여 과학적, 
생태적, 교육적 가치가 있고 문화유산으로서 공공이 향유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암천공원구역(2)이나 암천보전구
역(3)과 달리 밤하늘의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소가 거
의 없고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함.

5
International Dark Sky  

Developments of Distinction

암천 커뮤니티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러운 
밤하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소규모 행정구역을 대
상으로 함.

표4-28. 암천지역 지정 형태

▪ ��현재 국내에서 암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반딧불이생태공
원’ 일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2015.10.31).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지정등
급은 Silver Tier이며, 면적은 390ha임. 영양군의 Silver Tier 등급은 캐나다의 몽
빼끌르(Mont Mégantic) 지역이나 영국의 엑스무어 국립공원(Exmoor National 
Park)과 유사한 밤하늘의 어둡기를 갖는다는 의미임.

그림4-53. 엑스무어 국립공원의 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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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4.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지정도

▪ ��암천지역의 지정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며 현재는 
아시아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하여 일본과 중국 등에서 사무소가 조성되고 중국은 
IDA가 분류하고 있는 여러 암천지역의 유형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인공조명설치제한구역’의 도입은 빛공해에 대한 서울시 도시빛의 정책적 의지와 
생태계 보전에 대한 환경 측면의 시범지역 도입 방안으로서, 이와 같은 환경보호구
역 지정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빛공해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된 구역의 생태
적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장시간에 걸친 인공조명의 제한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
를 서울시 빛공해 정책에 반영 할 수 있음. 또한 서울시 특정 지역이 밤하늘 보호를 
위한 암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와 초거대 도시 서
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 �‘인공조명설치제한구역’은 IDA의 권고안에 따라 핵심구역(Core Zone), 보호구
역(Critical Buffer Zone), 외곽구역(Boundary Zone)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기본조명정책 및 빛방사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공조명설치제한구역’의 핵심구역(Core Zone) 내에서는 추가적인 조명의 설치 
행위는 금지되며 기존에 설치된 조명은 출력 광속에 상관없이 모두 풀컷오프가 되
도록 함.  핵심구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 조명은 대지의 경계선 밖으로 빛이 유출되
지 않도록 함. 또한 핵심구역 경계선에서의 조도는 0.05 lx가 넘지 않도록 함. 보호
구역에 설치된 조명의 빛이 핵심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며, 핵심구역과 보
호구역과의 경계선에서 지면의 수평면 조도는 0.05 lx, 지면 위 1m 높이의 수직면 
조도는 0.05 lx를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함.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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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5. 엑스무어 국립공원의 보호구역

▪ ���‘인공조명설치제한구역’의 보호구역(Critical Buffer Zone)은 핵심구역에서 약 
2Km 떨어진 구역으로 단순화시켜 구획을 설정함. 또한 보호구역과 외곽구역과의 
경계선에서 지면의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는 별도로 설정하여 초과하지 않도
록 통제함.

�▪ ��암천지도는 인공광에 의한 밤하늘의 밝기를 나타내는 지도로써, 복사도(W/㎠*sr 
: 광도를 위한 국제단위계의 파생된 방사선 측정 단위임)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직
관적으로 서울지역 스카이글로우의 심각한 정도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별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VIIRS(가시 적외선 이미지 
측정) 위성이 촬영한 서울지역의 밤하늘의 밝기는 어두운 별의 관측이 불가능한 지
역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 ��암천지도의 제작을 위해서는 SQM(Sky Quality Meter)이나 SQC(Sky Quality 
Camera) 장치 등을 사용하여 밤하늘의 품질을 수치화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시키고 일반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이 
확보되어야 함. 또한 데이터의 수집 방식을 공공이 주도할 것인지 시민 참여를 통
한 빛공해에 대한 관심 확대로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따른 제1
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대상지역 및 구역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보전녹지지역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묘지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표4-29.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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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6. 서울시 밤하늘 밝기(출처: lightpollutionmap.info)

�▪ ��이들 대상 지역은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인공광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높은 
지역임. ‘조명설치제한구역’은 이 중에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명설치제한구역’은 
해당 지역의 야간시간대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인공조명 설치와 최소한의 밝기
만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리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지정 형태는 세계적인 대도시인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여 IDA의 5개 지정 형
태중에서 ‘International Dark Sky Communities’나 ‘International Dark Sky 
Developments of Distinction’에 해당하는 지정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공조명설치제한구역’ 우선 지정의 고려 대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북한산 진
관사 계곡을 포함한 10개 지역의 10.19㎢이며, 또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이 해당함. 이들 우선지정 대상 지역의 서울시 행정구역에 포함되
는 면적은 37.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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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여건

세부계획  

선진도시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핵심과제 7-3

▪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Lighting Urban Community of International)’은 
빛과 조명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조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빛을 
활용하기 위해 회원 도시 간 도시계획, 도시조명 관련 정책, 신기술 정보, 국제 행
사 유치 등을 지원함. 정기총회에서는 집행위원 의결 회의, 공식 콘퍼런스, 전문위
원회의, 조명 관련 신기술 동향 발표, 우수 조명 도시 시상식 등의 행사를 통해 주
최국과 세계 각 도시가 도시조명 기술, 경제, 문화 등을 공유하는 LUCI의 가장 큰 
행사임.

▪ ��2016년 서울 연례총회 개최 및 국제 조명상을 수상하였으며, 2018년 6월 도시의 야
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자, 사물인터넷(IoT) 같은 기술 발전과 함께 스마트하
게 진화 중인 ‘도시조명’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짚어보고 전 세계 도시들의 도시조
명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전 세계 도시 조명 정책을 대표하는 LUCI 차기 회장 도시 당선과 우리시의 우수한 
조명정책 및 사업의 홍보로 국제사회에서 서울의 위상을 펼칠 계획임.

국제도시조명연맹(LUCI) 정책교류 지속 추진

▪ ��LUCI는 도시조명정책 및 관련 기술 등을 교류·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프랑스 리옹에서 설립한 국제기구로 서울시는 2007년 LUCI에 가입해 현재는 아
시아 지역 최초로 제1부회장 도시로의 역할을 수행 중이며, LUCI 아시아 지역 사
무소를 두고 있음.

▪ ��서울시는 2018년 6월 ‘2018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이 
워크숍은 서울시와 국제도시조명연맹(LUCI)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CityNet(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지방정부 연합체)과  WeGO(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가 후원
하는 행사로 아시아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의 도시조명 관련 워크숍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총 17개국 24개 도시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각 도시의 우수한 도시조명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과 교류
의 장을 펼쳤음.

▪ �LUCI의 정책교류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회장 도
시 미래비전 개발과 아시아지역사무소(LROA)를 통한 아시아 지역 정책교류 네트
워크 확대 등의 향후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연례총회 및 소회의(City 
under Microscope) 참석을 통한 정보교환, City People Light Award(도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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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7. (좌) LUCI Cities & Lighting 제6권, (우) Highlight 세션, 아시아지역사무소 개소 및 워크숍 개최 결과 기고

그림4-58. (좌) 2018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 (우) 조명정책 토론

아시아지역사무소(LROA)를 통한 아시아 지역 정책교류 네트워크 확대

▪ ��전 세계 70개 도시가 회원으로 있는 도시조명 분야 유일의 도시 간 글로벌 협력체
인 LUCI의 아시아 지역 사무소(LROA, LUCI REGIONAL OFFICE for ASIA)를 
유치하게 되었음. LROA는 세계 인구의 약 60%, 40억 인구가 사는 아시아 도시들
이 참여하는 도시조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
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도시조명 분야 발전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됨. 특
히, 서울은 LUCI 집행위원회(9개 도시)에 프랑스 리옹, 스웨덴 예테보리 등과 함께 
아시아 도시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기존 LUCI 네트워크와 아
시아 도시들과의 가교 구실을 할 최적의 도시이며, 도시빛 정책과 내 조직으로 아
시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LROA 설립을 통해 아시아 도시간 조명정책 교류협력 촉진으로 지속할 수 있는 도
시발전을 도모하며, LUCI 활동 및 행사 시 아시아 도시 참여를 장려함. 2018년 네
팔의 바랏푸르에서 LUCI 회원가입 예정이며, LUCI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섹션을 
구축하여 LROA 활동내용을 적극 홍보, 아시아 도시조명 우수사례 공유 및 LROA 
활동 홍보방안 구축을 마련하도록 함.

민·조명)의 지속적인 접수를 통한 서울시 조명기술 전파, LUCI의 Cities & Lighting 
매거진에 우리시 도시 빛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를 위한 기고 계획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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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회장 도시 미래비전 개발

▪ ��국제기구, 학계, 협회, 업계 등을 구성으로 한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서울시 도시빛
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며, LUCI 본부, 집행위원 도시, 회원 도시 간의 네트워크 
강화로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함. 또한, 집행위원회의(프랑스 리옹, 2018.9), 연례
총회(모로코 라바트, 2018.10) 등 LUCI 공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울의 
위상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도시빛 외교를 펼치도록 함.

▪ ��회장 도시는 LUCI 정관에 따라 현 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지명하며, 역대 회장 도시
는 모두 제1부회장 도시 수행 직후 회장 도시로 지명되었음. 현재는 아시아 지역 최
초로 제1부회장 도시로의 역할수행과 함께 회장 도시를 위한 미래 비전을 준비해야 
함. 회장 도시 수행에 따라 전 세계 도시빛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수행으로 기대효과
로는 국제적 위상제고, 우수한 도시빛정책 및 사업을 국내·외 도시에 홍보, 도시 브
랜드 강화, 관광객 확대, 국내 조명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등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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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기본 방향

권역별 도시빛 계획4.2

▪ ���2008�서울시�야간경관계획은�핵심지구별로�공간�특성에�맞는�야간경관�연출계획을�
수립되었으며,�‘빛의�인프라�정비계획’,�‘빛의�특화계획’,�‘빛문화�활성화계획’의�추진�
전략에�따른�실천과제가�제안되었음.�그간�관련�부서에서�과제에�대한�사업이�시행
되었으나,�행·재정적�지원�등으로�인해�활발하게�시행되지�못했음.�시행된�사업은�
주로�가로등과�보안등�LED�교체사업이�대부분이고�제시되었던�야간경관사업은�주
로�사대문에�대한�계획이었음.

▪ ��서울시�도시빛�기본계획의�권역별�계획은�서울시�전역에�대한�야간경관계획을�마련
함.�서울시�도시빛�전략과�핵심과제를�반영한�권역별�도시빛�계획으로�서울시�야간
경관의�종합적인�사업계획을�구상하며,�시민의�안전을�기반으로�한�도시의�미관�향
상과�관광산업�활성화�수단으로�활용하고자�함.

서울시 도시빛의 3대 목표인 서울 시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한 도시생활, 
서울의 역사성과 역동성을 담은 아름다운 도시야경,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똑똑한 도시조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의 핵심과제와 매치시켜 권역별 
야간경관계획의 시너지 효과를 줌.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명소를 개발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서울다움을 알리고 한양도
성, 강남, 영등포·여의도의 상징 가로계획과 연계한 빛축제로 시너지효과를 가지도록 
함. ‘랜드마크 명소화’, ‘상징 가로 및 축제’, ‘한양도성 및 역사 문화재’를 위한 야간경
관계획은 전략1. 서울의 빛 상징 구축과 전략2. 서울의 빛 장소 특화를 토대로 계획됨.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

야간생활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야간생활환경의 정비 및 특화계획이 요구되
고 있음.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특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 ‘지역특화거리’, ‘지역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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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공원’을 위한 야간경관계획은 전략2. 서울의 빛 장소 특화, 전략4. 안전하고 똑
똑한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 전략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야간환경 정비와 전략6. 시
민의 일상적 야간생활환경 정비를 토대로 계획됨.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 

서울시의 공간조명과 광고조명의 밝기 및 색온도의 무질서를 정비하여 서울의 빛을 
정돈하고자 함. 안전하고 정돈된 가로환경을 마련하며, 조망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
라볼 때 체계화된 빛의 축이 그려지도록 함. 위의 계획은 전략1. 서울의 빛 상징 구
축, 전략5.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야간환경 정비와 전략6. 시민의 일상적 야간생활환
경 정비를 토대로 하며, 전략4. 안전하고 똑똑한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을 기본방향으
로 계획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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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

기본 구상 기본 방향 

랜드마크
명소화

▪  시청, 광화문광장, DDP, N서울타워,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 용산공원
과 같이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와 일대에 야간경관 개선방식과 다양한 연
출 프로그램을 마련함.

상징 가로 및 축제
▪  광화문·시청·숭례문·서울역이 위치한 세종대로와 청계천로의 상징 가로

축 조성을 통해 야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함. 다양한 시민 활동의 중심지
인 도심권의 문화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야간 관광 활성화의 역할을 함.

한양도성 
및 역사 문화재

▪  서울 한양도성의 사대문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보전할 수 있는 야간경관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기본 구상 기본 방향 

지역특화거리

▪  인사동길, 대학로 등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경관조명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의 가치를 향상함.

▪  가로등, 보안등, 광고조명 등을 가로의 특성을 보유하는 디자인, 보행영역
을 침해하지 않는 설치 방식으로 유도함.

지역축제
▪   지역의 랜드마크 및 특화거리와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빛

축제를 마련하도록 함.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지역주민들이 스
스로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함.

빛의 공원 ▪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조명은 스마트조명 시스템 적용을 권
장함.

기본 구상 기본 방향 

가로등
보안등

▪  상징 가로의 가로등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안전을 우선으로 한 가로등으
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  성곽마을 주변 저층 주거밀집 지역, 주거지 공원 등에 보안등을 교체하여 
주변 주거지에 빛침해 방지, 안전한 골목길계획을 수립함.

공원등 ▪  시민들의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공원은 밝기를 우선으로 계획하며, 휴게공
간 및 주제공원은 공원의 컨셉에 맞는 다양한 연출방식을 시도하도록 함. 

광고조명 ▪  지역의 명소, 용산공원 등 일대의 광고조명은 조화로운 야간의 씬을 위
하여 광고조명의 밝기와 점멸방식 등의 정비가 필요함.

기본방향

4.2.1 도심권 도시빛 계획

표4-30.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의 방향

표4-31.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의 방향

표4-32.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의 방향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170

사업예시 및 세부계획

랜드마크 명소화

대 상�

시청, 광화문광장, DDP, N서울타워,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

현 황 �
2000년대부터 시행된 야간경관사업은 도심을 중심으로 주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에 
야간경관사업을 공모를 통해 진행하였음. 서울의 밤이 아름다워지고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콘텐츠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아 조명이 소
등된 곳 혹은 일부 기구 고장이 방치된 곳이 존재함.

그림4-59. (왼쪽부터) N서울타워, 광화문광장, 구서울역사

연출방향 

▪ ���기존 설계의 방향에 맞는 기구 정비로 연출을 유지하며, 고출력의 기구를 LED 조
명 기구로 변경하여 에너지 절감할 수 있음.

▪ ���N서울타워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
도록 연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야 함.

▪ ���서울역사의 야간경관 정비계획은 서울로와 함께 어우러지는 밝기와 색온도계획으
로 시가지의 조화로운 빛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함.

▪ ���주요경관 거점이 돋보이기 위한 광고조명과 가로등 정비계획이 필요함. 주변 광고
조명의 밝기, 색상, 점멸방식 등을 정비하여 대상지와 주변의 경관이 조화롭게 하
며, 주변의 가로정비와 함께 진입로 및 주변 가로를 알기 쉽게 함.

▪ ���기존에 경관조명이 설치된 대상은 연출 및 조명기구 점검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이 
필요함. 랜드마크 명소화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야경을 관광 아이템으
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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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가로 및 축제

대 상 �
세종대로, 청계천로(청계광장~오간수교)

현 황 �
세종대로는 한양도성 경복궁을 시작으로 광화문, 청계천, 시청, 숭례문, 서울역이 면
해 있으며, 행사 및 축제 시 시민의 이용도가 높음. 세종대로에 면한 공공 및 민간 건
축물은 장식조명계획으로 야간경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그림4-60. (왼쪽부터) 세종대로, 여의도야경, 현대차GBC 조감도

연출방향

▪ ���기존에 경관조명이 실시된 공공 및 민간건축물의 조명 정비가 필요함.
▪ ���경관조명이 미 실시된 건축물 및 시설물은 경관조명을 권장하며, 가로와 인접한 

민간 소유의 공개공지 및 출입광장의 조경 시설물에 대한 조명도 고려되어야 함.
▪ ���가로등 정비, LED 기구 교체 사업 시 가로등의 헤드는 스마트조명을 적용할 수 있

는 수준의 등기구로 교체하도록 함. 등주의 디자인은 주간에도 일률적으로 배열된 
가로등의 씬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시티를 위한 멀티 
폴 계획을 유도함.

▪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화하고 있는 빛초롱 축제와 을지로 라이트웨이와 함께 연계
할 축제를 계획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빛축제를 계획 함. 
단편적인 축제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한양도성 내 빛축제 기간으로 Seoul Light 
Week(과제)를 계획하여 광화문 일대, 청계천 일대, 시청 및 정동 일대, 서울로 일
대 등 시민 및 관광객이 한양도성 방방곡곡을 찾아가며 서울의 빛을 즐기도록 함.

그림4-61. (좌) 프랑스 파리의 가로조명, (우) 프랑스 레퓌블리크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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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복궁
②광화문광장 
③청계천광장
④시청
⑤덕수궁
⑥정동길일대
⑦숭례문
⑧서울로7017

Seoul Light Week

▪ ���서울의 정체성 강화 및 문화·예술 도시로서 이미지를 높이며, 국제도시조명연맹 서
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를 마련함.

▪ ���품격 높은 빛축제로 시민에게 체험형 빛문화를 제공하며, 야간관광자원 확보로 체
류형 관광객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 ���빛의 캔버스계획 : 건축물 파사드를 밝히는 조명들이 Seoul Light Week(과제)의 
시작을 알리며, 전 세계의 예술가·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빛의 공연이 연출됨. 캔
버스 앞에 앉아 있는 화가처럼, 멀티미디어쇼·미디어파사드의 빛의 터치로 서울의 
도시가 밝아지며, 춤추고,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음.

▪ ���청계천에 반짝이는 빛초롱 축제, 근대로의 역사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동 야행 등 날
마다 테마를 달리하는 빛의 축제가 펼쳐짐.

▪ ���지역축제인 DDP 멀티미디어 쇼와 을지로 라이트웨이를 함께 개최하여 축제의 공
간을 확장하며, 서울시 전역이 빛의 축제를 열릴 수 있도록 함.

그림4-62. 서울 라이트위크 대상지 예시

그림4-63. (왼쪽부터) 서울 라이트위크 포스터 예시, 비비드시드니 가이드 북, 리옹 루미나리에 홈페이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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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역사문화재

대 상 �
도심권 국가지정 문화재

현 황 �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창덕궁은 일정한 시기에 야간개방을 통해 야간에도 고궁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달빛 산책코스 등 다채로운 고궁 즐기기 행사
의 마련으로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또한, 서울 정동 일대의 역사·문화시설을 
돌아보는 문화 기행인 ‘정동 야행’은 해마다 다른 주제로 정동 일대의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이벤트조명과 음악·거리 공연 등을 마련하고 있음. 한양도성 내 역사 문화재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있는 우리동네 역사 문화재를 알리고 지키는 사업이 필요함.

연출방향

▪ ���아름답고 품격있는 문화재의 야간경관을 위하여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의 밝기도 
고려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문화재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인 계획을 마
련함. 문화재 주변, 진입로 등의 조명정비 및 계획을 함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이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형성하도록 함.�과도한 빛으로 문화재의 품위 훼손을 
지양하며, 조명기구 설치 및 배선 작업 시 문화재 훼손을 지양함.

▪ ���정동지역은 중명전, 선원전, 러시아공사관 등 비교적 덜 알려진 근현대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한 곳으로 야간경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우리의 역사자산을 알리며, 
근대 외교타운의 중심이었던 정동 외교문화공원과 역사 보행탐방을 위한 대한제
국의 길 조성 계획 시 정동의 역사적·장소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야간경관계획
이 필요함.

▪ ���한양도성 일대에 야간 탐방로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관광 자
원화 및 야경명소화 추진이 필요함.

분류 문화재

궁 경복궁, 창덕궁(비원, 인정전 포함), 창경궁, 덕수궁, 운현궁, 경희궁

건축물
중앙고등학교 본관/ 동관/ 서관, 대한의원, 정동교회, 구러시아공사관, 안국동 윤보선
가, 서울경교장, 우정총국, 구벨기에공사관, 구서울대학교 본관, 구공업전습소 본관, 
서울역사, 약현성당, 용산 신학교와 원효로 성당

그림4-64. (좌) 한국은행, (우) 창덕궁 달빛기행

표4-33. 도심권 국가지정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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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거리

대 상 �
인사동길(인사동입구~안국동사거리), 대학로 주변(대학로8길, 동숭로, 낙산길), 감고
당길(안국동 사거리~아트선재센터), 윤보선길(안국역~송원아트센터)

현 황 �
서울시 10대 야경명소의 체험노선인 인사동~삼청동~북촌 6경과 대학로~낙산공원은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리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보행거리이지만, 
야간에는 관광 활용도가 떨어짐. 보안등은 차가운 색온도로 되어있음. 한양도성 일대
의 역사·예술 등 문화가 집적·특화된 지역으로 도심형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지역만의 특화된 빛의 보행가로 구축이 필요함.

그림4-65. (왼쪽부터) 인사동, 안국동, 마로니에 공원

연출방향

▪ ���인사동길, 감고당길, 윤보선길의 야간 특화거리 계획은 안국동에서 북촌으로 도보
하는 코스로 3개의 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한양도성만의 특징을 부각할 연출을 계
획하며, 조명시설물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함.

▪ ���대학로8길, 동숭로는 대학로 주변 지역에 다양한 공연 문화 시설 밀집 지역으로 공
연·문화·예술을 표현하는 연출과 낙산공원의 진입로를 알기 쉽도록 야간 가로환경
이 개선되어야 함. 마로니에 공원, 아르코예술극장 등 공연장, 한국방송통신대학 
건축물은 야간경관을 유도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조경조명을 활성화하여 도심 
속의 캠퍼스에 시민의 쉼터로 활용하고, 유일한 근대 초기양식 목조건축물인 구 공
업 전습소를 보존과 함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함.

그림4-66. (좌) 일본 교토의 볼라드식 가로조명, (우) 전주 한옥마을의 낮은 색온도 가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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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7. 도심권 도시빛 구상도

야간명소 개발

한양도성 및 역사문화재

지역특화거리

빛의 공원

Seoul Light Week

지역균형

동숭로

대학로8길

광화문광장

시청

소공로

서울역

N서울타워

원효로성당
용산신학교

용산공원

국립중앙박물관

인사동길

명동입구-성당

세운상가

DDP

감고당길
윤보선길

윤보선가
우정총국

서울경교장
구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약현성당

대한의원 낙산길

구서울대학교본관

중앙고등학교본관·동관·서관

구공업전습소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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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4.2.2   동북권 도시빛 계획

기본 구상 기본 방향 

우리동네
역사 문화재

▪  아차산성 산책로, 고려대학교 내 근대건축물 등을 경관조명을 통하여 역사성과 
공간특성의 가치를 향상하며, 지역주민에게 역사적 장소를 알림. 캠퍼스 개방
으로 야간문화공간 확장을 고려함.

기본 구상 기본 방향 

지역특화거리

▪  청량리역 및 청량리시장, 답십리 고미술 상가, 약령시장, 풍물시장 등 주변의 
야간경관 정비. 공동화 현상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마련하여 동북권의 야간특화
거리 마련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함.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와 연계되는 화랑대역, 주변 근린공원, 공릉동 도깨비
시장을 테마거리로 조성하여 시민의 생활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타 권역보다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므로 대학 캠퍼스를 지역주민의 야간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캠퍼스 및 그 주변의 야간경관 개선계획을 마련함.

지역축제
▪    성수지역의 준공업지역에 수제화 거리의 상인들과 대학의 산학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 빛축제를 마련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며, 지역사회에 다양
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빛의 공원
▪  성수동 레미콘 부지 이전계획, 서울숲 등을 포함한 성수동 일대의 야간경관계

획이 필요.
▪  중랑천 전체를 아우르는 정비와 특화콘텐츠를 위한 야간경관계획 필요.

기본 구상 기본 방향 

가로등
보안등

▪   성북구 안암동 캠퍼스 주변의 저층 주거밀집지역, 군자동 저층 주거지역에 안
전을 위한 보안등 정비계획이 필요.

▪  강북구 수유1동, 도봉구 중랑천 주변의 최고 고도지구 등 구릉지에 입지한 노
후 주거지에 안전한 골목길과 친환경 주거환경을 마련함.

공원등 ▪  동북권의 주요 산과 중랑천의 수변 경관을 보존하는 공원조명계획. 공원의 이
용객을 분석한 밝기제어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등 마련.

광고조명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지역의 광고조명 
정비 계획 필요.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

표4-34.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의 방향

표4-35.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의 방향

표4-36.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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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시 및 세부계획

지역특화거리

대 상 �
청량리역 전통시장 일대

현 황 �
청량리역 주변의 청량리시장, 약령시장, 경동시장 등 일대는 공동화 현상과 낙후지역
의 슬럼화가 우려되며, 일부 전통시장은 새벽에 운영함에도 안전조명시설이 부족함. 
상인 및 방문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야경계획이 필요함.

그림4-68. (왼쪽부터) 청량리 청과물시장과 청량리역 주변

연출방향

▪ ����상인들의 상품 이동 및 방문객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명방식을 권장하며, 
아케이드 상부와 기둥부를 이용하여 시장의 특징을 부각하도록 함.

▪ ���조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시장상인회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도록 함.

▪ ���시장 축제·연말연시에는 이벤트 조명을 추가로 연출하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나
이트 마켓 주간을 마련하여 젊은이들 및 시민들에게도 재래시장의 장보기의 즐거
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함.

그림4-69. (왼쪽부터) 영국 아케이드, 일본 하카타역 아케이드, 미국 클리브랜드 나이트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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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공원

대 상 �
중랑천 일대

현 황 �
동북권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중랑천은 랜드마크가 미비한 동북권 지역주민들의 친
근한 자연공원으로 여가 체육 생활 및 산책 공간으로 이용도가 높으며, 자치구에서 
중랑천을 활용한 지역 축제 및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자치구에서 조명계획을 
각각 따로 마련하여 천 전체의 색온도와 조명방식 등이 일률적이지 않음.

그림4-70. (왼쪽부터) 동대문구 중랑천 자전거도로, 동대문구 봄꽃축제, 중랑구 장미축제

연출방향

▪ ����보안등의 배광은 풀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컷오프형의 등기구를 적용하며, 장소
의 특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음. 자연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산책로는 세미컷오
프형의 기구를 사용하여 주변의 시설물과 보행자의 얼굴을 인식 할 수 있는 안심 
조명을 채택하도록 함.

▪ ���축제 시 다양한 색상연출을 하는 LED 조명기구는 축제를 위한 상설조명을 간소화
하기 위하여 LED 디머를 사용하여 평상시에는 은은한 색상으로 수목 및 주변을 연
출하도록 하고, 이벤트 시에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함.

▪ ���중랑천은 동북권을 가로지르는 서울을 대표하는 하천으로 중랑천 전체의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자치구의 야간경관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

그림4-71. (왼쪽부터) 물을 이용한 조명연출, 산책로 보안등, 수변공원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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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2. 동북권 도시빛 구상도 

중랑천 생태하천
빛의 관문

우리동네 역사문화재

지역특화거리

빛의 공원

성수 지역 빛축제

지역균형

아차산성

고려대학교

무지개공원

응봉산 어린이대공원

왕십리

청량리시장
청량리역약령시장

청량리

홍릉

신내
화랑대역

공릉동근린공원
솔밭근린공원

공릉

노원구창동

창동철길

중랑천

상계도봉구

도봉

도깨비시장
북서울미술관

수제화거리
성수

서울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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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4.2.3   서북권 도시빛 계획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

기본 구상 기본 방향 

우리동네
역사 문화재

▪  연세대학교 내 근대건축물 등을 경관조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역사적 장소
를 알리며 캠퍼스 개방으로 야간문화공간을 확장함.

▪  독립 근린공원의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산책로의 야간경관계획으로 
우리동네의 역사공원을 알리며, 시민들의 야간 휴게공간을 마련함.

기본 구상 기본 방향 

지역특화거리

▪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특화하는 미디어파
사드 거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건축물은 미디어파사드를 권장뿐만 아니라 
분기별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빛문화 체험을 할 수 있
는 계획을 유도함.

▪  당인리발전소 계획 시 홍대·상수와 연계되는 가로에 대한 야간경관계획을 마
련해야 함.

▪  연신내, 불광역, 홍제역 주변 야간커뮤니티 특화계획 필요.

지역축제
▪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신촌지역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대학이 밀집

한 지역으로, 대학과 지역 상인들이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빛축제를 계획하
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빛의 공원
▪  하늘공원, 월드컵공원의 조명기구와 연출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 연   
     출 콘텐츠에 대한 업그레이드 필요.
▪  홍제천, 불광천 전체의 야간경관 개선계획 및 특화계획 필요.

기본 구상 기본 방향 

가로등
보안등

▪    서북권은 안산, 백련산, 봉산 등 구릉지 주변에 위치한 저층 주거지(은평구 불
광2동)와 캠퍼스 주변의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 안전한 골목길과 친환경 주거
환경을 마련함.

공원등
▪  주거지역 주변의 근린공원, 주제공원을 우선으로 스마트조명을 적용하고, 야

간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북권 주민들의 야간쉼터를 마련함.
▪  홍제천, 불광천 등은 자연생태계 보존 및 회복을 위한 조명계획을 마련함.

광고조명 ▪  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지역중심으로 광고조명 정비사업을 우선적으
로 시행함.

표4-37.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의 방향

표4-38.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의 방향

표4-39.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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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시 및 세부계획

지역특화거리

대 상 �
DMC 월드컵북로62길(구륭근린공원~DMC홍보관)

현 황�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는 상암동에 최첨단 정보·미디어 산업단지로 미디어파
사드 권장 지역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사와 기업들이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하
여 경관조명을 계획하였으나, 업무단지 특성상 시민들에게는 홍보가 덜 되었으며, 접
근성이 부족함.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마련과 DMC 전체의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제어 및 관광 활용방안이 필요함.

그림4-73. (왼쪽부터) YTN 사옥 미디어파사드, CJ 사옥 미디어파사드, DMC 페스티벌

연출방향

▪ �����DMC 미디어파사드 특화거리 계획을 위하여 건축물 파사드에 설치된 미디어파
사드와 전광판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유도함.

▪ ���현재 DMC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빛축제를 연계한 DMC만의 축제를 계획하여, 축
제 시는 비디오 프로젝션 맵핑, 드론버타이징 등 새로운 기법을 활용하여 건축물 
및 가로를 활용한 빛의 향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그림4-74. (좌) 비비드 시드니 2018, (우) 뉴욕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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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5. 서북권 도시빛 구상도

홍제천, 불광천 생태하천
빛의 관문

우리동네 역사문화재

지역특화거리

빛의 공원

홍대, 신촌 지역 빛축제

지역균형

홍익대학교

대학밀집지역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독립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안산

연남동철길

마포·공덕

홍제천

홍제역백련산

불광역

연신내

구파발

연신내·불광

불광천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수색역

수색

상암DMC

서강대학교

당인리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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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4.2.4   서남권 도시빛 계획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

기본 구상 기본 방향 

랜드마크
명소화

▪ 김포공항과 주변의 야간경관 정비방식을 마련하고, 개발 중인 마곡지구 · 마곡
공원의 스마트조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성장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함.

▪  여의도 전체를 야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계획 마련. 도시의 스카이라인, 한
강의 스카이라인 등 다양한 접근방식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상징 가로
및 축제

▪  여의도 국제금융로의 가로 및 광고조명 정비를 통해 야간의 보행환경을 개
선 함.

▪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개발계획 시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야간경관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다양한 시민 활동을 위한 야간 문화공간을 제공하도
록 함.

기본 구상 기본 방향 

지역특화거리
▪  영등포역 주변 · 문래예술창작촌의 특화거리 계획으로 준공업지역 내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며, 독특한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경관조명계획을 마
련하여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킴.

지역축제
▪  지역의 특화거리와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빛축제를 마련하도록 

함. 문래예술창작촌의 지역상인 및 신진아티스트와 함께 만드는 빛축제로 주
민들에게 색다른 빛 체험을 제공함.

빛의 공원 ▪  홍제천, 불광천 등은 자연생태계 보존 및 회복을 위한 조명계획을 마련함.

기본 구상 기본 방향 

가로등
보안등

▪  상징 가로의 가로등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안전을 우선으로 한 가로등으로 에
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공원등
▪  준공업지역 배후주거지, 구릉지 주변 주거지 및 생활공원에 보안등과 공원등 

을 개선함. 안양천, 도림천, 봉천천 등 주요 지천 중 주거지역에서 접근이 쉬운 
보행로는 야간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함.

광고조명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영등포·여의도, 가산·대림 지역 등에 광고
조명 정비 계획 필요.

표4-40.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의 방향

표4-41.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의 방향

표4-42.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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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시 및 세부계획

랜드마크 명소화

대 상 �
여의도 전지역

현 황 �
여의도는 1968년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개발한 신도시로, 국회의사당, 방송사, 
금융 및 증권사 등이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정치·금융의 중심지임. 한강을 끼고 국내 
초고층 빌딩의 효시인 63빌딩을 비롯해 LG트윈타워, IFC 타워 등 초고층 빌딩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노후화된 아파트단지는 대대적인 재건축을 통한 초고층 주상
복합촌으로 서울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예정지임. 또한,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와 서울세계 불꽃 축제는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
고 있음. 여의도 전역의 야간경관마스터플랜을 계획하여 현재에서 미래까지 준비하
는 여의도의 빛 계획, 야간경관과 축제를 연계한 야간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

그림4-76. 베를린 야간경관계획

연출방향
▪ �����여의도 전역에 대하여 야간경관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을 위한, 현황조사와 기초자

료 분석을 통하여 야간경관계획의 기본구상을 마련해야 함.
▪ ���야간경관 구조를 설정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야간경관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유도해야 함. 여의도만의 야간경관 브랜드 구축전략에 대한 시범사업
이 고려되어야 함.

▪ �����대대적인 재건축 사업 시, 현재의 야간경관과 조화로운 경관이 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함.

▪ ���여의도 전역의 가로 색온도, 밝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망대에서 여의도를 바
라볼 때 체계적인 빛의 축이 그려지도록 계획되어야 함. 빛의 축 형성을 위한 건축
물 및 시설물은 경관조명을 권장하며, 가로와 인접한 민간 소유의 공개공지 및 출
입광장의 조경 시설물에 대한 조명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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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정비, LED 기구 교체 사업 시 가로등의 헤드는 스마트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등기구로 교체하도록 함. 등주의 디자인은 주간에도 일률적으로 배열
된 가로등의 씬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시티를 위한 멀
티 폴 계획을 유도함. 여의도의 대표도로인 국제금융로, 의사당대로와 축제가 열
리는 여의서로를 우선으로 시행하여 여의도 전 가로가 스마트조명 시스템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옥탑부와 파사드조명, 한강 둔치의 조명 등이 함께 어우러져 여의도만의 
빛의 스카이라인을 그리도록 함. 한강 변에서 보는 스카이라인, 도심에서 보는 스
카이라인 등 다각도의 구조에서 입체적인 빛의 스카이라인 계획을 마련해야 함.

그림4-77. (좌)샌프란시스코 빛의 축, (우) 뉴욕 빛의 축

그림4-78. (좌) 뉴욕 맨해튼 빛의 스카이라인, (우) 중국 항저우 빛의 스카이라인

▪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레이저쇼, 중국 항저우 첸장신도시의 등광쇼 같은 조
명과 빛이 어우러지는 서울·국가를 대표하는 빛의 축제가 필요함. 빛축제의 콘텐츠
도 업그레이드 계획이 필요함. 홍콩의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2017년 겨울 조명디
자이너들과 함께 업그레이드 되었음.

▪ ���4월의 봄꽃축제 시 여의서로(윤중로벚꽃길)뿐만 아니라, 여의도공원 및 국제금융
로를 연계하는 빛축제로 봄꽃축제에서 여의도 빛축제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유
도함.

그림4-79. (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레이저쇼, (우) 호주 비비드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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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0. 서남권 도시빛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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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4.2.5   동남권 도시빛 계획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

기본 구상 기본 방향 

랜드마크
명소화

▪ 세빛섬, 잠실종합운동장, 무역센터, 롯데월드타워 같이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와 그 주변에 야간경관 개선계획과 다양한 연출 프로그램을 마련함. 또한, 시설 
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유지관리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상징 가로
및 축제

▪ 테헤란로의 야간경관 개선과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으로 다양한 시
민 활동의 문화 공간을 마련하며 국제업무 중심지로의 위상을 보여 줌.

우리동네
역사 문화재

▪ 역사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풍납토성, 몽촌토성, 선릉정릉 등 유적지의 
산책로 조명으로 우리동네 역사유적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역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함.

기본 구상 기본 방향 

지역특화거리
▪  예술의 전당 주변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거

리를 경관조명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의 가치를 향상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쉼
터를 제공하도록 함.

지역축제 ▪  지역의 랜드마크와 연계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빛축제를 마련하도록 
함. 석촌호수 주변 등 수변을 활용한 빛축제로 다양한 문화의 장을 제공함.

빛의 공원 ▪  올림픽공원, 석촌호수공원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빛의 계획.

기본 구상 기본 방향 

가로등
보안등

▪   상징 가로와 함께 반포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송파대로는 동남권의 남북을 
잇는 축으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을 우선으로 한 가로등 정비와 에너
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강동 저층 주거밀집 지역에 보안등을 개선하여 주변 주거지에 빛침해가 없으
며, 각종 야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는 안전한 골목길계획을 함. 야간에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마련함.

▪  오금동, 방이동 주거지역은 에코 컨셉으로 숲속마을의 가로환경 계획.

공원등 ▪  올림픽공원, 석촌호수공원의 공원등 및 시스템 개선 계획을 마련하며, 점층적
으로 주거지 주변의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확대함.

광고조명 ▪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주변의 광고조명, 전광판조명, 미디어파사드의 정비와 한
강공원 사업장의 광고조명 정비가 필요.

표4-43. 서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야간명소 개발의 방향

표4-44. 지역균형발전 및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한 특화콘텐츠 발굴의 방향

표4-45.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환경 기반조성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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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시 및 세부계획

랜드마크 명소화

대 상 �
세빛섬, 잠실종합운동장, 무역센터, 롯데월드타워

현 황  �
동남권의 주요경관 거점은 모두 경관조명 연출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콘텐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일부 소등이 된 곳이 발생하고 부분적으로 어두운 부
분이 지적되고 있음. 주요경관 거점뿐만 아니라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물에 경관조명
을 권장·시행하여 지역의 야간관광 명소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함.

그림4-81. (왼쪽부터) 무역센터, 세빛섬(콘텐츠 업그레이드 다양한 연출 가능), 잠실종합운동장(어두워진 기

구 정비 및 LED 조명기구 교체 필요)

연출방향

▪ �����기존 설계의 방향에 맞는 기구 정비로 연출을 유지하며, 고출력의 기구를 LED 조
명 기구로 변경하여 에너지 절감을 함.

▪ ���주요경관 거점이 돋보이기 위하여 주변 광고조명의 밝기, 색상, 점멸방식 등의 정
비계획이 필요함. 대상지와 주변의 경관을 조화롭게 하며, 주변의 가로정비와 함께 
진입로 및 주변 가로를 알기 쉽게 해야 함.

▪ �����대상지 주변의 건축물 및 시설물 중 야간경관조명을 권장할 대상지를 찾고, 민간사
업자에게 야간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려되어야 함.

▪ ���랜드마크 주변의 다양한 야간경관 거점을 마련하여, 야간관광 루트를 점층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싱가포르의 야간시티투어버스, 소규모의 빛축제처럼 동남권
만의 강남스타일을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함.

그림4-82. (좌) 싱가포르 야간 시티투어버스, (우) 투숙객의 야간관광을 위한 ‘나이트라이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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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 가로 및 축제

대 상 �
테헤란로·영동대로일부 : 강남역~삼성역~봉은사역

현 황 �
테헤란로와 영동대로는 강남의 대표 가로이며, 특히 삼성역 주변의 한전 부지(현대
차GBC)와 서울 의료원부지 등 대규모 개발 가능지로 코엑스와 연계하여 국제업무중
심지로 설정되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1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같
은 해 12월 삼성동 코엑스와 무역센터 일대를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대상 1호 지역으
로 선정하여, 옥외광고 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주는 동시에 지역의 랜드마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함.

그림4-83. (좌) 테헤란로 영동대로, (우) 코엑스 주변 전광판

연출방향

▪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은 경관조명을 권장하며, 가로에 면한 민간 소유의 공개공지 
및 출입광장의 조경 시설물에 대한 조명도 권장함.

▪ ���가로등 정비, LED 기구 교체 사업 시 가로등의 헤드는 스마트조명을 적용할 수 있
는 수준의 등기구로 교체하도록 함. 등주의 디자인은 주간에도 일률적으로 배열된 
가로등의 씬이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스마트시티를 위한 멀티 
폴 계획을 유도함.

▪ �����강남구 코엑스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양질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옥외 미디어 광장 및 휴식공간으로 인터랙티브 신기술 도입이 고
려되어야 함.

▪ ���이와 함께 연말의 축제인 더 브릴리언츠 카운트다운(새해맞이 행사)과 연계하여 국
제 미디어파사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
는 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함.

그림4-84. (왼쪽부터) 타임스퀘어, 평화의 집, 코엑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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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대 상 �
석촌호수

현 황 �
석촌호수 야경은 호수 위에 비치는 동화 같은 롯데월드와 그 뒤로 보이는 롯데월드
타워, 건축물 조명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10대 야경명소임. 롯데월드타워는 송파구
와 함께 석촌호수에 ‘러버덕’, ‘슈퍼문’ 등 다양한 공공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스위트 스완’ 프로젝트 첫날에만 16만 명의 관람객이 석촌호수를 찾았음. �
‘석촌호수 벚꽃축제’ 마지막 주말은 8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석촌호수를 찾을 만
큼 시민들의 호응이 크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장소로 적합함.

그림4-85. (좌) 석촌호수 벚꽃축제, (우) 석촌호수 야경

연출방향

▪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롯데월드타워 불꽃축제’를 연계하여 송파구의 대표축제로 
축제의 규모를 점층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석촌호수의 수변 반사를 이용할 수 있는 빛 조형물, 벚꽃·수목을 활용한 빛, 주변 
건축물을 이용한 다양한 미디어파사드 연출 등의 이벤트 조명은 시민이 직접 만지
고 연출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기술이 적용되도록 함.

▪ �����기업후원, 시민참여로 잠실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문화와 예술, 생활 속의 
휴식·축제가 되도록 하며, 주변 상인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함.

그림4-86. (왼쪽부터) 아이 라이트 마리나베이, 암스테르담 빛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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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7. 동남권 도시빛 구상도  

우리동네 역사문화재
빛의 관문

지역특화거리

빛의 공원

석촌호수 지역 빛축제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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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기본 방향

2008년 서울시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지구별로 공간 특성에 맞는 경관조
명 연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인해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였
음. 야간경관사업은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등 상위계획과 함께 맞물려 나가야 시너
지 효과가 큰 사업으로, 자치구 및 타 부서 사업 진행 시 서울시 도시빛에 대한 경관유
형별 도시빛 계획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경관유형별 도시빛 계획4.3

▪ ���자연녹지 야간경관, 수변 야간경관, 역사문화 야간경관, 시가지 야간경관의 경관
유형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방향을 제시함. 
이는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서울시 도시빛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
준을 마련하였으며, 야간경관사업을 구상 및 감독하는 공공·민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의 경관과 조화로운 야간경관계획의 방향을 제시함.

▪ ��경관유형을 자연녹지 야간경관, 수변 야간경관, 역사문화 야간경관, 시가지 야간
경관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야간경관 재정비 
시 서울시 경관의 개선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야간경관 현
황과 문제점은 표 4-27과 같음.

▪ ���상위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서울시 경관 부문의 여건은 도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경관의 개선을 추구하는 동시에 도시 정체성으로서 
서울다움을 유지하는 방안, 경관법의 개정과 서울시 경관 변화를 유발하게 될 대
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대응하는 경관 정책의 재정비임.  서울시 도시빛의 경관유
형 계획에서도 서울시 상위계획과 함께 자연과 역사적 요소를 고려하며, 서울의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계획과 시민·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야간경관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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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및 문제점

자연녹지
야간경관

주요산 ·진입로 및 산책로의 보안등의 빛침해 우려, 관리 소홀
·진입공간에 상업건축물의 과도한 밝기와 색상조명, 광고조명이 혼재

구릉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아파트단지의 조명
남산 ·N서울타워 야간경관 관리 소홀

수변
야간경관

한강 ·각양각색의 아파트 상부 조명과 광고조명 혼재
·공원과 수변에 점멸 방식의 전광류 광고조명으로 야경 훼손

4대 지천 ·자치구별 관리로 일률적이지 않은 색온도와 조명방식의 지천 경관조명

역사문화
야간경관

문화재 ·디테일하지 않은 설계, 어두움을 밝히기만 하는 일차원적인 조명방식이 다수임
근·현대 건축물 ·관리 소홀, 건축물이 방치되어 흉물화된 시설물도 있음

성곽 ·보안등으로 인한 주변 주택가에 빛침해
·광고조명과 보안등의 빛으로 야경조망이 일부 방해됨

시가지
야간경관

아파트 밀집지역 ·옥탑부만 강조한 경관조명으로 빛의 스카이라인 부조화
상업·업무지역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혼재
도로·특성가로 ·지역별, 가로별 특화 부족

표4-46. 야간경관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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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자연녹지 야간경관계획

서울의 시각적 배경요소로서 내·외사산과 그 주변의 야간경관을 관리하여 경관이 훼
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시가지로 이어지는 녹지축의 자연을 배려한 야간경관계획
으로 야간에도 풍부한 자연과 녹지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N서울타워는 서울
의 주요 조망점과 조망축에서 조망이 확보되는 대표 조망대상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함.

내·외사산

▪ ���진입로 및 보행로의 보안등은 하늘을 향한 조명을 지양하여 빛공해를 최소화함.
�▪ ���내·외사산 내부에 설치되는 보안등 및 공원등은 글로브형 타입의 기구는 지양함.
▪ ���장식조명은 지양하나, 일부 조망점 및 조망명소의 조명이 필요시에는 인공적인 빛

의 느낌을 절제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
을 계획하도록 함.

▪ ���공원등은 세미컷오프형 기구를 권장하며, 안심을 위한 연직면 조도를 유지함.

구릉지

▪ ���주거지의 공간조명은 보행로 밖으로 새어나가는 빛의 간섭과 하늘을 향한 조명을 
지양하여 빛공해를 최소화함.

�▪ ���남산 주변 경관특성 보호 :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일대의 조망 및 저층 주거지 경관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각적 불쾌감을 고려한 광원을 선정해야 하며, 글로브형
의 보안등은 지양함.

남산지구(N서울타워)

▪ ���N서울타워의 경관조명과 주변 시설물의 장식조명 등이 함께 어우러진 빛의 계획
을 마련함.

▪ ���단발적인 야간경관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연차별 조명계획과 그에 따른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울의 대표 야간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며, 서울을 브랜드화하
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연녹지축

▪ ���내·외사산축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창덕궁 후원, 북악산 주변 삼청동 일대, 인왕
산 등은 생태경관을 지속해서 보호하기 위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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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함.
▪ ���외사산축의 보행녹지네트워크와 둘레길은 자연녹지·수변·시가지를 연결하는 친환

경조명을 계획함.
▪ ���간선도로 지하화구간 상부공원의 조명은 안전을 위한 보안조명뿐만 아니라 특화

조명계획도 포함되어야 함. 

그림4-88. 외사산, 내사산, 자연녹지축(외사산, 내사산, 자연녹지축의 범위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녹지축 

구상을 기준으로 하며, 자연녹지축은 남북녹지축·도로지하화 및 녹지조성·녹지네트워크조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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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수변 야간경관계획

한강과 지천의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수변 야간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
리하여, 야간에도 서울의 문화, 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함. 특
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계획이 실행되는 수변지역은 기존단지와 시행될 사업
지의 총체적인 빛의 스카이라인을 유도함.

한강

▪ ���한강교량의 경관조명은 도시의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해 연출·점등되어야 함. 
▪ ��빛축제 시 활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빛을 이용한 다

양한 이벤트를 마련함.

한강 스카이라인

▪ ���수변축의 연속적인 경관과 선적 리듬감을 부각할 수 있도록 빛의 스카이라인을 형
성하여 야간경관의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수변을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변도로의 자동차, 유람선, 한강공원, 전망대 등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 ���서울을 상징하는 건축 구조물과 함께 조망되는 건축물·구조물 조명 시 대상물의 빛
과 상징 구조물의 빛이 조화로워야 함.

▪ ��특히, 여의도, 용산, 잠실 등은 서울과 한강을 상징하는 빛의 스카이라인 형성을 원
칙으로 함. 

지천

▪ ���장식조명 설치 시 지나치게 인공적이지 않도록 정온한 빛으로 녹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함.

▪ ��생태계 보호가 중요한 지역 외 지천의 공간조명은 세미컷오프형 기구를 권장하며 
안전을 위한 연직면의 조도를 유지함.

그림4-89. 한강의 빛 성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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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축

▪ ���중랑천, 탄천, 양재천, 안양천, 도림천, 홍제천, 불광천은 조화로운 지천축을 위하
여 관리구가 다르더라도 조화로운 계획을 마련함이 바람직함.

그림4-90. 한강 및 4대 지천 인접지역(한강, 4대 지천의 연접지역 범위는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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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역사문화 야간경관계획

서울의 역사문화경관은 크게 한양도성지역과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역사문화자원
의 역사적 흔적으로 다채로운 도심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역사문화자원 및 주변지역
의 야간경관을 관리하여 역사 도시로서 서울을 생활 속에서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
록 함.

문화재

▪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서 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중 면적거점과 점적거점의 
건축물과 성곽은 경관조명을 권장함.

▪ ��경복궁 및 북촌 일대는 문화재 및 역사가로 밀집지역이므로 역사 도심 서울의 정체
성을 알릴 수 있도록 야간경관계획을 권장함.

구분 문화재 분류

면적거점

경복궁 및 북촌 일대
경복궁, 창덕궁 (비원, 인정전 포함), 창경궁, 덕수궁, 운현궁, 경희궁 궁
종묘 사우
사직단 (사직단정문 포함) 제사터
탑골공원 (원각사지 10층 석탑, 대원각사비 포함), 독립문 (구 서울구치소, 영은문주초 포함) 유적지
서울문묘 (대성전, 명륜당, 동무, 서무, 삼문, 등) 성균관
인왕산국사당 신앙자료

중앙고등학교 본관 / 동관 / 서관, 대한의원, 정동교회, 구러시아공사관, 안국동 윤보선가, 서울경
교장, 우정총국

건축물

고종즉위 40년 칭경기념비 비
관상감 관천대 천문관측
함춘원지 원
서울동묘 사우
양화나루, 잠두봉유적 수상교통
선릉정릉 능
암사 선사주거지 주거지
광주 풍납리토성 성곽

점적거점
구벨기에 공사관,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 아펜젤라관 · 언더우드관, 구서울대학교 본관, 구공업
전습소 본관, 서울역사, 고려대학교본관 · 중앙도서관, 약현성당, 용산 신학교와 원효로 성당

건축물

아차산성, 아차산 일대 보루군, 몽촌토성, 북한산성,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양천고 성지 성곽

표4-47. 경관조명을 권장하는 면적·점적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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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주변지역

▪ ���한양도성 연접지역은 한양도성 부감경관 조망점에서 바라본 역사도심부 조망이 
고려되어야 함.

▪ ���주변상업시설 장식조명과 광고조명은 주변과 조화롭고 과도하지 않은 조명계획
을 함.

면적경관자원거점(궁궐, 능, 풍납토성 등)에서 조망되는 주변지역

▪ ���내부공간에서 외부 조망 시 과도한 장식조명과 광고조명의 자제를 유도함. 내부에
서 조망되는 주변지역의 야간경관이 조화로운 빛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함.

▪ ��고궁 야간개장 시에는 주변지역의 야간경관 연출 최소화 및 소등을 유도할 수 있음.

그림4-91. 한양도성에서의 부감경관을 고려한 가로등, 보안등 계획 예시도

그림4-92. 역사문화자원에서 조망되는 건축물의 조명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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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곽축 스카이라인

▪ ���성곽을 살릴 수 있도록 차분하고 은은한 분위기의 조명을 연출함.
▪ ��서울성곽 주변에 설치된 경관조명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부드러운 조명연출로 성

곽의 존재감 및 품위를 높이고 아름다움을 부각함.

그림4-93. 역사문화경관(역사문화경관 범위는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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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시가지 야간경관계획

서울의 시가지경관은 고층의 업무경관, 중저층의 상업지경관, 시가지경관의 기반을 
이루는 주거지경관, 공업지경관으로 구분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야간 가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야간경관이 
조성된 대상지는 유지관리를 통해 야간경관 업그레이드가 지속하도록 함.

중요경관자원으로 인식되는 건축물(랜드마크), 오픈스페이스

▪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서 선정된(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세운상가, DDP, N서울타
워, 김포공항, 63빌딩, 국립중앙박물관, 세빛섬, 잠실종합운동장, 무역센터, 롯데월
드타워) 등은 경관조명을 권장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함.

▪ ��63빌딩, 롯데월드타워, 무역센터 등 시가지내 고층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은 서울
의 랜드마크로서 야간에도 건축물의 상징성을 유지하며, 주변 야간경관과 조화로
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함.

내·외사산 녹지축과 연계한 건축물의 외부공간 : 산주변 주거지경관 특성 유지

▪ ���옥탑부만 강조된 점멸 조명방식 및 색상변화 연출을 지양함.
▪ ��건축물의 전면공간 또는 단지 경계부 외부공간은 주민의 야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

한 조명계획과 보행 활성화 조명계획을 유도함.

주요산(남산, 북안산)과 랜드마크 건축물 조망가로 : 주요산 조망 확보

▪ ����산을 조망하는 시각축 상에서 조망되는 산 전면 건축물과 조망축 가로변 건축물은 
건축물 측면·상층부·옥탑부 등에 대형 광고조명·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지양하고, 
건축물의 과도한 장식조명도 지양함.

▪ ��조망축 가로변 건축물의 외부공간은 야간커뮤니티를 위해 경관조명계획을 유도
하며, 사용되는 조명기구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시각적 불쾌감이 고려되어
야 함.

구분 세분

주요산
조망
가로

관리
대상

① 산 전면 건축물 : 조망점에서 주요산으로의 시각축 상에서 산 전경과 함께 조망되는 산 전면 
건축물(산 전면에 입지하거나 변곡가로에 의해 산 전면에 조망되는 건축물 포함)
② 조망축 가로변 건축물 :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주요산)으로의 시각축 상에서 조망되는 가로
변 건축물과 조망축이 설정된 가로변 건축물 포함

표4-48. 내사산 조망가로 관리대상(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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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로변 : 야간 보행쾌적성 증대

▪ ���주요 가로변에 면하는 공개공지는 보행자가 야간에도 머무를 수 있는 조명을 계획
하고, 보행공간과 공개공지 경계부에 시각적 또는 접근성 단절을 초래하는 조명시
설물 설치를 지양함.

▪ ��주요 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 조명은 경관조명계획뿐만 아니라 쇼윈도, 
실내 빛 등과 함께 조화된 빛으로 보행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4-94. 주요산과 건축물의 조망가로 조명계획 예시도

그림4-95. 주요가로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저층부 조명계획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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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
▪ ����사업 실행 시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하는 야간경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건축물, 가로, 공원 등의 구체적인 야간경관계획을 마련함.
▪ ����주요 보행축에 인접한 가로는 야간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스

마트조명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권장함.
▪ ����초고층 건축물은 경관조명을 권장함.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빛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전망시설과 문화시
설을 복합화시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방안을 구체화함.

그림4-96. 시가지 주요 가로변(주요 가로변의 범위는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의 중심지 미관지구의 기준임)





V. 계획의 실현

5.1 야간경관 실행체계 정비

5.2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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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의 전략과 핵심과제, 권역별 도시빛 계획, 유형별 도시빛 
계획의 지속 가능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의 지속적 실천을 위하여 먼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서울의 경관적 특
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 정비적 측면에서의 용도지구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구분의 세분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야간경관 관련 행정조직 확대 정비 및 유사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각종 지원 제도의 마련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 빛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사업비 지원 및 설치비 유지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야간경관 조성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도시빛 정책의 지속적 실천을 위하여 먼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야
간경관 법률에 관하여 상위 ‘경관법’에 기초를 두고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을 반영
한 법률개정이 필요함. 이는 서울의 고유한 개성과 매력을 높이기 위해 빛공해·좋
은빛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야간경관사업 시행 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
어가는 조화로운 빛의 도시 서울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법 제도의 정비

야간경관 실행체계 정비5.1

조례개정 검토(안)

▪��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중�3호,�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단순화,�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기술
함.

▪��그 외에 야간경관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및 관리하는 관리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2016-148호�‘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명기된 용어의 정의
를 명확히 해야 함.�

▪��또한,�광역시·도에 공인측정기관이 필요하고,�조명연구원 등 복수의 측정기관
이 마련되어야 함.

▪��사업자가 좋은빛을 형성하였을 경우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조항도 보강되어야�
함.



207207V. 계획의 실현 

조례 검토의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2조(조명기구의 범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1. 28., 2016. 7. 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
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
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위락, 숙박시설은 건축법
에서 면적으로 적용하도
록 되어 있으며, 대상여
부 확인이 쉽지 않음. 위
락시설을 예로 보면 150
㎡ 이하는 대상이 아니
며, 형평성이 어긋남.

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1)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미만
2) 빛방사허용기준의 1.5배 이상 2배 미만
3) 빛방사허용기준의 2배 이상

법 제18
조제2항

5
10
15

50
100
150

100
200
300

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
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
은 경우

법 제18
조제1항 250 500 1000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
조제3항 25 50 100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빛방사
허용기준의 1.5배 미만, 
1.5배 이상 2배 미만, 2
배 이상’으로 명시되어 
실행력이 미흡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6조(빛방사허용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6. 7. 27.>
③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7.>

빛방사허용기준을 엄격
한 관리기준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심미적인 야경창출을 위
해 완화 기준도 검토되어
야 함.

표5-1. 야간경관 조례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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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전광류 광고물’ 설치 기준 및 빛방사허용 기준 검토  
(안)

▪ �현재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의에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설치허용 구역을 아래
와 같은 조건에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때에만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음.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속하며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는 필지(※도로폭은 하천  

폭을 포함하여 산정)

-대로에 면하지 않더라도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종로 

청계천 관광특구’, ‘강남 마이스특구’, ‘잠실특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은 설치 가능 

 (단, 패션특구는 지정기간에 한해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운영)

-서울시 및 자치구가 추진한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특화거리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경우

-기타 행사, 축제 등 수립된 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하여 수립된 계획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조명기구와 IT의 발전과 함께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쉽게 접하게 할 수 있는 조명방식으로 적용할 대상이 무궁무진하나, 미디어파사드 
설치 허용구역, 빛방사허용 기준 등에 대한 규정으로 설치가 기피될 수 있는 우려
감이 있음.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처럼 미디어파사드 특화·활성화 지역을 위원회에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음. 반면,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영상 콘텐츠 심의 강화가 검토
되어야 함. 디지털 아트, 예술 작품 콘텐츠를 권장하며, 콘텐츠 업그레이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미디어파사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도심 속에 미적 경관을 창출하고, 야간 관광명
소이자 도시의 정체성 구축, 정보 전달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디어파
사드 장식조명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빛방사허용기준에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적용시간은 해진 후 60분~24:00와 
24:00~해뜨기 전 60분으로 구분하여 기준이 마련되었음. 24시간 이후의 밝기 구분 
외에 주·야간에 따른 휘도 기준, 미디어파사드 장식물과 광고물·전광판의 설치 위
치와 크기에 따른 세부 휘도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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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야간경관부문 포함 검토(안)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크게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유
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 부문별 기준에 경관계획, 특별계
획구역, 공공부문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야간경관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신규
개발사업지구계획, 민간사업 시 야간경관계획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야간경관 부
문을 포함하여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Ⅱ.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4.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에 야간경관계획 또는 
미디어파사드 장식물을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또는, 연면적 1만m² 이
상 신·증축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의무를 대체 여부 등이 위원회의 검
토가 필요함.

▪ �����‘Ⅱ.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7. 기성상업지 
환경정비형’에 야간경관 조명방식의 예시와 함께 권장과 규제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함.

인센티브 도입

▪ �����바람직한 야간경관 창출을 위한 경관협정의 체결을 유도, 협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각종 기준을 완화적용 및 보조금 지금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
하는 것을 인센티브라고 함. 서울시 야간경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는 위원회의 심
사를 통하여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추진 및 관리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조명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
음.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범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자치구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은 조명지원사업

비의 10분의 7 범위 내에서 지원

-자치구 등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조명지원사업비의 1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

-서울특별시 주요역점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한정적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조명지

원사업비의 전액을 지원

▪ �����시가 주관하는 빛축제 행사에 민간이 참여하여 장식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
식조명에 소요된 전기요금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야간환경 정비, 지구단위계획에 속할 시 조명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 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이 고려되어야 함. 경
관조명 설치 완료 후 위원회에서 심사 시 컨셉 및 연출계획 미 반영,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연출이 부적합 할 경우 경고 조치를 내리며, 여지가 없을 시에는 세금 정상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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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경관 운영관리의 기본체계

▪ �����시는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사업의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관련 지
자체 및 부서에서 야간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용이한 유지관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울의 정
체성 강화를 위해 용산공원 주변, 한강 변, 여의도, 한양도성 등 중요지역에 대하여
는 별도의 야간경관계획이 추가로 수립되어야 함.

▪ ����자치구별 야간경관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중요지역은 체계적인 관리 기본계획의 수
립과 거버넌스를 구축한 계획 실현이 요구되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
로 한 서울의 도시개발에 조화로운 야간경관 개선·특화·활성화·관리계획이 수립
되어야 함. 계획은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체계를 구성으로 하여, 일회성으로 그
쳐서는 안되며, 도시 기본계획 여건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이는 서울 시민이 야간의 안전한 생활공간과 야간의 휴식공간을 지속해서 누
리게 하기 위함임.

▪ ������서울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는 25개의 구, 주변 인천·경기지역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시와 구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공간적·기능적 
연계를 긴밀하게 하고, 구들의 협업을 통한 시 전체의 상생을 추구해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소통하고 배려하는 야간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기본체계
서울시 야간경관 체계 정립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야간경관사업지 및 요소 설정
시범사업계획 및 추진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자치구 및 사업기관 주체
관리주체별 야간경관계획 수립

야간경관사업 및 연출 계획
▼

야간경관사업 진행
설계 및 시공

▼
야간경관시설 유지관리

야간경관시설 유지 및 관리

행정조직 정비

표5-2. 서울시 야간경관 운영관리의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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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좋은빛위원회’ 를 ‘서울시 도시빛위원회’ 로 확대개편

▪ ����‘서울시 좋은빛위원회’를 ‘서울시 도시빛워원회’로 확대개편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현재 ‘서울시 좋은빛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
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서
울특별시 시의원,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빛공해·야간경관·LED·미디어파사드·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관광, 콘텐츠, 교통, 안
전,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 트렌드의 전문가를 참여·유도하도록 함.

▪ ����또한, 현재 빛공해 관리에 관한 심의를 주 업무로 삼았던 위원회의 활동을 심의뿐
만 아니라 조례 개정, 인센티브·용적률·보조금 등 제도적 지원 심사, 야간경관사업 
협의체의 자문·협업 등 업무 범위를 넓히도록 함.

▪ ����������‘서울시 도시빛위원회’에 조명 관련 전문가, 시민, 행정조직으로 구성된 ‘야간경관
사업 협의체’를 마련함. 야간경관사업 시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별 주민·상인협의
체 구성을 통한 지역주민과 지역의 야간경관 개선 및 활성화 계획·수립에 참여 하
도록 함.

▪ ������또한, 빛공해 보안관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빛공해와 좋은빛을 홍보하며, 시민
과 함께 야간경관 현장을 찾아가서 사진 찍고 휘도 등을 체크하여 우수한 대상지
는 선정, 시민이 선정한 좋은빛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도 적발 할 수 있음.

전문조직 확대개편

▪ ����현재 야간경관 업무는 도시빛정책과로 야간경관 담당이 구성되어 야간경관계획 수
립 및 야간경관사업 추진, 빛공해 방지계획, LUCI 관련업무, 옥외광고물 등을 추
진하고 있음. 도로조명은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며, 공원등은 공원녹지정책과에
서 담당함. 또한, 서울빛초롱축제는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 ������야간경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간경관 기반조성 및 정비계획, 
야간명소계획, 빛축제 계획 등을 하나의 큰 계획안에 다루어야 하나 지금의 조직 및 
인력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음.�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부서간의 협업과 시와 자치구
간의 협업 체제로 운영되어야 함. 특히, 자치구는 빛공해·좋은빛 등의 전담부서 부
재로 인한 지속성 및 성과관리가 보강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자체 및 주민 스스로가 야간경관을 수립하
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야간경관 형성 및 보존·유도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함. 또한, 
사업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의 기술적·행정적 지원과 함께 교육
을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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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강화

▪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이후 시와 자치구 등에서 후속 계획 수립 시, 시민이 참여
하도록 계획함. 야간경관 전문가, 시민, 행정조직이 구성되는 ‘야간경관사업 협의
체’와 다양한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지역, 우리동네의 야경을 만들도
록 함. 시민이 계획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및 과정을 마련하고, 시민 스
스로 계획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함.

▪ ����서울시의 다양한 야간경관사업 및 용역 참여시 차세대 조명디자이너를 발굴 육성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야간경관산업을 활성화하며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
공하도록 함. 빛축제 시 아마추어 작가가 참여할 수 있는 무대의 장을 마련하고 미
디어아트 행사 기획 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작가지망
생, 신진 작가들의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그림5-1.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확대 개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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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울시 도시빛 계획은 서울 시민의 안전과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한 도시생활, 서
울의 역사성과 역동성을 담은 아름다운 도시야경,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똑
똑한 도시조명을 목표로 야간경관사업을 단기·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에서 경관조명의 역할 증가, 야간 여가 활동량 
증가와 더불어 시민 행복감 증진을 위함임.

추진 전략

실행방안5.2

세부추진계획

▪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은 야간경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
려는 과정임.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야간경관사업·용역 등을 포괄하는 상위 계획으
로, 모든 하위 계획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화로운 빛의 도시 서울’이라
는 미래상을 공유하고, 전략별·권역별·경관유형별 도시빛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
하여야 함.

▪ ����전략별·권역별·경관유형별 도시빛 계획은 하위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의 방향 및 지
침을 제시하며, 자치구 및 사업기관 주체에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시 실행력을 높
일 수 있도록 생활환경, 관련계획 등 다양한 지역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세부계획은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별 실정에 적합
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종합적인 서울시 야간경관 운영 관리의 
기본체계의 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함.

▪ ����특히, 서울의 정체성 강화 및 전략적 중심기능 강화 등을 위한 주요 중심지 및 중요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계획이 추가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서울시 도시빛 기
본계획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거나 필요성만을 언급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구
체적인 목표와 방법들을 수립한 뒤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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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단계별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의 구상

▪ ����야간경관 단기사업(2018~2022년)    

공간 및 유형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야간경관 선도사업 대상지를 검토함. 또한, 현재의 서울시의 야간명소를 
정비·개선하여 지속해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어 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야간
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홍보하고자 함. IoT기반의 스마트조명시스템 구축 및 사
회적조명 도입으로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서울을 구상하고자 함.

-서울로, DDP일대, N서울타워, 한강교량 야간경관 특화

-한양도성, 덕수궁돌담길 등 역사문화공간 경관조명

-좋은빛·좋은간판 공모전,�야간체험경관 등 시민참여사업

-도시재생사업,�경관사업 등과의 야간경관 연계 추진

-스마트조명시티 로드맵,�마스터플랜 수립

▪ ������야간경관 중기사업(2023~2026년)
자치구별 추진 중인 야간경관 연출 대상지와 연계하여 사업대상지를 검토함. 권역
별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야간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문화축제 개발 및 빛축제 활성화를 구상함. 스마
트조명시티 강화사업을 집중 추진함.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연계 야간경관사업

-한강, 4대지천 야간경관 종합개선

-지역별 야간문화축제, 빛축제 활성화

-스마트조명시티 사업 집중 추진

▪ ����야간경관 장기사업(2027~2030년)
단기·중기 사업지와 중복되지 않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시민의 자력 사
업 발굴 및 추진사업을 계획함. 스마트제어시스템으로 서울시 전역의 공간조명을 
제어하는 스마트조명의 완성을 목표로 함.�

-서울전역 정온한 색온도 구현

-생태계 보존과 밤하늘 보호를 위한 암천지역 지정 완료

-주택가 골목길 빛공해 제로 및 야간안전 보행환경 완성

-스마트조명시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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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

▪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 정체성 강화와 연간 2,000만 명 관광객 유
치를 통한 서울의 브랜드 가치와 세계화, 지역별 야간명소 발굴과 야간문화 활성
화를 통한 역사·문화가 숨쉬는 예술도시, 미디어파사드와 옥외광고물의 아름다운 
도시예술로 정착, 에너지 절감 및 시민생활 서비스 제공 등의 스마트조명시티 조
기 구현, 낙후한 지역의 야간환경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일
상 생활환경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시민 행복감 증진, 친환경 생태 체계의 구
축을 통한 빛공해 제로 도시 조성의 효과 기대.

도시빛 기본계획 2018 현주소 정책 효과

서울의 빛 상징 구축
-서울만의 특징있는 야간경관 결여
-연간 1,00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관광도시

도시 정체성 강화와 연간 2,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서울 브랜드 가치
세계화

서울의 빛 장소 특화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특화 아이
 템 미비
-획일된 콘텐츠 운영

지역별 장소성 발굴과 야간문화 활성화를 
통한 역사·문화가 숨쉬는 예술도시

미디어파사드 및
광고조명 발전 방안

-미디어파사드와 전광판의 구분 애매로 
 부정운영 가능
-설치 및 심의기준 강화 필요

미디어파사드와 옥외광고물의 아름다운 
도시예술로 정착

안전하고 똑똑한
공간조명 시스템 구축

-전기에너지 소비, CO2 배출 과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단계적 전략 필요

에너지 절감 및 시민생활 서비스 제공 등
의 스마트조명시티 조기 구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야간환경 정비

-도시 공간의 재생을 위한 야간환경부분 
 전략 미비
-지역별 개성이 결여된 획일적인 빛

낙후한 지역의 야간환경 및 이미지 개선
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시민의 일상적
야간생활환경 정비

-CPTED 원리의 야간환경 요구 증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한 조명환경 
 결여

일상 생활환경의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시민 행복감 증진

좋은빛 관리 체계
및 도시 간 정책 교류

-수명장애 등 빛공해 민원 매년 증가추이
-과도한 빛으로 인한 생태계 부정적 영향

친환경 생태 체계의 구축을 통한 빛공해 
제로 도시 조성 

표5-3. 도시빛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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