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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30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의 

도시빛과 생태계 공생 전략 분석

-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인공빛의 성질 중심으로 -

17세기 유럽에서 등장하여 밤을 밝혀준 야간 조명은 지금도 꾸준히 증

가하며 이제는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로 자리 잡게되었다. 하지

만 도심의 빛 인프라 확산은 밤의 소멸을 불러왔고 수천년 동안 지구의

명주기에 의해 진화해온 동식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공해의

피해는 에너지 소비부터 생태계 교란, 생체 시계 교란 그리고 인간에게

는 호르몬과 직결된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현재 많은 국

가들이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Bortle scale 9단

계 이상으로 G20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빛공해가 심각한 국

가이다. 정부는 2015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제도 아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구

분되며 제1종 보전녹지지역, 제2종 자연녹지지역 (1종 제외), 제3종 주거

지역, 제4종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분류된다. 각 단계별로 공간조명, 광

고조명,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이 지정되어 있어 광원을 측정하여

규제하는 방식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발표된 서울시의 빛공해지도는 국제우

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사진 데이터와 VIIRS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의

빛공해 수준을 지도화한 것이다.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는 서울시를 80m

x 80m 크기로 그리드화한 것으로 서울 내 빛공해가 심각한 지역을 정확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야간조명,  용도지역,  도시계획

: 2016-2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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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알아낼 수 있다.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와 현재 서울시의 조명환경관

리구역을 비교하여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구분 기준이 실제 빛공해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그래스호퍼

(Grasshopper)의 이미지 샘플링 (Image sampling) 컴포넌트를 이용하였

다. 빛공해 심각 지역의 “ 광공해 수준 몇몇 이상 지역” 정량적 분석 결

과 자치구별 용도지역에 따라 광공해 수준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___ 자

치구는 주거지역에 대한 광공해 수준이 상업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이는 주거지역 면적이 상업지역보다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

큼의 면적이 해당 광공해 수준에 노출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빛공

해 피해가 심각한 주거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

이 있다.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유형을 봤을 때 군집형, 그리드형, 침투형, 연속형

으로 나뉜다. 유형별 사례를 살펴본 결과 광공해 수준은 주거지역 용도

지역의 배치보다는 용도지역의 상업비율과 연광성이 있다. 전용주거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빛공해 수준이 높지 않지만 제2 일반주거지역, 제

3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 비율에 따라 상업지역 못지 않

은 광공해 수준을 보인다. 이는 용도지역 규제 방식과 연관이 있는데 제

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주거지역은 거의 모든 상업시설이 근린생활시

설이라는 명목 아래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지역은 용

도지역의 구분과 더불어 상업시설 분포도를 통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재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상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진다. 서울

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은 용도지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1종 생

태계보전지역과 제4종 상업지역이 인접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야간 빛 때문에 제1종 지역 빛방사허용기준을 준

수하더라도 추구하고자 하는 조도를 얻을 수 없다. 특히 제1종 보전녹지

지역의 면적이 좁은 경우 인접한 상업지역의 광공해 수준과 일치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제1종과 제4종은 인접할 수 없도록 규정되

어 있고 국제조명위원회 CIE는 두 구역간 거리를 최소 100km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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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서울 도심 내의 이러한 조치를 현실적으로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심내 제1종과 제4종간의 간격과 빛방사허용기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업지역의 경우 상업 특성에 따라 야

간에 주거지역보다 빛공해가 낮은 지역들이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시간

대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주거지역은 용도지역과 더불어 상업비율을 분석하여 조명환경관

리구역을 재구분할 필요가 있고 상업지역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1종 보전녹지지역과의 거리와 빛의 수준을 고려하여

도심 속 생태계보전지역을 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

미국의 경우 빛공해 관리를 위해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조율하는 방식으

로 특정 필지에 정해진 에너지량을 소비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에

너지 낭비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침입광이나 누설광과 같이 과도한 빛으

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규제 방식 또한 빛방사허용기준만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양하나 방식으로

확대하여 빛공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용도지역의 세분화를 제안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

용기준으로 그치지 않고 해당 필지에 소비 에너지량을 제한하는 등의 빛

공해를 규제할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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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리

가 로 등
(Street light, 街路燈)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를 조명하는 조명기구
L E 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Ga(갈륨), P(인), As(비소)를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반도체. 다이오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류를 흐르게 하면 붉은색, 녹색, 노란색으
로 빛을 발한다

광 속
(Luminous flux, 光束)

광원에서 단위시간 당 전파되는 가시광선의 양을 표준분광시감효율과 최대시감도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단위는 루멘(lm)을 사용
광 도(Luminous intensity, 
光度)

점광원에서 주어진 방향의 미소 입체각 내로 나오는 광속을 그 입체각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는 칸델라(cd)를 사용
광 고 조 명(Outdoor lighting foradvertisements, 廣告照明)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광 원 (Light Source)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기계 기구, 시설 및 기타 물체를 말한다

글 레 어(Glare)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현상으로 사물의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
구 조 물 설 치 조 명 방 식(Structure installation method)

도로상 또는 도로 가까이에 구축된 구축물에 직접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조명하는 방식
공 원 등(Park lighting, 公園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조명하는 조명기구
건 축 물 조 명(Structure lighting, 建築物 

照明
건축물 외관에 설치하는 조명

도 로 조 명(Roadway lighting, 
道路照明)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조명으로 가로등, 보안등 등이 포함됨
도 로 조 명 등 급(Road lighting classes,

道路照明等級)
도로의 종류, 교통의 종류와 자동차 교통량에 따라 적합한 도로조명의 수준을 분류한 것

빛 공 해(Light pollution, 光公害)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색 온 도(Color temperature, 
色溫度)

광원의 색온도는 흑체(Black Body)를 달구었을 때 방사되는 빛의 색상으로서 단위는 K(캘빈)을 사용
조 도(Illuminance, 照度)

주어진 면상의 점을 포함하는 미소면 요소에 입사하는 광속을 그 미소면 요소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는 럭스(lx) 또는 lm/㎡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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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표면(Light Emitting Surface)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침 입 광(Light trespass, 侵入光)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 빛이 새어나와 조명 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

누 설 광 (Light spill) 조명기구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비추고자 하는
영역을 벗어나 낭비되는 빛을 의미한다

상 향 광(Uplight)
조명기구를 설계상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수평선
윗 방향으로 방출되는 광속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향광속들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체 조명기구
광속에 대한 상향광속의 비울로써 나타낸다.

조 도(Illuminance)
주어진 면상의 점을 포함하는 미소면 요소에 입사하는 광속을 그 미소면 요소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는 럭스(lx) 또는 lm/m2를 사용한다 

휘 도(Luminance, 輝度)
발광면, 수광면 또는 빛의 전파 경로의 단면상에 주어진 점 및 주어진 방향에 대해 주어진 점을 포함한 미소면 요소를 통하고 주어진 방향을 포함한 미소 입체각으로 나눈 값으로 단위는 cd/㎡을 사용

생 체 리 듬(Circadian Rhythm)

생체리듬은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일어나는 생체 내
과정을 의미한다. 24시간 주기의 리듬은 생체시계에
의해 조절되며, 단세포 생물부터 동물 및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서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라틴어로 ‘circa'(근처 또는 대략적인)와
‘diēm'(하루)를 합성한 단어

생 체 시 계(Biological Clock)
동식물의 다양한 생리, 대사, 발생, 행동, 노화 등의
주기적 리듬을 담당하는 기능의 기관으로,
생체리듬의 주기성을 나타내는 생체 내에 내재되어
있는 생물학적 시계를 의미한다.

파 장 (Wavelength, 波長)
인접한 음파 또는 전파의 대응점 사이의 거리.
주파수에 대한 속도의 비로 결정된다. 단위는
나노미터 (nm)를 사용

생 태 계(Ecosystem, 生態系)
어떤 지역 안에 사는 생물군과, 이것들을 제어하는
무기적 환경요인이 종합된 복합 체계

박 명(Twilight, 薄明)
태양이 지평선 아래 있을 때라도 지구대기의
산란으로 지표는 다소 밝은데, 태양의 고도가
지평선 아래 0∼6도까지를 시민박명, 6∼12를
항해박명, 12∼18도를 천문박명이라고 한다.

스 카 이 글 로 우(Sky glow)
도시의 인공광원이 발생시키는 빛이 산란하여
밤하늘이 밝아짐에 따라 별을 관측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S Q M(Sky Quality Meter)
밤하늘의 휘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천문학자들이 빛 공해의 청공면을
정량화하는데 사용된다. 단위는 mag./arc sec2

비 오 톱(Biotope)

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소 (bios)와
땅을 의미하는 토포스(topos)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곳을 뜻한다.

국제조명위원회(CIE)
빛, 조명, 빛깔, 색 공간을 과장하는
국제조명위원회이다. 1913년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빈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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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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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의 첫 공공 거리 조명은 1901 종로 전차역 근처 전기 가로등 3개

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서울의 가로등 개체수는 1904년 2312

개1)에서 2017년 272,031개2)에 이르며 113년 동안에 11000퍼센트 이상의

증가률을 보인다. 시공간적 측면에서도 그 광휘와 발산도가 21세기 이후

에도 꾸준히 2.2%씩 증가하고 있다3). 이러한 도시 인공빛 확산은 밤의

소멸로 이어지며 수천년 동안 지구의 자전으로 생성되는 명주기에 의해

진화해온 인간을 포함한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생체 시계 교란을 초래한

다. 화려한 시각적 효과 이면에 인공빛의 비시각적 영향은 생체의 생리,

대사, 행동, 노화 등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시계의 불균형4) 초래하고 수

면패턴과 식사패턴을 이루는 생활 양식에 변화를 끼친다5).

서울시는 2018년 2030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6). 2030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의 10대 원칙 중 하나는 서울의 빛과 생태계와의

공생이다. 도시빛과 생태계와의 공생은 단순히 친환경 빛을 뜻하지 않으

며 도시빛으로 인한 명암주기가 생물의 일주기와 상응하여 도시와 생태

1) 한국전력공사 1989. 『韓國電氣 百年史 / 上,下. (v.1)』, 韓國電力公社, 서울, pp.157.
2) 서울특별시 2018, 2030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pp31.
3) Kyba, C et al. 2017, ‘Artificially lit surface of Earth at night increasing in radiance

and extent’, Science advances, vol. 3, no. 11, pp.1-8.
4) 인간의 생체 시계 교란은 수면 장애, 피로증후군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등의 대사질

환과, 심혈관계 질환, 각종 종양, 암, 류마티스, 치매, 정신장애 등 매우 광범위한 질환들

의 위험 요인이 된다. 손기훈 2014. 일주기 생체시계: 떠오르는 신약 표적, 특별기고 웹

진 12월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pp.3.
5) 도시빛 인프라 이전 인간은 이상성 수면 패턴(Biphasic)을 가지고 있었다. 해가 지면

서 잠에 들고 자정쯤 깨어나 1~2시간 활동한 후 다시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청하는 수면

패턴으로 17세기 후반 도시에 빛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점차 사라진다. Eldrich,A,Roger

2005, At Day’s Close:Night in Times Past, pp.261-323.
6)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에서 추진한 서울시 도시빛 마스터플랜이다. 사업기

간은 2017.6.23. ~ 2018.7.31이며 100억원이상 예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서울시

빛환경 현황 조사,분석,평가를 토대로 도시빛 기본구상 및 방향 설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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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안정화된 생활의 리듬을 뜻한다. 도시빛과 생태계와의 공생 원칙은

분명하며 이는 빛공해의 최소화이다. 빛공해란 잘못된 환경, 원치 않는

빛, 필요 이상의 빛으로 인간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

한다. 도심 내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야간의 빛들이 존재하지만 이

를 필요한 지역에 국한 하고 불필요하거나 제어해야 할 지역에는 완벽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추하는 것이 올바른 조명환경관리구역 형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빛과 생태계의 공생은 도시빛 관광자원화에

중점을 두었던 2008년 야간경관계획과는 획일적인 변화로 인공빛의 기술

과 기능적인 면을 넘어서서 도시빛 인프라의 환경적, 생물학적 영향을

인지하고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기초적 단계에서 재구축함과 동시에

서울시만의 도시빛 아이덴디티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정책이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빛공해를 심각한 환경공해로 인지하고 빛공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야간의 외부 조명에 대한

빛방사기준을 설립하는 등 빛공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서울

시 또한 2013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을 기반으로 제1종~

[그림 1-1]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라론 대한민국 (2014년 1월)

출처: NASA.gov. NASA Image Gall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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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구분 짓고 단계별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정하였다. 각 자치구에는 빛공해 전담 조직을 마련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옥외조명 실태조사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를 수집 분석하

여 야간의 도시조명에 대한 빛 방사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관리는 광원의 정확한 빛방사 수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인이 광원을 직접 측정해야 하는 방식으로 자치구별 설치조명 대비

측정개수 비율이 평균적으로 0.5%정도7)에 불과하여 빛공해 저감을 위한

총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2018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

7) 2015년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보고서. 자치구별 공간조명 설

치조명 대비 측정개수 비율이 평균 0.5%이며 광고조명은 설치조명 대비 측정개

수 비율이 0.4%이다. 측정인이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광원 수치를 검증하

는 수동적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개수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림 1-2] 2030 서울시 도시빛 계획 10대 워칙

출처: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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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원의 지원 아래 국내 빛공해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도시계획적 관리시

스템 개발을 목표로 국제 우주정거장 촬영 야간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빛공해 지도가 제작되어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빛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빛

공해 지도를 통하여 서울의 자치구별 빛공해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을 하여 서울시의 효과적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기준을 검증하고 빛공해

최소화를 위한 빛공해 관리의 지역화를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되리라 판단

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구분하는데 있어 서울시 도심에 맞는

관리기준에 대한 분석과 기준 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연구에

사용될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는 VIIRS（Visual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와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의 이미지 마이닝

[그림 1-3] 대한민국의 빛공해 지도

출처: World Light Pollution Map (www.lightpollutionmap.info)

http://www.lightpollutionmap.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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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 흐름도



- 7 -

데이터를 통합한 것으로 VIIRS 데이터는 도시지역에 수치 포화로 구분

이 어려워진 빛공해 진단 연구를 위해 고안된 NASA의 새로운 야간조명

데이터이며 ISS는 NASA gateway를 통해 확보한 서울 및 수도권의 야

간 조명도 이미지 데이터이다. 두 데이터를 통합하면서 약 80m x 80m

의 그리드를 통해 세밀한 공간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빛공해 지도가 제작

되어 정량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현재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용도지역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살펴본 후 고해상도 빛지도 데이터를 라이노 프로그

램 Grasshopper의 Image Sampler 알고리즘을 통해 빛방사 수준 그리드

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서울시의 빛공해 저감을 위한 조명환경관리구

역 구분 기준인 용도지역의 기준 강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2015년 서울시의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많은 조사기관들에 의

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과 제4종의 대부분의 조명은 빛공해방지계획

의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타나므로 본 연구는 서울시 내에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상업지역과 공

업지역인 조명환경관리구역 제4종과 주거지역인 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

에 집중할 것이다.

1.3. 선행 연구 분석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 내용

최민아
(2009)

야간경관계획의 현황 
및 지침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초기 단계의 야간경관계획 지침이 체계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며 
국외 야간경관계획 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야간경관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구성내용 및 항목을 도출한다. 

이미란
(2005)

도시야간경관 계획의 
기본목표과 구성요소의 

선정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주간 도시경관의 맥락을 야간 도시경관까지 연장하여 도시의 
야간경관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도시 야간경관 계획의 목표와 구성요소를 찾아내고 도시의 
특성 및 지역성에 알맞은 야간경관 계획의 목표와 구성요소 
제시한다. 

장미래
(2014)

야간 도시이미지의 
유형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대표 
경관을 중심으로 

야간을 중심으로 인지되는 도시이미지요소의 특성을 밝히고 
서울시의 대표경관을 도출하여 야간 이미지의 구성요소 및 
유형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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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행 연구 논문 검토

야간경관계획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문과 더불어 지침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도시이미지 형성, 조명이미지, 관광자원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있다. 지금까지의 야간경관계획 논문들은 2008년 발표된 서울

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논문은 조

명환경관리 제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기존 논문들과 차별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를 통해

자치구별 빛공해를 유발하는 지역 및 도시공간 유형을 도출해냄으로써

서울 도심 내 빛공해 최소화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역화를 고찰하

는데 의미가 있다.

1.4. 연구의 차별점과 한계점

빛공해 지도가 만들어진 국제우주정거장 이미지 데이터는 새벽 4시에 촬

영된 이미지로 빛공해가 가장 심한 23-01시에 대한 서울 야간 촬영 자

료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빛방사 수준은 광원의 정확한 수치

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빛공해 지도를 기반으로 하되 현장조사를 통해 광

원의 정확한 빛방사수치와 함꼐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빛공해 저감 방

식이다. 추후 VIIRS와 ISS 데이터 마이닝를 통해 시간대별 빛공해 지도

제작이 이루어지면 더욱 효과적인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기준이 될 것

이다.

천지나
(2009)

도시 야간경관의 
디지털화 경향 및 

사례별 유형에 관한 
연구

도시야간경관에 LED 출현을 통한 디지털화 된 도시야간경관의 
경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조명연출을 ‘디지털 경관조명’이라고 
정의하고 사례 조사, 분석, 종합하여 유형화하였다. 

오지영
(2004)

서울 야간경관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 한양정도 이후부터 현대의 야간경관 형성과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 

김기태 
오민석
김회서
(2011)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

빛공해 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연의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설정하고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설정 시 주위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 후, 조명환경을 고려한 
‘휘도비’를 관리기준으로 제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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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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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한민국의 빛공해

빛공해(Light Pollution) 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하나

는 <인공광원의 상향광으로 인해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으로 스카이

글로우 (skyglow)나 밝아진 밤하늘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 의미

에서 <누설광이나 부적절한 조사로 인해 인간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현상>을 뜻한다.1) 도시 야간 조명의 확산은 화려한 시각적인 효과 이면

에 생체의 생리, 대사, 행동, 노화 등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시계의 불균

형으로 초래하는 등의 비시각적 영향들이 존재한다. 도시의 밤 소멸이

도심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근본적으

로 이해하고 빛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66%는 야간의 빛공해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빛공해로부터 노출된 나라는 싱가포르(100%), 쿠웨이트

1) 안소현 (2015), 국외의 빛공해 관리체계와 평가기법,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30(30), p.

4-12

[그림 2-1] 빛공해로부터 노출된 지역이 많은 G20 국가 순위

출처: The New World Atals of Artificial Night Sky Br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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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콰타르(97%), 아랍메미리트(93%), 사우디아라비아(83%) 등이다.

G20 국가 중 빛공해에 노출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와 대한민국이며 지역적으로 빛공해가 가장 많이 분포된 나라는 이탈리

아와 대한민국이다.2) 급격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야간 조명의 확산으로

인해 빛공해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환경 공해가 되었

다. 대한민국의 빛공해 수준을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는 모두 보틀 스케

일(Bortle scale)로 7단계 이상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는 8단계와 9단

계로 나타난다. 서울시 부천시 광명시와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9단계이며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 고양시, 구릿,

하남시, 성남시 그리고 수원시까지는 8단계이다. 9단계의 밤하늘은 인공

조명 빛으로 밝아진 하늘이며 눈으로 관찰 가능한 물체가 달 외에 아주

2) Falchi, F et al. (2016), ‘The New World Atlas of Artificial Night Sky Brightness’.

Science Advances. Vol. 2, no. 6, e1600377

[그림 2-2]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서울의 밤하늘 (2020년 3월)

출처: www.nas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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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성단뿐으로 자연의 어둠은 도심 속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3) 현

재 서울 도심 내의 빛공해 저감의 핵심은 조명 자체에 대한 규제와 동시

에 불필요한 빛 즉 누설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

다. 불필요한 야간 빛이 에너지 소비와 더불어 빛이 필요없는 지역까지

누설되면서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때문에 도심 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누설광이 일어나는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설광은 부정확한 조명, 조명위치와

태만한 조명설비관리 등으로 야기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구역

내의 조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개인이 조명 빛방사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지자체 내에서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심내 빛공해

최소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3) 보틀 스케일(Bortle Scale)은 광공해 수준의 척도로서 지역의 빛공해 수준에

따라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밤하늘의 상태를 말한다.

[그림 2-3] 서울의 빛공해 지도

출처: Light Pollution Atlas 2016 cleardarksk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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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Zenith) 상태

상태 
단계 

인공조명/
자연 어둠 

비율 

인공조명 밝기
(mag/arcsec2)

보틀 
스케일

< 0.01 22.00-21.99 1 빛의 영향 없는 이론상 가장 어두운 하늘
0.01-0.06 21.99-21.93

2
M33(Triangulum Galaxy: 삼각자리은하)를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하늘 0.06-0.11 21.93-21.89

0.11-0.19 21.89-21.81

3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서 사방으로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상태. 안개가 없는 
날에는 은하수가 수평선으로 보이는 단계. 
구름은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실루엣으로 
나타남. 별이 크고 가깝게 보이며 구름이 
하늘에 뚫여 있는 구멍처럼 매우 어둡게 
보인다. 

0.19-0,33 21.81-21.69

0.33-0.58 21.69-21.51
4

수평선에서 도심 방향으로 빛나는 빛을 볼 
수 있음. 구름은 도시의 빛 근처에서 밝게 
나타남. 

0.58-1.00 21.51-21.25

1.00-1.73 21.25-20.91
4.5

은하수가 수펴선 근처에서 볼 수 없다. 
구름은 천정에서 회색 빛을 띄고 
도심쪽으로 빛이 밝게 보인다. 

1.73-3.00 20.91-20.49

3.00-5.20 20.49-20.02

5

은하수가 보이지만 대비가 현저히 감소하고 
디테일이 손실된 상태. 별이 크고 가까이 
모이지 않는 상태. 구름이 하늘 보다 밝게 
보인다. 

5.20-9.00 20.02-19.50

9.00-15.59 19.50-18.95 6

은하수는 거의 보이지 않고 천정 
근처에서만 볼 수 있다. 하늘은 도시 
방향으로 지평선 근처에서 밝게 변색됨. 
하늘이 칙칙한 회색으로 보이는 단계

15.59-27.00 18.95-18.38 7

빛공해로 전체 하늘이 밝은 회색이다. 강한 
광원이 모든 방향에서 관찰 가능하다. 더 
이상 은하수는 관찰 할 수 없다. 망원경을 
통해 가장 밝은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인다. 

27.00-46.77 18.38-17.80 8
하늘이 전체적으로 회색 빛을 띄며 
밝다.망완경으로도 볼 수 있는 물체가 달, 
행성, 이중 별 및 변광성으로 제한된다. 

> 46.77 > 17.80 9
인공조명 빛으로 인해 밝아진 하늘
눈으로 관찰 가능한 유일한 물체는 달, 몇 
행성들과 가장 밝은 성단들 

[표 2-1] Bortle scale 천창 상태에 따른 빛공해 수준

출처: cleardarlsk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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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4)

2030 서울시 도시빛 계획은 빛공해 방지를 5대 핵심정책 중 하나로 지정

한다. 2012년 환경부에서 인공조명5)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고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에서 2014년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조성한

후 2015년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6)을 수립하여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

4) 약칭: 빛공해방지법 [시행 2020.5.27.] [법률 제16610호]
5) 2012년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에 대

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6) 시울시 빛공해방지계획은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에서 2015.6.30. 수립되었

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빛공해의 현광, 조명용도별 빛공해방지계획, 조명환경관리

광공해가 미치는 영향

1 천문학에 미치는 영향 

서울 밤하늘 등급은 대락 1.78등급으로 등급이 
2등급일 경우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을 25개 
미만이다. 도심 속에서는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통해 
별을 볼 수 수준은 거의 불가능하며, 일반 시민들 
또한 아름다운 밤하늘을 즐기기 힘들다. 

2 에너지 낭비 및 안전성 문제
광공해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10억 달러의 비용이 빛공해로 낭비되고 
있다.

3 신체에 미치는 영향

야간의 빛에 대한 노출은 일주기성 리듬 분열을 
일으키고 뇌에 빛의 신호를 보내어 멜라토닌의 
생산을 억제하고, 멜라토닌은 초과산화 생산을 
줄인다. 밤의 매우 작은 빛으로도 멜라토니는 
분열시키며 이러한 결과로 종양이 자라나게 하고 
암의 발생률을 증가한다. 

4 생태계 피해

호수 주위에 세워진 가로등에 의해 호수 표면에 
살고 있는 동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는 호수의 녹조현상을 발생하게 하며 수질에 
약영향을 미친다. 하늘의 새들은 밝은 빛에 의해 
방향을 잘못 찾게 되고 야행성 동물들의 번식 
시기를 방해한다. 동물 뿐만 아니라 야간의 빛은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로등에 의한 벼농사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골의 논 
주변 가로등을 소능하는 곳도 있다. 

[표 2-2] 광공해로 인한 피해

출처: 광공해의 현실과 실용적 해결방안.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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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에 대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의

도시 빛 계획은 2015년부터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조명의 강도를 낮추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인공조명으로 인한 직접광과 반사광이 어두운 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 생태적 영향을 특정 지역으로 국한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

빛공해방지를 위하여 서울시는 크게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조명용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

해 5년간의 시험실행을 마친 후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997년 국제조명위원회 (CIE: Th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가 창조해낸 빛공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갖춰진 빛공해 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빛공해의 원인과

결과는 지역마다 상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맞게 빛공해

구역 빛공해방지계획,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재정비이다.
7) 2030 서울 도시빛 기본계획의 전략 7번으로 좋은빛 관리체계에 포함된 정책

내용이다. 도시계획국의 도시빛정책과는 서울시의 빛환경을 관리하고자 빛공해

방지 및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좋은 빛 형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하고 있다.

[그림 2-4]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체계

출처: 2015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 16 -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빛공해를 줄이는데 필요한 규제 기준

틀 역할을 하고 있다.8) 이러한 국제조명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많은 선

진국들의 도시빛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Building Energy Efficiency Standards (2013)을 규정하고 주법이나 조례

차원의 빛공해를 규제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의 The Clean

Neighborhoods and Environment Act (2005)은 건강을 해치거나 불쾌감

을 주는 옥외조명을 범죄적 공격으로 취급하고 법령으로 규제한다.9)

2.3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방지계획10)

2.3.1 조명환경관리구역

2030 서울시 도시 빛 계획은 2015년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에서 지정이

된 조명환경관리 구역을 토대로 빛공해 관리를 시행한다. 이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종 ~ 제4종으로 구분되어, 조명환경관리

8) Schreuder, D. & Narisada, K. (2004), Light Pollution Handbook. The

Netherlands, Springer.
9)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국내·외 빛공해 현황 및 관련 제도 검토 (2015).
10) [법률 16610호]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9조~제14조

[그림 2-5]. 2030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기본 구상, 계획과 실천 방안

출처: 2030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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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현향 및 빛환경 특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제1종은 보전녹지로 동식물 서식 및 철새도래지 등의 자연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최소한의 빛환경만을 요구하는 지역이다. 제2종은 생산

녹지, 자연녹지로 거주자 및 유동인구가 적고 농경 활동을 위한 최소한

의 빛환경이 필요한 지역이다. 제3종은 주거 중심 지역으로 거주자가 많

고 야간교통량이 있으며 공간조명의 영향이 많고 일부 상업지역이 존재

하는 지역이다. 제4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유동인구, 야간교통량이

많고 상업활동으로 다양한 조명이 집중된 지역이다.

제1종과 제2종의 개선 방향은 동식물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명설치 시 배광제어 및 상향광억제 등

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제3종은 공간조명에 의한 침입광을 방지하고

빛공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형성

하는데에 집중하고 제4종은 상업활동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형성과 빛공해가 없는 조명 환경을 형성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림 2-6].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출처: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안) 2015.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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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조명환경관리구역별 구분 내용

출처: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안) 2015.4 기준

2.3.2.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빛공해방지법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에너지 절약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명환경관

리구역을 제1~제4종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별 여러 광원의 존재를 인식하

고 그것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조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조명

환경관리구역 종별 200m 이내의 인접지역과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조명기구에 대한 상향광 등급, 발광

표면휘도 등은 좋은빛위원회11)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11) 좋은빛위원회는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

구 분 내 용

구역명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위치

대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제외) 

전용주거, 
일반주거(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112.19㎢(18.5%) 134.02㎢(22.1%) 306.28㎢(50.5%) 53.47㎢(8.9%)

내용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 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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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서울시 빛공해 방지 조례 제3조에서 조명기구의 범위를 공간조명, 광

고조명, 장식조명을 분류하고 이들을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명기구는 침입광, 눈부심, 상향광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도 및 포면휘도, 상향광의 관리를 통해 빛공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각 구역별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이 달라지며 구역의 용도에 따라 빛의 허용범위가 다르게 관리된다. 이

러한 조명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빛공

해 측정법을 따라야 하며 빛공해 제시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cd/㎡ 단위는 휘도의 표준 단위로 면적 제곱미터 당 칸델라12) 광도를 나

타내는 단위이다. [표 2-6]을 통하여 빛방사허용기준 수치 cd/㎡ 값에 따

른 빛의 정도와 대조해 볼 수 있다.

고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빛공해 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에 관한 사항, 빛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또는 적용 제되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다.
12) 칸델라(candela)는 광도(luminous intensity)의 단위로서 국제단위계의 기본

단위이며 기호로는 cd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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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 법령 세부대상 

공간 조명

「도로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보도
2.「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3.「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4.「자연공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5.「항만법」 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
되는 장소
6.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7.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1.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광고 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1. 가로형간판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벽면에 설치
하는 광고물
2. 돌출간판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나.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가.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0. 선전탑
11. 아치광고물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
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
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
는 것을 말한다. 이
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
치 등 전자식 발광
(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
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
광류 광고물

장식 조명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 대상 시설

1.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2.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3.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
물, 공청사)
4.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 구조물(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6. 도로부속 시설물(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7. 주유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
소 등)
8.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서울
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
한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9.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표 2-4] 인공조명 세부 적용대상(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출처: 2015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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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조명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2) 광고조명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나. 그 밖의 조명

(3) 장식조명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13) “주거지연직면조도“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제3

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

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

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14)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

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13)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이하 lx(lm/m2)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발광포면
휘도14)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cd/m224:00 – 
해뜨기 전 

60분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25이하 lx(lm/m2)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포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표 2-5] 조명 유형별 빛방사허용기준 수치
출처: 2015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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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조명 측정지점, 측정대상 및 기준

출처: 빛공해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4호(2017.08.11)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은 위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조명

기구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측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적용범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에서 정한 빛방사 허용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 조명의 측정지

점과 측정기준의 차이를 보이므로 공정시험기준에 유의하여 조도값을 산

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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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조명환경관리구역 자치구별 용도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현재 빛방사허용기준은 자

치구별 빛공해 전담 조직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실태조사 현황과 결과를

토대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용도지역 비율을 파악하였다. 서울 전체적으로는 주거

지역이 53%, 상업지역 4.21%, 공업지역 3.30%, 녹지지역 38.66%이다.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대상인 주거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동

대문구(91.5%), 서대문구(85.29%), 동작구(84.15%)이다. 주거지역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32.90%), 강서구(35.12%), 도봉구(39.12%)

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제4종 대상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중구 (39.2%), 금천구(32.8%) 그리고 영등포구(31.3%)이다. 가

장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1.1%), 광진구(1.2%) 그리고 관악구(1.3%)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과 제2종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

(59.1%), 서초구(56.9%) 그리고 강서구(53.4%)이다. 가장 낮은 구는 중구

(0.3%), 동대문구(2.7%), 서대문구(11.1%)이다.

Factor
(cd/m2)

Multiple Value 빛의 정도

10−6 µcd/m2 1 µcd/m2 시야의 한계점
10−4 400 µcd/m2 아주 어두운 하늘
10−3 mcd/m2 1.4 mcd/m2 보름달이 뜬 밤 하늘 
100

cd/m2

5 cd/m2 암순응과 명순응의 경계  

101

25 cd/m2 일촐 또는 일몰의 일반적 
55 cd/m2 표준 SMPTE 시네마 스크린 휘도 

80 cd/m2 모니터 흰색

102 250 cd/m2 일반 LCD 모니터의 최고 휘도 

700 cd/m2 흐린 날의 전형적인 사진 장면 

103

2500 cd/m2 달의 표면 밝기

7000 cd/m2 평균적으로 맑은 하늘 

10000cd/m2 조명에 비춘 구름 

12000cd/m2 형광등

[표 2-6] 밝기에 따른 빛의 정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Orders_of_magnitude_(lu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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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제4종 1종/2종

주거지역

소계 일반상업 공업 소계 소계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제1종 제2종 제3종

종로구 6.6 18.3 12.1 3.2 0.8 41.01 12.3 - 12.3 46.7
중구 - 27.7 18.3 11.7 2.7 60.53 39.2 - 39.2 0.3

용산구 1.0 18.9 20.0 12.8 2.6 55.29 5.8 - 5.8 38.6
성동구 - 14.2 25.8 17.7 1.6 59.20 2.8 12.2 15.0 25.8
광진구 0.8 13.1 33.4 14.8 5.7 67.93 1.2 - 1.2 30.9

동대문구 - 19.0 41.5 27.2 3.9 91.50 5.8 - 5.8 2.7
중랑구 - 5.6 30.9 17.4 4.5 58.40 1.9 - 1.9 39.7
성북구 4.0 20.9 28.1 17.0 2.3 68.30 1.6 - 1.6 26.1
강북구 - 12.4 22.3 9.9 1.8 46.48 1.1 - 1.1 52.4
도봉구 - 8.6 16.2 12.3 2.0 39.12 1.3 7.2 8.5 52.4
노원구 0.3 3.8 13.1 21.1 1.0 39.02 1.7 - 1.7 59.1
은평구 2.7 10.3 28.2 7.0 3.4 48.95 1.7 - 1.7 46.7

서대문구 2.0 37.3 29.7 16.4 2.0 85.29 1.6 - 1.6 11.1
마포구 - 4.2 32.8 15.6 3.4 56.05 3.9 - 3.9 40.0
양천구 - 7.7 33.9 28.3 1.9 71.76 4.6 0.5 5.1 23.1
강서구 0.4 5.9 14.6 12.7 2.0 35.12 3.2 7.0 10.2 53.4
구로구 - 6.3 29.2 13.6 1.4 50.60 2.6 21.2 23.8 25.6
금천구 - 10.8 24.4 7.6 2.1 44.92 1.1 31.7 32.8 22.3

영등포구 - 2.2 19.8 7.0 3.9 32.90 10.7 20.6 31.3 35.8
동작구 - 24.6 35.5 22.6 1.5 84.15 2.1 - 2.1 13.7
관악구 - 18.0 21.1 10.4 2.4 51.85 1.3 - 1.3 46.8
서초구 1.5 7.2 13.0 17.8 0.8 38.82 2.8 - 2.8 56.9
강남구 1.6 8.8 22.1 28.3 0.8 59.96 4.7 - 4.7 33.1
송파구 0.2 5.6 24.5 29.2 2.6 61.86 6.7 - 6.7 29.9
강동구 0.2 3.2 31.3 15.9 2.2 52.61 2.8 - 2.8 44.4

[표 2-7] 조명환경관리구역 자치구별 용도지역 비율

[그림 2-8] 서울시 용도지역.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2012)

출처;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25 -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지정 목적

제
3
종

조
명
환
경
관
리
구
역

주
거
지
역

제1종 전용 50 100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 50 120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일반 60 150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 60 200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 일반 50 250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 70 400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
4
종

조
명
환
경
관
리
구
역

상
업
지
역

근린상업 90 600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 80 800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산업 70 1000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산업 80 600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
업
지
역

전용공업 70 200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 70 200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 70 400
경공업 그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제
2
종

조
명
환
경
관
리
구
역

녹
지
지
역

보전녹지 20 50
도시의 자연화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 20 50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 20 50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지역 환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표 2-8] 조명환경관리구역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출처: 조아라 (2015).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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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심 맞춤형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위한 기반 형성의 필요성

미국과 영국의 조명환경관리구역과 비교하면 서울의 조명환경관리구

역은 도심의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이 구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역간 면

적이 좁고, 밀도가 높으며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에 중

점이 맞춰진 미국와 영국의 조명환경관리구역과 달리 우리나라의 조명환

경관리구역 지정은 도시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행태이다(표2-9 참조). 조

명환경관리구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Los

Angelos 도심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하나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이다. Los

Angelos 도심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2배인 것을 감안한다면 서울시

를 4가지 구역으로 빛방사허용기준을 관리하는 것은 체계적인 관리방안

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도심 내 제1종과 제2종의 자연녹

지지역 같은 경우 거의 모든 건축물 조명은 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

다.15) 빛방사허용기준을 갖고 있는 영국 또한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면적 범위를 살펴보면 대체로 서울 도심 전체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조명환경관리구역16)의 면적은 지정 범위가 넓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빛방사 관리가 비교적 쉽지만 서울의 경우 도심 내

에 4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지키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다. 이는 많은 연구 논문들과 빛공해 환경 조사에서 입증된 바이다.

또한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구역간의 인접지역과 최소거리에 대

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조명위원회 (CIE)의 가이드라인은 자연

스러운 밤을 되찾고자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제도이므로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기준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이 가장 높은 제4종 조명환

경관리구역까지 최소한 100km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바

탕으로 영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과 제4종 구역의 인접을 금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긴 바깥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대략 36km이므

15) 김기태, 오민석, 김회서 (2011),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25(12), p.27-33
16) Northumbreland National Park Authority and Kielder Water & Forest Park

Exterior Lighting Master Plan. Lighting Consultancy And Design Services Ltd.

Resemount House, Well Road, Mof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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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0km의 최소한의 거리를 갖기 어려우며 용도지역만으로 조명환경관

리구역을 구분 짓고 있기 때문에 제1종과 제4종이 인접해 있는 곳을 도

심 내 곳곳에 볼 수 있다.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은

국제조명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는 기준이지만 구역간의 최

소 거리와 같은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용도지역만으로 구분 짓고 있기

때문에 국제조명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의 근본적인 목적인 가장 자연스러

운 밤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은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심

형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다.

구역 내 기준점
기준점에서 구역 경계선까지의 거리 

E1-E2 E2-E3 E3-E4
E1 1 10 100
E2 1 10
E3 1
E4 No Limits

[표 2-10] 구역 경계선과 기준점 사이의 최소 거리
출처: Light Pollution Handbook

구분 면적 (km²) 시행일자
비고 (빛공해방지종합계획 

2019-2023)

서울특별시 605.60 15.8.10 서울시 전역

광주광역시 501.18 17.1.1 광주시 전역

인천광역시 468.28 19.1.1 강화, 웅진군 제외

경기도 8,824.00 19.7.19 가평, 연천군 제외

[표 2-9] 대한민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도시

출처: 좋은빛정보센터 www.goodlight.or.kr

[그림 2-10] 서울의 외부 경계선 최대 거리



- 28 -

[그림 2-11]. LA와 서울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면적 차이

[그림 2-10] 영국의 국립공원 중심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출처: Good Practice Guide for Outside Lighting in Northumberland International

Dark Sky Par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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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율 현황

서울시는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용도지역을 기

반으로 제1종~제4종에 대해 단계별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정하였다. 각

자치구에는 빛공해 전담 조직을 마련하여 현장조사 [그림2-11]17)를 통해

자치구별 옥외조명 실태조사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를 수집 분석하여 야

간의 도시조명에 대한 빛 방사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관리는 광원의 정확한 빛방사 수치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

인이 광원을 직접 측정해야 하는 방식으로 자치구별 설치조명 대비 측정

개수 비율이 평균적으로 0.5% 정도에 불과하여 빛공해 저감을 위한 총

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2018년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과 제4종에 이뤄진 또 다른 연구(Lim,

2018)에 의하면 제3종의 공간조명은 67%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제4종의 공업지역은 37%,제3종 광고조명은 67% 초과, 제4종의 상업지역

은 30%, 공업지역 26%를 초과한다. 장식조명은 제3종에는 86% 초과하

17) 현황조사는 서울시 민원발생현황을 참고로 하여 민원발생지점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측정인이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광원을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여부를 확이나는 방식이다.

[그림 2-12] 서울시 2015 공간조명 환경영향평가

출처 2015년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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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4종 상업지역은 72%, 공업지역은 44%의 초과율 보인다. 서울시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을 조사한 결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제3종

과 제4종의 대부분의 조명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관리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종합보고서를 살펴보면 자치구별 공간조

명, 공고조명, 장식조명의 평균값과 최대값이 나타난다. [표 2-5]를 살펴

보면 조명유형별 빛방사허용수치가 나타나는데 제4종 상업지역을 기준으

로 공간조명 최대값은 25lx 이하, 광고조명 발광표면 휘도는 1500cd/㎡

이하, 장식조명은 300cd/㎡ 이하이다. 표 2-11은 제4종 상업지역, 즉 가

장 높은 빛방사허용수치를 기준으로 조명들의 수치를 평가한 것이다. 25

개 자치구 모두 공간조명의 최대값을 초과하며 광고조명의 평균값인

1500cd/㎡을 초과하는 조명 또한 전 자치구에서 발견된다. 장식조명은

평균값, 최대값 모두 기준을 초과한다. 광원의 특성에 따라 광공해 수치

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현재 서울 도심 내의 조명은 빛공

해방지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훤씬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빛공

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 관리 권고기준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시

점이지만18) 현재 서울의 빛공해 수준을 살펴보면 권고수준을 지키기까

지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18) 2015. 12. 30 시행되어 2018. 11. 30. 일부 개정되었다.

빛방사허용기준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측정 조도 범위 

공간조명 25 lx 이하 4.8 (HPS) ~ 558 (MH) lx
광고조명 1500 cd/㎡ 이하 65.4 (할로형) – 595170 (외조형) cd/㎡
장식조명 300 cd/㎡ 이하 112.1(점형) - 644580(면형) cd/㎡

[표 2-11] 서울시 자치구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조명 수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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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평균값/
최대값

공간조명(lx) 광고조명(cd/㎡) 장식조명(cd/㎡)

MH LED HPS 형광등 기타 내조형 외조형
재차

발광형
채널

레터형
할로형 전광류 점형 선형 면형

미디어
파사드

종로구
평균값 20.2 18.7 9.8 - - 1188.7 17248.2 - 1466 1219 98 6039 522.2 4642.9 -

최대값 414.9 63.4 30.9 - -

중구
평균값 43.2 26.2 4.8 - - 6211 23606 1091 1217 442.3 607 494.7 1764.4 27368 1993

최대값 230 90.9 8 - - 132390 229770 1848 7154 844 1074 927.9 9891 644580 -

용산구
평균값 22.5 13 43.1 - - 2546 13370 2400 2054 853.1 - 112.1 303.7 217.1 -

최대값 67.6 44.6 261 - - 52173 147420 3704 35019 1481 - 171.5 862.1 790 -

성동구
평균값 12.8 142.9 16.2 3.6 - 3179 73965 - 1383 884.5 - 83301 817 422.7 -

최대값 59.4 3515 54 6.1 - 24633 595170 - 26262 1536 - 397980 1906 1607 -

광진구
평균값 23.7 19 16.2 - - 690.4 5573 280.4 1125 579.6 - 2983 1330 6279 -

최대값 55.8 126 63.5 - - 1366 19160 - 6137 - - 9360 6569 23310 -

동대문구
평균값 13.7 36.3 29.2 - - 9855 5462 4348 1683 65.4 - - 1066 2526 -

최대값 72.3 65.3 100.1 - - 265590 19557 4865 29493 - - - 2183 33543 -

중랑구
평균값 30.5 8.8 12.1 - - 2878 30099 1331 1687 335.9 - 11179 345.2 1502 -

최대값 115.2 22.4 51.7 - - 67401 167310 1951 51345 532.4 - 40401 - 7690 -

성북구
평균값 35.2 30.2 16.1 - - 1237 6694 1443 1151 - - 1811 163.4 780.9 -

최대값 153 135 93.6 - - 7891 24930 - 3074 - - - 209.1 3319 -

강북구
평균값 22.3 19.3 14.8 - - 3314 37650 5935 1005 - - 6417 - 1298 -

최대값 91.9 151.2 82.8 - - 49761 185004 49760 1356 - - 13788 - 3808 -

도봉구
평균값 10.7 23.8 21.1 - - 948.6 6729 1205 1312 - - 4716 297 3122 -

최대값 33.9 109.8 72.2 - - 4801 26532 1862 2622 - - - 414.5 - -

노원구
평균값 12.1 13.3 9.9 - - 2456 3855 545.4 1242 854.3 - - 1501 552 -

최대값 27.9 32.8 24.3 - - 34515 6309 741.8 5140 - - - 2834 940.5 -

은평구
평균값 24 26.8 12.4 - 0.7 897.2 3487 500.9 1196 108.9 - 472.5 2544 220.8 -

최대값 558 75.6 30.6 - 0.9 2118 12776 - 6111 234.6 - 520.7 3818 830.7 -

서대문구
평균값 6.1 16 6.1 - - 902.2 24328 1732 1246 - - 530.9 5304 618.6 -

최대값 14.4 45.9 27.5 - - 5212 110250 3873 5849 - - - 15543 3920 -

[표 2-12] 자치구별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휘도 및 조도 측정 결과

출처: 2019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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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명 유형 공간조명(lx) 광고조명(cd/㎡) 장식조명(cd/㎡)

조명 허용 
기준

최대값 25이하 평균값 1500이하 평균 25이하/ 최대값 300이하

조명 MH LED HPS 형광등 기타 내조형 외조형
재차

발광형
채널

레터형
할로형 전광류 점형 선형 면형

미디어
파사드

양천구
평균값 21.9 13.9 15.3 - - 2025 14318 3997 1038 - - 248.0 3051 422.7 -

최대값 73.8 86.4 37.6 - - 36189 52632 7582 9261 - - - 7096 3100 -

강서구
평균값 7.2 17.1 17 - - 1841 12930 650 1351 - - - 4213 9157 -

최대값 31.5 69.3 27.9 - - 1366 68184 760.5 7835 - - - 13518 95130 -

구로구
평균값 8.6 6.3 16.4 - 56.5 1087 17702 2035 1243 196.1 - 36.2 321.2 730.2 -

최대값 30.2 33.3 78.3 - 78.3 4568 78093 3460 5395 - - - 629.6 3610 -

금천구
평균값 13.8 8.8 26.7 - 70.2 1101 35884 1541 1244 84.9 - - 2286 12809 -

최대값 34.2 27 140.4 - 127.8 9099 317160 3409 14949 - - - 9699 107640 -

영등포구
평균값 13 12.6 5.6 - - 22417 2604 229.8 1098 - - - 965.4 1146 -

최대값 39.6 44.3 23.4 - - 283590 9306 - 5287 - - - 7174 8738 -

동작구
평균값 23.5 23.6 7.7 3.2 - 691.9 16935 - 1207 210.3 - 1022 619.1 7838 -

최대값 97.2 52.2 9.5 10.4 - 6626 120690 - 20394 329 - - 2105 75510 -

관악구
평균값 21.4 25.2 21.9 - - 1011 7224 229.6 1117 557.2 - - 2765 571 -

최대값 113.4 135.9 42.3 - - 6107 38232 - 7427 815.8 - - 14778 3468 -

서초구
평균값 20.1 24 19.4 - - 2328 31669 - 1115 5.9 - 34866 922.4 8239 -

최대값 63.9 81.9 46.8 - - 18765 234900 - 13738 - - 97920 1973 80406 -

강남구
평균값 29.3 37.6 25.9 - - 746.4 16157 2458.2 1565 1309 - 3983 1489 1842 118.9

최대값 109.4 172.4 187.8 - - 1795 135000 4357 14247 4259 - 10062 4610 8914 -

송파구
평균값 23.6 20.1 27 - - 3388 24836 673 1886 1109 - 1630 3147 11398 -

최대값 92.4 104 89.1 - - 49239 117720 1601 6137 2192 - 4058 20637 142470 -

강동구
평균값 18.9 32.4 12.5 - - 1189 6706 7273 1937 - - 2718 6554 745.4 -

최대값 162 107.1 39.6 - - 9009 36594 21132 43785 - - 4977 24534 1948 -

[표 2-12] 자치구별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휘도 및 조도 측정 결과

출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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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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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한 국토교통촉

진연구 사업의 연구결과로 가시 적외선 이미지 방사계 장비

(VIIRS:Visual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을 통한 야간 이미지

와 국제우주정거장(ISS: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서 촬영된 사진 데

이터 자료를 통합한 것이다. VIIRS 데이터는 도시지역에 수치 포화로

구분이 어려워진 빛공해 진단 연구를 위해 고안된 NASA의 새로운 야간

조명 데이터이며 ISS는 NASA gateway를 통해 확보한 서울 및 수도권

의 야간 조명도 이미지 데이터이다. 두가지 데이터를 통합하면서 세밀한

공간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빛공해 지도가 제작되어 서울 야간빛의 정량

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림 3-1] 서울시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

출처: 빛공해 진단기법의 고도화와 도시계획적 빛공해 관리시스템 개발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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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빛공해 진단 기법으로는 특정 지역의 광원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었지만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가 개발되면서 도심 내 빛공해 수준

을 80m 수준의 공간단위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그리드 내 수치

값은 빛의 방사량 (radiance: μw/㎠·r) 즉 복사휘도를 나타낸 것이다. 복

사휘도는 물리적인 빛의 방사량으로 사람이 인지하는 시감도 곡선을 고

려한 빛의 밝기 (Lux)와는 상이한 개념이기 때문에 빛 방사량 자체를

‘빛공해’로서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빛공해 수준을 세밀한

공간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빛 방사량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직접적으로

유추해 낼 수 있는 지도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서울에 대한 총괄적인

빛공해 수준을 도출해낼 수 있다. 또한 월별, 시간대별 정보에 따라 절대

적 수치의 빛 방사량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

울시 빛공해 관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19). 국제 빛

공해 기준법에 의하여 40radiance 이상인 지역을 빛공해 발생가능 지역

19) 김정아, 천상현 (2018). 빛공해 저감을 위한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빛 방

사량 변화양상 모니터링.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13 No.06

[그림 3-2] A-E 빛공해 발생 가능 지역과 A-C 빛공해 심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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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80radiance 이상인 지역을 빛공해 발생 가능성 심각지역으로 설정

한다. 현재 지도가 제작된 기준으로 47.83μw/㎠·r 이상의 지역 (A-E)은

빛공해 발생 가능 지역으로 지정하고 94.82μw/㎠·r (A-C) 이상의 지역

은 빛공해 심각지역으로 지정한다.20)

3.1.1. VIIRS와 ISS데이터 구축

(1) VIIRS (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데이터는 기존

빛공해 진단 연구가 갖는 공간상에서의 저해상도 문제와 도시지역에서

수치 포화로 구분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고안된

NASA의 새로운 야간조명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다. 데이터 검토 후 월

20) A부터 I 단계에 해당하는 빛방사량은 Figure 2 Legend에 명시되어 있다. A가
가장 심각한 단계이며 I가 가장 낮은 단계이다. 47.83μw/㎠·r 이상의 지역 A-E
범위가 빛공해 발생 가능 지역이다.

빛공해 
수치

Radiance 
Artificial

Brightness/
Ratio 

SQM
(mag./arc sec2)/

Brightness
(mcd/m2)

Bortle
Scale

A
242.930167 - 
460.799703

>11000 μcd/m2 
65-70 

17.4 /
12.0

8,9

B
148.145438 - 
242.930167

10000-11000
60-65

17.5
10.0

8,9

C
94.825237 - 
148.145438

9000-10000
55-60

17.6
9.9

8,9

D
60.982801 - 
94.825237

8000-9000
50-55

17.7
8.6

8,9

E
47.836106 - 
60.982801

7000-8000
45-50

17.8
7.9

8,9

F
37.678183 - 
47.836106

6000-7000
40-45

18.0
6.2

8,9

G
27.761479 - 
37.678183

5500-6000
35-40

18.1
6.0

8,9

H
17.723505 - 
27.761479

5000-5500
32-35

18.2
5.7

8,9

I
8.487399 - 
17.723505

4500-5000
25-32

18.3
5.6

7

J
1.923389 - 
8.487399

<4500
<25

18.4
4.7

7

[표 3-1] A-J 등급에 따른 광공해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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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수집 값이 너무 높거나 낮은 월들을 제거하여 4월, 10월, 11월의 데이

터 평균값으로 데이터값을 생성한 것이다.

[그림 3-4] VIIR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출처: 빛공해 진단기법의 고도화와 도시계획적 빛공해 관리시스템 개발 최종보고서

[그림 3-3] VIIRS DNB Nighttime Imagery

출처: https://lighttrends.lightpollutionmap.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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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미지 마이닝

인공위성데이터의 공간 해상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해상도의 이미

지 데이터인 ISS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NASA gateway를 통해 제공

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야간 조명도 이미지 데이터를 검토한 것이다. 이

중 비교적 사진이 명확하여 분석에 적잡한 이미지의 RAW 데이터를 취

득한 결과 가장 최근 사진인 2013년 서울 야간조명 이미지를 이용하였

다. 공간데이터을 베이스로 활용하기 위해 GIS를 사용하여 해당 이미지

에 서울시 도로망과 건축물을 참조데이터로 하여 좌표 입력을 수행한 것

이다. 두가지 데이터를 통합한 결과 그리드를 기반한 빛공해 지도로 세

밀한 공간단위로 서울시 빛 현황을 비교 분석이 가능해졌다. 각 그리드

[그림 3-4] 취득한 ISS RAW 데이터 목록과 기본정보

출처: 빛공해 진단기법의 고도화와 도시계획적 빛공해 관리시스템 개발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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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치 값은 빛의 방사량을 나타내므로 빛의 정량적 비교 및 분석 수행

이 가능해졌다.

3.2.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 분석 방법

지자체별 빛공해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라이노 플러그인 프로그램

Grasshopper의 image sampler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빛공해지도의 그리

드를 픽셀로 인식하도록 한다. A-I까지의 빛공해 수치에 해당하는 그리

드 수와 분포도를 분석하여 자치구 용도지역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자치구별 빛방사 수준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빛공해를 유발하

[그림 3-5] 자치구별 빛공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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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도지역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 서울시 자치구별 조명환경관리구

역의 기준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분석을 도출해낼 수 있다. 각 자치구별

용도지역을 파악하고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픽셀 비율을 파악한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 25개 지역을 제3종과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기준에 해

당하는 용도지역 즉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로 조사한 결

과 빛공해 수준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이다. 그 외에도 종로구, 동대

문구, 마포구, 영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이 빛공해가 높은 자치구이며

빛방사 수준이 낮은 지역은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강동구이다.

[그림 3-6] 자치구별 용도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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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해상도 빛공해 지도 종합 분석

자치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빛공해가 낮게 나타는 지역들은 자치구의

녹지지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며 빛공해가 높은 지역들은 자치구의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빛공해는 자치구별 용도지역의 비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서초구와 강북구의 경우 녹지지역

이 자치구 중 2번째, 3번째로 많은 자치구이지만 빛방사 수준이 높은 지

역으로 용도지역 비율만으로 빛방사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 빛공해

단계 A부터 I까지의 표준편차21)를 보았을 때 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가 가장 높아 빛공해가 높은 지역과 빛공해가 낮은 지역의 차이가 가장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고 표준편차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북구, 강남구,

서대문구, 종로구로 빛공해가 높은 지역과 빛공해가 낮은 지역의 완만한

분포를 의미한다. 표준편차가 높은 지역은 빛공해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 조사를 통해 빛공해 수준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되며

표준편차가 낮은 지역은 전체적으로 빛공해가 낮은 자치구이다. 하지만

강남구와 같이 전반적으로 빛공해가 지역적으로 퍼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21) [표 3-2]의 마지막 칸 S.D는 Standard Diviation의 약자로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그림 3-7] 빛공해 지도 Grasshopper Image Sampler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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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를 토대로 빛공해 최소화

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구에 따른 용도지역별 빛공해 발생 가능성 지역 (A-E)을 집중 분

석한 결과 [표3-3] 빛공해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

반주거지역이다. 현재 빛방사허용기준은 제4종에 가장 높게 지정되어 있

지만 용도지역별 빛공해 정도량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의 주거

지역에 대한 빛공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의

주거지역의 비중이 상업지역보다 약 5.6배 차이로 훨씬 넓은 면적을 차

지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본 연구의 정량적인 분석으로 같은 양의 빛

공해가 주거지역에 노출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의 지역이 빛공

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제2일반주거지역과 제3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빛공해방사기준의 상향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

된다. 특히 성동구와 광진구 노원구의 경우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에 대

자치구 A B C D E F G H I S.D

종로구 0.0 0.2 2.9 7.7 14.3 12.2 18.5 18.0 26.2 9.1

중구 0.1 0.9 17.2 45.2 17.7 7.0 3.7 2.6 5.7 14.3

용산구 0.0 0.0 0.1 4.6 25.9 24.3 13.1 16.0 15.8 10.3

성동구 0.0 0.0 0.0 1.6 15.8 33.8 33.8 9.6 5.5 13.9

광진구 0.0 0.1 0.0 4.9 25.4 34.1 14.8 8.2 12.5 12.0

동대문구 0.0 0.0 0.0 6.3 40.0 33.2 13.3 3.7 3.4 15.2

중랑구 0.0 0.0 0.0 6.5 21.9 35.7 12.2 9.5 14.2 11.9

성북구 0.0 0.0 0.0 3.8 23.2 34.8 15.4 10.5 12.2 12.0

강북구 0.0 0.1 1.9 7.7 21.7 19.4 19.1 18.0 12.1 8.9

도봉구 0.0 0.0 0.0 0.8 19.5 32.0 20.1 13.7 13.9 11.6

노원구 0.0 0.0 0.1 1.5 8.0 28.0 26.0 14.3 22.1 11.8

은평구 0.0 0.0 0.0 1.7 10.1 19.1 30.6 15.4 23.1 11.5

서대문구 0.0 0.0 0.7 5.2 15.6 21.6 23.8 15.0 18.2 9.7

마포구 0.0 0.0 0.7 9.5 33.2 26.7 7.6 7.1 15.2 11.9

양천구 0.0 0.0 0.0 7.0 29.4 24.6 30.1 4.8 4.1 13.0

강서구 0.0 0.0 0.1 2.1 10.6 19.3 22.7 17.3 27.9 11.0

구로구 0.0 0.0 0.1 1.2 14.6 24.5 29.9 11.6 18.0 11.5

금천구 0.0 0.0 0.3 2.9 14.1 31.7 29.6 7.8 13.6 12.4

영등포구 0.0 0.0 0.2 8.6 42.8 20.5 5.7 4.7 17.4 14.0

동작구 0.0 0.0 0.0 2.1 16.4 28.1 31.7 13.2 8.5 12.3

관악구 0.0 0.0 0.3 3.4 10.2 14.3 24.0 19.6 27.9 10.9

서초구 0.0 0.1 0.4 4.2 14.9 25.1 19.1 12.5 23.7 10.3

강남구 0.0 0.1 0.3 10.4 23.5 22.4 17.3 10.9 15.0 9.3

송파구 0.0 0.1 1.5 5.9 16.8 33.2 17.9 9.9 14.8 10.9

강동구 0.0 0.0 0.2 2.8 11.4 19.8 23.1 15.9 26.8 10.7

[표 3-2] 조명환경관리구역 자치구별 radiance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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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빛공해의 차이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들은 야간에 주거지

역에 대한 상업활동의 노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자치구별 면적 대비 빛공해 비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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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A-E 빛방사 수치 자치구별 용도지역 비율22)

22) ..... 가장 낮은 비율, ..... 가장 높은 비율

자치구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전용주거 1종일반 2종일반 3종일반 준주거 공업 상업

종로구 0 
(0.0%)

16009 
(8.0%)

15612 
(7.8%)

9262 
(4.6%)

1299 
(0.6%) - 158425 

(79.0%)

중구 - 168773(13.
8%)

183581 
(15.0%)

153405 
(12.5%)

9485 
(0.8%) - 711957 

(58.0%)

용산구 2509 
(1.2%)

32919 
(15.7%)

63549 
(30.3%)

62538 
(29.8%)

6304 
(3.0%) - 41725 

(19.9%)

성동구 - 33153 
(21.8%)

44158 
(29.1%)

61601 
(40.5%)

1559 
(1.0%)

9242 
(6.1%)

2267 
(1.5%)

광진구 0 
(0.0%)

10552 
(16.2%)

6257 
(9.6%)

34172 
(52.6%)

12600 
(19.4%) - 1411 

(2.2%)

동대문구 - 15336 
(5.2%)

113531 
(38.6%)

105478 
(35.8%)

4015 
(1.4%) - 56025 

(19.0%)

중랑구 - 14486 
((8.3%)

61885 
(35.4%)

61168 
(35.0%)

24138 
(13.8%) - 13045 

(7.5%)

성북구 10 
(0.0%)

8605 
(8.6%)

44461 
(44.4%)

40806 
(40.8%)

3279 
(3.3%) - 2927 

(2.9%)

강북구 - 2353 
(1.4%)

94359 
(57.9%)

54046 
(33.2%)

2615 
(1.6%) - 9493 

(5.8%)

도봉구 - 4031 
(2.4%)

38078 
(23.1%)

32827 
(19.9%)

4493 
(2.7%)

77329 
(46.9%)

8171 
(5.0%)

노원구 0 
(0.0%)

4784 
(5.6%)

25777 
(30.3%)

52909 
(62.3%)

313 
(0.4%) - 1191 

(1.4%)

은평구 0 
(0.0%)

2125 
(3.2%)

25183 
(37.9%)

20801 
(31.3%)

5569 
(8.4%) - 12821 

(19.3%)

서대문구 175 
(0.1%)

41499 
(30.2%)

79723 
(58.1%)

2342 
(1.7%) 669 (0.5%) - 12866 

(9.4%)

마포구 - 7262 
(2.2%)

172427 
(53.4%)

107108 
(33.2%)

4277 
(1.3%) - 31970 

(9.9%)

양천구 - 15534 
(3.5%)

162230 
(37.0%)

196464 
(44.8%)

3895 
(0.9%)

839 
(0.2%)

59193 
(13.5%)

강서구 0 
(0.0%)

876 
(1.1%)

24485 
(31.3%)

34880 
(44.7%)

673 
(0.7%)

7412 
(9.5%)

9779 
(12.5%)

구로구 - 5683 
(5.5%)

19115 
(18.4%)

43877 
(42.2%)

4432 
(4.3%)

12977 
(12.5%)

17771 
(17.1%)

금천구 - 211 
(0.1%)

43107 
(25.4%)

32791 
(19.3%)

462 
(0.3%)

86973 
(51.3%)

5966 
(3.5%)

영등포구 - 16978 
(2.6%)

227828 
(35.1%)

62920 
(9.7%)

21726 
(3.3%)

194290 
(30.0%)

124836 
(19.2%)

동작구 - 28997 
(18.4%)

56388 
(35.8%)

48554 
(30.8%)

229 
(0.1%) - 23337 

(14.8%)

관악구 - 1884 
(1.8%)

40886 
(39.3%)

45581 
(43.8%)

7443 
(7.1%) - 8340 

(8.0%)

서초구 0 
(0.0%)

12624 
(9.4%)

26829 
(19.9%)

73096 
(54.3%)

1035 
(0.8%) - 21133 

(15.7%)

강남구 3993 
(1.2%)

18225 
(5.5%)

82240 
(24.7%)

194875 
(58.5%)

30 
(0.0%) - 33567 

(10.1%)

송파구 0 
(0.0%)

15978 
(6.2%)

73030 
(28.2%)

97763 
(37.8%)

244 
(0.1%) - 71552 

(27.7%)

강동구 0 
(0.0%)

3281 
(1.9%)

81833 
(48.2%)

57540 
(33.9%)

980 
(0.6%) - 26227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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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A-E 빛공해에 노출된 면적이 많은 용도지역 순위



46

자치구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전용주거 1종일반 2종일반 3종일반 준주거 공업 상업

종로구 0 
(0.0%)

42 
(0.1%)

10 
(0.0%)

35 
(0.1%)

283 
(1.0%) - 27287 

(98.7%)

중구 - 3811 
(1.4%)

48950 
(17.9%)

16394 
(6.0%)

2122 
(0.8%) - 202333 

(73.9%)

용산구 0
(0.0%)

0 
(0.0%)

56 
(8.5%)

330 
(49.8%)

4 
(0.6%) - 662 

(41.1%)

성동구 - 0 0 0 0 0 0

광진구 0
(0.0%) 0 66 

(16.5%)
226 
(56.5%)

36 
(9.0%) - 72 (18.0%)

동대문구 - 0 
(0.0%)

16 
(6.3%)

112 
(44.4%)

0 
(0.0%) - 124 

(49.2%)

중랑구 - 0 
(0.0%)

83 
(13.4%)

0 
(0.0%)

204 
(32.6%) - 338 

(54.0%)

성북구 0 
(0.0%)

0 
(0.0%)

5 
(100%)

0 
(0.0%)

0 
(0.0%) - 0 (0.0%)

강북구 - 30 
(0.4%)

1145 
(14.6%)

2781 
(35.4%)

539 
(6.9%) - 3371 

(42.9%)

도봉구 - 0 0 0 0 0 201 (100%)

노원구 0
(0.0%)

12 
(0.9%)

1291 
(99.1%)

0 
(0.0%) - 0 (0.0%)

은평구 0
(0.0%) 0 0 0 0 - 71 

(100%)

서대문구 0
(0.0%)

810 
(13.7%)

1966 
(33.1%)

0 
(0.0%)

0 
(0.0%) - 3156 

(53.2%)

마포구 - 58 
(1.3%) 

2947 
(64.3%)

1009 
(22.0%)

0 
(0.0%) - 4583 

(12.4%)

양천구 - 0
(0.0%)

283 
(42.1%)

309 
(46.0%)

80 
(11.9%)

0 
(0.0%)

0 
(0.0%)

강서구 0
(0.0%)

0
(0.0%)

590 
(57.2%)

352 
(34.1%)

0 
(0.0%)

0 
(0.0%)

90 
(8.7%)

구로구 - 325 
(40.6%) 0 257 

(32.1%)
0 
(0.0%) 0 (0.0%) 218 

(27.3%)

금천구 - 0 
(0.0%)

452 
(15.8%)

818 
(28.5%)

0 
(0.0%) 0 (0.0%) 1597 

(55.7%)

영등포구 - 0 
(0.0%)

0 
(0.0%) 0 (0.0%( 6 

(0.1%)
97 
(2.1%)

4597 
(97.8%)

동작구 - 0 0 0 0 - 0

관악구 - 60 
(2.0%)

849 
(28.1%)

687 
(22.8%)

110 
(3.6%) - 1312 

(43.5%)

서초구 0
(0.0%)

5 
(0.2%)

554 
(23.5%)

577 
(24.4%)

77 
(3.3%) - 1148 

(48.6%)

강남구 0
(0.0%)

211 
(6.6%)

1038 
(32.6%)

1801 
(56.5%)

0 
(0.0%) - 132 

(4.1%)

송파구 0
(0.0%)

16 
(0.1%)

1733 
(8.3%)

2250 
(10.8%)

0 
(0.0%) - 16779 

(80.8%)

강동구 0
(0.0%)

0
(0.0%)

0
(0.0%)

613 
(19.5%)

0
(0.0%)

2538 
(80.5%)

[표 3-5] A-E 빛방사 수치 자치구별 용도지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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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A-C 빛방사 수치 자치구별 용도지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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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심각단계인 A-C [표3-5]에 해당하는 자치구별 용도지역은 상업

지역에 대부분 분포해 있지만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영천구, 강서구, 구로구 그리고 강남구는 모두 주거지역에 대한 빛공해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지역에 대한 빛공해가 높은 지역은 대

부분 제2일반주거지역과 제3일반주거지역이다. 이처럼 서울의 빛공해는

상업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자치구에 따라 주거지역이 높은 지역이 존

재하므로 지역적인 상황과 빛공해의 분포도를 확인하여 주거지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상향기준이 성립하고 빛공해를 관리하여

야 실제 필요에 따른 상황에 맞는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각 자치구별 용도지역에 대하여 통합적인 빛공해량 정도 (A-E)를 보았

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빛공해를 가진 지역은 중구의 상업지역, 영등포

구 제2종주거, 양천구 제2종주거, 강남구 제3종주거, 영등포구 공업지역,

중구 제2종주거, 마포구 제2종주거, 중구 제1종주거, 양천구 제2종주거,

종로구의 상업지역 순이다. 이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빛공해 수준이 높은

지역들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빛공해 심각 수준 (A-C)

은 빛공해 수치가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다. 순서대로 중구의 상업지역, 중구의 제2주거, 종로구 상업지

역, 송파구 상업지역, 중구의 제3주거지역, 영등포구의 상업지역, 중구의

제1주거, 강북구의 상업지역, 서대문구의 상업지역과 마포구의 제2주거지

역이다. 중구의 대부분의 용도지역은 다른 지역의 상업지역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중구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구보다 엄격한 빛공해 관

리가 필요하다.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은 제4종 상업지

역과 공업지역을 가장 높게 수치로 관리하며 제3종 주거지역은 그보다

낮은 빛방사허용기준을 갖고 있다. 하지만 결과를 살펴보면 자치구별로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에 대한 빛공해가 많은 지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보다는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면

적이 훨씬 넓으며 주거지역이 서울 대부분의 용도지역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 매우 높은 빛방사에 노출 되어 있

는 주거지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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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자치구별 용도지역 빛공해 높은 지역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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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종로구와 중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10] 종로구와 중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종로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신당역, 
회현역

빛공해 분포를 보았을 때 중구와 접해 있
는 상업지역과 종각역, 종로5가역, 동대문
역, 동묘앞역 등의 역 근처. 또한 홍익대학
교 대학로 캠퍼스를 넘어 이화동까지 빛공
해가 높은 지역이다. 덕성여자대학교 종로
캠퍼스, 종로3가역과 종로구청 부근 중심
으로 빛공해가 높다. 상업 지역 대부분과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제2구역과 제3주
거지역 대부분 해당된다.

충무로역, 을지로3가 4가역, 
을지로입구역, 명동역 

약수역 부근

버티고개역 부근

중구

동대문역, 동묘앞역 인근 남산공원의 남산1호터널 부근까지 빛공해
의 침범을 읽을 수 있다. 25 자치구중 상
업시설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체 지역의 
39.22%가 상업지역이다. 빛공해 수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왼편은 시청역, 회
현역, 서울역 그리고 오른편에는 동대문역
사문화회관역, 신당역, 청구역 중심으로 공
해가 높아 제2주거지역과 제3주거지역으로 
침범한다.

종각역, 광화문역, 종로3가역, 
경복궁역, 종로구청 부근

홍익대학교 대학교 캠퍼스, 
덕성여대 종로캠퍼스 

배화여자대학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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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용산구와 성동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11] 용산구와 성동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용산구

한남오거리, 이태원역, 서울역, 신
용산역 부근

용산구에서 가장 빛공해가 높은 지역은 한남오
거리 부근과 서울역이다. 그 외에도 이태원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 이촌역등 역 주변에 높
은 빛공해 수치가 나타나며 대교와 접해 있는 
지점,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 
이태원 관광특구, 한남동 고가대로 중심으로 공
해가 보인다. 남산의 경우 제4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한강보다 높은 빛공해를 보인다. 상업지
역과 근접해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빛공해
가 높다.

숙대입구역, 삼각지역, 용산역 부
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태원 관
광특구, 녹사평역, 용문동 주거지
역 

한남동 주거지역, 이촌동 주거지역 

성동구

-

성수동 공업지역은 빛공해 수치가 주거지역보다 
낮다. 금호사거리와 금호로 부근 제3주거지역이 
빛공해가 많다. 현재 청계천 부근이 제4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답역, 
용담역과 인접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상향이 적
당하다 판단된다. 성수동 공업지역보다 왕십리역 
지점과 근처 주거지역의 빛공해가 더 높다. 

왕십리역 인근 주거지역 

금호1가동, 행당2동 주거지역

왕십리역, 옥수역, 금호역, 한양대
학교 캠퍼스 부근, 서울숲역, 성수
동 상업시설 밀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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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광진구와 동대문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12] 광진구와 동대문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광진구

건대입구역 건대입구역(유동인구 다수)에 빛공해가 매
우 심하여 주변 제3주거지역과 제2주거지
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제1종일반주거
지역 근처에 역이 있는 경우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또한 빛공해 침범이 일어난다. 
하지만 건대 주변의 상업시설에 집중되어 
있고 자치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빛공해
가 높지 않다. 

건대입구역 부근 상업지역

중곡역 근처 주거지역

뚝섬한강공원역

동대문구

장안1동의 상업지역
청량리역의 제3주거지역. 장안동의 상업지
역의 빛공해가 높다. 동대문구는 91.5%가 
주거지역이며 상업지역은 1.4%에 불과하
지만 상업지역의 빛공해가 심하여 상업지
역에서 발생하는 빛공해 정도가 전체 주거
지역의 빛공해 정도보다 높다. 

청량리역과 인근 제3주거지역, 
제기동역 주위, 설동역 인근

제기동의 제2일반주거지역, 
제기동역

답십리 1동 2동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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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중랑구와 성북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13] 중랑구와 성북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중랑구

중랑역과 상봉역 인근 상업지역
중랑구는 자치구 중 준주거 지역 차지 비
율이 2번째. 준주거에 빛공해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준주거 지역을 살펴보면 중랑역, 
면목역, 망우역 신내역 등 역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고 상업지역인 상봉역, 먹골역, 
사가정역의 주변에 준주거 지역이 분포하
고 있다. 때문에 준주거 지역이 상업시설
을 애워싸고 있는 형태이며 상업지역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준주거 빛공해 수
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상업지역과 인접한 준주거지역, 태
릉입구역 부근  

통일로 중심 상업시, 
면목역 준주거지역

면목본동의 제2일반주거지역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상업지역 

역 주위의 상업지역 인근 준주거 지역과 
제3주거지역 (대도로 중심으로 형성된 건
물들)에 집중적으로 빛공해가 일어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암동 제3 일반주거지역, 석계역 

길음2동 상업지역, 미아현대백화
점, 이마트, CGV 인근 지역

석관동 제2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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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강북구와 도봉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14] 강북구와 도봉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강북구

수유역 주변 상업지역

상업지역(역) 주위의 제2,3 일반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빛공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북구는 상업지역이 한 곳으
로 수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수유역 주변 준주거지역, 미아사거
리 준주거지역, 송중동 제2일반주
거지역 

미아역, 삼양사거리역 준주거지역

회계역 인근 제2일반주거지역,
수유2동 제2일반주거지역  

도봉구

-

도봉로 주변의 제3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빛
공해 발생.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을 감싸고 
있어 주거지역으로 빛공해 침범하나 전체
적으로는 빛공해가 적은 지역이다. 

창동역 인근 상업시설, 이마트, 서
울도봉경찰서 

도봉로 대도로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시설  

도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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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노원구와 은평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15] 노원구와 은평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노원구

-

역이 포한된 제3주거지역 빛공해가 많다. 
광운해역을 포함한 상업지역은 빛공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역 부
근은 빛공해가 심한 지역이지만 이용률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계2동 준주거지역과 제3주거지
역

노원역, 공릉역 주위 제2일반주거
지역

상계역 인근 준주거지역

은평구

-

역 주변 상업 시설에서 빛공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 전체적으로는 빛공해
가 비교적 낮은 지역이다. 

안신내역, 불광역 주변 상업지역 

연신내역 주변 준주거지역, 응암3동의 
상업시설, 불광역 인근 지역 

역촌동 제2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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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양천구와 강서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16] 양천구와 강서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양천구

-
상업지역과 더불어 신정역와 강서구의 까
치산역 주위 화곡 1동과 2동의 제2주거지
역에 대한 빛공해가 많은 지역이다. 사거
리 주변의 준주거지역,  목동역 인근 준주
거 지역과 목동힐스테이트 인근 제2주거지
역

목동역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부근 

양천구청과 오목교역 인근 

신월4동 신월2동의 제2일반주거지
역

강서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신당역, 회
현역

강서구 공업지역은 빛공해가 많지 않으나 
역 근처 준주거지역과 제3주거지역의 빛공
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충무로역, 을지로3가 4가역, 을지
로입구역, 명동역 

약수역 부근

버티고개역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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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서대문구와 마포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17] 서대문구와 마포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서대문구

신천역 주변 상권 지역
자치구 전체 상권 전체 점포수는 높지 않
지만 신촌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 빛공해 
발생수치가 자치구중 높게 나타난다. 주변
에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 큰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빛공해 
발생 지역은 대부분 상업시설에서 주변 준
주거, 제3주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제1주거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빛 공
해가 주거지역으로 침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 신촌동 일대

가좌1동 상업지역과 제3주거지역, 
홍제역 부근 

홍제3동, 북가좌2동 주거지역

마포구

신촌역 주변 상권, 홍익대학교 부
근 상업시설 지역, 상암문화광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인근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주위에 많은 양의 
빛공해가 발생한다. 홍익대학교 캠퍼스는 
제2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나 캠퍼스 중심
으로 전반적으로 빛공해가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주거지역에 대한 빛공
해 침범이 많은 지역이다. 대학교 뿐만 아
니라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상암문화광장 
주위로 빛공해가 많이 일어난다.  

합정역 주위 상업시설과 준주거지
역, 마포구청역 부근과 광흥장역 
부근

공덕역, 광흥장역 일대, 마포역 일
대

역 주변 제1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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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구로구와 금천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18] 구로구와 금천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구로구

-
밤에 운영을 하지 않는 디지털단지 등을 
포함한 공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빛공해가 
낮다. 구로구는 구로구역,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 7호선이 지나가는 도림로 부근의 제
3주거지역에 빛공해가발생한다. 구로구 천
왕산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에서도 빛공
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역 부
근, 구로 디자털단지역 인근 상업
지역 

서울 남부 구치소, 가리봉동 준주
거지역

개봉역 인근 제3일반주거지역

금천구

-

시흥대로 중점으로 제3주거지역과 상업지
역에 대한 빛공해가 발생한다. 공업지역은 
상대적으로 빛공해가 낮다. 홈플러스와 같
은 대형시설 주위 빛공해가 높다. 

시흥대로의 상업지역, 시흥사거리 
상업지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독산역, 금천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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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영등포구와 동작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19] 영등포구와 동작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영등포구

영등포역 중심 상업지역, 신계계백화
점, 이마트 상업시설, 국회대로 76
길 제2주거지역 대채적으로 빛공해가 높다. 

영등포역 인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빛공해가 심하며 여의도역 순복음 교
회 인근, 여의도 일대 상업지역 전체적으
로 빛공해가 높게 나타난다. 여의도 주거
지역은 대부분 제2일반주거지역이지만 전
체적으로 빛공해가 분포되어 있다. 

여의도역 부근과 여의나루역 부근, 
국회의사당, KBS 본관, 콘래드 서
울 호텔 인근 지역

영등포구청역, 당산역, 신유도역 등 
공업지역에 위치한 지하철역 인근 

신길3동, 신길4동, 신길5동, 대림3
동, 대름2동, 대림1동 등의 제2일반
주거지역

동작구

-
공해는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준주거지역이 둘러싸
고 있을 경우 빛공해가 집중적으로 분포하
여 주거지역으로 침입한다. 주거지역에 대
한 빛공해는 제3주거지역에 가장 많이 분
포되고 있다.

시흥대로의 상업지역,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힐스테이트상도센트렐파크 

이수역 부근 상업지역, 신대방삼거리
역 부근, 장승배기역 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 

흑석동 제3주거지역, 신대방1동 제3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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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관악구와 동작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20] 관악구와 서초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
역 상업지역의 빛공해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인접해 있을 경우 빛공해가 증폭한
다.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보
다는 상업시설이 다중분포함으로써 상업지
역의 연속적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보인
다.신림역과 서울대입구역의 빛공해 수준이 
가장 높다.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제2종 조
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대입구역 상업지역

신림동의 주거거역

조원동 제2 일반주거지역

서초구

신논현역과 강남역지의 강남대
로, 신사역 부근, 양재교 부근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선, 강남대로는 서
울에서 빛공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
나이다. 양재대로의 양재교와 같이 교통량
이 많은 도로 또한 빛공해를 유발하는 도
시공간요소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가톨릭대학
교 서울성모병원 부근, 삼성전자 
R&D캠퍼스

내방역, 방배역을 포함한 주거지역

교대역 중심 제2종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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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강남구와 송파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21] 강남구와 송파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제2일반주거
지역, 논현역 인근 상업지역, 청담
동 영동대교 

강남구의 빛공해는 역에 집중되어 있다. 
주거지역의 그리드형으로 용도지역이 배치
되어 있지만 코너 지점마다 역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대도로를 중심으로 빛공해가 
집중되어 있고 필지 중앙과 소도로로 갈수
록 빛공해 수준이 낮아진다. 전반적으로 
주거지역의 빛공해 침범이 높은 지역이며 
일원동의 대봉산 인근으로 갈수록 빛공해
가 낮아진다. 

선정릉역, 강남구청역, 압구정역, 
코엑스, 삼성역, 삼성중앙역, 선릉
역, 신사역 

역삼2동, 대치4동 제3일반주거지
역

제2일반주거지역 전반적

송파구

롯데워드타워, 롯데월드몰 
대형백화점과 우리나라 최고층 타워 등이 
있는 상업지역와 인근 먹자골목 지대의 빛
공해가 가장 높다. 또한 가락시장 일대 지
역과 주면 제3일반주거지역의 빛공해가 높
다.

방이동 먹자골목, 가락수산시장 

석촌역, 석촌고분역, 삼전역 인근 
제2 일반주거지역

잠실6동 제3일반주거지역, 
가락동 제2,3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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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강동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그림 3-21] 강동구 빛공해 지도와 용도지역

자치구 빛공해 심각지역 위치 파악 비고

강동구

길동 사거리, 천호백화점 인근 상
업지역 

강동구는 천호역-강동역세어 길동 사거리
까지의 빛공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
다. 이 지역의 빛공해는 천호동3동 제2일
반주거지역까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양재대로를 중심 상업시설로 빛
공해가 집중되어 있다. 

천호역, 강동역 북쪽의 상업지역 

천호동 제3 일반주거지역, 양재대
로 상업시설 

고덕센트러빌푸르지오, 상일여자중
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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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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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용도지역마다 상이한 빛공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은 5가지 주거 용도지역으로 나뉘는데 전용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그

리고 준주거지역이다. 현재의 빛공해방지법에 의하면 이 다섯 가지 지역

모두 같은 빛방사허용기준을 갖고 있지만, 분석결과 용도지역에 따라 상

당한 차이를 보인다.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해당되는데 공업지역은 지역에 따라 자정을 넘는 시간에 주거지역보다

낮은 빛공해 수치를 보인다. 이처럼 현재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적용 기

준인 용도지역은 도심에 일어나고 있는 빛공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부족하다.

4.1.1. 원인 분석

용도지역의 비율23)과 자치구별 빛공해 수준을 비교해보면 상업지역 비

중이 높을수록 빛공해가 높은 자치구임을 알 수 있다. 중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39.2%가 상업지역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빛공해가 심

각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동대문구와 같이 전체 주거 면적이

91.5%에 해당하는 자치구 또한 빛공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모두 주거지역에 대한 빛공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녹지지역이

자치구 용도지역 비중의 50%가 넘는 서초구와 강북구 또한 특정 지역에

따라 빛공해 수준이 매우 높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등 관리하기

위해 각 지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지역

에 따라 상업시설의 비율이 높은 주거지역의 빛공해 수준은 상업지역 못

지 않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역에 대한 높은 빛공해 수

준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용도규제방식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

인 용도규제방식은 시행령상의 용도분류표[표4-1]24)에 제시된 용도를 기

준으로 용도지역별로 허용 및 불허용도를 규정하는 사전규제방식을 채택

하고 있으나 많은 불허용도가 조건부조항 등을 통해 허용되고 있으며,

23) [표 2-7] 조명환경관리구역 자치구별 용도지역 비율
24) 조아라 (2015).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2,3,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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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자치구 용도지역별 빛공해 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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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부분의 상업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범주 안에서 거의

모든 용도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업

시설이 주거환경에 과도하게 밀집되는 경우 환경적 악영향이 일어남으로

써 상업지역 못지않은 빛공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지역 내의

상업비율을 파악하여 상업비율이 높은 지역은 조명 특별관리구역으로 지

정하여 현재의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차별화하여야 한다.

[표 4-1] 서울의 주거지역 및 상업시설 허용용도25)

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별포2-11], 도시계획조례[제8장]에 기초하여 정리

자치구
주거지역 상업지역

1종
근린

2종
근린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준
주거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단독주택 △ ● ● ● ● ● △ △ ● ×
공동주택 △ ● △ ● ● ● △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 ●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 ●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 ● ● ● ●
종교시설 △ △ △ ● ● ● ● ● ● ●
판매시설 × × × △ △ ● ● ● ● ●
운수시설 × × × × × × ● ● ● ●
의료시설 × × × ● ● ● ● ● ● ×
교육연구시설 × × ● ● ● ● ● ● ● ×
노유자시설 ● ● ● ● ● ● ● ● ● ●
수련시설 × × △ ● ● ● ● × ● ●
운동시설 × × △ △ △ ● ● ● ● ×
업무시설 × × × △ △ ● ● ● ● ●
숙박시설 × × × × × × △ △ △ ×
위락시설 × × × × × × △ △ △ △
공장 × × × × △ △ △ △ △ ×
창고시설 × × × △ △ ● ● ●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 × × × × ● ● ●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 × ● ● ● × × ×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 × × × × × × × × ×
교정 및 군사시설 × × × ×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 ● ● ● ●
발전시설 × × × △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 × ×
장례식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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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용도지역 모델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간의 밀도가 높고 복합적

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생활권 단위에서 생활편의기능, 학교, 문화 및 공

공시설, 대중교통 정류장과의 근접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큰 대로

또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거단위가 형성되고 상업지역 주위 준주거지

역과 함께 주거단위가 개발되는 형태를 볼 수 있다.26)

26) 홍하연. (2017) 상업화된 주거지역에서 지역의 물리적 특성이 상업용도 및

전면공지 활용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그림 4-2] 용도지역 융·복함단위모델

출처: 혁신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융·복함 토지이요계획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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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분석 결과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자치구별 용도지역 중 낮은 빛공

해 수준을 보이며 이는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판매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상업화의 침투가 가장 적은 지역인 것이 원인으

로 보인다. 그에 반해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

우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적 목적의 시설들이 허용된다. 특히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상업시설 밀접배치는 서울의 지하철역에 집중되어 있어 건대입구

역, 신촌역, 강남역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용량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에는 상업시설 비율이 높은 2·3종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주거지역

에 대한 빛공해 침투가 심각한 실정이다. 야간 시간 (19시-06시) 유동인

구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2호선의 지하철역들이다. 야간에 유동인구

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은 홍대입구역 (마포구), 강남역(강남구), 잠실역

(송파구), 신림역(관악구), 구로디지털단지역(구로구), 신도림역(구로구),

건대입구역 (광진구), 서울대입구역(관악구), 고속터미널역(서초구), 사당

역(동작구), 신촌역(서대문구)이다. 빛공해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는 대

부분 제3일반주거지역 혹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은 조명환경관리구역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지하

철역 뿐만 아니라 대학 캠퍼스 주변의 일반주거지역과, 대형 스타디움

근처의 일반주거지역, 제3주거지역의 이용량이 많은 대도로 등은 모두

주거지역 내에서 빛공해가 심한 지역들이다. 서울시와 같은 용도지역의

형태가 복잡하고 토지이용 밀도가 높은 도심은 대중교통 시설 거점을 중

심으로 상업시설이 혼합된 형태의 주거형태가 많으므로 주거지역에 빛공

해 침투가 잦다. 따라서 빛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조사

를 바탕으로 일부주거지역에서는 빛방사허용기준의 상향이 요구되며 제1

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제2종조명환경관리구역과 같이 자연녹지지역과

생태계보전녹지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은 빛방사허용기준의 하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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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한 광공해 수준27)

27) SQM:하늘의 스카이글로우(skyglow) 수치/Brightness:전체적인 밝기 수준/Artificial
brightness: 인공조명의 밝기/ Ratio: 인공조명 하늘과 자연 하늘 사이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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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자치구 호선명
승차인원 

(19시-06)

하차인원

(19시-06)

홍대입구 마포구 2호선 985696 670212

강남 강남구 2호선 1127980 488629

잠실(송파구청) 송파구 2호선 698712 570092

신림 관악구 2호선 349542 875955

구로디지털단지 구로구 2호선 417638 555127

신도림 구로구 2호선 421470 533639

건대입구 광진구 2호선 463874 449538

서울대입구역 관악구 2호선 313653 563354

고속터미널 서초구 2호선 567969 284315

사당 동작구 2호선 388867 446175

신촌 서대문구 2호선 480649 310094

수원 팔달구 경부선 413029 363156

영등포 영등포구 경부선 496556 276914

삼성(무역센터) 강남구 2호선 585025 142521

서울역 용산구 1호선 441995 262071

부평 부평구 경인선 298444 388038

을지로 입구 중구 2호선 541843 143360

혜화 종로구 4호선 463941 182294

강변(동서울터미널) 광진구 2호선 259755 384951

연신내 은평구 3호선 188675 453319

명동 중구 4호선 430847 182083

용산 용산구 경부선 426084 184012

선릉 강남구 2호선 464897 143955

수유(강북구청) 강북구 4호선 184240 423829

합정 마포구 2호선 345804 257853

종각 종로구 1호선 487557 97176

신논현 강남구 9호선 340920 210412

역삼 강남구 2호선 408302 139197

양재(서초구청) 강남구 3호선 325927 187089

[표 4-2] 19시-06시 야간 이용률 높은 수도권 지하철역

출처: 서울시 열린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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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주거지역에 대한 심각한 빛공해 피해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도를 살펴보면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인근

에 상업지역이 존재할 경우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상업화된

다. 주거지역에 상업시설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주거지역에 대한 심각한 누설광 피해가 일어나고 있

다. 주거지역의 빛공해 기준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도시 발전과 더

[그림 4-4] 주거지역에 대한 빛공해 누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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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심화될 용도지역의 혼합으로부터 주거지역의 빛공해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광진구 화양동 주거지역에 대한 빛공해를 조사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

면 88개 필지를 중심으로 발광광고물의 수량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687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464개이다. 그 중 99%가 빛방사허용기준

휘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광고조명에 대한 수치가 초과하

는 것뿐만 아니라 조명의 수량이 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토

지이용 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상업화가 많이 일

어난 곳으로 준상업지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28) 이러한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상향하는 대신 광고물의

개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누설광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식으로 조명

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분별한 LED 광고조명 설치의 축적은 결

국 도심 빛공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옥외 광고물 또는 LED 광고물은

28) 홍승대, 신은주 (2015). 일반주거지역의 빛공해 실태와 관리방안. 한국조명

전기설비학회논문집, 30-30

[그림 4-5]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광고조명의 휘도 분석 결과

출처: 홍승대, 신은주 (2015). 일반주거지역의 빛공해 실태와 관리방안.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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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여 야간 조명의 무작위한 확산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사

료된다.

4.2.2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용도지역 유형

주거지역 용도지역 유형은 상업시설의 분포도와 연관이 있다. 상업시설

의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분석한다면 확산되는 빛공해에 대응할 수 있

으리라 사료된다. 유형은 총 네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형태에 따라 군집

형, 그리드형, 침투형 그리고 연속형이다. 자치구별 용도지역 유형적 특

징이 돋보이는 지역을 축출하여 해당 지역의 광공해 수준을 살펴보았다.

(1) 군집형: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과 제3종 주거 혼합지역

상업시설의 밀도가 높은 유형으로 대로변 주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

고 주위를 준주거지역과 제2종,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 위치해 있는 유

형이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도지역 유

형이다. 지하철역 주위 상업시설을 살펴보면 일반 대로의 상업시설의 2

배 정도 수치를 나타나난다. 지하철역이 상업시설 비율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상업시설 밀집으로 인해 높은 빛공해 수준

을 보이는 지역이다. 이 유형은 서울시 내에 가장 많은 빛공해를 유발하

는 유형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엄격한 빛공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2) 그리드형: 대중교통 중심지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지역 내 상권시설

서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도로와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중심지

가 수도권 전역으로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용률이 높은 역 주변의 주거

지역에 상권시설들이 생겨나면서 상업지역 못지 않은 빛공해 수준을 나

타낸다.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이용자 수가 높은 역주변과 버스 정류장

의 주변의 광원 수치를 살핀 후 필요에 따라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림

37을 살펴보면 강남구의 압구정역과 압구정로데역 주변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빛공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이처럼 제3종 주거지역과

제2종주거지역의 경우 상업시설 밀도가 높은 곳은 같은 용도지역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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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용도지역 관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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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빛방사허용기준을 높여야 한다.

(3) 침투형: 상업지역과 인접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방이동 먹자골목이 위치한 곳은 상업지역이다.

하지만 인접해 있는 석촌호수의 경우 제1종 주거지역이다. 일반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은 건물 주위는 빛공해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롯데타워월드 주변의 경우 건물에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가

주변 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연속형: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선형 분포

제3주거지역 (대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 및 주거지역

도로변 주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는 유형이나 도로변의 크

기와 이용도에 따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군집형은 마포구의 합정역, 공덕역과 같이 역 출입구 주위로 형성된 상

업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준주거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상업지역과 2,3종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지정되어 있어 빛공해 관

리 차원으로는 버퍼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형1은 주거지

역에 자주 찾아 볼 수 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위주로 형성된

다. 또한 지하철역 주위로 백화점, 대규모 쇼핑몰, 이마트, 먹자골목 등이

형성되면서 조명 설치율이 높아 주거지역으로 빛공해 침범이 가장 빈번

한 유형이다. 유형1 군집형의 관악구 신림동 예시를 삺보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상업시설이 다중 분포하여 다양한 상업시설이 자리잡고 있

다. 강동구 강동역과 천호역 주위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에 오

피스텔,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 있다. 그리드형은 2,3종 일반주거지역의

혼합으로 그리드 형태를 이룬다. 전반적으로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시설이

다중 분포된 지역이다. 야간의 다양한 상업활동으로 인해 광공해가 존재

한다. 빛공해 수치를 살펴보았을 때 성동구 금호동의 아파트 주거지역은

관악구 신림역이나 마포구 합정역보다 더 높은 광공해 수준을 보인다.

강남구 또한 압구정역, 압구정로데오역부터 가로수길 지역까지 모두 주

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 전반적으로 상업시설의 침투로 주거지

역의 빛공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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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유형1 군집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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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유형2 그리드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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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유형3 침투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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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유형4 연속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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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은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이 위치한 것으로 군집형과 다른점은 준주

거지역이라는 버퍼역할을 해주는 지역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업지

역에서 발생하는 빛공해가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노출되는 유형이다. 연

속형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큰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업

시설 지역들이다. 일반적으로 큰 대로일수록 빛공해 수준이 더 높다.

[표 4-3] 유형별 광공해 수준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지역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혼합 형태인 그리드형의 성동구 금호동 e편한 세

상 금호파크힐스 부근의 주거지역이다. 제일 낮은 지역 또한 그리드형의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역 지점이다. 이는 주거지역의 광공해 수준은 용도

지역의 배치나 관계에 영향 받기보다는 그 지역의 상업시설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3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비율에 따른 빛공해

현재의 도심의 야간 조명은 야간의 상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

다. 야간의 빛이 생물의 건강과 생체리듬 그리고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보다는 도심 내의 시각적인 효과에 집중되어 있는 실상이다.

하지만 도심 내 상업활동을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

다. 지금의 야간조명이 없었다면 유통상업, 공업활동 등 다양한 상업활동

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개인이

가게를 운영할 때에도 야간에 손님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상점 뿐만

아니라 상점까지의 거리를 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29). 이제는 도시와 야

간의 빛은 서로에게 필연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최근 서울의 빛공해 수치

를 살펴보면 이미 조명의 양은 포화 상태이며 서울 도심 내에서는 자연

스러운 밤을 찾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불필요한 인공빛이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과 생태보전지역으로 누설되면서 많은

생물학적, 생태학적,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9) Narisada, K. & Schreuder, D. (2004). Light Pollution Handbook,

Massachusetts,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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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자치구 위치
SQM

(mag./arc 
sec2)

Brightness
(mcd/m2)

Artif.
Brightness
(μcd/m2)

Ratio

군집형

마포구 합정역 부근 17.73 8.77 8600 50.3

마포구 공덕역 부근 17.73 8.77 8600 50.3

관악구 신립역 부근 17.83 7.99 7820 45.7

강동구 천호역와강동역 17.90 7.46 7290 42.6

광진구 건대입구역부근 17.77 8.42 8250 48.2

강북구 수유역 부근 18.01 6.77 6590 38.6

그리드형

성동구
e편한 세상 
금호파크힐스, 
행당대림 아파트 

17.67 9.24 9070 53.1

강남구 17.68 9.18 9010 52.7

동대문구/
성북구

제기동 한신휴플러스 
지점 17.78 8.31 8140 47.6

송파구 가락고등학교 지점 17.93 7.28 7110 41.6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지점 17.99 6.87 6700 39.2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점
17.98 6.96 6790 39.7

침투형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부근 17.80 8.16 7990 46.7

강남구 선릉역 부근 17.74 8.63 8460 49.5

강남구/양

천구
까치산역 부근 17.81 8.14 7970 46.6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17.75 8.60 8430 49.3

강서구 화곡역 지점 17.88 7.63 7460 43.6

동대문구 전농동 사거리 지점 17.78 8.38 8200 48.0

연속형

서대문구 내부순환도로 17.92 7.31 7130 41.7

강북구 미아역 17.97 7.02 6850 40.0

금천구
시흥대로 중심 

상업시설
17.84 7.93 7760 45.4

마포구 성산 인근 월드컵북로 17.74 8.63 8460 49.5

마포구 마포대로 17.71 8.90 8720 51.0

중랑구 먹골역 17.97 7.02 6850 40.1

[표 4-3] 유형1-유형4 광공해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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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강남구 광진구 상업비율에 따른 빛공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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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송파구 은평구 상업비율에 따른 빛공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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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의 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업

비율에 관한 논문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30)를 살펴보았다. 살펴볼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역삼동 지점, 광진

구 중곡동 지역, 송파구 잠실본동과 삼천동 지역 그리고 은평구 역촌동

과 구산동 지역이다. 강남구의 경우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의 상업비율

이 가장 높으며 (83.9%), 용도지역 평균적으로 35%의 상업비율을 차지

한다. 광진구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상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33.3%)

평균적으로는 21.4%이다. 송파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업비율이 높

게 나타나며 (55%) 평균적으로는 16.9%이다.. 은평구 또한 제1종 일반주

거지역의 상업비율이 높은편이고 (50%) 평균적으로는 8.3%이다. [그림

4-11]과 [그림 4-12]을 살펴보면 상업비율이 밀도가 높은 지역에 빛공해

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

업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빛공해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은평

구와 같이 전체적으로 상업비율이 낮지만 특정 필지에 따라 상업비율이

높은 지역은 해당 지역에만 광공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은 용도지역으르 기반으로 하되

30) 조아라(2015)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림 4-13] 구저기역 상업비율에 따른 광공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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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의 비율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료된다.

4.3.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분석 결과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제4종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과 공

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은 25개 자치구 전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서울

시 면적의 4.2%에 불과하지만 많은 양의 빛공해를 일으키는 주원인이다.

특히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성동구에는 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

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존재한다. 송파구와 강남구의 녹지지역

은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탄천으로 도심 속 자연하천이지

만 상업지역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빛공해의 침투가 우려된다. 남산의

산림생태계 또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

어 있지만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생테 경관 보전지역에

대한 빛공해 침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생태계보전녹지지역 인근에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명환경관리

구역 기준의 방안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31) 공업지역은 25개 자치구 중

31) 송파구와 강남구 경계의 탄천은 서울시 생태계보전지역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
역) 중 하나이나 탄천을 중심으로 서울 동남권 물로 단지 센터과 대형 스포츠 시
설 등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근접해 있다. 종묘의 경우에도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종로구의 상업시설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빛공해 침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업지역 내의 제1종과 제2종 조명

용도지역
전체 필지수 대비 상업시설 비율(%)

강남구 
논현동/역삼동

광진구 
중곡동

송파구 
잠실본동/삼천동

은평구 
역촌동/구산동

제1종전용주거 29.7 - - -

제1종일반주거 20.8 33.3 0 50.0

제2종일반주거 28.6 17.8 9.6 7.4

제3종일반주거 54.4 31.9 52.0 33.1

준주거 83.9 22.6 29.5 18.7

합계 34.9 21.4 16.9 8.3

[표 4-4] 용도지역 전체 필지수 대비 상업시설 비율

출처: 조아라(2015)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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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그리고 영등포구에만 해

당된다.성동구, 양천구와 구로구는 공업지역에 대한 빛공해가 주거지역보

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빛공해 고해상도 지도의 기초자료인

국제우주정거장 사진 촬영 시간대와 연관이 있으며 공업지역은 자정이

넘어 활동이 적은 시간대에는 주거지역보다 빛공해가 낮으므로 공업지역

의 시간대별 빛방사기준 변동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환경관리구역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14] 자연녹지지역과 상업지역이 인접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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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위치 면적 특징

1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강동구 고덕동 320,377 한강변 자연호안
(하천생태계)

2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중구 예장동 705,101
신갈나무군집 
발달
(산림생태계)

3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강동구 둔촌동 24,696
습지 및 
오리나무림
(습지생태계)

4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송파구 방이동 58,909 생물다양성 풍부
(습지생태계)

5 봉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은평구 신사동 73,478
대규모 
팥배나무군집
(산림생태계)

6 불암산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 노원구 공릉동 204,271
서어나무군집 
발달
(산림생태계)

7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 한강시민공원 
광나루지구 126,844 한강변 자연호안

(하천생태계)

8 인왕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서대문구 홍제동 258,098
수려한 자연경관
(기암과 소나무 
등)

9 진관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은평구 진관동 16,639 생물다양성 풍부
(습지생태계)

10 창덕궁후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종로구 와룡동 440,707
갈참나무군집 
발달
(산림생태계)

11 청계산원터골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초구 원지동 146,281

낙엽활엽수림대 
발달
(산림생태계)

12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강남구 및 송파구
경계하천 1,151,466 도심속 자연하천

(습지생태계)

13 헌인릉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초구 내곡동 56,639 오리나무림 발달
(산림생태계)

14 한강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 여의도동 및 
당인동 일대 273,503

도심속 
철새도래지
(하천생태계)

15 성내천하류 생태경관보전지역 방이동 69,566 도심속 자연하천
(하천생태계)

16 관악산(회양목 자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신림동 748,174

회양목군락 
자생지
(산림생태계)

17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부암동 132,578 자연생태 및 경관
우수(산림생태계)

[표 4-5]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현황
출처: 서울시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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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용도지역에 따라 상이한 광공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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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자연녹지지역과 상업지역 인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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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묘의 경우 제2조명환경관리구역이지만 광공해 수준을 보았을

때 상업지역과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종묘 지역이 상업지역과 바로 인

접하고 상업지역의 면적이 넓은 반면에 종묘의 면적이 작고 상업지역의

빛을 차단해줄 수 있는 버퍼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살펴본 사례 중 가

장 높은 광공해 수치가 나왔다. 빛공해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도봉구

[그림 4-17] 자연녹지지역과 공업지역 인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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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2동의 자동차정비공업지역인이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야간에는 운

영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적다보니 빛공해 수준이 낮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광공해 수치를 살펴보면 성동구 금호동의 광공해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표 4-3 참조]. 공업지역은 운

영 상업의 특성에 맞게 야간의 빛공해 수준을 분석하여 높은 빛방사허용

기준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은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의 자연환경보

전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비오톱 보전가치 상등급인 지역과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고 경계지점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낮추어 생태계보전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4. 용도지역 세분화와 추가 제도적 제안

본 논문은 용도지역만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구분 짓는 것은 빛공해

저감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거지역은 상

업비율에 따라 광공해의 수준 차이를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고 공업지역

은 야간에는 주거지역보다 광공해 수준이 낮은 지역들을 도출하여 이러

유형 자치구 위치
SQM

(mag./arc 
sec2)

Brightness
(mcd/m2)

Artif.
Brightness
(μcd/m2)

Ratio

자연녹지
지역/

상업지역

종로구 종묘 17.59 9.95 9780 57.2
용산구 남영역 17.72 8.78 8610 50.3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17.72 8.79 8620 50.4
양천구 파리공원/오목공원 17.78 8.33 8150 47.7
강남구/
송파구 

탄천 지역 18.07 6.39 6220 36.4

서초구 만남의 광장 18.26 5.39 5220 30.5

자연녹지
지역/

공업지역

도봉구/
노원구

도봉2동 

자동차 관련 공업지역
18.47 4.40 4230 24.7

성동구 성수동 공업지역 17.79 8.27 8100 47.4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도림천 부근 17.72 8.80 8630 50.5

강서구
마곡동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업단지 
18.10 6.24 6070 35.5

[표 4-5] 자연녹지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의 광공해 수준



- 92 -

한 지역은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하향조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된

다. 또한 상업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이 인접한 경우 경계선에서 최소한

의 거리를 확보하여 보전지역에 빛공해 피해가 없도록 알맞은 빛방사허

용기준을 재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의

세분화를 제안한다.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주거지역은 제1종과 제2종 자연녹지지역에 인

접한 지역을 분류하여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정

할 때에는 자연녹지지역 기준을 정한다. 주거지역 용도지역 중 가장 낮

은 광공해 수준을 보이는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다음에는

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전용주거지역이다. 2,3종 일

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상업비율에 따라 상업지역의 빛방사허용기준

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을 우선으로 인접한 지역은 모두 하향 조정하거나 경계선의

조명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하향이 요구된다. 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의

[그림 4-18]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지도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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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공해 수준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보다 높지만 유동인구가 적거나 야간

에 이용률이 낮은 상업 등에는 상업시설 비율이 높은 주거지역과 비교하

여 빛방사허용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

조명환경
관리구역

단계 내용 기준

제3종

3-가 제1종,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인접한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우선

3-가  전용주거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비율 

3-나 전용주거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한 
일반주거지역 

3-다 전용주거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한 
준주거지역

3-라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3-마 준주거지역

3-바 상업지역과 인접한 2,3종 일반주거지역 

3-사 상업지역과 인접한 준주거지역 

제4종

4-가 제1종,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우선

4-나 제1종,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4-다 상업시설 분포도가 낮은 공업지역과 상업지역 

4-라 상업시설 분포도가 높은 공업지역과 상업지역 

[표 4-6]]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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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내 광공해 수준은 보틀 스케일 가장 상향 등급인 9등급으

로 하늘에서 25개 이상의 별을 보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G20

국가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빛공해가 심각한 국가로 빛공해 급격한 산업

화와 무분별한 야간 조명의 확산으로 인해 빛공해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

상 간과할 수 없는 환경 공해가 되었다. 도심 속 광공해를 줄이기 위해

서는 빛의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광도의 빛을 사용해야 한다. 필요한 곳

은 적당한 빛을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최대한 빛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기준은 용도지역이며 구역마다 빛방사

허용기준 수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조명환경관

리구역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생태계보전녹지지역이 제1종, 자

연녹지지역이 제2종 (제1종 제외), 주거지역이 제3종 그리고 상업지역/공

업지역이 제4종이다.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같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한다. 분석 결과, 주거지역은 용도

지역에 따라 빛공해 수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준주거지역은

대체로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어 빛공해 수준이 높고 상업지역과 주거지

역의 버퍼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2종과 제3종 일반주

거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거의 모든 상업시설이 근생시설이라는 명목 아

래 허용되기 때문에 상업지역 못지 않은 광공해 수준을 보인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밙거지역의 상업시설 분포도를 확인하면 군집

형, 그리드형, 침략형 그리고 연속형이 존재한다. 유형별 사례도를 조사

한 결과 광공해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의 유형은 그리드형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 또한 그리드 형태를 보였다. 이는 광공해 수치는 용도지역 배

치나 관계보다도 존재하는 상업시설의 밀도와 분포와 더욱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상업시설 분포가 적거나 전용주거지역에 인접

한 일반주거지역은 광공해 수치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준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상업비율에 따라 빛

방하허용기준에 따라 상하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주거지역의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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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는 단기적으로는 시각적인 불편함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도심에 거주하는 인간과 생물들의 생체 리듬의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치고 일상의 리듬을 파괴하여 사회적 시간의 양식을 결정짓는 식사시

간과 수면시간을 변화시킬 것이다.

용도지역만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서울 도심 내에

서 제1종과 제4종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인접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다. 이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야간 빛이 제1

종으로 침범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

해 영국의 조명환경간리구역은 제1종과 제4종 구역은 인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조명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제1종과 제4

종 구역간에 최소한 100km 이상의 거리가 있도록 제시되고 있다. 하지

만 서울 내에서 100k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1종이 제4종 상업지역으로부터 빛공해 피해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하

는 구역 간의 적절한 거리와 구역간 경계점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많

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업지역 같은 경우 도봉구와 같이 상업 특

성에 따라 야간 시간에 주거지역보다 낮은 광공해 수준을 보이는 지역들

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은 시간대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변화가 필

요해 보인다.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기준을 용도지역에서 제한하지 않고 각각의 지

역적 특성에 따라 주거지역은 상업비율에 맞춰 재분류하고 상업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꾸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지역에서 유의할 점은 제1종이나 제2종의

위치를 확인하여 빛공해 피해로부터 지켜야 한다. 특히 비오톱 1단계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상업지역과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빛방사허용기준을 확인하는 방식은 측정인이 해당 지역으로 찾아가 측

정 도구를 통해 광원을 일일이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지역의 실제 설치 조명 대비 측정 조명 비율은 0.5% 정도이다.

비효율적인 빛방사허용기준 측정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꾸준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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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미국의 경우 빛공해 관리를 위

해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특정 필지에 정해진 에너지

량을 소비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은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침입광이나 누설광과 같이 과도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규제 방식 또한 빛방사허용기준만으

로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여 빛공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빛공해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관

리할 수 있도록 조명환경관리구역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은 빛공해를 최

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물체의 안정적인

생물학적 리듬과 편안한 일상을 제공하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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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ty night lights first appeared in Europe in the 17th century and are

still increasing its brightness and divergence by 2.2% every year.

Seoul City is a country with serious light pollution ranking second

among the G20 countries with a Bortle scale of 9 or higher. Night

lights have become indispensable city infrastructure, however, the

unlimited increase caused the disappearance of natural night. This has

major impacts on animals and plants that have evolved with the

Earth’s light and dark cycle for thousands of years. The damage of

light pollution range from a change in the pattern of eating and

sleeping cycles to disruption of circadian rhythms, ecosystem

disturbance, and hormonal disease such as cancer. Due to these

impacts, many countries established lighting environment management

zones to minimize light pollution, Each lighting zones have

corresponding light emission standards depending on its land use. In

2015, Seoul established the Prevention of Light Pollution by Artificial

Lighting and classified four environmental lighting zones; Lighting

zone 1 are conservation green areas, Lighting zone 2 are natural

green area, Lighting zone 3 are residential areas and Lighting zone 4

are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Light emission standards are

specified for spatial lighting, advertising lighting, and decorative

lighting depending on each stage.

Seoul's light pollution map, released under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2019, is a

light pollution map of Seoul based on night time image data of

VIIRS and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he high-resolution light

pollution map’s grid size is 80m x 80m which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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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 size of a block in Seoul. This map allows one to

configure areas with severe light pollution in Seoul. Using

Grasshopper’s Image Sampling method, this map was taken

according to the 25 districts and analyzed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classification standard of the current lighting environment

management area properly reflects the actual light pollution

distribution.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light pollution levels vary

between residential land use. Exclusive residential areas and 1st class

residential zones have lower light levels comparted to 2nd, 3rd and

Semi residential areas. Districts such as Seongdong-gu, Gwangjin-gu,

Seongbuk-gu, Nowon-gu, Mapo-gu, Yeongcheon-gu, Gangseo-gu,

Guro-gu, and Gangnam-gu all have areas more exposed to light

pollution in residential areas compared to commercial areas. Most of

these areas appear in 2nd class and 3rd class residential areas.

Although light pollution in Seoul is concentrated in commercial areas,

there are residentail areas with high light pollution levels depending

on the district’s local condition. Confirming the regional situation and

distribution of light pollution, light emission standard of lighting

environment management areas must be re-established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rrangment of

residential land use impact light pollution levles. These types are

cluster type, grid type, penetration type, and continuous type. The

result shows that the highest and lowest appears in both grid type

residential land use arrangements suggesting that arrangement of land

use does not relate to light pollution. However, looking at the

commercial facility ratio of residential blocks, it is clear that light

pollution levels in residential areas depend on the commercial facility

ratio. Land use regulation method in Seoul adopts a pre-regulation

method that stipulates the allowable and non-permissible degre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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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land use. Unfortunately almost all commercial facilities are

permitted under the name of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in 2nd class

and 3rd class residential area therefore increasing light pollution in

residential area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light emission

allowance standard by re-classifying the lighting environment

management zone through the distribu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Lighting environment 4 management area consists of commercial

areas and industrial areas. Since Seoul's lighting environment

management zone classification depends purely on land-use, cases

where Lighting zone 1 and Lighting zone 4 are adjacent occur. In

this case, due to the night light generated in the commercial area, the

desired illumination intensity can not be obtained even if the LZ1

local light emission allowance standard is followed. United Kingdom

environmental lighting zone regulations does not allow LZ1 and LZ4

to be contiguous. International Lighting Commission CIE designates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areas to be at least 100km.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realizing these measures in Seoul. There

is a need for a research on the distance and boundary lighting

conditions between the LZ1 and LZ4 within Seoul. In the case of

industrial areas, there are areas with lower light pollution than

residential areas at night,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In

these areas, it seems necessary to change the light emission limit

standard according to the time period.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ubzones for LZ3 because of the

variation of light pollution levels shown in the different residential

areas. Division of light emission standards within LZ3 will distinguish

highly polluted residential areas. This is needed so that light pollution

does not penetrate and spill through low polluted areas. This division

should be established purely on land use but with informatio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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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facility density in regions. Commercial areas must

determine the distance and boundary between lighting zone1

conservation green area and industrial zones. The boundary should

have an appropriate distance and serve as a special landscape

management area. However, the adequate distance and the area of

these border areas must be established after a comprehensive

research. This paper provides a basic research on a city based

lighting environmental zone regulations and aims for a more localized

lighting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efficiently reduce light

pollution within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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