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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1  .1  배경배경

서울, 인천, 일산 등과 인접한 김포시는 도·농 통합시로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 요구되

고 있다.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거점을 확보하

는 동시에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공급에 기여하고자 신도시를 개발하며 급변하는 도시발전이 이

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기능이 확대되고, 밤과 낮의 생활영역의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도심권내의 야간생활영역

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문화중심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교통발달로 인하여 생활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문화영역으로서 야간경관의 

고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김포시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이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 기존의 문화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김포시 야

간경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하여 김포의 역사성·상징성을 담아내는 야

간경관계획이 필요하다. 

김포시의 야간경관계획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야간

에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담아낼 수 있는 심미적 측면의 야간경관

이 고려되어야 한다.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필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야간문화영역 

확대

환경 친화적인

지속발전하는

야간경관계획 필요

김포시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야간경관을

통하여 김포의

아이덴티티 확립

김포시 경관의 

균형발전 도모

[그림 1] 김포시 야간경관 수립계획 필요성

Ⅰ.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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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적

김포시의 전반적인 경관발전에 기여하며,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명품 도시로서 수준높은 빛 문화

를 창조하도록 한다. 도시의 지역 활성화를 높이고, 야간경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에너지 절약과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야간경관계획의 목표

김포다움

Identity

아름다움

Beauty

환경성

Ecology

안전성

Safety

김포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쾌적한 아름다운 공간계획

체계적인 야간경관 형성 관리를 위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다양한 즐거움과 테마가 있는 야간경관계획

자연보존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야간경관계획 마련

야간경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 추진 체계 마련

·김포다움 : 야간경관계획을 통하여 김포만의 개성있는 경관 및 컨텐츠를 창출한다.

                  명확한 빛 아이덴티티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쉽게 기억되고 이해되는 

                  김포가 되도록 한다.

·아름다움 : 경관조명은 시민의 심미적 요구를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한다.

·환 경 성 : 저탄소 조명기구 채택 및 적재적소의 조명계획으로 생태환경을 보존한다.

·안 전 성 : 어두운 공간에 산재하는 위험요소와 장애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야간에도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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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범위

2.1  공간적 범위

1) 범위 : 경기도 김포시 행정구역

2) 면적 : 276.57Km²

2.2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09년

2) 목표년도 : 2020년

·º ø·º ø ˆ̂
–Ł˘ 2 ¿–Ł˘ 2 ¿

–Ł˘ 1 ¿

» ¿ ¿

˙‡„« ¿˙‡„« ¿ ˆ̂

[그림 3] 김포시 행정구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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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용적 범위

관련계획 검토

관련법 검토

경관자원 및 야간경관 현황 조사

국내·외사례 조사

김포시 야간경관 빛의 구상

야간경관 특화구역 선정

빛의 거점 

빛의 벨트 

빛의 지표 

빛 축제

김포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야간경관 사업의 실행방안 마련

야간경관 행정시스템 구축

야간경관 활성화방안 마련

· 기초조사 분석

·야간경관 마스터 플랜 수립

·야간경관계획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실행방안 연구

3. 과업의 수립과정

조사·분석

기본구상 수립

야간경관 

계획 수립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실행계획 수립

·상위계획 검토     ·조명자원 조사
·야간현황 조사     ·해외사례 조사

·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 빛의 컨셉 수립

· 세부계획을 통한 구체화
   - 빛의 거점, 빛의 벨트, 빛의 지표, 빛 축제

· 김포시의 빛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

· 연차별 실행계획을 통한 야간경관 활성화
· 홍보방안 및 장기적 발전방향 수립

[그림 4] 과업의 수립과정

[표 1] 과업의 내용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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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자원조사 

     1.1 김포시 자원 현황

Ⅱ. 기초조사분석

[그림 5]  김포시 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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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조사분석

공공건축(60)

- 행정기관: 김포시의회, 김포시청

- 주민센터: 고촌주민센터, 김포1동주민센터, 김포2동주민센터, 대곶주민센터, 

               사우동주민센터, 양촌주민센터, 월곶주민센터, 통진주민센터, 풍무

               동주민센터, 하성주민센터

- 치안기관: 김포경찰서, 고촌파출소, 대곶파출소, 북변파출소, 월곶파출소, 장

               기파출소, 하성파출소

- 소방기관: 김포소방서, 고촌119안전센터, 대곶119지구대, 북변119센터, 양

               촌119안전센터,  월곶119지구대, 중앙119안전센터, 통영119안전

               센터, 하성119안전센터

- 교육기관: 경기도김포교육청

- 우 체 국: 고촌우체국, 김포우체국, 대곶우체국, 양촌우체국, 월곶우체국, 통

               진우체국, 하성우체국

- 문화교육시설: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김포대학, 다도박물관, 덕포진교육박물

                관, 덕포진전시관, 시민회관, 중앙승가대학교, 통진문화회관, 통진

                도서관, 통진두레문화센터

- 체육시설: 걸포다목적체육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양촌다목적체육관

- 복지시설: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하성면

               복지문화센터

- 기     타: 김포전화국, 등기소, 법원, 상공회의소, 상하수도사업소, 서울시한

               강관리사업소

자연공원(3) 대명항, 문수산산림욕장, 애기봉

공공공원(9)
걸포다목적구장, 김포종합운동장, 김포함상공원, 국제조각공원, 사계절스케이트

장, 성동테마파크, 친환경관광농업테마파크, 태산패밀리파크,

문화재(32)

- 국가지정: 묘법연화경, 문수산성, 장릉, 덕포진,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 도 지 정: 우저서원, 조헌선생유허추모비, 문수사 풍담대사부도 및 비, 장만

               선생영정 및 공신록권, 심연원 신도비, 심강 신도비, 한재당, 고정

               리 지석묘,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수안산성, 김포향교, 통진향

               교, 권상묘역, 김포통진두레놀이

- 시 지 정: 대포서원, 대성원, 심응사당, 군하리 비군, 봉수대, 용화사 미륵석

               불, 청송심씨묘역, 양성지묘역 및 신도비, 수안사, 남원윤씨 오룡골 

               유적, 문경공 민기묘역, 남원윤씨 영사정 묘역, 김포 현령군수 선

               정비

★

●

▲

∴

[표 2]  김포시 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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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1) 범위  

   (1)공간적 범위 

     ①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 

     ② 면적 : 276.571㎢ 

   (2)시간적 범위

     ① 기준연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20년

     ② 4단계로 구분하여 5년 단위로 수립

2) 계획의 배경 

     ① 김포시 여건변화, 법규 및 관련 정책 변화, 삶의 질에 한 

        의식 변화로 인해 도시기능과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립이 요구 됨

3) 계획의 목적 

     ① 수도권 서북부 거점도시의 위상 재정립

4) 도시 미래상 설정 및 추진전략

    (1)전원 생태도시

     ①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전원생태도시

     ② 동식물과 함께 쉬는 생태탐방로 조성 

     ③ 누구나 살고 싶은 웰빙형 전원도시개발 유도  

    (2)관광휴양도시  

     ①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을 통한 관광휴양도시

     ② 국제적 규모의 테마형 관광지 조성

     ③ 역사, 문화를 활용한 휴양단지 조성 

    (3)첨단산업도시

     ① 국제무역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② 항공, IT 등 첨단산업 유치

     ③ 인천, 김포, 파주를 연결하는 산업벨트 조성 

    (4)통일화합도시

     ①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는 통일화합도시

     ②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단지 조성

2. 관련계획 조사

[그림 6] 2020김포도시 기본계획   

[그림 7]  김포시 도시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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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1) 목적 

김포 장기지구는 경기 서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난개발 방지를 위

한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인 수도권 중장기 택지 확보계획에 의한 택지의 안정적 확보 공급 

2) 위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일원 

3) 면적 

   ·878,112㎡

5) 도시 공간구조 설정  

    (1)중심지 체계 

      ① 도심 : 양촌 신도시  

      ② 부도심 : 김포, 통진 

      ③ 지역중심 : 고촌, 곶, 월곶, 하성 

    (2)기본방향 

      ① 수도권 서북부지역이 거점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공간구조 설정 

      ② 주변 도시들과 연계성 강화 

      ③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골격 구축 

      ④ 기존 도심과 지역간 연계 강화 

      ⑤ 광역교통망 체계 및 내부 순환도로망 체계 구축 

      ⑥ 내부여건 변화를 수용 및 외적 변화에 처할 능동적 도시기능 구상 

      ⑦ 각 생활권별 잠재력 개발로 특화기능 부여

[그림 8]  공간구조 구상도

[그림 9]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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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김포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

1) 위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읍 일원

2) 규모 

  ·면적 : 10,837천m²    ·인구 및 세  :  266,559명 / 97,751세 (2011년 11월말 기준)

3) 목적 

     ①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공급 및 중심 거점도시조성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친환경 전원생태도시 조성

     ③ 도시기반시설 및 자족기반이 겸비된 자족형 신도시 조성

     ④ 2020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중점도심인 양촌신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김포 신도시의 독자적인 경관 및 이미지 창출을 위한 개발계획

4) 김포신도시 개발컨셉 

     ① 도시문화와 생태환경, 전통과 미래문화의 교류중심

     ② 생태환경, 문화교류도시“김포캐널시티(Canal city)"

5) 김포신도시 경관테마 

   (1)페스티발씨티 김포

     ① 즐거움이 넘치는 도시

     ② 인간, 문화, 자연이 교류하는 도시

     ③ 고품격 도시

     ④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도시

6) 경관권역구분도

       

[그림 10]  경관권역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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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역별 테마전개 및 경관이미지

구분 경관특화방향 및 이미지
부문별 경관이미지

스카이라인 건축물, 구조물

생태
환경지구

에코페스티발존
(Eco Festival Zone)

ㆍ생태환경 경관 육성
  : 친환경적 전원도시 이미지

안정적·부드러운 
스카이라인 연출

조화·순응
전통적·

자연적 소재

문화
교류지구

아트페스티발존
(Art Festival Zone)

·문화교류환경 경관 육성
  : 활력넘치는 수로도시 이미지

변화감·조화 있는 
스카이라인 연출

  독창적·
이국적인

형태 및 소재

복합
업무지구

어반페스티발존
(Urban Festival 

Zone)

·도심문화환경 경관 육성
  : 미래지향적, 첨단도시 이미지

역동적·상징적인 
스카이라인 연출

  기하학·
실험적인

형태 및 소재

8) 야간경관

   (1)기본원칙

    ①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 뿐 아니라, 과잉조명

        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

        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여야 한다.

    ② 김포한강신도시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야간경관 조명계획을 도입함으로써 도시의

       야간환경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조명 기구의 적용과 에너지 

       절약 시스템의 도입으로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며, 조명을 통해 문화예술공간을 확

       립함으로써 특화된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2)도로조명

    ① 도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

        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로 조명의 광원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경제적이어야 하며, 등기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우수한 광학성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의 조도는 도로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하며 한국산업규격 도로조명(KS)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11]  간선도로 조명방식 예시도

[표 3]  권역별 테마전개 및 경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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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구분 대상용지

 기존 권장 지역 추가 권장 지역

상업용지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상업용지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용지

업무용지
-어반 페스티발 존 업무용지 : B1-1, B1-2,  
  B1-3, B1-4

수번상업시설 
용지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시설 용지 :
  C4-1, C4-2, C4-3, C4-4, C4-5, C4-6, 
  C4-7, C4-8, C4-9, C4-10, C4-11, 
  C4-12, C4-13, C4-14, C4-15

아파트 용지

-김포한강신도시의 진입부에 위치한 7개 단지:   
  Ac-01, Aa-03, Ab-04, Aa-07,
  Ab-09, Ab-10, Ac-16

-한강변에 위치한 2개단지 : Ac-11, Ac-12

주상복합용지
-김포한강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4개 단지 :   
  Cc-01, Cc-02, Cc-03, Cc-04

문화예술용지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요 문화시설 : 문1, 문2

-김포한강신도시 진입부에 위치한 도시지원   
  시설용지  

-김포한강신도시의 어반 페스티벌 존 
  외곽부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 : 
  F2-1, F2-2, F2-3, F2-4, F2-5 F2-6,
  F2-7,F2-8,F2-9,F2-10,F2-11,F2-12

-문화예술용지 
  CA-1, CA-2, CA-3, CA-4, CA-5, CA-6,   

  CA-7, CA-8, CA-9, CA-10, CA-11, CA-12, 

  CA-13, CA-14

공급처리시
-주요 간선도로변 혐오시설의 경관계획적 
  조성을 통한 이미지 제고

교 량 -김포대수로를 횡단하는 간선 도로축상 교량

+ 김포한강신도시 빛 계획 개념도 

[그림 12]  김포한강신도시 빛 계획 개념도

[표 4]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어번 페스티벌존(4000~5000K) /             아트, 에코 페스티벌 존(2800~3500K)     어번 페스티벌존(4000~5000K) /             아트, 에코 페스티벌 존(2800~35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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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광역교통개선대책 

 1) 주요내용 

    ·사업시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국도48호선과 김포우회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한강변을 따라 김포한강신도시와 서울 강서 개화동 방화 교를 연결하

      는 길이 17.6km, 왕복6차선의 김포한강로를 계획 함

    ·고가 도시철도 경관저해 해소 및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해 김포도시철도(지하)를 길이

      약23.61km로 계획 함

 2)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대효과 

    ·국도48호선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로 기존 시민의 불편을 해소 

    ·신·구 도시간의 조화로운 발전 기  

    ·미래지향적 교통수단(도시철도) 사용에 따른 친환경적 첨단 김포의 이미지 제고

 3)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

                                                          + 도로 부분

                                                               · 김포한강로(고촌~운양IC) 

                                                               · 사업지구~국지도98호선 연결도로 

                                                               · 양곡~운양 연결도로 

                                                               · 사업지~3축도로 연결도로 

                                                               · 사업지~운양IC 연결도로 

                                                               · 국도48호선 확장(마송~누산IC) 

                                                               · 사업지~ 포리(광역도로종점)연결도로 

                                                               · 양곡우회도로 

                                                               · 운양IC~누산IC(지방도356호선) 확장 

                                                               · 올림픽 로(행주 교～방화 교)확장  

                                                              + 도시철도 부분 

                                                               · 김포도시철도(사업지구~김포공항역)

 [그림 13]  광역도로 개선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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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김포 한강로

1) 사업목적

김포한강신도시 진입도로 확충 및 국도48호선 고

질적 교통난 해소 인근 도시와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체계 확보로 도로기능 극 화

2) 사업개요

   ·위치 : 서울 강서구 개화동 ~ 고촌읍 풍곡리

   ·사업규모 : L=17.6km , B=28m(6차로)

   

    2.6  산업단지

·양촌읍, 곶을 중심으로 규모 산업단지형성

· 표적인 규모 산업단지는 항공지방산업단지

    , 학운산업단지, 양촌지방산업단지 등

 + 산업단지 총괄표

위치 면적(천㎡) 지구지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학운 양촌읍 학운리 일원 56 1993.06.17 1997.09.08 완료

상마 월곶면 고양리 일원 79 1996.09.12 2006.01.12 완료

율생 대곶면 대벽리 일원 49 1995.06.28 2004.12.08 완료

양촌 양촌읍 학운리, 대포리 일원 1,681 2004.06.30 2010.03.29 완료

항공 대곶면 대벽리 일원 335 2005.10.27 2011.12 완료

팬택 통진읍 옹정리 일원 34 2007.11.05 2011.12 완료

학운2 양촌읍 학운리 일원 634 2008.12.18 2012.12 조성중

학운4 양촌읍 학운리 일원 489 2011.06.27 2013.06 조성중

학운3 양촌읍 학운리 일원 992 2015 조성중

[그림 14]  김포한강로

[그림 15]  김포산업단지

[표 5]  산업단지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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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1) 공간적 범위

   ·위치 :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

   ·면적 : 2,008,453㎡

2)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09년

   ·목표년도 : 2020년

3) 내용적 점위

   ·김포시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원에 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

     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경관계

     획,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계획, 용적률·건폐율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기반시설 비용분담계

     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8  김포 골드밸리(양촌, 학운 2·3·4)

1) 공간적 범위

   ·김포 양촌산업단지, 학운2·3·4 산업단지에 연계

     되어 지정된 첨단 산업단지

2) 사업 내용

   ·'황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라는 뜻으로 입주한 업체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화가 모이고 사업이 번

     창하는 등 잠재력이 무한한 산업현장을 의미함

[그림 18] 골드밸리(양촌산업단지) 조감도 

[그림 19] 골드밸리(학운2 산업단지) 조감도

[그림 16]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구상도

[그림 17]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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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한강시네폴리스

1) 개요 

   ·위치 :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

   ·면적 : 2,709,956㎡

   ·사업기간 : 2007~2016년

   ·사업목적 : 디지털 기술 향상에 따른 최첨단 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기반으로 영화, 

                    방송, 뮤지컬, CATV, 음반, 게임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Digital Convergence와 독창적인 자족형 기업도시 조성하고자 함

2) 컨셉

    한강 CINEPOLIS

    문화 창작과 생산활동이 원활히 교류하는 영상문화 사업의 거점

한강시네폴리스 전체 조감도

중심업무지구 테마파크 엔터테이먼트

[그림 20]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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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경인 아라뱃길

1) 개요

   ·사업기간 : 2009.1~2011.12 (준공 후 40년간 운영) 

   ·구     간  : 인천 서구 경서동(서해)~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 교)

   ·수     로  : 주운수로 18km(폭 80m, 수심 6.3m) * 방수로 14.2km 포함

   ·터 미 널  : (인천) 284만㎡, 갑문 3기 / (김포) 198만㎡, 갑문 1기

   · 상선박 : RS선박(4,000톤급, 250TEU)

2) 추진배경

    ·굴포천 치수사업과 연계한 물류 수송체계 개선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경감

      -수송체계 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 및 내륙교통난 완화

      -연근해 활성화를 통한 인천항의 기능 분담

3) 사업효과

    ·방수로를 활용하여 홍수피해를 막으면서, 물류비 절감의 이중효과

      -수송체계 개선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 및 내륙 교통난 완화

      -인천항 기능 분담 및 물동량 원활한 처리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한강과 서해 연결하여 새로운 수상 레져 관광 문화 효과 창출

    ·생산, 부가가치 유발

                                                                         [그림 21] 경인아라뱃길 조감도    [그림 22] 김포터미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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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법 검토

    3.1  경관조명 관련법규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경관조례에 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경관계획과 행정관리에 

이르기까지 추진력과 구속을 갖추기 못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경관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별 경관조례를 마련하였다.

현행법은 경관관련 조례에 포함된 야간경관 관련 부분으로서 야간조명 상, 옥외광고물 점

멸 등, 유도방안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야간경관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조례 및 법

적 근거와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 경관법

·경관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

   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

   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경관법의 기본방향은 규제보다는 지원 위주의 법제정과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유연성 

   확보, 관련법 체계와 적합성 확보, 실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경관사업부분에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

   은 경관협정과 경관협정지원(기술,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경관법은 2007년 5월 17일에 공포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

   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개공지 등 도시경관 구성요소를 규정 및 제한하고 있음

· 지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건축행위에 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경관의 물리적 

   시각요소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개별 건축물 단위로 관리가 이루

   어지므로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기능에 한 고려가 부족하고, 획일적인 강제조항이 부

   분으로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음

3) 하천법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 

   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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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법

·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

   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정의, 도로의 구분과 유지관리, 안전성에 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5)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 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과도한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공중에 한 위해 방지를 목

   적으로 제반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지역/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광고물의 크기 및 개수, 종류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차등적

   용의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 군, 구 조례가 정하

   는 바에 의한다."는 내용과 같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전체 야간경관 계획차원에서의 관

   리가 될 수 있음

6)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 진흥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

   통문화예술 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

   으로 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10,000㎡이상의 건축물에 해 예술장식품을 반

   드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조명시설 설치로 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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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경관계획 수립지침 (2007. 12. 18) 건설교통부고시 제 597호 특정경관계획

제1장 총칙

1-5-1.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

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경관계획 : 관할지역 전부를 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 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

                        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특정경관계획 :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

                        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을 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제4장 기본경관계획

4-4-3. 경관축계획

(3) 조망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에 있는 건축물과 가로의 규모와 야간경관 등에 한 계

   획방향을 포함한다.

4-5-1.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및 수준

(3)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내용을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 경관 설

   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4-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6) 야간 경관설계지침

①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야간경관 

   수립을 위한 지표를 마련한다.

② 야간경관의 연출 및 관리를 위한 유도사항과 규제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제5장 특정경관계획

5-4-3. 경관축계획

(3) 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의 건축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의 높이와 배치, 단면 등

   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5-5-1.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및 수준

(3)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관한 설계사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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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3)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④ 근경에서 보이는 업소의 특성을 연출하기 위한 광고물 종류별 형태, 소재, 색채, 

       조명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⑥ 관리지역별로 가로형 간판 등(가로형, 돌출형, 지주이용형, 창문이용형 광고물 등)

       의 설치 가능한 광고물 종류를 구분하고, 이에 한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각 종류별 설치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서체, 조명 등의 항목별 지침을 

       계획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④ 가로시설물은 교통시설, 조명시설, 휴게시설, 공공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형태, 규모 등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6) 야간 경관설계지침

   ①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야간  

       경관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 면 또는 선적으로 나타나고 지역 내에서 영향이 큰 야간경관 요소는 지역적 차원

        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도시 전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야간경관요

        소는 도시적 차원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

     ㉢ 단위요소로서 조망 상이 되거나 주요 조망점, 랜드마크적 특성이 강한 야간경

        관요소는 단위 요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② 야간경관계획은 연출, 유도,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랜드마크, 건축물, 도로, 가로 등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

        다.

     ㉡상업광고조명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운영중인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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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야간경관 현황조사

    4.1  조사계획 

과거와 현재, 미래가 혼재하는 김포시는 경관에 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및 계획이 

필요하다. 야간경관계획을 위한 현황 파악을 하여 김포시 전역을 조사하였다.

1) 조사목적

  ·야간경관을 이루는 주요 조명요소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김포시 야간경관조명 설치 현황 및 밝기 조사

  ·야간경관 저해요인 및 옥외광고물 현황 파악

2) 조사방법

  (1) 야간현황 촬영

    ① 표권역 휘도수치 조사

    ② 상별 현황조사

    ③권역별 현황조사

    ④휘도, 조도 조사

   (2) 조사장비

     ①카메라(finefix S3 pro, Nikon D300), 휘도계(LS-110), 조도계(MINOLTA T-10)

  

                               

 

 

맞은편 가로에서 조사자가 3지점의 휘도를 측정

카메라(Nikon D300) 휘도계(LS-110) 조도계(Minolta T-10)

[그림 23] 휘도측정 범위

[그림 24] 휘도, 조도 측정 조사장비

사진촬영 휘도측정 조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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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대상의 설정

김포시의 다양한 자원들은 주야간 조사·분석하여 김포시의 야간경관의 이미지를 도출하

고 이를 기반으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조사 상은 크게 자연경관과 인공자원

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야간경관의 특성 및 야간경관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야간경관 구

성요소를 도로,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도시기반시설, 옥외광고물로 구분하여 휘도와 밝기

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의 자원들은 안전을 위한 보안조명이 미비하며, 관광지 등은 야간에 운

영을 하지 않아 야간촬영이 불가능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김포시 야간경관을 형성하는 빛의 

요서가 분포되어 있는 주요지역을 나열하였다.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도

로

도심지
김포대로-대로, 시청앞길-중로(1월3주), 
봉화로(시청앞길 교차점-소로), 자전거도
로(3월2주) 건

축

물

.

옥

외

광
 
고
 
물

도심지
김포대로 상업건축물, 시청앞길 상업건축물(1
월3주), 공공건축물(1월4주), 봉화로 상업건축
물(3월2주)

통진 공동주택 앞 도로(1월4주) 통진 공공동주택, 통진도서관(1월4주)

고촌
I.C 진입로(1월3주),
천등고개(1월4주)

고촌 공동주택, 모델하우스(1월3주)

양촌 장기지구(3월1주), 양촌지구(3월3주) 양촌
공동주택(3월1주), 
신축 공동주택, 상업건축물(3월3주)

대곶 대곶사거리, 도룡동 교차로(1월4주) 대곶 상업건축물(1월4주)

월곶 용강로(1월4주), 갈산사거리(4월1주) 월곶 상업건축물(4월1주)

하성
자전거도로(3월4주), 
애기봉길(4월1주)

하성 도로주변 건축물(4월1주)

김포1동 중앙로(3월2주) 김포1동 중앙로 상업건축물(3월2주), 공동주택(2월1주)

김포2동 장기사거리(3월4주) 김포2동 상업건축물(3월2주)

사우동 풍년로-김포대로 교차점(3월2주) 사우동 풍년로 주변 공동주택, 상업, 공공건축물(3월2주)

풍무동 풍무로(3월3주) 풍무동 풍무사거리 주변 공동주택 및 상업건축물(3월3주)

오 

픈 

스 

페 

이 

스

도심지 -

문

화

재

도심지 -

통진 통진두레문화센터(1월4주) 통진 -

고촌 김포용수간선(1월3주) 고촌 -

양촌 - 양촌 대포서원, 3.1만세 기념공원(3월2주)

대곶 대명항, 약암온천지구(2월1주) 대곶 덕포진(2월1주)

월곶
문수산 산림욕장, 김포국제조각공원, 다하
누촌, 다도박물관, 성동테마파크(1월4주)

월곶 문수산성(1월4주)

하성 애기봉, 태산패밀리파크(3월4주) 하성 한재당(4월1주)

김포1동
걸포중앙공원(1월4주), 나진천(나진교)(3
월3주)

김포1동 -

김포2동 - 김포2동 -

사우동 사우공원, 계양천(1월4주) 사우동 우저서원(1월4주)

풍무동 - 풍무동 -

[표 6]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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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사내용

1) 자연경관 자원

  (1) 녹지자원

 걸포중앙공원

봉화로 주변 놀이터

- 반사판을 이용한 간접조명의 보행등은 불필요한 그림자를 바닥에 발생함

- 축구경기장의 투광조명은 하늘로 빛이 퍼져 광공해를 유발함

- 보행등 및 볼라드 조명으로 공원의 야간경관을 조성하였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느낌이 들지 않음

- 놀이터 보행등의 등기구가 클리어한 볼타입으로 눈부심을 유발함

- 공원 쉼터를 은은하게 밝혀주지 못하며, 보행등 하부만 밝게 연출됨                

걸포중앙공원 가로등 걸포중앙공원 볼라드 조명 걸포중앙공원 내  산책로

걸포중앙공원 내 휴게시설 걸포중앙공원 정문걸포중앙공원 내 축구경기장

봉화로 주변 놀이터 보안등 봉화로 주변 놀이터 보안등 봉화로 주변 가로등

[그림 25] 걸포중앙공원 현황

[그림 26] 봉화로 주변 놀이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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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자원

 대명항 

대명항 진입 조형물 옥외 광고물 대명항 함상공원 

② 월곶

대명항주변 상업지역 대명항 함상공원 대명항주변 상업지역

- 야간에 시민 및 관람객의 이용도가 매우 낮음

- 함상공원의 보안등은 반사판을 이용한 간접조명 방식임. 광학적 설계보다는 디자인 

   우선의 조명기구로 바닥에 불필요한 그림자가 발생함

- 식당가의 옥외광고물이 명항의 밤의 질서를 흩트림

계양천

계양천 산책로 계양천 산책로 계양천 도로 및 발광광고물

[그림 27] 대명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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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용수간선 주변

- 김포 용수간선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쪽은 나트륨램프의 가로등, 반 편은 메탈할라이드 

   램프 보행등으로 색온도의 불균형을 이룸

- 옥탑만을 강조하는 공동주택 조명이 연출됨

김포 용수간선김포 용수간선 및 공동주택 김포 용수간선주변 도로

공동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

- 보안등의 등기구가 상.하 180°로 퍼지는 배광으로 하천의 수면까지 빛이 침해함

- 보안등의 램프가 직접보여져 눈부심을 유발하며, 보행로 노면의 밝기가 고르지 않아

   시각적 불편함을 발생시킴

계양천 주변 도로 계양천 주변 계양천 주변 도로

[그림 28] 계양천 현황

[그림 29] 김포 용수간선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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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경관 자원

  (1) 시가지 경관 

 시청앞길·사우동

- 사우사거리 초입부인 시청앞길은 상가 내부의 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으로 거리에 

   활기가 있지만, 원마트 이후의 보행로는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아 어두움

- 동상의 투광기가 바닥에 설치되어져 상향조명을 하고 있어, 보행시 눈부심을 유발하며

   안전 사고에 노출되어짐

시청앞 길 원마트 앞 보행등 시청앞 길 시청앞 길

김포한강신도시 광고물중봉조헌 동상 중봉조헌 동상 투광기 설치현황 

 사우사거리 파노라마

[그림 31] 사우사거리 도로  

[그림 30] 시청앞길·사우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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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

- 가로등은 나트륨램프로 배치되어 있음

- 가로등과 파나플랙스형의 옥외광고물만이 야간의 이미지를 형성함

[그림 32] 사우사거리   

[그림 33] 월곶(다하누촌) 현황

월곶(다하누촌) 

- 가로등주에 벼모양의 LED조형물을 부착하였음. 조형물로 인하여 주간경관을 해침

- 일부 보행로에 LED바닥조명을 매입하여 다양한 색상을 연출함

옥외 광고물 바닥조명다하누촌 가로등

대곶사거리 대곶사거리 주변 대곶사거리 주변
[그림 34] 대곶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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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장기택지지구  옥외광고물 

 장기택지지구 파노라마

장기택지지구

- LED를 이용한 아파트 옥탑조명과 건설사 BI옥외광고물이 주로 연출됨

- 상가 건축물의 입면은 LED옥외광고물로 연출 되어짐 

발광광고물 발광광고물 근린공원 산책로 

- 야간에는 두레문화센터, 도서관의 공개공지가 어두워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없음

- 주변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이 라인방식의 색상조명으로 연출되어짐

통진

통진 두레문화센터 통진 두레문화센터 주변 건축물 통진 도서관

[그림 35] 통진 현황

[그림 36] 장기택지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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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사거리 주변

 시청앞 길

조도(lx)
휘도(cd/㎡)

  (1) 도로 조명  

   

     + 휘도 및 조도현황

3) 야간경관 구성요소별 야간현황

김포대로

2944

12

3704
5821

3478

시청앞 길 시청앞 길 원마트 앞 보행등

18150

2552

 대명항 

김포방면 야간경관 김포 용수간선 옆 보행로 서울방면 야간경관

2312

7335

627.2

도로:40

3450

88.9

[그림 38] 사우사거리 주변 현황

[그림 39] 시청앞 길 현황

[그림 40] 대명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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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도분포도 

- 보행등의 등기구가 광원이 직접 보이는 타입으로 휘도 수치가 약 3,000~6,000 cd/㎡

   으로 높으며, 눈부심을 유발함

- 푸른색(매우어두움)과 붉은색(매우 밝음)이 약 7:3비율로 구성되어짐

김포대로 여성병원 앞 육교에서 신사우삼거리 방향 고촌 김포대로319번길에서 공동주택방향

밝기 下 上 밝기 下 上

체적으로 도로조명은 도로의 밝기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균일한 빛의 분포가 이루어 지

지 않고 있었다. 부분 도로의 가로등은 나트륨램프로 배치되어 있으며, 일부 도로는 

가로등을 메탈계열로 교체되었으나 아직까지 80% 이상이 나트륨 계열의 램프로 구성

되어 있다. 헤드부분은 벌브형, 논컷오프 방식으로 되어 있어 빛이 주변으로 퍼져 운전

자나 보행자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한다. 

보안조명은 나트륨 및 형광등의 전반확산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나트륨계열은 색온도

가 너무 낮아 어두운 느낌을 주고, 형광등계열은 색온도가 너무 높아 창백해 보인다. 또

한 농촌지역, 주택단지의 골목길은 배치간격이 넓어 빛이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아 야간

에 우범화 될 가능성이 많다.

[표 7] 휘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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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앞 길 주변

 사우사거리 주변

    

 (2) 건축물 조명  

 

+ 휘도 및 조도현황

18.5

499.2

136.2

시민회관김포시청 시청앞 웨딩샵

60.3

251.3
674.3

559.5

사우사거리 사우사거리 사우사거리

 고촌

래미안 모델하우스 효성 S-Class 모델하우스

275.6

121.6

645.3

214.1
356.1

107.7 67.7

689.1

중흥 S-Class 모델하우스

조도(lx)
휘도(cd/㎡)

[그림 41] 시청앞 길 주변 현황

[그림 42] 사우사거리 주변 현황

[그림 43] 고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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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택지지구

10

어울림

146.1 70.8

힐스테이트 공동주택 옥탑조명

풍경채

9.3 39.8232.6

반도 유보라 G-well

- 부분의 건축물에는 경관조명을 연출하지 않았으며, 신도시의 공동주택은 옥탑부에

    LED를 이용한 연출을 하고 있음

- LED의 점과 라인조명방식의 휘도는 매우 높게 측정되었음

- LED를 이용하여 색상을 사용한 연출이 많으며, 색상과 밝기가 변화하는 연출방식이 

   주거지역에 사용되고 있음

김포시의 건축물조명은 체로 경관조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부 신도시의 아

파트조명이 현란한 색상과 밝기, 움직임으로 연출되어 시각적 불쾌감을 유발한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의 로고가 지나치게 높은 밝기로 원색의 건설사의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

여 경관의 조화를 흩트리고 있다. 신도시 등 아파트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 야

간경관계획 시 밝기, 색상, 움직임을 제한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조명연출 계획이 

필요하다.

[그림 44] 장기지구 현황

조도(lx)
휘도(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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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의 보행등이 부분 눈부심을 유발하는 타입으로 공간에 한 휘도와 조도의 차이가

   커서 시각적 불편함이 발생됨

- 일부공원은 안전을 위한 보행등과 볼라드 조명이 외관 디자인만 고려되어 야간에 점등시

   불필요한 그림자가 발생되며, 조도가 충분하지 않음. 기구의 효율이 떨어짐

 오픈스페이스

    

 (3) 오픈스페이스 조명

+ 휘도 및 조도현황

2964

9441

10.57.4

김포 종합운동장 시민회관김포 종합운동장

공원의 보안등은 부분 전반 확산형 타입으로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하며, 빛이 불

필요한 하천의 수면 및 자연환경으로 빛이 침해하고 있다. 보안등의 디자인만 고려되고 

광학적 성능이 배제된 기구선정으로 시각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효율도 떨어져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야간에 산책하는 하천의 조명은 낮은 색온도의 광원으로 침침한 분위기

를 연출하며, 보행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바닥면의 밝기의 차가 커서 시각적으로 쾌

적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조도(lx)
휘도(cd/㎡)

[그림 45] 김포 오픈스페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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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시설

    

 (4) 도시기반시설 조명

+ 휘도 및 조도현황

6450
201

187

풍무로중앙로 주변 김포대로 육교사우5 어린이공원 앞 홍보물

장기택지지구 고창마을 근린공원 앞 육교

35

고촌 김포대로 육교 계양천 구름다리

- 교량, 보도교의 조명은 부분 보행을 위한 안전조명 위주로 되어 있음. 일부 경관조명

   을 실시한 상지는 LED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이 연출되어짐

- 김포시의 특산물등 홍보성의 베너 및  홍보판에는 고출력 투광기로 투사하여 밝은 빛으

   로 인해 홍보문구를 읽을 수 없었음

김포시에는 도시기반시설의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며 부분 조명이 되어 있지 않다. 신

도시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조명연출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체계적인 야간조명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조도(lx)
휘도(cd/㎡)

[그림 46] 김포 도시기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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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사거리

    

 (5) 옥외광고물 조명

+ 휘도 및 조도현황

사우중로 우측구간 사우중로 우측구간 사우중로 우측구간 보행로

635.9

1805

194.1

370

사우중로 좌측구간 사우중로 좌측구간 사우중로 좌측구간

415

712

사우사거리 사우사거리 사우사거리

시청앞 시청앞

396.6

482.7

3351

9.95

38.8

65.23

69.26

시청앞

시청-풍년로 우측구간 시청-풍년로 우측구간 시청-풍년로 우측구간

635.9

1805

194.1 712

조도(lx)
휘도(cd/㎡)

[그림 47] 옥외광고물 조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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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무동

261.4

445538.5

2173
24250

신풍초교 사거리 양도 사거리 주변 양도 사거리 주변

2524

양도사거리 주변

190.2

양도사거리 주변

276

양도사거리 주변

2564

양도사거리 주변

229.1

13.5

풍무로

2564

200

풍무로

57.25

홈플러스

6.54

풍무로

17

2.8(어두운곳)

풍무로 골목

조도(lx)
휘도(cd/㎡)

[그림 48] 풍무동 조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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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로

200

34.2

52.4

1628

중앙로 주변 모텔 중앙로 주변 모텔 중앙로 상업건축물

+ 휘도 분포도

사우사거리 하나은행 방향 장기지구 한강1로 51번지에서 신협방향

밝기 下 上 밝기 下 上

- LED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는 연출방식의 LED 옥외광고물은 약 700cd/㎡ 까지의 

   휘도로 되어 있으나, LED 광원이 직접 보이는 옥외광고물은 2000cd/㎡  까지의 

    밝기를 가지고 있음

- LED전광판 방식의 옥외광고물은 빠른 문자와 영상의 변화에 따른 밝기, 색상이 다르게 

   연출되어 경관의 미관을 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각적 불편함을 초래함

상업밀집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은 높은 휘도와 색상으로 주변가로

와 건축물에 빛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기성시가지의 노후 된 광고물은 보행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우사거리와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LED광고물의 정비로 

개선이 되었지만 부분이 파나플랙스형의 에너지소비가 높은 타입을 적용하고 있

어 경관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조도(lx)
휘도(cd/㎡)

[표 8] 휘도 분포도

[그림 49] 중앙로 조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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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민의식조사

    5.1  시민의식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야간경관조명의 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김포시 야간경관조명 현황에 한 시민

의식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2) 조사 방법

  ① 일시 : 2010년2월1일~2010년 2월28일

  ② 장소 : 김포시 각지역의 역세권 및 번화가 공공기관 방문

  ③ 상 : 김포시민 208명

  ④ 내용

    ·야간의 전반적인 밝기에 한 이미지

    ·야간조명이 잘 되어진 곳과 개선점이 필요한곳

         ·시가지 및 자연공원 중 야간에 즐겨찾는 곳

  ⑤ 설문지

[그림 50]  시민의식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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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시민의식조사의 내용

    
 김포시의 야간경관 이미지 / 어두운 김포

 김포시 우선적으로 야간경관조명 개선이 필요한 요소  

                                      /  골목길, 산책로의 안전을 위한 보행조명

김포시는 야간 빛환경에 하여 46%는 '전반적으로 어둡다'라고 생각하며 35%는 '보통이다' 11%는

'무척 어둡다' 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조명 (가로등 형태, 노면의 밝기, 눈부심등)

·공동주택조명 (아파트, 주상복합등) 

·보안조명 (골목길, 공원 하천의 산책로등)

·구조물조명 (교량, 보도육교, 상징조형물 조명 등)

·옥외광고물 조명

·기타 

·무척 어둡다 

·전반적으로 어둡다 

·보통읻 

·밝다

·무척밝다

20%

11%읻 

58%

6%

4%

1%

11%

46%읻 

35%

3%

5%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는 보안등(58%), 도로조명(20%), 

시설물조명(6%) 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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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야간경관조명 시행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  주변경관과의 조화로운 야간경관조명 

김포시 시가지 중 야간경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요소로는 보행자 도로조명 및 자전거 도로 , 도로조명, 

공공기관 건축물 조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연  및 인공공원은 시가지 건강을 위한 체육공원조명, 

자연공원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문화관광시설 중에는 문수산성등 역사 문화재 조명, 문화 체험시설조명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조명 (가로등 형태, 노면의 밝기, 눈부심등)

·공동주택조명 (아파트, 주상복합등) 

·보안조명 (골목길, 공원 하천의 산책로등)

·구조물조명 (교량, 보도육교, 상징조형물 조명 등)

·옥외광고물 조명

·기타 

·시가지 / 공공기관 건축물 조명 (예 김포시청)

              도로조명 (예. 48번도로 가로등 디자인)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 도로조명 (예. 봉화로)

·자연 및 인공공원 / 체육공원 조명 (예. 걸포중앙공원)

                           자연공원 조명 (예. 대명항, 덕포진)

· 문화관광시설 / 역사문화재 조명 (예. 문수산성)

                        문화 체험시설 조명 (예. 태산패밀리파크)

·기타 

22%

11%읻 

56%

6%

4%

1%

6%

21%읻 

31%

18%

8%

8%

7%

1%

시민들은 야간경관조명 시행시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디자인(4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저탄소 및 친환경(26%)과 유지관리(10%)에 한 면도 고려 되어야 한다고 조사되었음

 김포시 야간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야간조명이 시행되어야 하는 대상

                                             /  시가지의 보행자 도로조명 및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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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지 중 야간에 즐겨 찾는 곳  /  사우동과 문수산 

 

·시가지       1. 김포1동

                  2. 김포2동

                  3. 사우동

                  4. 풍무동

                  5. 고촌읍

                  6. 통진읍

                  7. 대곶면

                  8. 월곶면 

                  9. 하성면 

                 10. 양촌읍 

                 11. 기타

·시가지       1. 휴식/산책   

                  2. 만남/약속 

                  3. 관광/견학

                  4. 문화행사 관람

                  5. 기타

·자연공원    1. 휴식/산책   

                  2. 만남/약속 

                  3. 관광/견학

                  4. 문화행사 관람

                  5. 기타

·문화         1. 휴식/산책   

 /관광시설     2. 만남/약속 

                  3. 관광/견학

                  4. 문화행사 관람

                  5. 기타

·자연공원    1. 문수산

                  2. 애기봉

                  3. 계양천

                  4. 대명항

                  5. 덕포진

                  6. 기타

·문화          1. 김포시민회관  

  /관광시설    2. 김포종합운동장

                  3. 통진두레문화센터

                  4. 김포국제조각공원

                  5. 태산패밀리파크

                  6. 기타 

14%

12%읻 

51%

8%

5%

3%

1%

2%

2%

0%

2%

36%

46%읻 

1%

5%

12%

65%

 8%읻 

14%

 5%

 8%

37%

22%읻 

9%

19%

13%

53%

12%읻 

 5%

13%

 4%

13%

29%

30%읻 

5%

16%

15%

5%

김포시 시가지 중 야간에 즐겨찾는 장소로는 사우동(51%), 김포1동(14%), 김포2동(12%)순으로 응답하였고, 

사우동은 만남과 약속을 위한 야간활동이 활발하다고 조사되었다. 김포시 자연공원 중 야간에 즐겨찾는 곳

으로는 문수산(53%), 명항(13%), 애기봉(12%)순으로, 관광지를 휴식 및 산책을 위하여 방문한다고 조사

되었다.

·대상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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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현황분석 종합 

·김포시는 타도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어두우며 특별히 경관조명을 시행한 상물이 거의 

   없다. 도로의 가로조명,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의 불빛이 김포시의 야경이미지를 

   이루고 있다.

·주택가의 보안등 및 도로변의 가로등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낮고 불균형하며 안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야간생활에 문제가 되고 있다.

· 부분의 관광명소는 야간의 이용객을 위한 조명이 시행되고있지 않으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 및 주요명소의 조명도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신도시의 아파트 옥탑조명과 브랜드 싸인조명은 다양한 컬러의 빛으로 야간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새 도로가 많아 길 찾기가 어려움 길 찾기를 도와주는 알기 쉽고 쾌적한 도로조명계획

▶

자연자원(水)은 풍부하나 야간명소 부족함 지역주민, 관광객을 위한 아름다운 수변 야간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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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주 관광지 안전조명 미비로 야간에 이용이 불편함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계획

      
▶     

야간에 이용하는 지역커뮤니티 장소가 부족 함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야간명소 마련

   

 

▶
 

    

경관이 조화롭지 않으며 
시각적인 불쾌감을 주는 빛공해조명

친환경, 광공해를 고려한 조명방식 마련

개선방안

[그림 51] 현황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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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조사분석

      6. 국·내외 사례 문헌조사

    6.1  조사계획

1) 조사목적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 야간경관조명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

였다. 김포시의 가장 큰 특징인 수로도시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 하도록 하였다. 사례조사

를 통해 공공 공간의 야간경관 조성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의 완

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조사지역 및 내용 

   (1) 조사지역

     ·국내 사례 : 서울, 부산

     ·해외 사례 : 일본 야나기와, 호주 맬번, 미국 샌안토니오, 프랑스 리옹

   (2) 선정 이유

     국내 및 해외 사례지로 선정된 도시는 야간경관사업이 도시계획과 함께 초기부터 진행

     되어 초기부터 절제된 계획으로 아름다운 야간환경을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아름답게

     제고하고 있으며, 안전성 또한 확보하고 있어 수준 높은 야간경관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지역들이다.

    (3) 조사 내용

     ·건축물의 조명연출수법 조사

     ·수변공간의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조사

     ·야간 관광 프로그램 조사

     ·야간경관 운영시스템 조사

     ·Fete des Lumieres 2009 주요 작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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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국내 사례조사

1) 2008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1) 연구의 범위

      서울특별시 전역을 범위로 설정하고 야간특화지구 설정

   (2) 활용계획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경관적 잠재요소를 야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파리,

      런던, 뉴욕 등과 같은 세계도시의 반열에 오르게 한다. 야간경관조명을 통해 서울의 

      밤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포근한 

      안식처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3) 계획의 배경

      세계적인 도시 변화 추세에 응할 수 있도록 빛간섭 및 빛공해의 최소화, 에너지 세

      이빙이 가능한 시스템 및 기구정비, 리사이클이 가능한 재료의 사용, 디자인 및 예술

      도시의 추구 등을 통해 환경과 감성을 중시한 세계적 수준의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

      도록 새로운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4) 야간경관계획의 목적

      본 계획은 서울의 야간경관 연출을 통해 서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켜 관광자원

      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세계적 수준의 도시 야간경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종합적인 연출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있다.

   (5) 야간경관계획의 3대 목표

    ·아이덴티티 Identity : 야간경관을 통하여 서울만의 개성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도시

                                    는 명확한 아이덴티티 유무의 정도로 쉽게 기억되고 이해된다.

    ·미관 Beauty : 경관조명은 시민의 심미적 요구를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창출 

                          에 기여한다.

    ·안전성 Safety : 도시경관조명은 보행과 소통을 위하여 어두운 공간에 산재하는 위험 

                            요소와 장애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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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사항

조사 및 분석

·관련계획검토
·경관법 및 규정에 대한 조사
·주요지점(도심, 한강, 지천, 남산 등) 빛환경 조사
·건축물 및 발광광고물 등 가로조명에 대한 휘도·색온도 측정
·가로등 현황(조명방법, 디자인, 설치방법 등) 조사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문화재, 공공시설물 경관조명 설치현황
·해외 도심부 야간경관연출 사례조사 
·해외 빛축제 사례조사
·해외 조명관련사업 벤치마킹
·국제조명위원회(CIE), 한국산업규격(KS)의 기준

기본구상

·야간경관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출방향 및 컨셉 설정
·야간경관 추진방향 : 서울다운 야간경관의 모색
·야간경관 추진전략(인프라정비, 특화, 빛문화활성화) 설정 
·서울시 야간경관 5대 기본원칙

기본계획

·빛의 인프라 정비계획 

① 조명정비 - 건축물, 도로, 오픈 스페이스, 도시기반시설,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   

                  역 발광광고 

② 실천과제 제시
·빛의 특화 계획 

① 랜드마크 특화 : 고층 및 초고층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 미디어 파사드 

                        (디지털경관조명), 문화재(국가지정, 시지정, 근대 문화재 등) 

② 스카이라인 특화 : 자연녹지축, 수변축(한강 및 지천), 서울성곽축 

③ 파노라마 특화 : 남산 야간경관 전망 환경 정비, 초고층 건축물 전망대 설치 권장 

④ 야간경관 특화구역 지정 : 도심, 남산, 한강 연접부 및 여의도, 테헤란로, 용산, 마곡 

⑤ 실천과제 제시
·빛문화 활성화 계획 : 빛문화 활성화 전략, 서울 빛축제, 빛의 거리 조성, 실천계획 제시

실행계획 및

활성화 방안

·년도별ㆍ단계별 실행계획 및 소요예산 
·운영 및 지원방안 : 법제도 정비방안, 민간지원 방안 제안
·시민참여 및 홍보방안 수립

가이드라인

·건축물 조명
·도로 조명
·오픈스페이스 조명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조명
·도시기반시설 조명
·발광광고(권고기준)

   (6) 계획의 내용

[표 9]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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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시 야간경관계획

   (1) 개요

     ·부산시의 바다, 산, 강 등이 도시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야간경관요소 자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

        ·부산시의 도시 슬로건인 ‘다이나믹 부산’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모습과 행동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3M을 제시

     ·부산시의 특성을 표현하는 조명자원과 주요 조망점을 발굴하는데 의의를 둠

   (2) 목적 및 목표

    ① 목적

      ·도시공간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야간에도 시간의 리듬을 부여하고자 함

      ·생활조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이벤트를 통해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함 

    ② 목표

      ·조명을 통해 도시의 야간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하고자 함

      ·빛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생태계에 한 광해를 줄이고자 함

      ·부산이 지향하는 도시이미지인 문화역사도시, 해양관광도시, 미래산업도시,

         생태환경도시를 목표로 야간경관계획을 진행하고자 함

   (3) 계획의 방향 

     ·관광 및 전시, 컨벤션산업, 영상산업 등을 부산시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역 활성화를

        주도하고 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관련분야와 연계된 조명이벤트를

        계획함

     · 표적인 국제행사인 국제영화제 등의 영상분야와 결합된 이벤트를 기획, 보다 

        새롭고 세계적인 행사로 도양하기 위한 개발의 필요성 제시

     ·부산의 표적인 상징물 및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 빛 이벤트와 연계시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시너지 효과 창출

   (4) 빛의 이벤트 계획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축제와 빛의 이벤트계획을 연계하여 

       기존의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모색

    ·광안리해수욕장 빛축제 : 교차 빔쇼와 워터스크린을 활용한 레이져 애니메이션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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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해외 사례조사

1) 야나가와

+ 운하도시계획 배경 및 현황

일본 후쿠오카현의 작은 도시 야나가와((柳川)시. 수로의 도시로 잘 알려진 이곳은 인구 7만

3,000명으로 일본의 시 단위 중 가장 작은 마을 중 하나다. 야나가와시는 도시 전체가 그림 

같은 풍경 속에 그물처럼 짜여진 수로로 연결돼 작은 쪽배로 도심 곳곳을 누빌 수 있는 관광

지로 ̀일본의 베니스'라고 불린다. 농지면적이 53%에 이르는 농업지 로 주민들은 평범한 일

상을 보내는 곳이지만 지역 소하천의 총연장이 930㎞나 되고 도시를 흐르는 수로가 470㎞

로 물이 마을을 휘감고 있는 수변도시이기도 하다. 야나가와 수로는 약 400년 전 지방 영주

가 마을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을 개수하면서 만들어졌다.

 

물의 고향이라는 뜻의 야나가와는 물 부족이 심각해 수로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야나가

와 상공회의소는 1955년부터 5척의 배를 건조해 지역의 명소인 수로를 이용,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 뱃놀이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뱃놀이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시민들

의 경제활동 확 와 도시화에 따라 물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뱃놀이를 즐기러 오는 관광객

도 줄어들었다. 시민들이 수로를 음료용으로 사용하다 상수도가 보급되며 필요성이 없어지

자 생활의 뿌리였던 수로에는 쓰레기와 오염물질이 넘쳐났다. 야나가와시는 막 한 예산을 

들여 정화작업을 벌였지만 주민 참여 없는 사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행정의 정화 노력에

도 시민들이 계속 쓰레기를 하천에 버렸기 때문이다.

외래식물종이 하천변을 휘감았고 쓰레기는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많았다. 악취는 마을 전체를 오염도시로 만들었고 이 때문에 마을을 떠나는 주민도 늘어났

다. 결국 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자 1977년 수로 매립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일부 주

민들이 스스로 반성하며 주민과 동고동락을 한 수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주민들의 수

로 살리기 운동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더니 몇 년 뒤에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만 

200여개가 넘게 됐다.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천에 나와 풀을 베

고 쓰레기를 치웠다.

[그림 52] 야나기와 주택가 모습 [그림 53] 야나기와 수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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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수로의 모습이 조금씩 옛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결국 주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수로 매립 계획은 중단됐다. 주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와 공동으로 

하천정화계획도 세웠다. 1978년 5개년 단위로 시작된 정화사업은 우선 시 중심부의 뱃놀이 

코스 10㎞를 포함한 수로 60㎞ 구간을 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매년 2,000만엔씩 5년간 1

억엔을 투자했고 주민들은 시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응원을 보내 현재 야나가와 수로의 모습

으로 되돌렸다. 야나가와는 2007년 일본 전역에서 처음으로 시 조례로 `물의 헌법을 제정했

다. 이 법은 지역의 주민, 행정, 기업이 모두 참여해 수로 관리 책과 돌발 상황 시 응 방

안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로 관리를 위해 각계에서 해야 할 일과 앞으로의 발전방

향에 한 마스터플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헌법 3만 부를 인쇄해 전 가구에 배

포, 물의 중요성에 해 경각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야나가와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수로를 청소하고 있다.

  

[그림 54] 야나기와 수로에서 뱃놀이 코스 [그림 55] 야나기와 뱃놀이 현황

[그림 56] 야나기와 뱃놀이 코스 [그림 57] 야나기와 수로관리 지역



61  

Gimpo Lightscape Masterplan  

2. 기초조사분석

 

수로를 정화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고 주민들 손으로 되돌려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

지만 그만큼 물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5월 넷째주 일요일은 `'수로의 날' 로 

정해 전 시민이 하천변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날의 참여를 위해 주민을 강제

적으로 동원하지 않는다.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 효율성 역시 떨어지기 때문

이다.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온 수로를 다시 잃고 싶지 않다고 했다. 강이 살아나며 지역경

제도 함께 살아났다. 깨끗하고 운치 있는 수로를 보기 위해 전국의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이 

조그만 농촌마을 야나가와로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도시가 활기

를 되찾게 됐다. 야나가와 수로가 다시 숨 쉬게 되며 뱃놀이사업도 중흥을 맞이했다. 사공

들은 1977년 당시 수로가 매립됐다면 현재의 야나가와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계

절 내내 이어지는 뱃놀이사업은 현재 6개 회사에서 100여명의 사공이 운영하고 있다. 야나

가와시는 뱃놀이와 함께 수로를 따라 거닐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었다. 배를 타고 가는 재미

와는 또 다른 운치를 느낄 수 있어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다. 최근 야나가와시를 방문해 이 

배를 타는 관광객은 연 36만명에 이르고 또 다른 지역 명물과 명소를 찾는 관광객까지 합하

면 연 120만명에 달한다.

 
[그림 58] 야나기와 뱃놀이 운행 코스 [그림 59] 야나기와 뱃놀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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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샌안토니오(San Antonio)

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시 리버워크(River walk)와, 시카고 인디애나폴리스의 캐널 워

크(Cannal walk)는 도심에 물길을 형성하여 도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표적인 

도시이다.

+ 샌안토니오 리버워크(River Walk)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즉, ‘큰 도시 속의 작은 도시 분위기’는 샌안토니오가 캐치

프레이즈로 내세운 도시개발의 방향성이다. 샌안토니오 시가 조성한 리버워크(River Walk)

는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삶과 공간을 유기적으로 직조해 낸 기획이다. 다운타운을 고리 모

양으로 감싸며 도는 강변길인 리버워크는 도심 도로의 한 층 아래에 강물을 흐르게 하고, 강

물 바로 옆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였다. 이 산책로 주변으로는 카페와 레스토랑, 호텔이 끊임

없이 이어진다. 운하의 폭은 살짝 부딪힐 것 같이 인간적이고 아늑한 공간을 지향했다. 강

변 레스토랑에 앉은 사람은 위층 다리를 지나는 행인과 택시들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고, 위

층에서도 강변의 움직임에 언제든 동화될 수 있다. 위와 아래의 레벨의 관계, 강변산책로와 

직접 닿은 상점 공간의 설정은 바로 강과 도시를 분명한 경계 없이 서로 넘나들 수 있게 만

드는 전략이다.

+ 상업문화공간과 강의 결합 

1920년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반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했고, 1930년 에 들어 강을 도

시의 미적 요소로 적극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보행자다리, 산책로 등이 설치되었다. 

1960년 부터는 강 전체 개발의 장기 구상 아래, 10년 단위의 세부 계획을 세워 강변환경

의 재편성을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강 주변 상업시설의 디자인을 직접 모니

터하고 관리하는 자문위원회(Riverwalk Advisory Commission)를 만들어 강을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그림 60] 리버워크 야간현황 [그림 61] 리버워크 산책로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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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옹 빛 축제 (Fete des Lumieres Festival)

   (1) 조사목적

   ·야간경관조명이 개성적으로 연출된 해외도시를 벤치마킹하고자 함

   ·해외 도시의 경관조명 및 가로조명 현황, 경관조명 설치, 관리 운영시스템을 파악하고

      자 함

   ·해외 도시들이 야간조명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가에 하여 세계적인 

      빛 축제 도시로 유명한 리옹 빛 축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조명이 야간조명 분야에서 시사하는 바를 도출함

   (2) 조사내용

    리옹은 1989년부터 “The City of Night”를 테마로 150개의 건축물과 교량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였다. 매년 12월 8일부터 4일간 열리는 빛의 축제와 연관하여 축제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거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리옹시는 이것을 관광 산업

    화하여 빛의 도시의 Identity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리옹의 우수한 경관조명사례 

    및 방문 시 개최되는 빛 축제를 관람함으로서 경관조명의 관광 산업화에 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최장소 :  프랑스 리용 1~9 구역

    ·추진운영단 : 총 책임자: 리옹시 시장 / 총 3명(2명: 상근. 1명: 임시직)

    ·1년 예산 : 약 2만유로(이중45%는 민간파트너로부터 지원받음)

   

   (3) 작품 및 작가 선정방법

    ·빛 축제 실행 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예술 위원회가 축제의 프로젝트 선발을 도움

    ·예술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시청, 오페라 하우스, 극장, 다른 

       축제, 스폰서, 관광 오피스로부터 선발됨

    ·프로젝트 선발기준은 선택된 장소에 맞는 적정한 작품이어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에

       완성도 필요

   (4)빛 축제 실행위원회

    ·3명의 빛 축제 전문 시청직원 / 기술 감독(기술지원팀),예술 위원회 / 리옹시 내 다른

       부서의 협조(홍보부, 안전관리부, 공공조명부서, 외협력, 경제상업, 동업조합)

    ·빛 축제 실행위원회의 주된 역할

    ·기획의 첫 단계부터 예술적인 부분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감독·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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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빛 축제 실행위원회의 연간 스케줄

     ·1~2월 : 전략과 메인 아이디어 구축 

     ·3~5월 : 프로젝트 입찰을 시작

     ·6~7월 :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완성  

     ·9~11월 : 각 단계들을 관리 

                     (프로젝트들을 모니터링 하고 마케팅과 홍보 자료들을 완성함)

   (6) 작품설명

 

                                                                    

                                                                                            

 + Jouons avec les temps (제작 : Light Motif)

시간과 날씨를 조명 시각효과와 음향을

결합하여 비, 홍수, 눈, 서리, 더위 등을

연출함

[그림 63] Jouons avec les temps    

[그림 62] 리옹 2009 빛 축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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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Dolce vita (제작 : Nortik studio)

Jacobins 광장과 분수에 펠리니 감독 영화의 유명한 장면에 의해 영감을 받은 이탈리아영화

를 투사함. 공연의 일환으로 역동적인 영상과 음향, 비디오 프로젝터 턴테이블에 있는 모든 

미디어를 이용하여 표현함

 + La nuit au musee - Grande Roue (제작 : GL Events)

거 한 수레 바퀴에 밤이 되면 박물관의 미술작품이 투사됨. 신비한 이집트의 조각, 가치있는 골

동품 도자기와 중세 신비 박물관의 유명한 그림 등은 관람차의 회전 운동과 함께 연출됨

[그림 64] Mon Jardin public내 공개 가든

[그림 65] La Dolce vita

[그림 66] La nuit au musee

La Dolce vta La Dolce vta La Dolce vta

La nuit au musee La nuit au musee

 + Mon Jardin public 내 공개 가든

    (디자인 : TILT)

금속과 빛으로 새로운 식물의 정원을 연출 

함.11 미터와 12 미터 폭 높이의 5종의 

식물을 만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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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pirations

(제작 : Fa Musique Luminance)

조명 시퀀스와 사운드 트랙의 리듬에 따라 

군중 움직임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건물이 살이있는 듯한 연출을 함

[그림 67] Respirations

 + Les Batisseurs (제작 : Alabama)

12 세기의 300년 된 성당을 영상 및 음향으로 디자인함. 최초의 주요 시각과 청취 가능한 

소음으로 파괴되기 전에 로마 사원의 인상적인 칼럼을 세웠음. 거 한 손이 점차 성당 모양

으로 연출됨. 등고선은 원시 최종 윤곽까지. 극적인 효과와 큰 리얼리즘이 유산의 모든 보

물을 발견함을 표현

 + 365 Stars (제작 : Projet Grand Lyon)

365개의 별빛이 물의 흐름을 타며 반짝임을 연출함. 해군의 탐지로 사용되는 부표 계류를 예

술개념으로 전환하여 연출하여 강의 표면은 별빛 융단처럼 하얀 빛을 깜빡임

[그림 69] Les Batisseurs

[그림 68] 365 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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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를 고려한 빛환경 조성으로 야간문화의 활성화

                    - 보행자를 위한 조명시설로 보행환경이 양호

                    - 보행의 여건이 편한 거리 주변에 야간경관 상물이 집중되어 있음

·환경을 고려하는 조명계획

  - 나혼자만 돋보이기 위한 조명이 아니라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조명계획

  - 빛공해 및 빛침해 방지를 위하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조례 계정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마련

  - 야간경관사업이 행정만의 주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효과 및 활성화가 증가됨

·야간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버스 및 유람선을 이용하여 야경투어 프로그램 개발

  - 리옹의 빛축제 등 빛을 이용한 축제 마련

·역사문화, 자연 등 도시의 자원을 야간 관광요소로 적극적 도입함

  - 고건축물, 역사문화재에 한 야간경관조명 활성화

  - 수변의 특성을 활용한 조명계획과 야경투어 프로그램 개발

6.4  사례분석 종합

[그림 70] 사례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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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분석의 종합 및 과제도출

    7.1  분석의 종합

야간경관의 정체성이 희박한 김포

경관조명을 시행한 상물이 희박하여 도로의 가로조명, 옥외광고물의 조명으로 김포시의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시가지 및 농촌의 생활가로가 어두운 김포

주택가의 보행로는 전반적으로 어두우며 색온도가 낮아 쾌적함이 떨어지며, 농촌의 가로는 

노면의 밝기도 불균형하여 안전 사각지 가 발생됨

야간에 즐기는 관광명소가 부족한 김포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경관조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어두우며, 관광명

소의 공원 등은 야간에 운영이 되고있지 있음

무질서한 빛으로 경관이 조화롭지 않은 김포

아파트 옥탑조명의 체계화되지 않은 빛의 밝기와 화려한 색상의 연출로 조화로운 야간경관

을 저해함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김포

눈부신 가로등과 건축물의 조명으로 시각적인 불쾌감을 주며, 조명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빛이 미치는 배광 선정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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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과제도출

구분 문제점 과제도출

도로 조명

- 가로등의 헤드부분이 벌브형 및 논

  컷오프 방식으로 되어 눈부심현상

  을 유발함

- 노면의 밝기가 고르지 않으며 다소 

  어두움

- 노면의 밝기 및 등기구의 성능 기준

  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건축물 조명

- 무분별한 아파트 옥탑조명의 연출로 

  스카이라인을 훼손함

- 건축물 조명이 거의 되어있지 않아 

  거리에 특색이 없음

-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 조명을 위  

  하여 지역별 빛의 밝기 및 연출에 대

  한 가이드라인 제시

- 한강신도시의 야간스카이라인을 위

  한 세부가이드라인 제시

오픈스페이스 조명

- 보안등의 광학적인 성능보다 디자인 

  을 우선시하여 선정하여 조도가 불

  균형함 

- 축제의 성격과 야간문화 축제의 다

  양화 필요

- 김포시의 개성을 살리는 상징가로 

  조성계획

- 관광문화 요소의 경관조명으로 김포

  의 이미지 강화 및 특화유도

도시기반시설 조명
- 도시기반시설의 조명을 활용하여

  상징 및 인지성을 부각한 가로가 부

  족함

- 시설물과 조화되는 도시기반시설

  조명 가이드라인 제시

옥외광고물 조명
- 주요 도로변에 옥외광고물이 난립하

  여 거리가 혼란스러움

- 옥외광고물 조명의 밝기, 색상변화 

  등의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표 10] 과제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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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표와 미래상 

    1.1 야간경관계획의 목표와 미래상

시민의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교통과 IT발달로 생활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주간위주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야간의 생활방식이 활발해지고 있다. 야간의 도시를 빛으로 연출하고 시민

생활의 안전을 향상시켜 도시의 품격을 높여줌으로써 도시문화의 새로운 척도가 되어 야간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빛으로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이 발생되어 일부 

국가 및 도시는 법률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도시의 빛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 야간경관은 체계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역사성·상징성을 담아내며, 자연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하다. 시민의 생활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

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야간의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도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심미적 측면과 김포의 평야와 철새도래지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조명이 요

구된다.

1) 경관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김포시의 야간경관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인 ‘김포시 경관계획’의 미래상 

및 목표를 검토하였다. 

Ⅲ. 기본구상

자연과 사람, 미래를 품은 도시, 김포

자연     수려한 자연환경의 특성을 보전하여 녹색도시 구현, 하천과 농수로를 활용한 수로 도시경관 창출

사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 창출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증대

미래     첨단산업단지 경관 및 야간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도시경관 

[그림 71] 김포시 경관계획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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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관계획'의 미래상은 자연·사람·미래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과 사람, 미래를 품

은 도시, 김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를 가진다.

첫째,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와 강, 도심을 흐르는 수로 하천을 체험할 수 있는 수변경

관이 조성되는 물을 품은 도시. 둘째, 풍부한 녹지와 평야를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자연경

관을 조성하는 산을 품은 도시. 셋째, 기성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조화로운 도심경관 형성 및 

색채, 시설물 디자인 계획이 있는 사람을 품은 도시. 첨단산업도시 조성 및 김포시만의 특화

된 야간경관이 있는 미래를 품은 도시이다.

2) 야간경관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의 미래상과 목표는 경관 계획의 ‘자연과 사람, 미래를 품은 도시, 김

포’와 4대 목표를 부합시켜 김포다운 빛의 이미지를 위한 미래상과 목표를 수립하였다. 

야간경관계획의 미래상은 “인간과 자연이 조우하는 빛의 예술도시”로 자연의 빛과 어우

러지는 친환경 조명계획,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김포만의 개성 있는 야

간경관 창출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

위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IT 스마트그리드 도시(IT SMARTGRIDE CITY)로 

거듭난다. 3대 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안전한 빛의 도시 SAFETY CITY. 둘째, 개성 있

는 빛의 도시 UNIQUE CITY. 셋째, 친환경 빛의 도시 ECO CITY를 목표로 한다.

[그림 72] 홍도평에서 본 계양천 풍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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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빛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조명계획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김포만의 개성있는

야간경관 창출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친환경 빛의 도시

[그림 73]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개성있는 빛의 도시 안전한 빛의 도시

"인간과 자연이 조우하는 빛의 예술도시""인간과 자연이 조우하는 빛의 예술도시"

ECOECO

IT
SMARTGRID

CITY

UNIQUEUNIQUE SAFETY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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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빛의 도시 SAFETY CITY          

도심권 내 야간생활영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야간생활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밤

거리 조성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개선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은 도시의 경관이미지를 형성

하는 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효율의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및 정비를 우선으로 한다. 

가로조명에 LED램프와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도

입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야간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개성 있는 빛의 도시 UNIQUE CITY

김포의 역사 문화자원을 야간경관계획에 효과적으

로 활용하여 새로운 밤의 도시문화를 창조하고자 한

다. 김포를 대표하며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가지는 

자원을 선택과 집중의 야간경관계획으로 도시의 밤

에 활력을 제공한다.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도시의 정체성과 주체성

을 담아낼 수 있는 심미적 측면의 야간경관계획과 

빛 관련 축제를 개발하여 매력과 감동을 제공하는 

세련된 밤의 문화를 유도한다.

 친환경 빛의 도시 ECO CITY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요 도시들은 앞

다투어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대

부분의 도시는 시민 및 관광객의 주목을 끌기위한 

화려한 빛의 연출조명 위주로 계획되어져 빛공해와 

에너지소비 문제가 야간경관으로 인한 문제로 새롭

게 화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야간경관을 구현하기 위

해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은 불필요한 빛의 밝기, 과

도한 연출을 제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

다.

[그림 74]  LED 보행로 예시

[그림 75] 영국 랜드마크 야경현황

[그림 76] 광공해가 적은 도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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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진전략 

안전한 빛의 도시 SAFETY CITY, 개성 있는 빛의 도시 UNIQUE CITY, 친환경 빛의 도시 

ECO CITY의 IT 스마트그리드 도시(IT SMARTGRIDE CITY)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 3대 목표에 대한 전략계획으로 시너지효과를 주도록 하였다.

정  비

 김포시 전체의 빛 정비

 SAFETY
안전한 빛의 도시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김포시만의 특색있는 야간경관

UNIQUE
개성있는 빛의 도시

살기좋은 도시를 위한 생활가로 조성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명소 조성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친환경시스템

ECO
친환경 빛의 도시

친환경조명 GREEN IT 시스템 수립

형 성 관 리

[그림 77]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의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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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구상

 빛의 정비계획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빛을 정비하여 도시의 기본적인 빛을 정비하는 계획이다. 도시의 경

관 이미지를 형성하는 도로조명과 옥외광고물조명의 우선정비로 도시를 이해하기 쉽고 알

기 쉽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는 조명으로 여성과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계

획된다. 빛의 정비계획은 김포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5개 부문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였으며, 김포시 전역에 적용하는 일반적용 기준 외에 야간경관을 집중적으로 연출 및 관리

하기 위한 야간경관 특화구역이 포함된다.

 빛의 형성계획

김포의 빛의 이미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도시의 특징을 만들어가는 계획이

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빛의 명소를 조성하여 밤에도 찾고 싶고 또 오고 싶은 명소를 계획

하고자. 김포를 대표하는 3개의 거점계획과 야간경관을 유도·권장하는 특화구역을 마련

하였다.

특화구역은 경관의 결절점을 만들 수 있는 대규모 건축물, 문화재, 작지만 영향력 있는 자원

이 있는 지역의 주요 구역이다.

 빛의 관리계획

야간경관조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사업의 목적으로 우후죽

순 야간경관사업이 실행되었다. 실행에만 급급한 사업계획으로 빛공해와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시 사업대상의 성격이 고려되지 않은 연출, 효율보다는 디자인이 우

선시 되는 기구선정 등으로 사업의 연계 확장이 어려워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최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그리드(SMARTGRIDE)의 양방향 통신 조명(2WAY 

COMMUNICATION LIGHT)으로 공간과 시간의 컨디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야간경

관 시스템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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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관리단위

기성시가지권역, 신시가

지권역, 해안문화권역, 

전원생태권역

녹지축, 수변축, 도로축
조망경관거점, 역사문화경

관거점, 여가관광경관거점

공간기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요간선도로, 시가지의 

천변, 시가지의 가로

주요 건축물, 문화재, 구조물, 

시가지의 광장·공원, 관문 

및 연계점

대상지 위치

                            

 

    3. 김포시의 빛
 

3.1 도시분석

김포시의 빛 이미지를 설정하기 위하여 도시구조를 분석하였다. 도시구조의 공간적 분석은 

'김포시 경관계획'의 경관관리단위의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한 공간기능을 구분하

며 그에 따른 빛의 속성 및 야간경관조명 대상을 마련하였다.

1) 도시의 구조 분석

한강 연접부

전원생태권역

해안문화권역

신시가지권역

기성시가지권역

녹지경관축

도로경관축

수변경관축

조망경관거점

역사문화경관거점

여가관광거점

[표 11] 도시의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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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특성 분석

구분 공간기능 공간의 특징 분석

기성시가지권역

주거, 

상업, 

녹지

·서울과 연접하여 관문의 역할

·한강의 개발과 연계된 경관자원 및 사업 잠재됨

·계양천과 김포 용수간선을 중심으로 주거지역 구성

·장릉산의 보존 및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한 경관

·가로등 및 옥외광고물의 조명으로 도시의 야간경관의 이미지를 형성함

신시가기권역

주거, 
업무상업, 

녹지, 
공업

·한강신도시, 양촌산업단지 계획의 대규모 산업 및 주거단지 조성 중

·수로도시로 친수공간의 활성화

·아파트의 옥탑조명과 아파트옥외광고물의 조명이 활성화되고 있음

해안문화권역
녹지, 
주거,
공업

·대명항, 문수산 등 녹지자원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김포의 관광자원지역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써 대명항의 수변친수공간 조성 및 

    상업지구 정비사업 예상됨 

·야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빛의 계획 필요

전원생태권역
녹지, 
주거, 
상업

·농촌 취락지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농수로정비 및 녹지환경 

    보존계획 필요

·녹지환경을 활용한 관광명소 밀집지역

·안전을 위한 조명이 미흡하여 야간생활의 불편을 초래함

[표 12] 권역별 특성 분석

[그림 78] 대명항에서 본 초지대교 [그림 79] 사우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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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축의 특성 분석

구분 대상 공간의 특징 분석

녹지경관축

문수산, 남산, 

오봉산, 승마산, 

수안산, 학운산

·녹지자원의 보존 및 관리계획 필요

·대상지 주변의 농촌가옥의 낙후된 경관 및 공장 밀집지의 

   정돈되지 않는 경관

·주변의 가로등 및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조명 정비 필요

수변경관축
한강,

 염하강(서해안), 
계양천, 아라천

·수변 및 녹지의 생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계획 필요

·한강 외곽에서 조망 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 필요

·한강, 하천의 수변 산책로 및 조망데크 등 수변활성화 계획 잠재됨

·자연환경(수변 및 녹지)에 빛이 미치는 가로조명으로 

    빛공해를 방지하는 조명계획 필요

도로경관축
국도 48호

지방도 356호

·다양한 가로등의 디자인으로 계획되어져 도로의 특성화가 결여

    되며, 노면의 밝기가 균일하게 밝지 않음

·도로에서의 조망 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스카이라인 정돈 필요

[그림 81] 계양천 산책로[그림 80] 국도48호 천등고개

[표 13] 경관축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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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구상

4) 경관거점의 특성 분석

구분 공간기능 공간의 특징 분석

조망경관

거점

서울외곽도로 진입부, 천등고

개, 한강변 356번 지방도, 일산

대교, 문수산 권역 진입부, 강화

대교 진입부, 초지대교 진입부, 

인천에서의 진입부, 한재당(애

기봉조망), 계양천 입구

(장릉산, 계양천 조망), 전류리 

포구(한강 조망)

·외부에서 진입시 조망이 되는 곳으로 첫인상을 위한 

    경관개선 필요

·주변의 건축물에 대한 빛의 스카이라인 계획 필요

·경관을 조망하는 공간은 눈이 편안한 조명계획 필요

 

역사문화

경관거점
문수산성, 덕포진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경관 및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정비 필요

·야간에 산책을 할수 있도록 보안조명계획 필요

여가관광

경관거점
대명항

·대명항의 활성화를 위한 친수공간개발 및 주변 상업건축물

    의 옥외광고물조명에 대한 정비 필요

[표 14] 경관거점의 특성 분석

[그림 82] 대명항 함상공원 [그림 83] 대명항 함상공원 조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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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간별 빛의 속성

1) 권역별 빛 이미지 형성

구분 기성시가지권역 신시가지권역 해안문화권역 전원생태권역

빛 

이미지
평온한, 쾌적한

도시적인, 

활기찬, 세련된

생동감 있는, 

자연을 보존하는

정온한, 

자연을 보존하는

경관

조명

대상지

주요 건축물, 도로,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도시기반시설, 옥외광고물

(시청사, 시청앞 광장, 사우문화체육광장 등)

사례

예시

                            

해안문화권역

:문화예술의 빛

전원생태권역

:친환경의 빛 

 Eco Light

신시가지권역

:도시의 빛

 Urban Light

기성시가지 권역

:친환경의 빛 

 Urban Light

  Culture·Art Light

[그림 84] 권역별 빛 이미지

[표 15] 권역별 빛 이미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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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구상

2) 축별 빛 이미지 형성

구분 녹지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

빛 

이미지

정온한, 친환경적인, 

어두움이 공존하는

은은한, 순환하는, 

고즈넉한, 친환경적인
안전한, 쾌적한, 연계성의

경관

조명

대상지

녹지경관축 주변의 건축물, 

도로, 옥외광고물

계양천의 산책로 및 

진입공원, 대명항 주변 

국도 48호, 지방도 356호, 

한강로

사례

예시

                            

3) 경관거점별 빛 이미지 형성 

구분 조망경관거점 역사문화거점 여가관광거점

빛 

이미지
랜드마크적인

평온한, 문화재 및 자연을 

보존하는, 고즈넉한
생동감 있는

경관

조명

대상지

외부에서 김포로 진입하는 

주요 진입부

주요거점: 문수산성, 

덕포진 진입부

서브거점: 김포향교, 우저서원

주요거점: 대명항

서브거점: 문수산 삼림욕장, 

김포조각공원, 다도박물관,

태산 패밀리파크, 덕포진 

전시관, 덕포진 교육박물관

사례

예시
 

                            

[표 16] 축별 빛 이미지 형성

[표 17] 경관거점별 빛 이미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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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포시의 빛

김포시의 야간경관 도시생활의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조명을 강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

한 도시를 계획한다. 기존의 Base조명을 정비하며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기능성 위주의 조

명 위에 김포의 특성을 살리는 조명을 계획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힐 뿐만 아니라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조명계획으로 빛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한다.

김포시의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은 6가지의 경관요소를 강조한다.

·A-시가지의 주요 업무 생활지역

·B-시가지의 주변 경관과 어울러지는 하천

·C-외부에서 조망되는 한강 연접지역

·D-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E-주요 도로망

·F-외부에서 진입하는 주요 진입점

[그림 85] 김포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A. 중심지역

F. 주진입점  

E. 주요 도로망 

D. 주요 관광지

C. 한강

B.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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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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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경관계획

1. 권역별 기본계획

2. 특화구역 계획

 

    2.1   시청앞길
    2.2   대명항
    2.3   문수산
    2.4   김포한강신도시
    2.5   경인 아라뱃길
    2.6   한강 연접부

    1.1   권역별 연출 방안    

Ⅳ

G I M P OG I M P O

L igh t scapeL igh t scape

Mas te rp l anMas te rp l an 야간경관계획야간경관계획
Des i g nP l 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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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야간경관계획

   1. 권역별 계획 

    1.1 권역별 연출 방안

      1) Urban Light : 기성시가지권역 

기성시가지권역의 건축물, 도로,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도시기반시설, 옥외광고물의 

조명계획은 V.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p115~p146)의 밝기(조도, 휘도) 및 연출

에 대한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연출방안

      - 서울에서 김포로 진입하는 지역으로 건축물 조명, 도로조명이 어우러지는 진입부

         조명계획

      - 시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 공원, 산책로, 보행로의 조명 권장

     조명방식(예시)

    + 건축물조명  

 

    

                             

    주거 고층

    주거 저층

    O

    O     O

    O     X

    X

    X    X    X

[그림 86] 기성시가지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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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경관계획

 

    

                             

 

 

    

                             

 

    상업,업무 저층

    상업,업무 고층

    상업,업무 커튼월

광공해를 고려한 
컷오프형태의 기구

주변 건축물에 빛침
해가 없는 기구

야간 스포츠를 위한
기구

보행로 및 정원의 밝기를 유지하는 기구 건축마감에 매입된 기구

       +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조명

    O     O     O

    O     O    O    O

    O     O

    X

    O     O

[표 18] 건축물 조명방식

[표 19]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조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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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Urban Light : 신시가지권역

 

신시가지권역의 건축물, 도로,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도시기반시설, 옥외광고물의 조

명계획은 V.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p115~p146)의 밝기(조도, 휘도) 및 연출

에 대한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연출방안

      - 빛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김포의 이미지 형성

      - 체계화된 아파트 경관조명으로 조화로운 빛의 스카이라인 형성

      - 수변을 중심으로 한 경관조명으로 특화공간 마련

      -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변화하는 스마트 도로조명

      권역별 빛의 성격

  

  

1. 어반 페스티발존 (Urban-Festival Zone)

   [복합업무지구] 미래지향적,첨단도시

  어반 페스티발존

Urban-Festival Zone

  아트 페스티발존

  Art-Festival Zone

  에코  페스티발존

 Eco-Festival Zone

2. 아트 페스티발존 (Art-Festival Zone)

   [문화교류지구] 활력이 넘치는 수로도시

3. 에코 페스티발존 (Eco-Festival Zone)

   [생태환경지구] 친환경적 전원도시

[그림 87] 신시가지권역

[그림 88] 권역별 빛의 성격



91  

Gimpo Lightscape Masterplan  

4. 야간경관계획

권역 빛의 성격 메인 거점

어반

페스티발존

Smart Lighting

활기찬 빛,

움직임이 있는 빛

아트

페스티발존

Art & Culture 

Lighting

컨텐츠가 풍부한 빛, 

즐거운 빛

에코

페스티발존

Eco Lighting

자연을 닮은 빛,

어두움과 

공존하는 빛

 

가로 빛의 성격 가로 빛의 성격 가로 빛의 성격

6대

간선

도로

·도시의 아이텐티티를 제고할

  수 있는 가로등 디자인

·권역별 상징도로는 미디어폴,

   베너걸이,  LED 포인트조명

   등으로 특화 함

생활

가로

·권역별 특화된 디자인의 가로등

·이용자의 분포에 따른 시간대별

   디밍 연출

·이벤트 조명을 고려한 가로조명

청정

가로

·CO2 배출량이 적은 LED램프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계획

·필요한 곳에만 빛이 향하도록

   배광규제

                             

     가로별 빛의 성격

남북3축 

남북2축 

남북1축 

동서1축 

동서2축 동서3축 

청정가로

에코 페스티발존 생활가로에코 페스티발존 생활가로

6대 간선도로

생활가로

청정가로
아트 페스티발존 생활가로아트 페스티발존 생활가로

 어반 페스티발존 생활가로 어반 페스티발존 생활가로

[그림 89] 가로별 빛의 성격

[표 20] 권역별 빛의 성격

[표 21] 가로별 빛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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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인을 위한 빛 계획

지방도 355호선 북측에서의 도시조망

: 주상복합, 업무의 건축물 경관조명 권장 함

국도 48호선 동측에서의 도시조망

: 군집형 고층건축물은 전체의 조망을 고려하여 

  경관조명 계획

운양 IC 진입부에서의 도시조망

: 모담산에 인접한 고층건축물은 경관조명 시 빛침해를 

  고려해야 함

김포 한강로 동측에서의 도시조망

: 생태녹지에 인접한 건축물은 경관조명을 지양 함

                             

2

43

1

                     업무                                 운유산

  단독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  상업  업무

                 공원    상업     주상복합   상업     업무  도시지원시설 

도시지원시설         아파트                모담산             단독주택

[그림 90] 스카이라인을 위한 빛의 성격 

지방도355호선 
운양IC진입부

김포 한강로

국도 48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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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경관계획

     3) Culture & Art Light : 해안문화권역

해안문화권역의 건축물, 도로,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도시기반시설, 옥외광고물의 조

명계획은 V.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p115~p146)의 밝기(조도, 휘도) 및 연출

에 대한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연출방안

      - 대명항의 경관조명을 통한 빛의 랜드마크 수립 및 대표관광명소화

      - 빛을 통한 도시의 진입부와 도로의 축 표현

      - 빛을 활용한 야간의 문화공간 형성

      조명방식(예시)

권역 조명수법 사례예시

도
로
조
명

·대명항의 가로등과 보행등은 일반적인 가로등보다는 조형적인 

   폴이나 오브제형태의 디자인으로 특성을 부각할 수 있어야 함

·보행등은 축제 시 평상시와 차별화된 색온도 및 색상을 연출하기

   위하여 LED기구를 권장. 평상시에는 컬러연출을 지양

·차도의 보안등의 헤드는 차도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소형화함

건
축
물
조
명

·상층부 혹은 중층부만을 부분적으로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며, 

   건축물의 빛의 레벨이 전반적으로 조화로워야 함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을 지양

   실내조명과 외부경관조명이 조화로워야 함

옥
외
광
고
물
조
명

·연출 시 램프는 저전력, 고효율의 LED를 사용해야 함

·전력소비가 큰 파나플렉스 형의 조명방식을 지양

·움직임, 원색사용은 지양

·투광기를 이용하여 조명 시 기구는 콤팩트 형으로 부피가 최소화

   되어야 함

·LED전광판 형태의 조명을 지양

 

[그림 91] 해안문화권역

[표 22] Culture & Art Light 조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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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CO Light : 전원생태권역

 

전원생태권역의 건축물, 도로,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도시기반시설, 옥외광고물의 조

명계획은 V.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p115~p146)의 밝기(조도, 휘도) 및 연출

에 대한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연출방안

      - 자연의 요소를 활용한 빛의 이미지 구축

      - 농촌 취락지의 야간생활을 고려한 조명계획

      -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는 조명계획

      조명방식(예시)

권역 조명수법 사례예시

도
로
조
명

·가로등은 컷오프타입으로 하늘로 향하는 빛을 차단시켜야 함

·녹지환경 인접의 가로등과 보안등은 차도와 보도에만 빛이 가도록  

   빛을 차단시켜야 함

·보행등은 LED램프를 권장함

·전원공급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을 권장

·보안조명은 시간대별, 보행자의 통행량에 따라 밝기조절 할 수 있도록 함

·고효율기구(램프, 반사판 등)를 사용하여 에너지소비를 저감할 수 있도

    록 함

건
축
물
조
명

·철새를 고려한 조명계획으로 옥탑부의 상향조명방식을 지양함

·옥탑부 조명은 간접조명방식으로 하늘로 향하는 빛을 차단해야 함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을 지양함

·전원공급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을 권장

·고효율기구(램프, 반사판 등)를 사용하여 에너지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

옥
외 
광
고
물
조
명

·생태시범마을의 발광광고물조명은 권장하지 않으며, 연출 시 램프는 

   저전력·고효율의 LED를 사용해야 함

·LED램프의 광원이 직접노출되는 연출은 지양함

·LED전광판 형태의 조명을 지양함

·움직임, 원색사용은 지양

 

                             

[그림 92] 전원생태권역

[표 23] Eco Light 조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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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경관계획

   2. 특화구역 계획 

김포의 경관은 크게 산, 한강, 하천 등 자연경관과 도시를 형성하는 인공경관으로 구분된다. 

자연경관은 3면인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반면 김포의 자연이미지

를 대표하는 하천은 정비 미흡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저조하다. 인공경관은 김포한강신도시

를 비롯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하게 도시의 경관이 변화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대

표적인 인공자원으로 인식되어지는 문수산성은 접근성과 야간프로그램 부족으로 인해 제몫

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관특성 가운데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경관자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관자원 현황과 관련계획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시민의식 조사를 통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특화구역은 경관의 결절점을 만들 수 있는 대규모 건

축물, 문화재, 작지만 영향력 있는 자원이 있는 밀집한 지역 및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지

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화구역은 시청앞길, 대명항, 문수산, 김포한강신도시, 경

인 아라뱃길, 한강 연접부이다. 이는 야간경관계획을 집중적으로 관리·연출하기 위한 핵

심 적용 대상지이다.

아름답고 특색 있는 빛의 명소를 조성하여 밤에도 찾고 싶고, 또 오고 싶은 명소를 계획하

고자 김포를 대표하는 3개의 거점계획과 야간경관을 유도 권장하는 5대 특화구역, 한강· 

습지대·녹지환경·하늘 등으로 향하는 빛을 제한하는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특화구역

을 마련하였다.

[그림 93] 김포시 야간경관 특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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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시청앞길

시청앞길은 시청, 학교 등이 인접해있는 김포의 행정 및 교육의 중심이며, 상업시설, 지역

문화시설, 오픈스페이스 등 풍부한 지역자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김포의 교통 요충지로 

서울 및 김포의 관광명소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김포의 중심 번화가로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가로 만들기를 위하여, 가로와 연접한 상업 

건축 공개공지 및 공원 녹지에 대한 야간경관 특화구역으로 조성하여 걸으면서 즐길 수 있

는 야간문화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림 94] 시청앞길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95] 시청앞길 주간경관

[그림 96] 시청앞길 야간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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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경관계획

1) 기본방향

- 시청, 시민회관, 상업시설 등에 대한 경관조명을 권장한다.

- 사우문화체육광장,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문화관광시설과 복합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

-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빛으로 활기를 더하도록 한다.

- 과도한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조명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을 받는다.

2) 설계지침

유도

- 상업 건축물은 저층부 쇼윈도 조명으로 보행로의 활기를 더하며, 영업시간이 끝나도 

  쇼윈도 일부 조명을 연장 점등 하도록 함

-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조명방식으로 조명기구로 인해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 가로등 및 보안등은 주간의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채택함

- 보안등은 LED 램프 사용을 권장하며, 컷오프형으로 주변 건축물에 빛침해를 주지 않

  도록 함

- 광장 및 공개공지는 야간에도 커뮤니티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조명을 계획함

규제

- 현란한 빛의 움직임 및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지양함

- 가로등에 로고 및 캐릭터 부착 및 광택의 마감재질 지양함

- 경관조명을 위한 상징타워, 랜드마크시설물 등의 상설 설치를 지양함

[그림 97] 건축물 예시 

[그림 98] 오픈 스페이스 예시

[표 24] 시청앞길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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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대명항

경기 북부의 유일한 대명항은 수도권 최초 함상공원과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직판장이 있다. 주변에는 자연을 즐기며 역사를 알 수 있는 덕포진과 약암온

천, 덕포진 교육박물관 등 시민 및 관광객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하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대명항 특화구역은 해안 경관의 보존과 함께 야간경관의 활성화로 역사·지리·생태·문

화적 가치를 보존하여 야간문화공간으로 재창조 할 수 있도록 관리·연출을 한다.

[그림 99] 대명항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100] 대명항 주간경관

[그림 101] 대명항 야간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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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경관계획

1) 기본방향

- 대명항의 항구시설 및 건축물 정비계획 시 야간경관계획을 포함한다.

- 덕포진, 덕포진 교육 박물관, 약암온천 등 역사문화관광시설과 복합화시켜 시너지를 가지도록 한다.

- 야간관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조명계획을 권장한다. 단, 해안 및 하늘로의 빛 침해가 없는 어

  둠과 밝음이 공존하도록 한다.

- 과도한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조명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을 받는다.

2) 설계지침

유도

- 건축물의 투광조명은 하향조명, 간접조명 방식으로 하늘로 향하는 빛을 최소화하는 은

  은한 연출이 되도록 함

- 가로등과 보안등의 배광은 자연환경에 빛침해를 주지 않도록 함

- 수변친수공간의 보행을 위한 조도는 시설물(데크, 화단, 벤치, 바닥 등)의 아이레벨 하

  부에 기구를 매입하는 조명을 권장함

- 낮은 빛이 연속성 있게 연출되도록 함

- 대명항 축제를 야간문화 축제로 확장하는 이벤트 조명을 계획 함

규제

- 미디어파사드 조명을 금지 함

- 현란한 빛의 움직임 및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지양 함

- 건축조명, 가로등으로 인하여 해수면에 빛침해 금지 함

[그림 102] 수변지역 예시

[그림 103] 오픈 스페이스 예시

[표 25] 대명항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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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문수산

김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사계절 경치가 아름다워 ‘김포의 금강’이라 불리는 문수산은 

주·야간의 조망 포인트가 되며, 문수산성의 성곽과 서문·북문은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명

소 및 문화재이다. 

문수산의 풍부한 경관자원과 주변의 관광지를 연계하여 빛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정비 

및 개발계획을 조성한다. 보존과 개발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수산 일대를 야간경관 특화구

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과 역사의 숨결이 있는 야간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림 104] 문수산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105] 문수산주변 주간경관

[그림 106] 문수산주변 야간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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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경관계획

1) 기본방향

- 자연의 빛에 순응하며 밤하늘을 보존하는 빛침해가 없는 조명을 구현한다.

- 시민들에게 밤의 산책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산책로를 형성한다.

- 낮은 폴(5M 이하)의 조명과 3,200K 기준의 색온도로 친근감과 온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과도한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조명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을 받는다.

2) 설계지침

유도

- 건축물 조명은 출입구, 계단 등 국부 조명 방식으로 아늑함을 연출함

- 커뮤니티 공간은 볼라드, 스텝조명 방식의 낮은 빛으로 방향성을 제시함

- 모든 기구는 LED 조명의 사용을 권장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은 컷오프형으로 함

- 산책로 조명시 수목에 가려져 조도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규제

- 건축물의 전반 투광 조명방식을 지양함

- 고휘도의 광원이 직접 발광하여 눈부심을 발생시키는 방식을 지양함

- 현란한 빛의 움직임 및 원색계열의 색상 사용을 금지함

- 미디어 파사드 조명과 LED 전광판 광고물 설치를 금지함

[그림 107] 문화재 예시

[그림 108] 오픈 스페이스 예시

[표 26] 문수산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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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김 포한강신도시

김포의 핵심도시로 성장 할 한강신도시를 야간경관 특화지구로 선정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향후 김포 한강신도시의 테마인 ‘페스티발 시티’를 실현

할 수 있는 한강신도시만의 개성적인 도시야경을 창출하여 미래적인 도시로 경쟁력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조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스마트 도시’, 수로 중심의 커뮤니티를 

위한‘예술문화 도시’,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한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야간경관은 에코페스티발존, 아트페스티발존, 어반페스티발존의 각각

의 경관테마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조명으로 도시를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도시를 만

든다.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빛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정돈되고 품격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둘째, 빛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한강신도시의 특징을 연출하여 테마

별 아름답고 특색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셋째,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지속하기 위하여 유지

관리 방안에 IT기술을 접목하여 관리의 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09] 김포 한강신도시 조감도

[그림 110] 김포 한강신도시 조감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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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경관계획

1) 김포 한강신도시의 빛

Flow Light 1. 한강에서 유입된 친환경 빛 계획

자연의 빛 한강에서 유입된 김포 한강신도시의 빛은 에코페스티발존, 아트페스티발존, 어

반페스티발존 순으로 빛의 강도와 밀도가 점점 높아진다.

     + 에코페스티발 존 -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어둠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빛으로 

                                 감성이 호흡하는 자연의 빛

     + 아트페스티발 존 - 문화와 공존하는 즐거운 빛

     + 어반페스티발 존 - 미래지향적이고 상징적인 빛

Flow Light 2. 권역별 개성이 샘솟는 예술문화의 빛 계획 

권역별 빛의 성격을 표출할 수 있는 빛의 특화구역을 마련하고, 권역별 성격에 따라 강조하

는 빛과 보호를 위한 빛으로 구분한다. 전반적으로 밝게만 만드는 도시조명이 아닌 어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야경을 만든다.

     + 에코페스티발 존 - 녹지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빛

     + 아트페스티발 존 - 수변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활성화 하는 빛

     + 어반페스티발 존 - 역세권지구의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활성화 하는 빛

Flow Light 3. 정체되지 않고 순환하는 스마트한 빛 계획

김포 한강신도시의 빛은 단순히 밝혀주기만을 위한 조명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에 호응하는 

유연성있는 빛을 계획하고자 한다. 시간에 따른 주변환경의 어둠과 통행량의 정도에 따라 

조명을 제어하도록 한다. 

      + 도로 조명 -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는 노면의 밝기를 최대로 하며, 

                         교통량이 적은 새벽대에는 밝기를 최소화 함

      + 건축물 조명 - 시간에 따른 연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간대별 다양한 빛의 모습을 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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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Light 1Flow Light 1
한강에서 유입된

친환경 빛 계획

Flow Light 2Flow Light 2
 권역별 개성이 샘솟는

예술문화의 빛 계획

Flow Light 3Flow Light 3
 정체되지 않고 순환하는

스마트한 빛 계획

2) 기본방향

- 김포 한강신도시의 빛에 의한 경관 특성은 운유산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에코페스티발 존과 아트페스 

  티발 존이 있고 서쪽에는 어반페스티발 존이 위치함

- 복합업무지구인 어반페스티발 존의 특화방향은 스마트라이팅(SMART LIGHTING)으로 활기찬 빛, 움  

  직임이 있는 빛으로 미래지향적, 첨단도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교류지구인 아트페스티발 존의 특화 방향은 아트·컬쳐 라이팅(ART&CULTURE LIGHTING)으로 

  컨텐츠가 풍부한 빛, 즐거움이 있는 빛으로 활력 넘치는 수로도시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환경지구인 에코페스티발 존의 특화방향은 에코라이팅(ECO LIGHTING)으로 자연을 닮은 빛, 어

  두움과 공존하는 빛으로 친환경적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함

- 각 존별 거점(Main, Sub)에는 존별 특징을 부각시켜 독창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조명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을 받아야 함

"Flow Light"

인간문화자연이 교류하는 빛의 개념으로 김포의 빛 Flow Light의 3가지 개념을 마련

[그림 111] 빛의 개념 

[그림 112] 즐거움이 있는 빛 조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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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야간경관 특화방향 거점별 야간경관 이미지

복합업무지구
어반

페스티발존

Smart Lighting

활기찬 빛, 움직임이 있는 빛

- 건축물의 조명으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연출

- 인지성과 방향성을 가지는 연출

문화교류지구
아트

페스티발존

Art & Culture Lighting

컨텐츠가 풍부한 빛, 즐거운 빛

- 캐널시티 수변상업가로를 중심으로   

   활력있고 흥미로운 연출

- 수변경관축의 빛의 시퀀스를 연출

생태환경지구
에코

페스티발존

Eco Lighting

자연을 닮은 빛, 

어두움과 공존하는 빛

- 철새 취식지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연출

         

Smart Lighting

Art&Culture Lighting

Eco Lighting

[그림 113] 권역지도

[표 27] 김포 한강신도시 권역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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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지침

  (1) 어반페스티발 존

   + 공동주택

유도 - 단지 내 안전성과 쾌적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층부 조명을 함께 계획함

규제
- 옥탑부 조명시 옥탑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을 지양함

- 건설사 브랜드등의 컬러 사용을 지양함

   + 고층건축물(주상복합, 상업, 업무시설)

유도

- 랜드마크적인 초고층 빌딩은 디지털 제어를 활용한 연출을 계획함

- 실내조명은 색온도 등의 계획을 고려함

- 공개공지 및 포디움의 조명, 이벤트 조명을 계획함

규제 - 부분적인 컬러연출은 허용하나 원색의 색상사용, 현란한 빛의 움직임은 규제함

[그림 114] 공동주택, 상업, 업무시설 예시 

[그림 115]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양 예시 

[표 28] 공동주택 설계지침

[표 29] 고층건축물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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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트페스티발 존

     + 수변상업건축

유도
-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을 위해 2,800~3,500K의 색온도를 사용함

- 전면투광 방식보다는 부분 연출의 국부조명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계획함

규제
- LED 전광판 광고물 설치를 금지함

- 현란한 빛의 움직임 및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지양함

  (3) 에코페스티발 존

     + 공동주택

유도 - 단지 내 안전성과 쾌적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층부 조명을 함께 계획함

규제

- 상향조명으로 하늘과 인근주택으로의 빛침해를 금지함

- 옥탑부 조명시 옥탑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을 지양함

- 건설사 브랜드등의 컬러 사용을 지양함

     + 고층건축물(주상복합, 상업, 업무시설)

유도
- 실내조명은 색온도 등의 계획을 고려함

- 공개공지 및 포디움의 조명을 계획함

규제
- 상향조명으로 하늘과 인근주택으로의 빛침해를 금지함

- 옥탑부의 부분적인 컬러연출은 허용, 원색의 색상사용, 현란한 빛의 움직임은 규제함

[그림 116] 수변건축물 예시  

[그림 117] 건축물 예시 

[표 30] 수변상업건축 설계지침

[표 31] 공동주택 설계지침

[표 32] 고층건축물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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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경인 아라뱃길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한강하류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뱃길로 수변을 따라 

펼쳐지는 수향8경, 파크웨이 등 다양한 친수 문화공간을 창조한다.

김포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4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대규모의 사업으

로 주문수로의 친수공간 및 교량등의 조화와 위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림 118] 경인 아라뱃길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119] 경인 아라뱃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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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명방식으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을 계획한다.

- 야간에도 지역 주민들이 산책 및 체육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

- 뱃길을 따라 조성되는 다채로운 시설과 친수공간의 경관조명으로 레저 및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한다.

- 과도한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조명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을 받도록 한다.

2) 설계지침

  (1) 교량 

쓰레기 수송교 굴포교 김포터미널 연결교

거더 구조가 투광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에이

밍을 고려해야함

인접교량, 여객선 등 2개의 교량

이 중첩되어 보여질 때 색상, 밝

기 등이 조화로워야 함

인접교량, 여객선 등 2개의 교량

이 중첩되어 보여질 때 색상, 밝

기 등이 조화로워야 함

전호교 전호대교

거더 측면부는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과 CO2

발생량의 저감등을 고려하여 LED 기구 사용을 

권장함

거더 측면부는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과 CO2발생량

의 저감등을 고려하여 LED 기구 사용을 권장함

주탑 투광조명은 색온도 및 색상 사용시 주탑 마감재

의 색상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함

[표 33] 교량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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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

   + 건축물 표면 휘도(cd/㎡) 및 색온도(K) 기준
 

건축물 표면 기준 휘도(cd/㎡) 색온도(K)

15 2,800~4,300

유도

-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조명방식으로 조명기구로 인해 보행에 방해 및 주간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함

- 김포터미널은 실내조명을 이용하는 경관조명 방식을 권장함

규제 - 현란한 빛의 움직임 및 원색계열의 색상 사용을 지양함

  (3) 수변공원

   + 조도 및 색온도 기준

조도(lx) 색온도(K)

보행자도로 3 2,650~3,200

유도

- 보안등은 LED 램프 사용을 권장하며, 컷오프형으로 주변 환경에 침해를 주지 

  않도록 함

- 광장 및 수변무대는 야간에도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이벤트 조명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함

- 직접적인 조명방식을 지양하고, 빛이 수면에 반사되는 연출방식을 사용하도록 함

규제
- 고휘도의 광원이 직접 발광하여 눈부심을 일으키는 연출방식을 지양함

- 현란한 빛의 움직임 및 원색계열의 색상 사용을 지양함

*휘도의 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김포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표 34] 건축물 설계지침

[표 35] 수변공원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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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한강 연접부

한강 연접부는 대지의 경계로부터 약1km 이내로 지정하며, 철책선 제거 사업, 한강시네폴

리스, 한강신도시등의 사업 대상지로 공동주택(아파트), 고층 건축물, 대규모 단지가 건설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철새서식지 등 습지보호구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한강수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김포의 또다른 랜드마크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ˆ̂ »�� –�

[그림 120] 한강연접부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121] 일산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주변 건축물  [그림 122]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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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한강의 수면과 하늘의 어두움을 지키며, 시각적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야간에도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야간문화공간을 제공한다.

- 과도한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관조명과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을 받도록 한다.

2) 설계지침

유도

- 건축물 옥탑의 조명은 하향조명, 간접조명 방식 등으로 빛침해를 최소화 함

- 보안등은 LED 램프, 컷오프형 기구 사용을 권장함

- 낮은 조명 방식으로 친근감과 온화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2,500~3,000K의 색온도로 따뜻한 색상을 사용함

규제

- 습지보호구역은 경관조명을 금지함

- 고휘도의 광원이 직접 발광하여 눈부심을 일으키는 연출방식을 지양함

- 현란한 빛의 움직임 및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지양함

 

  

[그림 123] 영국 런던

[그림 124] 영국 런던 야경 [그림 125] 일본 요코하마

[표 36] 한강연접부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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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1.   개요

2.   건축물조명 가이드라인

3.   도로조명 가이드라인

4.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조명 가이드라인

5.   도시기반시설조명 가이드라인

6.   옥외광고물조명 가이드라인 

7.   한강신도시 세부 가이드라인

8.   빛공해 방지 가이드라인

9.   체크리스트

Ⅴ

G I M P OG I M P O

L igh t scapeL igh t scape

Mas te rp l anMas te rp l an

야간경관 디자인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Des i g n  Gu i de l i n e

10.   가이드라인 적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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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1. 개요 

본 가이드라인은 김포의 빛을 정돈하고, 특화시켜 품격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침이 사용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1 목적

·김포시 야간경관의 바탕(Foundation)을 위한 야간경관 정비계획

·야간경관계획의 이념을 실천하는 경관행정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청, 시행자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 구체적 지침 제시

·야간경관 자문 및 심의의 기준자료로 활용

[그림 126] 야간경관 대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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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침의 적용대상

 5개 부문 / 9개 분야 / 23개 대상

1. 건축물조명 2개분야 / 6종

- 일반적용 : 녹지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 특정적용 : 역사·문화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연접

                 지역, 공동주택

2. 도로조명 2개분야 / 4종
- 차로 : 고속도로, 간선도로, 내부도로

- 보행로

3.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조명
2개분야 / 5종

- 공원녹지 :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

- 수변환경 : 해안, 한강, 하천(수로, 농수로)

4. 도시기반시설조명 2개분야 / 4종
- 보도육교, 차도육교, 철도고가

- 환경조형물

5. 옥외광고물조명 1개분야 / 4종 - 녹지지역, 공업·주거지역, 상업지역, 문화재주변

[그림 127] 지침의 적용대상

[표 37] 지침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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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조명 가이드라인 

2.1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별 적용기준

 

    

   

분류

녹지지역 .

공업지역
학운산업단지, 상마산업단지, 율생산업단지, 양촌산업단지,

김포항공산업단지, 팬택산업단지, 학운2 · 3 · 4산업단지

주거

지역

도시1
신시가지, 기성시가지를 

제외한 도시지역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도시2 신시가지, 기성시가지
고촌읍, 양촌읍, 감정동, 걸포동, 구래동, 마산동, 북변동, 

사우동, 운양동, 장기동, 풍무동

상업

지역

도시1
신시가지, 기성시가지를

제외한 도시지역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도시2 신시가지, 기성시가지
고촌읍, 양촌읍, 감정동, 걸포동, 구래동, 마산동, 북변동, 

사우동, 운양동, 장기동, 풍무동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역별 도심구역
(구도심, 신도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역별 도심구역

(기성시가지, 신시가지)

[그림 128]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 [그림 129] 도시지역 분류

[표 38] 건축물 조명의 용도지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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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적용기준

1) 건축물 표면 휘도 및 색온도 기준

지역구분 건축표면 기준휘도

(cd/㎡)
색온도 기준(K)

용도 도시 도로폭

녹지지역 - - 5 2,150~3,500

공업지역 - - 10 3,900~5,500

주거지역

도시1
중로 10

2,800~4,300
대로 15

도시2
중로 15

대로 20

상업지역

도시1
중로 15

2,800~5,500
대로 20

도시2
중로 20

대로 25

*휘도의 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김포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건축물 상층부 최대 휘도대비

층고 21~40층 미만 40층 이상

휘도비 1:3 1:5

3) '역사·문화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연접지역' 건축물 표면 기준 휘도

용도
역사·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 연접지역

기준휘도(cd/㎡) 기준휘도(cd/㎡)

녹지지역
7.5 5

공업지역

주거지역 15 10

상업지역 22.5 15

*역사·문화자원 연접지역 적용범위 :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 주변지역(반경 100m)

[표 39] 건축물 표면 휘도 및 색온도 기준

[표 40] 건축물 상층부 최대 휘도대비

[표 41] '역사·문화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연접지역' 건축물 표면 기준 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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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지침

 연출예시

지양
·과도한 색상의 변화, ON-OFF의 반복으로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방식을 지양한다.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 사용을 제한한다.

·밝기의 차가 크고, 변화가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을 지양한다.

권장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광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국부 및 간접조명방식을 권장한다.

·건축 상부만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며, 빛이 레벨이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상향조명을 지양하고 하양조명 방식을 적용하여 빛의 산란을 최대한 줄인다.

[그림 130] 건축물 지양 예시

[그림 131] 주거 건축물 예시

[그림 132] 상업·업무 건축물 예시



121  

Gimpo Lightscape Masterplan  

5.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일반건축물

연출방안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을 지양하고 건축물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조화로

  운 계획을 해야 한다.

- 전체 건축물과 옥탑부의 휘도차가 커서 야간경관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이 조화롭게 연출되도록 건축물 전체의 실내조명 색온도 계

  획을 고려해야 한다.

- 건축물 군집지역 중 휘도가 높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주거지에 빛침해로 수면 

  및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점, 선 연출을 위한 LED 조명기구는 건축물과 일체되도록 파사드 매입방식을 권

  장한다.

- 과도한 색상의 변화, ON-OFF의 반복으로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방식을 지양한

  다.

- 밝기의 차가 크고, 변화가 빠르게 움직이는 방식을 지양한다.

-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제한한다.

- 고휘도 광원의 라인 조명 방식을 금지한다.

조명기구선정

및

설치방안

- 경관조명 계획 시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LED 조명의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 고효율 기구를 사용하여 등기구의 수량 및 용량을 최소화 한다.

- 장수명, 내구성이 높은 기구를 사용하여 경제성을 높이도록 한다.

- 조명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부득이하게 조명기구 노출 시 건축물의 마감과 유사한 색 또는 재질로 마감 하도

  록 한다.

- 소형기구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투광조명을 위해 파사드면에 암(거치대)을 이용하여 투광기를 부착하는 방식을 지

  양한다.

- 글레어가 생기지 않도록 후드, 루버 등의 악세사리 부착을 권장한다.

- 청소 및 램프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 바람에 의해 조사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해야 한다.

[표 42] 일반건축물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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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 

 + 건축물

시가지 일반지역
녹지
연접
지역

수변연접지역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 
연접지역

휘도(cd/㎡) 도시1-중로 : 10, 대로 :15  /  도시2-중로 : 15, 대로 : 20 10이하

휘도비 21층 미만 - 1:2  /  21층 이상 - 1:3

색온도(K) 2,800~4,300

색상
-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제한함

- 건축물 본연의 색상과 상충되어 경관을 훼손하는 색상사용 지양

- 중층부, 옥탑부 투광방식 시 브랜드 로고컬러 사용 지양함

움직임
(색상,

밝기변화,
반복점멸)

- 현란한 빛의 움직임을 지양함

- 과도한 색상의 변화를 지양함

  (on/off의 반복으로 시각적 불

  쾌감을 주는 방식 지양)

- 밝기의 차가 크고 변화가 빠

  르게 움직이는 방식을 지양함

금지

- 현란한 빛의 움직임을 지양

  함

- 과도한 색상의 변화를 지양

  함(on/off의 반복으로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방식 지양)

- 밝기의 차가 크고 변화가 빠

  르게 움직이는 방식을 지양함

금지

직접광원 
연출

- 직접광원의 노출을 지양. 고휘도의 라인 조명방식은 금지함

- 투광기구는 후드, 루버 등의 액세서리를 부착하여 글레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함

빛의 분포
- 옥탑만 과도하게 강조된 조명은 지양하며 건축물의 빛의 레벨이 조화로워야 함

- 건축물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조화로운 계획을 해야함

- 철새도래지 주변은 상향조명방식을 지양하며 옥탑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해야함

빛침해 고려
- 과도한 휘도로 주변 건축물 파사드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지양함

- 광원의 직접노출로 주거지에 빛이 침해되어 수면 및 활동에 불편이 없어야 함

- 자정 이후에는 소등하도록 함

조명기구의 
사용

- 고효율기구를 사용하여 등기구의 수량 및 소비전력량을 최소화함

- LED 조명기구를 권장함

-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함

유지관리 - 청소 및 램프관리 등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등기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함

*휘도의 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김포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표 43]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물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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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

시가지 일반지역 녹지연접지역 수변연접지역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 연접지역

조도(lx)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기준 (P. 125),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조명 조도기준 참조(P. 136)

가

로

등

램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 메탈할라이드, LED

색온도(K) 2,650~3,200

배광
컷오프,

세미컷오프
컷오프 컷오프 컷오프, 세미컷오프

폴높이 9~12M

보

행

등

램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 메탈할라이드, LED

색온도(K) 2,650~3,200

배광 컷오프

폴높이 3.5~4.5M

일반지침

- 아파트 경관조명 시 조경조명을 함께 계획해야 함 

- 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해야함

- 보행등은 고효율의 LED기구를 권장 함

- 조경시설물 조명으로 저층부 세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

- 세대에 인접할수록 조명기구의 높이를 낮게 하고 광량을 낮추어 빛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간대별 조명계획을 제시하도록 함

- 가로등의 형태 및 외장 마감재는 주·야간의 경관을 고려해야함

- 조명기구가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함

[표 44] 공동주택(아파트) 조경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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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조명 가이드라인 

3.1  적용대상

고속국도, 일반도로,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3.2  도로조명 등급의 분류

도로기능 폭원 도로조명등급

고속국도 - M1

일반도로, 지방도
25M 이상 M2

12~25M 미만 M3

시도, 농어촌도로

25M 이상 M2

12~25M 미만 M3

12M 미만 M4

대로(M1, M2)

중로(M3)

소로(M4)

[그림 133] 도로별 분류

[표 45] 도로조명 등급의 분류



125  

Gimpo Lightscape Masterplan  

5.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3.3  적용기준

1)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

+ 휘도 및 색온도 기준                                         

도로조명등급 평균 노면휘도(최소허용치) cd/㎡ 색온도(K)

M1 2.0 3,200~5,000

M2 1.5 3,200~4,600

M3 1.0 2,650~3,200

M4 0.75 2,650~3,200

노면평균환산계수 = 아스팔트15, 콘크리트10   /  조도환산계수(lx/nt)

2)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 기준

+ 조도 기준                                                 + 색온도 기준

도로조

명등급
용도

조도(lx)
도로조명등급 색온도(K)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

M2
녹지, 공업, 주거 5 1 M1 -

상업 20 4 M2 3,200~4,000

M3, M4
녹지, 공업, 주거 3 0.5 M3 2,650~3,200

상업 10 2 M4 2,650~3,200

수평면조도 : 보도의 노면상 평균조도 

수직면조도 : 보도의 중심선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조도 

[표 46] 휘도 및 색온도 기준

[표 47] 조도 기준

[표 48] 색온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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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널 조명(KS A 3703-1991)

+ 주간 자동차 터널의 기본부 평균 노면휘도(cd/㎡)   

정지거리(설계속도)
터널의 교통량

적음 많음

160m(100km/h) 6 10

100m(80km/h) 4 8

60m(60km/h) 3 6

+ 터널 기본부 평균노면휘도(cd/㎡)   

설계속도(km/h) 평균노면휘도(cd/㎡)

100 9.0

80 4.5

60 2.3

40 1.5

+ 터널 전 구역의 천정 및 벽체조명

조명기준

터널 전 구역의 천정 및

벽체조명

·터널 벽의 휘도는 최소 2m 높이까지의 평균치가 해당 지점 평균

  노면휘도의 100%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 야간조명

조명기준

야간조명

· 터널조명이 설치된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때, 터널 내부 조명의 질

  적 수준은 접근도로의 균제도 및 글레어 수준이 최소한 같아야 한다.

· 터널조명이 없는 도로의 일부인 경우, 터널 내부의 평균 노면휘도는 

  1cd/㎡ 이하로 되어서는 안된다.

· 어떤 경우에도 야간 터널에서 균제도는 주간 조명과 같은 여건을 다 

  갖추어야 한다.

[표 49] 주간 자동차 터널의 기본부 평균 노면휘도(cd/㎡)   

[표 50] 터널 기본부 평균노면휘도(cd/㎡)

[표 51] 터널 전 구역의 천정 및 벽체조명

[표 52] 터널의 야간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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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차로 조명(KS A 3703-1991)

도로 조명의 일반적 효과에 더해서 방향을 변환하고 있는 자동차 진행방향의 전방을 

조명함과 동시에 교차점에 접근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차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차점 내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또는 진행하고 있

는 다른 자동차의 존재, 진행 상태를 충분히 전방 위치에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같은 정도의 노폭을 갖는 도로의 +자로 조명기구의 배치 보기  

+ T자로에서 조명기구의 배치 보기

0.3S

0.3S

0.3S

0.3S

0.6S

0.6S 0.6S

0.6S

S

S

S

S

J B E

L

I

F

HAGM

D

S

S

S

0.6S

0.2W0.3S

1

S0.6 S 0.6 S 0.6 S 0.6 S 0.6 S 0.6 S 0.6 S 0.6 S 0.6 S 0.6 S

[그림 134] +교차로 배치

[그림 135] KS A 3701-1129 부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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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횡단보도 조명

 + 횡단보도 부근 조명기구의 배치(일반부에 조명시설이 없을 경우)   

 + 횡단보도 조명 유형별 조명시설

현수식 조명 장주식 조명 단주식 조명

표시등(점등식) 표시등(점멸실)

S

[그림 136] KS A 3701-1129 부도3

[표 53] 횡단보도 조명 유형별 조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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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명기구 성능 기준

1) 등기구

광학적 성능

(Optical

Function)

광원 Metal Halide, Ceramics Metal Halide, LED

보호커버 강화유리(Tempering Glass) 

배광방식 CUT-OFF, SEMI CUT-OFF, LED의 경우 이에 준하는 배광 

반사판, 

렌즈

KS A3701 도로조명 기준에 적합한 반사판 적용

LED의 경우 이에 준하는 반사판 및 배광을 채택

기구적 성능

(Mechanical 

Function)

기구보호

커버
알루미늄(효율적인 열 방출)

실리콘 패킹 온도에 경화되지 않고, 백화현상을 위해 열처리된 재질

IP지수
반사경의 황변현상과 부식 방지를 위해 램프실은 IP66, 안정기실

은 IP44이상

볼트, 너트 강도 및 부식 방지를 위해 SUS 사용

전기적 성능

(Electrical 

Function)

안정기

효율 증대를 위한 기구 일체형의 고효율 안정기의 사용으로 램프 

깜박임(플리커) 현상이 없어야 함

150W 이하: 전자식, 150W 이상: 자기식을 기본으로 함

컨트롤 제어
스마트그리드 대응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력선통신(PLC), 

                         무선(Wireless)방식을 적용

[표 54] 조명기구 성능 기준 - 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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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보안등 성능 기준

연색성 Ra60 이상

무게 15kg 이하

균제도 0.2 이상

*2010년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 참고

   LED 보안등 광효율과 색온도 권장 기준

색온도(K) 색온도 범위(K)

LED 등기구 광효율(lm/W)

50W이하
50W초과

100W이하
100W 초과

5,700
5,665

±355
75이상

5,000
5,028

±283
75이상

4,500
4,503

±243
70이상

4,000
3,985

±275
70이상

3,500
3,465

±245
70이상

3,000
3,045

±175
65이상

[표 55] LED 보안등 성능 기준

[표 56] LED 보안등 광효율과 색온도 권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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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광방식

분  류 배광의 범위
광도 단위:cd(1000lm당)

연직각 90° 연직각 80°

컷 오프형

(Cut-Off) 

 

10이하 30이하

세미 컷 오프형

(Semi Cut-Off)

 

30이하 120이하

논 컷 오프형

(Non Cut-Off)

 

120이하 -

 일체형 기구

안정기, 램프 일체형 안정기실, 램프실 분리형

램프실
램프

안정기실

반사판

조명기구 커버 안정기실

(전기적 성능)

램프실

(광학적 성능)

[표 57] 배광방식

[표 58] 일체형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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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주

도장방식

알루미늄주 부식방지용 클리어 도장 실시, 추가로 광촉매 코팅을 실시 할 수 있음

강관주 표면 마감은 광택이 없어야 함

컬러 저채도 컬러 사용   *2010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형태

디자인
도시구성 요소로서 공공성을 고려한 간결한 디자인 원형 테이퍼 폴 사용

자연물, 전통물, 구 상징물 등의 부착 금지

암 폴헤드형 권장. 단, 가로수가 울창한 곳은 암형

점검부
지상면에서 600mm 기준

안전 및 유지관리 용이를 위한 전용공구 사용

배너 거치대 등주에 부속되는 베너거치대 별도로 설치

설치방법 지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입 함

 도장방식 예시

 

폴리에스테르 수지분체도장

 

폴리우레탄 세라믹코팅

 

아연도장+불소지계도장 아연도장+스테인레스가루도장

 컬러 예시

   - 주조색은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무채색을 권장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김포시 경관색 적용을 권장한다.

   - 11M 기준의 가로등주는 대명항의 갯벌색을, 4~5M기준의 보행등은 문수산성의

     성벽색을 적용한다.

 
                                                 

*2010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NCS S3000-N   C22 M16 Y20 K0   5.7GY 7.8/0.3 NCS S4500-N  C48 M38 Y38 K3  0.1PB 5.8/0.3

가로등주 : 대명항의 갯벌색 보행등주 : 문수산성의 성벽색

[그림 137] 도장방식 예시

[표 59] 조명기구 성능 기준 - 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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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예시

[그림 138] 가로등 형태 예시

[그림 139] 보안등 형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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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도로조명 방식(예시)

+ 일반도로

 대로(25M 이상) 중로(12M 이상~25M 미만) 소로(12M 미만)

가로단면

(예시)

램
프

차
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나트륨

보
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LED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LED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LED

색
온
도

차
도

3,200~4,600K 2,650~3,200K 2,650~3,200K

보
도

3,200~4,000K 2,650~3,200K 2,650~3,200K

폴
높
이

차
도

9~12M 9~12M 6~9M

보
도

4~5M 4~5M 3.5~4.5M

연색성 Ra>80 Ra>80 Ra>80

빛
의
레
벨

차
도

1.5 cd/㎡ 1.0 cd/㎡ 0.75 cd/㎡

보
도

20lx 10lx 10lx

 [표 60] 도로조명 방식 - 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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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등 타입 열주 타입 볼라드 타입

가로단면

(예시)

램프 LED LED LED, 백열램프

색온도 2,650~3,200K 2,650~3,200K 2,650~3,200K

폴높이 4~5M 4~5M 1M 이하

연색성 Ra>60 Ra>60 -

[표 61] 도로조명 방식 - 보행자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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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 녹지 및 수변환경조명 가이드라인 

4.1  적용대상
·공원녹지 : 도시자연공원, 도시공원

·수변환경 : 해안, 한강, 하천

4.2  적용기준

1) 조도기준

구분 조도(lx) 구분 조도(lx)

건물외부

입구 30-40-60

정원

길, 집밖, 층계 6-10-15

통로 30-40-60
나무, 꽃밭, 석조정원 30-40-60

대촛점 60-100-150

공원

전반 6-10-15 배경관목, 나무, 담장, 벽 15-20-30

주된장소 15-20-30
소촛점 150-200-300

전반조명 3-4-6

[표 62] KS 조도기준 (KS A 3011 - 1993),  표9.옥외시설 조도기준

2) 조닝별 연출방향

빛의 성격 
구분

공원의 종류 방향

Base
- 중요도가 낮은 공원

- 농경지와 연결되는 농수로

안전을 위한 조명

-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

- 광공해를 고려한 조명

Rest

-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이용량이 많은 

  공원

-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이용량이 다소 

  적은 공원

안전을 기본으로 휴식과 안정을 위한 조명

- 환경시설물과 함께 계획된 조명

- 어두움과 밝음의 조화로 아늑함을 주는 조명

Activity
-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이용량이 많은 

  공원

- 관광객의 이용량이 많은 공원

활기를 위한 조명

-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조명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 상업건축물의 저

  층부를 적극 활용한 조명

[표 63] 조닝별 연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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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지침

     연출예시

지양
·나뭇잎에 빛이 가려져 그림자로 인하여 어두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생태적 보전지역에는 조명의 사용을 지양한다.

·광장이나 오픈스페이스는 현란한 조명색상의 사용은 지양한다.

권장

·컬러사용은 자제하며 Warm white, Yellow계열의 안락한 공간 분위기로 연출한다.

·안전을 위하여 연색성이 좋은 광원의 사용을 권장한다. 

·주변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후드, 루버설치를 권장한다.

·빛이 수면에  반사되는 연출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림 140] 공원 지양 예시

[그림 141] 수변연출 예시

[그림 142] 공원조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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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 수평면·연직면 조도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및 시야 내에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함

- 각 공원의 특성에 맞도록 필요한 조도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인근 주택 등에 

  빛의 침해가 없도록 글레어를 방지해야 함

- 쾌적하고 활동감이 있는 공간 연출을 계획 함

- 계절에 따라 자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명 연출을 함

- 생태보전지역에는 조명연출을 규제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을 계획함

- 시설물 및 예술품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명연출을 하여 공원의 포인트 장소로 부

  각해야 하며, 대상물의 재질과 색상을 돋보이기 위한 램프를 선정해야 함

- 나뭇잎에 빛이 가려져 그림자로 인하여 어두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벤치조명은 벤치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발 부근의 밝음을 확보해야 함

- 파고라 조명은 파고라 전체를 은은하게 연출하여야 하며, 파고라 내부의 안전조도

  를 확보해야 함

수변환경

- 수로 주변에는 직접적인 조명방식을 지양하고, 빛이 수면에 반사되는 연출방식을 

  사용하도록 함

-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67지수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함

- 인근 주택 등에 빛의 침해가 없도록 Cut-off type 가로등 헤드의 등기구를 설치하

  여 글레어를 방지해야 함

- 하천의 전반적인 색온도 계획은 2,500K~3,000K으로 함

- 수로 주변의 오픈스페이스, 교량, 가로시설물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명연출을 하여

  포인트 장소로 부각해야 하며, 대상물의 재질과 색상을 돋보이기 위한 램프를 선

  정해야 함

- 생태보전지역에는 조명연출을 규제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을 계획함

[표 64]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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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을 고려한 조명

· 자연공원에서는 천공의 빛과 야생 동식물, 곤충에 빛의 침해를 고려하여 필요 

    이외의 장소는 조명하지 않음

· 과잉의 빛을 억제하기 위해 하늘을 향한 빛은 지양

· 유충성이 낮은 램프 권장

밤하늘의 밝기 증대

반딧불, 야행성 새의 소멸
해충의 유인 등

가로등
공원등

주요 옥외조명

천체관측의 영향

야생동물의 영향

 유충이 적은 램프의 사용

              

 입체감 있는 배치 예시

· 통일감 있는 디자인의 조명기구를 용도의 목적에 따라 입체적으로 배치

· 공간의 밝기감, 노면의 밝기를 충족시키는 조명

  9   18   20       35~73       100   

야생동물의 영향

천체관측의 영향

반딧불, 야행성 새의 소멸  
해충의 유인등

주요 옥외조명 가로등
                  공원등

밤하늘의 밝기 증대

[그림 143] 자연을 고려한 조명 계획

[그림 144] 램프 사용별 유충현황

[그림 145] 가로조명 배치 예시

LED                         나트륨                       메탈                      메탈세라믹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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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에너지 적용방안

녹색성장 정책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녹색성장은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으며, 그

동안 미비했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에너지절약 시대의 도래와 함

께 고효율 광원으로 조명을 교체하는 방안으로 LED조명 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나 경관

조명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적용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경관조명 기구를 전략적으로 적용하

여 김포시의 친환경 이미지 확립을 하도록 한다.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경관조명 분야에서는 태양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이용한 조명기구가 사용되고 있으

   며, 조명에 쓰이는 에너지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하여 이용되는 경우도 있음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시스템은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반도체의 광전반

   응을 이용한다. 최근 도시나 고밀도의 개발지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건축물 입면에 설

   치하는 방법 외에 건축물과 일체형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경관조명에서는 보행등,

   정원등, 바닥조명기구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146] 태양광 시스템

[표 65]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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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주요 대상지

김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경관관련계획 및 사업 중 생태보존을 위한, 신기술 산업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조명기구를 적용하도록 한다.

                               생태보존을 위한 계획 및 사업

·계양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봉성포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한강 철책선 제거 및 시민공원 조성     ·나진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한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신기술 산업을 위한 계획 및 사업

 ·항공지방 산업단지               ·양촌지방 산업단지                  · 에코센터 조성

·풍력 에너지

  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풍차의 날개를 돌리면 연결된 발전장치에 의해 전기  

  가 생산된다. 생산된 전기는 바로 사용되거나 전력망을 통해 송전된다. 경관조명에서

  는 태양광 에너지와 함께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보안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147] 풍력 시스템

[표 66]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주요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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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보행등

태양광을 이용한 안내표지판 조명 태양광을 이용한 버스정류장 조명

하이브리드 보행등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조명기구 예시

·하천의 산책로, 공원, 생태 탐방로 산업단지의 보행로에 주로 배치함

·풍력 활용이 용이한 해안가 및 한강변의 보행로에 주로 배치함

·생태공원 수목 및 화단을 태양광 투광등과 정원등을 적용함

·보행로 바닥에 태양광 바닥조명을 배치하여 동선을 유도함

·생태공원 및 산업단지 내외 안내판, 버스정류장등의 시설을 태양광을 이용하여 조명 하도록 함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기구

풍력을 이용한 조명기구 

태양광 투광등 태양광 정원등 태양광 바닥등

[그림 148]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조명기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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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기반시설조명 가이드라인 

5.1  적용대상
보도육교, 차도육교, 환경조형물

5.2  조명 등급의 분류

Level 1 - 상업지역 및 특화지구에 위치한 대상

Level 2 - 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상

Level 3 - 녹지, 공업지역에 위치한 대상

5.3  적용기준

1) 휘도기준

평균 건축물 표면휘도(cd/㎡)

Level 1 12

Level 2 6

Level 3 4

[표 67] 조명 등급의 분류

[표 68] 휘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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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명방식

보도육교

차도육교

기

본

형

교각측면
- 주변야간환경과 조화로운 조명계획

- 보행자와 운전자, 하천생태에 침해하지 않는 조명

보도조명 - 교량과 일체화 되도록 기구매입 (휀스, 바닥등)

가로등 - 교량조명에 침해가 되지 않는 배광(컷오프형) 및 디자인 선정

조

형

형

교각측면
- 주변야간환경과 조화로운 조명계획

- 보행자와 운전자, 하천생태에 침해하지 않는 조명

보도조명 - 교량과 일체화 되도록 기구매입 (휀스, 바닥등)

가로등 - 교량조명에 침해가 되지 않는 배광(컷오프형) 및 디자인 선정

조형물
- 교량의 전체 조명과 조화로우며, 조형물이 부각 될 수 있는 조명

- 보행자와 운전자, 하천생태에 침해하지 않는 조명

환경조형물

-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점멸, 색상변화를 지양함

- 조형물의 형태를 살릴 수 있는 조명방식을 계획하고, 하늘로 향하

  는 빛을 최소화 함

- 조형물의 재질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눈부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 조명을 이용한 조형물은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고 현란한 움직임 

  및 색상변화를 지양함

[그림 149] 기본형 교량 예시 [그림 150] 조형형 교량 예시 [그림 151] 환경조형물 예시

[표 69] 조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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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옥외광고물조명 가이드라인 

6.1  적용대상

밝기

(Luminance)

움직임

(Movement)

조명방식

(Lighting Application)

광색 

 (Colour of light)

가로, 도시공간의 시각

적 쾌적성 확보를 위한 

밝기규제. 휘도(cd/㎡)

최대허용치 제시

발광하면서 움직이는 빛

의 시각공해에 대한 규

제, 밝기, 색상의 변화

에 따른 시간적 허용치 

제시

고휘도 광원의 광원 노

출에 대한 규제로 밝기

조절. 직접·간접조명방

식 제안

야간 가로환경의 조화

를 위해 건축과 주변 환

경을 고려하여 지양하는 

광원의 색 제시

6.2  적용기준

1) 휘도 및 조명방식 기준

지역구분
최대표면

휘도(cd/㎡)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

대형전광판

최대표면휘도 

(cd/m²)용도 도로폭

녹지지역 - 50 불가
직접조명방식 

지양
원색 지양 설치불가

공업·주거

지역
- 400 불가 - - 1000

상업지역
중로

800

밝기 및 색상 

변화시간 1분 

이상시 허용

- - 1500

대로

문화재 

주변

중로 50
불가

직접조명방식 

지양
원색 지양 설치불가

대로 100

[표 70] 적용대상

[표 71] 휘도 및 조명방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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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예시

지양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지양한다.

·네온싸인의 설치를 배제하고 광원의 노출을 최대한 지양한다.

권장
·전체적인 야간가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발광광고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컬러사용은 자제하며, white 계열의 색상을 권장한다.

·광고물은 LED 광원, 건축과 일체화된 조명방식을 권장한다.

2) 세부지침

[그림 152] 옥외광고물 지양 예시

[그림 153] 해외 옥외광고물 설치 예시

[그림 154] LED 광원 사용설치 예시

[그림 155] 옥외광고물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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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강신도시 세부 가이드라인 

7.1  건축물조명

1) 건축물 표면 휘도 기준

 건축물 표면의 휘도 기준

건축물조명 등급  환경지역의 밝기 휘도(cd/㎡)

  E1 어두운 경관의 지역 5

  E2 낮은 휘도 분포지역 5

  E3 중간정도의 휘도분포 지역 10

  E4 높은 휘도 분포 지역 25

 건축물 표면의 휘도비 기준

건축물조명 등급
 휘도비

에코·아트 페스티발 어반 페스티발

E1 - -

E2 1:3 이내 1:3 이내

E3 1:3 이내 1:5 이내

E4 1:5 이내
주거 상업·업무

1:5 이내 1:5이상~1:10이내

*휘도의 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김포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그림 156] 휘도 기준

[표 72] 건축물 표면의 휘도 기준

[표 73] 건축물 표면의 휘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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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용지 내 건축물조명

① Aa-09, Ab-12, Ac-11, Ac-12, Ac-13, Ac-19, Ac-20

연

출

방

식

·권장사항 - 한강신도시의 주요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한강 건너편의 고양시에서 보여지

는 조망권이므로 도시의 상징성을 높이고, 식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경에서 바라보는 야

간건축물의 skyline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Ac-12은 탑상형 아파트로 탑상형의 구조가 

강조되는 조명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양사항 - Ac-12, Ac-11은 주제공원 6과 연접해있다. 주제공원 6은 생태공원이므로 

이곳에 머무는 조류와 생태환경에 광침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에코 페스티발존이

므로 상향투광방식으로 발생하는 빛의 산란을 지양하고 하향 투광방식을 권장한다.

② Aa-10, Aa-11, Ab-11,Ab-14, Ab-16, Ac-10, Ac-16, Ac-18

연

출

방

식

 ·권장사항 - 국도 48번은 서울과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진출입도로이므로 이 도로에 면

한 공동주택에는 야간경관조명을 통하여 경관성을 높여 한강신도시의 이미지를 조성하여

야 한다. 국도 48번을 따라 한강신도시를 가로지는 가로변의 공동주택들의 파사드면에 연

계성을 갖은 조명계획으로 김포의 상징성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c-10 , 

Ac-18는 탑상형 아파트로 탑상형의 구조가 강조되는 야간경관조명이 연출되어져야 한다. 

Ab-16, Ac-16은 국도 48번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상층부에서 하층부

까지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경관조명연출 계획을 세운다. 

·지양사항 - Aa-10과 연접해 있는 주제공원5의 생태계에 광침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Ab-11, Ac-10, Ab-16, Ac-16, Ac-18은 에코 페스티발 존이므로 중층부에 상

향 투광방식의 조명연출 기법은 제한한다. 상층부 연출시 상향투광방식을 가급적 지양하되 

만약, 사용 시에는 빛의 산란을 최소화 하는 연출 방식을 계획한다. Ac-16블럭은 벽처럼 

늘어선 지루하고 평면적인 느낌의 파사드 조명을 지양하여야 한다. 

③Aa-07, Aa-08, Ab-09, Ab-10, Ac-08, Ac-09

연

출

방

식

·권장사항 - 한강신도시의 외곽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김포시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곳이므로 skyline을 강조한 야간경관조명 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

·지양사항  - 주변의 녹화지대와 단독주택에 광침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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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b-13, Ac-14, Ac-15

연

출

방

식

·권장사항 - 동서 3축에 면하고 있으며 한강신도시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관조명을 

해주어야 한다. Ac-14부터 장기지구를 포함, Ab-09까지 동서 3축에 면한 공동주택이 연계성

을 가진 야간경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양사항 - 인근 연립주택, 단독주택 및 학교에 광침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야간경관조명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⑤ Aa-03, Ab-04, Ac-01

연

출

방

식

·권장사항 - 한강신도시의 진입부에 위치하므로 야간경관조명 연출시 상징성을 가질 수 있

도록 skyline이 강조되는 계획을 세우며, 단지간의 중층배치구간 및 최상층배치구간이 동일선 

상에 위치하므로 연속성이 느껴지는 야간경관 조명 연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양사항 - 상부의 스카이라인을 강조시, 건축의 mass 감을 저하하는 line 연출방식은 지

양한다.

⑥Ab-01, Ab-03, Ac-02

연

출

방

식

·권장사항 - 외곽부에서 한강신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조망점이자 동서1축을 따

라 이어지는 공동주택의 파사드에 연속적이고 조화로운 야간경관이 형성되도록 경관조명을 

연출한다.

·지양사항 - Ab-03, Ac-02은 주변에 학교와 녹지가 연접해 있으므로 이곳에 광침해를 입

히지 않도록 한다.

⑦ Aa-02, Aa-04, Aa-05, Aa-06, Ab-02, Ab-05, Ab-06, Ab-07, Ab-08, Ab-15, Ac-03, 

    Ac-04, Ac-04, Ac-05, Ac-06, Ac-07

연

출

방

식

·권장사항 - 공동주택의 밀집지역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파사드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한다.

·지양사항 - 단지의 중심에 위치한 주상복합과 분리된 독립적인 연출은 지양하며 도로 맞은

편 아파트 입주민에게 광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⑧ Cc-1, Cc-2, Cc-3, Cc-4

연

출

방

식

·권장사항 - 한강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초고층 빌딩 이므로 디지털 제어를 활용한   

야간경관조명 연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양사항 - 지나치게 원색적이고 화려한 움직임 조명연출은 지양한다.

[표 74] 주거용지 내 건축물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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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업무용지 내 건축물조명

①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상업용지 : C1-1, C1-2, C1-3, C1-4, C1-5, C1-6, C1-7, C1-8, C1-9, 

    C1-10, C1-11, C1-12, C1-13, C1-14, C1-15, C1-16, C1-17, C1-18

연출

방식

·권장사항 - 주상복합과 함께 어우러지며 초고층 빌딩군을 형성하게 될 지역으로 미래지향

적인 느낌의 조명연출을 계획한다.  

·지양사항- 지나치게 화려한 연출, 원색의 컬러사용, 과도한 색상변화 등의 연출방식은 지

양한다.

②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상업용지 : C4-1, C4-2, C4-3, C4-4, C4-5, C4-6, C4-7, C4-8

연출

방식

·권장사항- 에코페스티발 존의 상업건축 조명연출은 최대한 절제하여 은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지양사항-  과도한 조명연출은 지양하며 옥외광고물의 규격이나 설치위치 또한 철저히 규

제한다. 또한 상향투광 조명방식은 지양하고 하향 투광방식을 지향한다. 

③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용지 외 : C2-1, C2-2, C2-3, C2-4, C3-1, C3-2, C3-3, C3-4, C3-5, 

    C3-6, C3-7, C3-8, C3-9, C3-10, C3-11, C3-12, C3-13

연출

방식

·권장사항 - 한강신도시의 대표적인 경관요소인 김포대수로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상업건

축이므로 수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활기찬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한다. 

C3-1, C3-2는 주변 단독주택과 조화로운 연출을 한다.

·지양사항 - 활기찬 느낌을 주되 과도한 연출로 주변의 수로나  공동주택에 광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업건축의 옥외광고물이 수로의 수변에 반사되지 않도록 한다. 

④ B1-1, B1-2, B1-3, B1-4

연출

방식

·권장사항 - 어번 페스티발 존의 주상복합용지 및 상업용지와 연접하고 있으므로 도시적 

이고 디지털적인 느낌의 조명연출을 계획한다. 또한 실내조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건

물전체가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연출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양사항 - 지나친 조명의 움직임이나 원색적인 색상변화 연출은 지양한다. 

⑤ NW-1, NW-2, NW-3, NW-4, NW-5, NW-6, NW-7, NW-8, NW-9, NW-10, NW-11,  

NW-12, NW-13, NW-14, NW-15

연출

방식

·권장사항- 김포대수로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근린생활시설은 한강신도시의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수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활기찬 느낌이 들 수 있

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야간경관조명을 연출을 유도한다.

·지양사항 - 활기찬 느낌을 주되 과도한 연출로 주변의 수로에 광침해가 발생하거나 옥외

광고물의 빛이 수변에 반사되어 수로의 연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표 75] 상업업무용지 내 건축물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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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문화시설, 도시기반시설 용지 내 건축물조명

① 한강 신도시 진입부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 : F1-2. F1-3, F1-4, F1-5, F1-6, F1-7

연출

방식

·권장사항 - 48번국도에서 한강신도시를 진입하면서 보여지는 도시지원시설의 파사드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업용지와 면한 파사드를 건축의 용도에 맞도록 전자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의 야간경관조명 연출을 계획한다.

·지양사항 - 주변에 아트 페스티발 존의 주요 거점이 되는 수변과 상업지역이 있으므로 이

들을 강조해 주기 위하여 상업시설보다 강조되는 조명은 지양한다.

② 한강신도시의 어반 페스티발 존 외곽부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 : F2-1, F2-2, F2-3, F2-4, 

F2-5, F2-6, F2-7, F2-8, F2-9, F2-10, F2-11, F2-12

연출

방식

·권장사항- 어번 페스티발 존의 외각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신도시를 가로지는 주요 도로에 

위치해 있으므로 첨단의 빛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야간경관조명 연출을 계획한다. 

·지양사항 - 한강신도시의 최 외곽부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주변부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

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용지 : CA-1, CA-2, CA-3, CA-4, CA-5, CA-6, CA-7, CA-8, CA-9, CA-10, CA-11, 

CA-12, CA-13, CA-14

연출

방식

·권장사항 - 문화예술용지는 용지의 용도에 맞게 문화와 예술이 담긴 경관조명 계획을 세

우도록 한다. 일반가로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가로등보다는 조형적인 폴이나 오브제 형태의 

볼라드 위주로 용지의 성격을 살린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한다.

·지양사항 - 지나치게 화려하고 원색적인 조명연출은 지양하며. 옥외광고물의 규격과 연

출 방식 또한 철저히 규제한다.

④ 한강 신도시 내 주요 문화시설 : CU2

연출

방식

·권장사항- 자연과 융화되는 조화롭고 은은한 조명 중심의 연출을 하고, 친환경적인 기구

를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지양사항- 녹지에 근접한 시설이므로 과도한 밝기의 조명 연출은 지양한다.

⑤ 공급처리 시설용지 : Z2

연출

방식

·권장사항-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전반에 부드럽고  은은하게 조명하여 

친근감을 주도록 한다.

·지양사항- 녹지에 근접한 시설이므로 과도한 밝기의 조명 연출은 지양한다.

[표 76] 공공문화시설, 도시기반시설 용지 내 건축물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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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도로조명

1) 도로조명의 기준

 M1

 M2

 M3

 M4

 보행로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cd/㎡) 기준

한강신도시 도로조명등급 평균노면휘도 (최소허용치) (cd/㎡)

M1 2.0

M2 1.5

M3 1.0

M4 0.75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기준

도로조명등급 지역
조도(lx)

수평면조도(lx) 수직면조도(lx)

M1 / M2
주거 5 1

상업업무 20 4

M3 / M4

보행자 도로

주거 3 0.5

상업업무 10 2

·수평면 조도는 보도의 노면상 평균 조도

·연직면 조도는 보도의 중신선 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 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상의 최소 조도

[그림 157] 도로조명 기준

[표 77]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cd/㎡) 기준

[표 78]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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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색온도 기준

도로조명등급 색온도(K)

M1
M2

3,200 ~ 4,600

M3
M4

2,650 ~ 3,200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색온도 기준

도로조명등급 색온도(K)

M1 / M2 3,200 ~ 4,000

M3 / M4
보행자 전용도로

2,650 ~ 3,200

 

2) 도로조명 예시

 대로

· 동서2축 / 10차선

· 도로주변 : 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자전거 도로, 보행로

램프

차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보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LED

색온도
차도 3,200~4,600K

보도 3,200~4,000K

폴높이
차도 9~12M

보도 4~5M

빛의레벨
차도 1.5 cd/㎡

보도 20lx

연색성 Ra>80

적용범위

 + 가로단면 (예시)

 +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그림 158] 대로 가로단면 예시

[그림 159] 대로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표 79]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색온도 기준

[표 80]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색온도 기준

[표 81] 도로조명 예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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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로

· 동서3축 / 6차선

· 도로주변 : 연립주택 + 아파트,

    자전거도로, 보행로, 완충녹지

램프

차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보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LED

색온도
차도 2,650~3,200K

보도 2,650~3,200K

폴높이
차도 9~12M

보도 4~5M

빛의레벨
차도 1.0 cd/㎡

보도 5lx

연색성 Ra>80

적용범위

 + 가로단면 (예시)

 +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소로

· 문화예술지구의 소로(1차선)

· 도로주변 : 문화예술시설 + 공원

램프

차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나트륨

보도
메탈할라이드, 

세라믹램프, LED

색온도
차도 2,650~3,200K

보도 2,650~3,200K

폴높이
차도 9~12M

보도 3.5~4.5M

빛의레벨
차도 0.5 cd/㎡

보도 7.5lx

연색성 Ra>80

적용범위

 + 가로단면 (예시)

 +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그림 160] 중로 가로단면 예시

[그림 161] 중로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그림 162] 소로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그림 163] 소로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표 82] 도로조명 예시-중로 

[표 83] 도로조명 예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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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조명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조명등급에 따른 연출방향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조명등급  연출방향

    Level 1   Base/  Rest / Activity

    Level 2   Base/  Rest / Activity

    Level 3   Base/  Rest 

    Level 4   Base

 빛의 성격

구분 방향

Base

  안전을 위한 조명

 ·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

 · 광공해를 고려한 조명

Rest

  안전을 기본으로 휴식과 안정을 위한 조명

 · 환경시설물과 함께 계획된 조명

 · 어두움과 밝음의 조화로 아늑함을 주는 조명

Activity

  활기를 위한 조명

 ·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조명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 상업건축물의 저층부를 적극 활용한 조명 

[그림 164]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조명등급 기준

[표 84]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조명등급에 따른 연출방향

[표 85] 빛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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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시기반시설조명 

1) 환경지역 및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등급

차도교

김포대수로 가마지천

Level 1 2, 3, 5, 9

Level 2 4, 6 10, 12, 13

Level 3 1, 7, 8 11, 14, 15

보도육교

Level 1 2

Level 2 1, 6, 7

Level 3 3, 4, 5

경전철

Level 1 역세권지구 내

Level 2 그외 지역

2) 특수구조물조명의 기준

 휘도기준

평균 건축물 표면휘도(cd/㎡)

Level 1 12

Level 2 6

Level 3 4

[그림 165] 환경지역 및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등급 기준

[표 86] 환경지역 및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등급

[표 87] 특수구조물조명 휘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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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방식

 +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방식(예시)

① 기본형

구분 형태 조명방식

기본형

교각측면

·주변야간환경과 조화로운 조명계획

·보행자와 운전자, 하천생태에 침해하지 않는 

  조명

보도조명 ·교량과 일체화 되도록 기구매입 (휀스, 바닥)

가로등
·교량조명에 침해가 되지 않는 배광(컷오프형) 

  및 디자인 선정

② 조형형

구분 형태 조명방식

조형형
조형물 

조명

·교량의 전체 조명과 조화로우며, 조형물이 부

  각 될 수 있는 조명

·보행자와 운전자, 하천생태에 침해하지 않는 

  조명

*  기본형과 동일(교각·측면, 보도, 가로등)

③ 파고라형

구분 형태 조명방식

파고라

형

파고라 

조명

·조명기구를 교량과 일체화하여 노출 최소화

·파고라의 간접조명으로 보도를 조명할 수 있음

*  기본형과 동일(교각·측면, 보도, 가로등)

[표 88]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방식(예시)-기본형

[표 89]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방식(예시)-조형형

[표 90]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방식(예시)-파고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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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빛공해 방지 가이드라인

    8.1 빛공해의 의의

빛공해란 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하늘을 뒤덥고 인공광원이 먼지 층에 반사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며 조명대상 범위 밖으로 새어나오는 빛에 의해 장해를 받고 

있는 상황, 또는 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빛의 악영향을 의미한다.

주거지역 주변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건축물 및 보안조명은 세대안으로의 빛의 침입으로 

숙면방해 또는 눈부심에 의한 불쾌감 등이 발생하게 된다. 주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

관조명은 이와 같은 사실에 유의하여 새어나가는 빛을 저감시키는 계획을 통해 광공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67] 빛공해 예시                                 

[그림 166] 빛공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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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자

인

예

시

배

광

방

식

배

광

의

특

징

전방향 확산형 전방향 확산/후방 컷형 전방향의 아래방향

발광 부분이 직접 보임. 눈부심

이 있음. 공간 전체를 밝게 비추

는 배광임.

노면의 밝기보다, 공간의 화려함

이나 활기를 필요로 하는 상가

나 역전 광장 등에 연출조명으

로 사용됨

전방향 확산형의 후방에의 빛을 

컷 한 배광임

공간 전체를 밝게함. 주택 등

에 인접해 차광이 필요한 장소

에 사용됨

전방향 확산형에 비해 윗방향의 

빛을 억제한 아래방향을 향한 주

체의 배광임

공간 전체를 밝게 하며, 노면의 

조명 효과도 얻을 수 있음

공원, 가로, 광장 등에 사용됨

조

명

사

례

                            

    8.2 빛공해 방지 방안

       1) 가로등(보안등) 조명

          (1) 디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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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자

인

예

시

배

광

방

식

배

광

의

특

징

전방향의 아래방향/후방 컷형 전방향의 아래방향 전방향의 아래방향/후방 컷(전방사)형

후방에의 빛을 컷 한 배광임.

공간 전체를 밝게함. 주택 등

에 인접해 차광이 필요한 장소

에 사용됨

횡방향으로부터 발광 부분이 전

혀 보이지 않고, 노면을 효율적

으로 조명 하는 배광임.

주위에의 빛의 영향이 매우 적

기 때문에, 주택가나 자연공원 

등에 적합함

후방에의 빛을 컷 한 배광임. 또

는 전방향에 빛을 조사하는 배

광임.

주차장이나 광장 등의 에리어 조

명이나, 후방에 차광이 필요한 

장소의 조명에 적절함

조

명

사

례

                            [표 91] 빛공해 방지방안-가로등(보안등)조명 디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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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에 
기
구
설
치

            건축 입면 밖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현상 등기구의 각도를 45도 이하로 조절하면 광공해를 줄일 수 있음

캐
노
피
조
명 
방
식

캐노피 밖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현상 
캐노피를 정확하게 배광할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각도조절 필요

캐노피를 정확하게 배광할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각도조절 필요

파
사
드 
조
명
방
식 등기구의 배광이 넓어 입면 밖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현상 

입면 밖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등기구의 각도 조절 필요
 파사드 입면을 정확하게 배광함

                            

  
  2)건축물조명

  (2) 가로등 배광

Full Cut Off Cut Off Semi Cut Off Non Cut Off 

제로 칸델라 강도가 90°의 

각도로 발생, 그리고 큰 각

도에 luminaire 빛의 분포

1000 램프 루멘 당 칸델

라는 90°와 80 °의 수

직 각도 100 (10 %)이

의 각도로 25 (2.5 %)를 

초과하지 luminaire 빛

의 분포

1000 램프 루멘 당 칸델라

는 숫자 80°의 수직 각도 

90°의 각도를 50 (5 %)의, 

그리고 200 (20 %)를 초과

하지 luminaire 빛의 분포

최대 칸델라 위의 영역에 칸

델라 제한이 없는 luminaire 

빛의 분포. 어느 각도에서 

빛을 무제한 배포

                            [표 92] 빛공해 방지방안-가로등(보안등)조명 가로등 배광

[표 93] 빛공해 방지방안-건축물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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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크리스트 

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는 김포시 야간경관사업의 실행을 위해 적용된다. 따라서 발

주기관 및 용역수행업체는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지침에 명시된 지침은 제반여건 및 상황에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침은 보편적인 내용으로 도로, 건축물,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조명, 도시기반시설, 

  옥외 광고물 부문 대상별로 적용한다.

·「야간경관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예시 및 사례사진은 지침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

  료로 직접적인 사용을 금지 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자가점검 절차

+ 지침 확인

대상물의 분야별 부문에 있는 빛환경 구역을 확인하고, 제출해야하는 체크리스트 종류를 

파악한다. (대상물의 분야가 2개 이상인 경우 함께 제출한다)

+ 야간경관 지침을 고려한 조명계획

설계자는 조사 구상단계부터 야간경관 지침을 참고한다.

+ 체크리스트 작성

야간경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판단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체크리스트 제출

건축허가 서류 제출 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출한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심의 

및 자문 대상은 심의도서 제출 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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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충분히 배려 ◎ / 배려 ○ / 배려하지 않음 X / 해당사항 없음 -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도로조명

1. 노면 휘도는 적합한가?

2. 조명방식은 cut-off방식이 사용되었는가?

3. 색온도는 적정기준에 적합한가?

4. 가로등 높이는 도로의 폭에 적합한가?

5. 등기구 램프와 연색성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1. 수평면 조도는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2. 연직면의 조도는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3. 조명방식은 cut-off방식이 사용되었는가?

4. 색온도는 적정기준에 적합한가?

5. 가로등 높이는 도로의 폭에 적합한가?

6. 등기구 램프와 연색성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차도

  보행로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아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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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1. 건축물 상부만 과도하게 강조하진 않았는가? 

2. 건축물의 빛의레벨이 조화로운가?

3.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을 자제하였는가?

4. 건축물 상부의 휘도레벨을 준수하였는가?

5.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이 조화로운가?

6.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등기구는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7. 조명기구는 친환경 광원의 사용을 권장하였는가?

8. 건축물 표면의 밝기를 제시한 수치를 고려하였는가?

 세부사항

1. 국부 및 간접조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2. 광원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3. 조명기구의 마감색이 건물 색상과 조화로운가?

4.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색상을 사용하였는가?

건축물조명 

 기본원칙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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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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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체크리스트 작성법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건축물 표면의 밝기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수치를 고려하였는가?

2. 현란한 빛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였는가?

3.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 계열의 색상을 자제하였는가?

4. 건축 상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연출을 하지 않았는가?

5. 야간에 경관조명이 설치된 빛이 입주자 시야에 장애를 받지않는가?

6. 건설사, 아파트의 브랜드 광고물의 조명이 강하지 않은가?

7. 조명기구는 친환경 광원의 사용하였는가?

 아파트, 오피스텔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1. 건축물 표면의 밝기를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수치를 고려하였는가?

2. 인접 건축물에 빛침해가 되지 않는가?

3. 컨텐츠의 표현방식은 기준에 적합한가?  

4. 동영상의 내용은 공공성과 상업성의 측면에서 적합한가?

  미디어 파사드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1. 건축물 표면 휘도가 적합한가?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는가?

3.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가?

4. 색온도 연출이 건축물과 조화로운가?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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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원이 노출되어 빛공해를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2. 사용된 광원의 색상은 조명계획, 지역의 성격에 적합한가?

3. 수목 및 시설물 점등 시간이 지역의 성격이 맞게 계획되었는가?

1. 바닥면의 조도는 제시된 범위내에 있는가?

2, 수직면의 조도는 제시된 범위내에 있는가?

3. 광원의 색온도는 지정된 범위 내에 있는가?

4. 주변공간과 조화롭게 계획되었는가?

5. 진출입로는 야간에도 인지되기 쉽도록 밝게 연출되어 있는가?

6. 산책로의 주변은 유도등,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조명

 기본원칙

 세부사항

 수변환경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권고 기준을 고려하였는가?

2.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였는가?

3. 빛이 수면에  반사되는 연출방식을 사용하였는가?

4. 기구의 광원은 친환경 광원의 LED를 사용하였는가?

5. 컬러의 원색적인 사용과 움직임이 있는 연출을 지양하였는가?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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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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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1. 대상물의 표면 휘도가 적합한가?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는가?

3.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대상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가?

4. 색온도·색상의 움직임 변화 연출이 대상물과 조화로운가?

5.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기구를 사용하였는가?

6. 대상지의 주 야간 주변환경과 조화로운가?

7. 교량의  차도와 보행로 조명이 경관연출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8. 점등 운영계획이 적합한가?

도로기반시설조명

 기본원칙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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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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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물의 표면 휘도가 적합한가?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눈부심이 없는가?

3.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대상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가?

4. 색온도·색상 움직임등의 연출이 대상물과 조화로운가?

5.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고효율의 기구를 사용하였는가?

6. 대상지의 주 야간 주변환경과 조화로운가?

옥외광고물조명

 기본원칙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1.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권고기준을 고려하였는가?

2.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제한하며, white계열 색상으로 

계획하였는가?

3. 광원은 LED를 사용하였는가?

4. 광원의 밝기 조절이 가능한가?

  LED 옥외광고물 계획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2      -1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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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건축주 : 

규모 :                                                        설계자 : 

비고

체크리스트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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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 대상(예시) : 사우동 923번지

①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서비스> http://luris.mltm.go.kr/  접속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열람 ⇒ 준주거지역(대상지역의 용도 확인)

    ② 도시지역 분류 확인 ⇒ '도시2' 지역에 해당

분류

주거지역

도시1
신도심, 구도심을 제외한 

도시지역
하성면, 월곶면, 대곶면, 통진읍

도시2 신도심, 구도심지역

고촌읍, 양촌면, 풍무동, 사우동, 북변동, 걸

포동, 감정동, 장기동, 운양동, 감정동, 구래

동, 마산동 

③ 건축물에 접한 차로(중로, 대로) 확인 ⇒ '광로' 에 해당

                                                     (건축표면기준휘도 및 색온도 기준 확인)

지역구분 건축표면 기준휘도

(cd/㎡)

색온도 기준

(K)용도 도시 도로폭

주거지역
중로 15

2,800~4,300
도시2 대로 20

10. 가이드라인 적용 프로세스

[그림 168] 토지이용계획 용도계획 

[표 94] 도시지역 분류

[표 95] 도시지역별 휘도 및 색온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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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행계획

Ⅵ

G I M P OG I M P O

L igh t scapeL igh t scape

Mas te rp l anMas te rp l an 실행계획실행계획
Ac t i o nP l a n

1. 야간경관계획 사업예시 

2. 야간경관 사업의 추진

3. 야간경관 협정의 추진

4. 야간경관 행정체계 사례(서울시)

5. 야간경관 행정시스템 구축

6.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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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명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도시의 미관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

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빛은 안전성과 연출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안전성을 위한 기능적인 빛은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도로조명 및 방범조명 등이 있

으며, 심미적인 빛은 건축물·교량·공원·친수공간 등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연출조명

이다.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는 반면, 지나치게 화려하며 오히려 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김포의 야간경관계획 사업은 어둠을 밝게만 하는 조명계획이 아닌 환경의 보존과 함께 야간

에도 활기가 넘치는 문화생활을 조성하도록 한다.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체계화

된 빛의 밸런스로 도시의 야간경관의 성격을 좌우하는 도로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등의 정

비계획으로 알기 쉬운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한국적 아름다움의 수묵담채와 같이 여백의 미

가 있는 빛의 어두움을 지키기를 최대한 살리는 절제된 조명을 계획한다.

시민의 안전과 자연의 보존을 기본으로 하는 조명계획과 함께 김포시의 주요 명소를 보다 품

격 있는 야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김포의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안전한 빛의 도시, 개성 있는 빛의 도시, 친환경 빛의 도시의 3대 목표를 통하

여‘걷고 싶은 상징가로’를 계획하고자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인 샹젤리제거

리, 오모테산도힐즈 등과 같이 각 거리의 테마를 부각하여 김포의 대표거리로 이를 향유 할 

수 있는 머물고 싶은·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Ⅵ. 실행계획

    1. 야간경관계획 사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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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행계획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사업

빛의 밸런스 맞추기 

- 빛의 벨트 

- 야간경관계획 사업의 주안점 

야간경관계획의 지침, 기초마련 

- 빛의 거점, 빛의 거리, 빛 축제

걷고 싶은 상징가로 만들기

자연 문화를 
향유하는 김포

길찾기가 
쉬운 김포

+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사업방안

[그림 169]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사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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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경관계획의 구상도

 빛의 거점  빛의 벨트

 ·시청 거점

 ·대명항 거점

 ·문수산 거점

·도로경관축 가로등 개선계획

   : 국도 48호, 지방도 356호, 한강로

·수변경관축 하천산책로 조성계획 : 계양천

·생활가로 보안등 개선계획

  빛의 지표   빛 축제

·고촌

·강화대교

·초지대교

·김포 라이트 아트 페스타

[그림 170] 야간경관계획의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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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행계획

    1.1  빛의 거점

1) 시청 거점

   현황

김포시를 대표하는 가로로 시청~보건소 구간은 상업 및 오피스 건축물과 아파트 단지

가 밀집되어 있다. 시청 앞 길은 도심공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체육광장과 공설운동장은 체력단련공간으

로는 너무 어두우며, 보행로는 가로수에 가려진 가로등의 그림자가 바닥에 어두움을 발

생시켜 더욱 어둡게 한다. 상가의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더더욱 거리의 생기가 없어

짐.

   연출대상

걷고싶은 거리

머물고싶은 거리

Eco Street

역사문화시설

가로등 개선

  시청앞길 상징가로 활성화 계획   Eco Street 계획   역사문화시설 조명계획

가로등 개선 : 시청~계양천 진입부 도로

걷고싶은거리 : 시청, 원마트 사거리 

                    상업건축물

머물고싶은 거리 : 시청앞 광장, 사우문화

                       체육광장, 계양천 진입공원

사우사거리 녹화지역 김포향교, 우저서원

[그림171] 시청앞길 현황

[그림 172] 시청 거점 연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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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앞길 상징가로 활성화 계획

① 가로등 개선

 가로개요

·가로길이: 약 1.2km

·가로 폭: 18M(5차선)

·수목간격: 6~8M

·수형높이: 10~12M

 기존현황

·수량: 가로등 54개

          (보행등 42개)

·램프: 나트륨 400W

·배광: Non Cut-Off

 기존현황 및 문제점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의 빛이 보행로까지 미치지 

   않으며 가로수의 그림자가 바닥에 그려져 보행로가 매우 

   어두움

·가로등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도로노면의 밝기가 일정

   하지 않음

·색온도가 낮아 도로환경이 쾌적하지 못함

 연출범위

·시청에서부터 계양천까지의 길(약 1.2km)

A A’

가로등

가로수

[그림 173] 시청앞길 가로등

[그림 176] 시청앞길 가로등 배치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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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방향

·노면의 밝기가 균일하며, 주변 건축입면에 빛간섭을 억제함

·보행등은 LED 사용을 권장하며 에너지세이빙 효과를 얻음

   - 평균조도 : 차로 15lx, 보행로 10lx

   - 기구간격 : 20m 마주보기

   - 광원 : 도로조명은 메탈할라이드 계열 또는 LED 램프, 보행등은 LED 램프 사용

A A’

건축물 보행로 보행로 건축물

[그림 174] 시청앞길 가로등 단면 예시 

[그림 175] 고효율 가로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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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정비 비교 데이터

+ 가로등 조도 비교 데이터

현황

램프 : 차도용 NH400W, 보행등 NH150W

등기구 간격 : 약 20M(불규칙함)

Pole 높이 : 12M

총 전력 : 약 8KW

평균조도 : 도로-약 5lx / 보행로-2lx

교체후

램프 : LED 150W, 보행등 LED 80W

등기구 간격 : 약 20M(마주보기)

Pole 높이 : 12M

총 전력 : 약 3KW

평균조도 : 도로-15lx / 보행로-10lx

도로, 보행로의 밝기 기준에 만족하며

약 50% 에너지 절감

[그림 177] 시청앞길 가로등 조도 비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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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교체 단계별 계획 

현황 단기 계획 중장기 계획

광원
차도등 : 나트륨 램프

보행등 : 나트륨 램프

차도등 : 메탈할라이드 램프

보행등 : LED 램프

차도등 : LED 램프

보행등 : LED 램프

배광 전반확산 (Non Cut-Off) 컷오프 (Cut-Off) 컷오프 (Cut-Off)

가로등주 광택 재질의 pole
시청앞길의 특징을

강조하는 디자인

시청앞길의 특징을

강조하는 디자인

+ 가로등 디자인 예시

[그림 178] 가로등 디자인 예시

[표 96] 가로등 교체 단계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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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걷고싶은 거리

 현황

  
        ·시청과 다양한 상업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지만 주변 인프라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야간에는 이

           용도가 더욱 떨어지고 있음

        · 가로수로 인한 가로등 불빛의 그림자로 보도가 어

           두우며, 보행하기에 보도폭이 협소하고 재미거리가

           없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음 

   
 연출대상

시청에서부터 계양천까지의 보행로, 시청사 및 시민문화회관 등의 공공 건축물

 연출방향

   + 보행로 조명

·바닥, 휀스 등의 장식적 빛을 연출하여 빛의 보행

  축을 형성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지점은 차별화된 연출로 볼

  거리와 즐길거리 제공

·연말연시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루미네

  이션 빛축제 계획

·공공과 민간이 협정하여 쇼윈도의 조명을 활용한 

  계획

[그림 179] 시민문화회관 앞 사거리

[그림 180] 시민문화회관 연출대상  

[그림 181] 보행로 조명연출 예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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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사(공공건축물)조명

   + 연출사례 이미지

·시청앞길에서 조망 시 시청사의 조

  명을 지표를 삼아 보행할 수 있도록

  함

·3000K 기준의 색온도로 온화한 연

  출을 함

·건축물 경관조명계획과 함께 공개

  공지 조명계획도 마련하도록 함

[그림 182] 시청사 조명연출 예시 시뮬레이션

[그림 183] 상업건축물 예시

[그림 184] 공공건축물 예시 [그림 185] 연말연시 보행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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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머물고싶은 거리

 현황

   

 연출대상

시청광장, 사우문화체육광장, 계양천 진입공원(미조성)

시청 광장

사우문화체육광장

계양천 진입공원

 연출방향

+ 시청광장

   ·야간에도 개방적인 공간으로 시민이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함

   ·낮고 잔잔한 빛을 이용하여 은은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함

   ·보안등은 LED 램프를 권장함

        - 보안조명(가로등, 보안등). 볼라드, 잔디등, 수목조명

·사우문화 체육광장, 시청광장, 계양천 등 시 야간 시간

  에는 여가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머물면서 행위를 하기에 어두우며 가로와의 연

  계성이 부족함

수목조명 볼라드조명

[그림 186] 사우문화 체육광장 현황

[그림 187] 머물고 싶은 거리 연출대상

[그림 188] 시청광장 조명연출 단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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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제조명 오브제조명운동장 바닥조명 보행로

+ 사우문화체육광장

    ·볼거리가 풍부하여 즐겁고 활기찬 광장으로 조성함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오브제 조명을 계획함

    ·광장의 중심은 이벤트 시 활용될 수 있도록 비워두며 외곽을 중심으로 기구를 배치함

    ·벤치, 파고라 등 시민들이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의 시설물에 간접조명, 매입조명 등을 계획함

+ 계양천 진입공원

+ 연출사례 이미지

·계양천으로 산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진입로로 야간에도

  쉽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빛으로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조명 계획을 마련함

   - 볼라드, 열주, 스텝조명
오브제조명 스텝조명 산책로

[그림 189] 사우문화체육광장 단면 예시

[그림 190] 계양천 진입공원 조명연출 단면 예시

[그림 191] 열주조명 예시        [그림 192] 스텝조명 예시        [그림 193] 바닥조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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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 Street 계획

 현황

 [그림 194] 사우사거리 가로현황

 연출대상

 연출방향

   

  

사우사거리

·사우사거리 사우 제5공원에서 ~ 

  사우고등학교전까지 (약 580m구간)

·아파트와 도로의 경계가 녹지로 조성되어 

  주간의 경관은 우수하나 야간에는 수목으로 

  인해 어두운 그림자가 발생하여 우범지대화

  가 우려됨

·가로의 차도조명만 존재하고 보안조명이 

  미흡함

·국도48호 주변의 녹화지역 조명계획으

  로 안전하고 푸르른 보행로 제공 하도록 

  함

·가로등의 배광이 컷오프형으로 정비하여 

  보도로 들여지는 그림자를 차단

 ·교차로 주변의 수목조명과 볼라드를 설치

   하여 밝기를 확보하고 사거리의 상징성을 

   강조하도록 함

 ·수목조명 연출시 빛이 하늘로 향하지 않

   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설치함

[그림 196] 수목조명 연출 시뮬레이션 예시

 [그림 195] 사우사거리 연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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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사례 이미지 

 

      

          [그림 199] 볼라드 및 공원조명 예시             

·낮은 조명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눈

  부심으로 인한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함

·벤치주변은 야간에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보행로보다 밝게 연

  출함

·주거단지로의 진입계단에 낮은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함

·야간에는 더욱 어두워져 우범화 될 수 있

  으므로 시민의 보행을 위한 안전조명을 설

  치하도록 함

[그림 198] 주거단지 조명 예시

[그림 197] 보행로 연출 시뮬레이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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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정비 담장조명 수목조명

(3) 역사문화시설 조명계획

 현황                                             연출대상

 연출방향

+ 연출사례 이미지

우저서원

김포향교

장릉

: 우저서원, 김포향교

·역사문화시설물 조명

    - 등기구를 직접 부착하는 방식 지양, 광원의 색 사용 및 빛의 움직임 금지, 색온도 3,000K 기준

    - 담장과 수목을 이용하여 조명을 계획함

·주변 가로등 및 보안등은 역사문화시설물에 빛침해가 없어야 함

·주거지역에 역사문화시설이 있으나 길찾기가 어려우며 야간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아 어두운 경관을 연출하

  고, 시민들은 역사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그림 203] 역사문화조명 예시                

[그림 200] 우저서원 현황

[그림 202] 역사문화시설 조명연출 단면 예시

[그림 201] 역사문화시설 연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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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명항 거점

 현황

경기 북부의 유일한 항구인 김포 대명항은 수도권 최초 함상공원이 있으며 수산물 직판장 

및 각종 축제가 있어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관광 명소로 손꼽힌다. 주말에는 서울 등 

인접 도시에서도 즐겨찾는이가 많으나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 쉼터 등이 미비하여 

야간에는 발길이 끊김.

 연출대상

대명항

덕포진

  대명항 야간환경 개선   역사문화시설 경관조명

가로 및 진입게이트, 함상공원, 상업건축물 등 덕포진 진입부 및 전시관, 덕포진 교육박물관

[그림 205] 대명항 야간 현황

[그림 206] 대명항 거점 연출대상

[그림 204] 대명항 주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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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명항 야간환경 개선

 현황

·2011년 함상공원이 새롭게 단장되었지만 주변과의 연계성

  이 부족

·주변의 경관은 어두우며 함상공원만 도드라지게 조명되어

  져서 밝기의 차이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을 주며 또한, 상업

  시설의 옥외광고물 조명이 경관의 미를 저해함

 
 연출방향

    

     ·함상공원, 수변데크(미조성)

   - 함상공원(함상, 광장)에서 이벤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벤트조명을 계획함

   - 주변의 야간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눈부심을 유발하는 광원이 직접보이는 연출을 지양함

   - 데크의 보행로 조명은 수변관람을 위해 낮은 빛을 이용하여 조성함

   -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벤치 등 휴게 시설물의 조명계획을 마련함

   - 빛의 동선을 유도하는 조명계획을 마련함

·항구시설 및 상업건축물

   - 옥외광고물의 밝기, 원색의 색상, 움직임을 제한함

   - 고휘도의 광원을 직접 노출하여 발광하는 방식을 지양함

함상공원

수변데크

상업건축물

기존 항구시설 및 건축물

진입도로

[그림 207] 함상공원 현황 

[그림 208] 함상공원 연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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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명

   - 메탈할라이드계열의 램프, 3,000K 이상의 색온도를 사용함

   - 진입 게이트에서 대명항까지 특화될 수 있는 가로등 디자인을 계획함

+ 연출사례 이미지

[그림 210] 함상공원조명 예시                                  [그림 211] 바닥조명 예시                          [그림 212] 함상조명 예시                    

볼라드 보안등 함상공원 바닥조명

[그림 209] 함상공원 조명연출 단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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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시설 경관조명

 현황

·대명항 주변에 덕포진, 덕포진 교육박물관 등 김포의 역사를 알

  릴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나 접근성이 떨어지며, 특히 야간에는 

  어두운 도로 환경으로 찾아가기에 어려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개발과 함께 야간에도 찾아가

  서 쉴 수 있는 명소마련이 필요함

 연출방향

·전시관, 교육박물관

  - 눈높이가 낮은 조명 방식으로 은은한 빛을 연출함

  - 건축물은 간접조명방식을 권장하고 원색의 컬러사용을 지양함

  - 덕포진의 진입부는 야간에도 일부 산책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함

·오픈스페이스

  - 보안조명은 어두운 환경에서 광원의 노출로 인한 시각적 불쾌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컷오프형의 배광

    기구를 사용함

  - 스텝조명, 잔디등, 바닥조명 등 눈 높이가 낮은 빛으로 조명방식으로 연출함

  - 수목조명은 빛이 하늘로 향하지 않도록 설치 후 각도를 조절하도록 함

+ 연출사례 이미지

 

[그림 215] 전시관조명 예시                      [그림 216] 볼라드 조명 예시                  [그림 217] 바닥조명 예시                

수목조명 스텝조명 볼라드조명

[그림 213] 덕포진 현황

[그림 214] 역사문화시설 조명연출 단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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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수산 거점

 현황

문수산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등산, 트레킹 코스로 문수산성, 문수사, 문수산 산림욕장 등 

김포의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다하누촌, 김포조각공원 등 여가관광 시설도 

풍부함. 다만, 모든 관광 프로그램 및 자원이 주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함.

 연출대상

문수산성

문수산 산림욕장

김포 조각공원

다도 박물관

태산 패밀리 파크

  역사문화시설 경관조명   여가관광시설 경관조명

문수산성 및 북, 남문
문수산 산림욕장, 김포 조각공원, 

다도박물관, 태산 패밀리 파크

[그림 218] 문수산 및 주변 관광명소 현황

[그림 219] 문수산 거점 연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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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문화시설 경관조명

 현황

 ·강화에서 김포로 진입 시 문수산성과 북문·남문은 김포의 첫인

  상이 됨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산성과 문을 인지하기 어려움 반면 식당 

  등의 옥외광고물의 빛이 밝고 화려하게 조성되어 경관을 저해함

 연출방향

·등기구를 대상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 지양 함

·광원의 색 사용 및 빛의 움직임을 금지함

·색온도는 3000K을 기준으로함

·열발생이 적은 램프를 사용함

·문수산성은 야간조명 계획 시 문화재와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

·문수산성 조명은 LED조명을 권장함

·자연지역에 빛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 연출사례 이미지

[그림 222] 문화재조명 예시                                [그림 223] 성벽조명 예시                            [그림 224] 문화재 조명 예시                 

[그림 220] 문수산성 북문 현황                 

[그림 221] 문수산 북문 연출 예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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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조명 볼라드조명 보안등

(2) 여가관광시설 경관조명

 현황

·대부분의 관광지가 야간의 출입을 통제하나 문수산은 야간산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문수산의 산림욕장은 캠핑장이 마련되어 야간에 

  캠핑족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조명이 필요

·시민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자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 시간

  대를 확장 계획이 필요함

 연출방향

·주변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연출을 권장함

·보안조명은 유충성이 적으며, 에너지 세이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LED 램프를 권장함

·연출조명은 지양하며 안전을 담보하는 보안조명 우선의 계획을 함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눈높이 보다 낮은 조명방식의 빛으로 동선을 유도하도록 함

+ 연출사례 이미지

[그림 227] 보안조명 예시                       [그림 228] 공원조명 예시                   [그림 229] 벤치조명 예시                  

[그림 225] 김포 조각공원 입구 야간현황

[그림 226] 여가관광시설 조명계획 단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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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빛의 벨트

1) 도로경관축 가로등 개선

 현황

       

+ 가로등 시설 현황

도로명 설치연장 수량 폴 높이 광원 가로등 용량

국도 48호 34km 1,871개 12M
나트륨

메탈할라이드
250W, 400W

지방도 356호 13km 654개 12M
나트륨

메탈할라이드
150W, 400W

한강로 13km 857개 10M
세라믹 메탈할

라이드
250W

\\

·동일한 도로축 상에 여러종류의 디자인으로 

  된 가로등이 배치되어 주간 경관도 혼란스러

  우며 아이덴티티가 부족함

·일부도로는 나트륨 램프를 메탈할라이드로 

  교체 하였으나 대부분 낮은 색온도의 나트륨

  으로 연색성이 떨어짐
`�„��� 356̈ £

–„�� 48¨£

˙��›•˛

[그림 230] 도로경관축

[그림 231] 김포 도로현황

[표 97] 가로등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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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방향

+ 가로등 조도 비교 데이터

- 국도 48호

현황 교체 후

램프 : 차도용 NH400W, 보행등 NH250W

등기구 간격 : 약 20M(불규칙함)

Pole 높이 : 12M

총 전력 : 728KW     평균조도 : 8lx

램프 : 차도용 LED150W, 보행등 LED80W

등기구 간격 : 약 20M(마주보기)

Pole 높이 : 12M

총 전력 :271KW     평균조도 : 15lx

- 지방도 356호

현황 교체 후

램프 : 차도용 NH400W, 보행등 NH150W

등기구 간격 : 약 20M(불규칙함)

Pole 높이 : 12M

총 전력 : 207KW     평균조도 : 5lx

램프 : 차도용 LED150W, 보행등 LED80W

등기구 간격 : 약 20M(지그재그배열)

Pole 높이 : 12M

총 전력 : 83KW    평균조도 : 7~10lx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여

적정 밝기 만족, 에너지 세이빙 효과

[그림 232] 가로등 조도 비교 데이터 - 국도 48호,지방도 356호



196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경제성 분석

현황 교체 후

광원 나트륨 램프 메탈할라이드 계열, 3,000K 기준

배광 Non Cut-Off Cut-Off

+ 국도 48호(총 연장 34km)

현재안 교체 후

램프용량 250W, 400W 250W

수량
250W : 135ea

400W : 1,735ea
1,871ea

총 용량 728,150W 467,750W

총 소비전력 약 36% 절감

+ 지방도 356호(총 연장 13km)

현재안 교체 후

램프용량 150W, 400W 150W, 250W

수량
150W : 215ea

400W : 439ea

150W : 215ea

250W : 439ea

총 용량 208,850W 142,000W

총 소비전력 약 32% 절감

 정비 방향

·가로등의 교체 순서는 설치년도가 오래된 것을 우선으로 하며, 나트륨 광원을 메탈할라이드 

   계열의 램프 및 컷오프형의 헤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우선으로 함

·LED 램프 적용과 가로등주 교체작업은 장기사업으로 함

[표 98] 가로등 광원 및 배광 비교

[표 99] 경제성 분석 - 국도 48호

[표 100] 경제성 분석 - 지방도 356호



197  

Gimpo Lightscape Masterplan  

6. 실행계획

2) 수변 경관축 하천 산책로 조성

 현황

·계양천은 시민의 조깅, 산책 등 체력 단련을 위한 수변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트륨의 낮은 색온도의 보안 조명으로 침체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하천과 하늘로 빛이 향하고 있어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줌

 연출대상 : 계양천 보행로

 연출방향

·하늘과 하천의 수면으로 향하는 빛이 없도록 함

·보안등, 잔디등, 연출조명의 광원은 LED 조명을 권장함

·주거지역 및 인접 가로에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유도등을 계획함

+ 연출사례 이미지

[그림 235] 보안등 조명 예시                                              

[그림 233] 계양천 야간현황                                              

[그림 234] 수변 경관축 산책로 조명연출 단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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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가로 보안등 개선

 현황

  

·대부분의 보안등의 광원은 나트륨과 형광 램프로 혼재되어 있으며

  나트륨의 보안등은 낮은 색온도와 연색성으로 쾌적성이 떨어짐.   

  또한, 보안등의 빛이 인접 주택 및 주변 녹지 환경으로 비추어져 침

  해하고 있음

 

+ 보안등 현황

  나트륨 150W, 형광등 80W

 현재 보안등의 문제점

· 낮은 조명효율

· 빛공해 유발

· 낮은 연색성으로 보안 성능 저하

· 밝기조절이 안되는 재래식 조명방식

· 높은 유지보수비용

[그림 236] 보안등 현황

[그림 237] 빛침해를 유발하는 보안등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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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가로의 밝기(조도) 기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생활가로 조성

실루엣 알아볼 수 없음

불안감 조성

4m 앞 사람형태 인지

수평면 평균조도3lx

연직면 최소조도0.5lx

▼

농촌 생활가로 적용

4m 앞 사람얼굴 인지

수평면 평균조도5lx

연직면 최소조도1lx

▼

도심 생활가로 적용

[표 101] 생활가로의 밝기(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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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방향

도시 생활가로 농촌 생활가로

·LED 램프, Cut-Off 배광

·인접주택에 빛침해가 없도록 함

·LED 램프, Cut-Off 배광

·인접주택과 논밭에 빛침해가 없도록 함

+ 보안등 조도 비교 데이터

현황 교체 후

램프 : NH70W, 형광등80W

Pole 높이 : 4.5M     평균조도 :  0.7~1 lx

램프 : LED15W

Pole 높이 : 4.5M     평균조도 : 3~5 lx

고효율의 LED 램프로 교체하여 조도기준 만족, 에너지 세이빙 효과, 빛침해를 방지함

[그림 238] 보안등 조도 비교 데이터

[표 102] 생활가로 연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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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분석

- 형광램프와 LED램프 비교

형광램프 LED

소비전력 80W ▶ 약 30% 절약 ▶ 40W

램프수명 8,500시간 ▶ 약 4.7배 절감 ▶ 40,000시간

유충성 100 ▶ 약 16% 저감 ▶ 84

연간 CO2 배출량 143.6kg
▶ 약 22kg 감소 ▶

(삼나무 1.5본 상당)
55.2kg

                LED 보안등으로 약 30% 이상 에너지를 세이빙함

                   센서를 통한 디밍시 50%까지 추가 절감 가능

+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도입

   LED 조명에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난 및 사고시 예비전력을 이용함 

   시간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에 따라 밝기 변화가 가능하도록 함

+ 보안등의 시간대별 밝기 조절

[그림 239] 보안등의 시간대별 밝기 조절

[표 103] 형광램프와 LED램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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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빛의 지표

 현황

·외부에서 김포시로 진입 시 조망되어지는 경관은 김포의 

  첫인상이 되며 경관의 지표가 되어 길찾기 기능을 갖기도 

  함

·현재 태리 I.C에 '미래를 여는 문'이 설치되어져 관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김포의 고촌읍은 포도조형물의 LED 가로 시설

  물이 설치되어 있음

 연출대상 : 고촌 진입부, 강화대교 진입부, 초지대교 진입부

 연출방향

+ 교차로의 교통섬을 이용한 조명방식

·야간경관을 위해 별도의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으며 주변의 도로조명, 건축물 조명, 수목조명의 연출

  로 진입로 전체의 경관조명이 하나의 빛의 지표가 되도록 함

[그림 240] 김포IC 부근 현황

[그림 241] 교차로의 교통섬을 이용한 조명방식 단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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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한 조명방식

·가로등, 보안등

  - 쾌적한 빛의 이미지를 위하여 메탈할라이드 또는 세라믹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선정함

  - 주간의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선정하며, LED를 이용하여 연출의 다양성과 방향성을 줄 수 있

    음. 단, 농작물, 캐릭터 등의 조형물 부착을 금지함

+ 연출사례 이미지

  
[그림 243] 도시 인프라 시설 예시

[그림 242] 도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한 조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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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빛 축제

1) 빛 축제 계획 수립

빛 축제는 김포다움을 적극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제3의 관광산업으로 김포의 대표가로

와 명소에 김포를 느낄 수 있는 빛 축제를 계획하여 축제를 즐기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김포시는 대명항 축제, 김포 농수로 축제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있으나,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부족하다. 기존의 축제와 연계하여 야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빛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빛의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한다. 빛으로 윤

활해진 축제 컨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1) 목표

      빛의 야간경관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예술 형상의 빛 축제 개최 

기존의 축제와 연계하고 물의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각인시킴

 Gimpo Light Art Festa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관광요소 창출로 인한 부가가치 상승과 실질

   적인 이윤추구 

·김포한강신도시, 한강시네폴리스 홍보효과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로 앞서가는 도시

   브랜드 확립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안밖으로

   발전하는 김포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표 104] 빛 축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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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주요 축제 현황

(3) 추진방향

5월  9월  10월

   대명항 축제 김포농수로 축제 김포 문화예술제

·축제의 홍보 부족으로 외래 관광

   객 유치가 어려움

·음식과 관련된 축제로 볼거리 

   부족

·주간과 야간프로그램의 연계성

   부족(주간-뱃길체험, 야간-공연

   관광)

·다양한 연령층 참여도 부족

·관람 중심의 축제로 시민이 직접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 부족

      기존의 축제에 빛축제를 연계·확장하여 예술성 확보 및 야간 활성화 

" 빛을 통해 김포의 밤이 풍부한 문화 · 예술공간으로 재탄생 되다 ."

·테      마 : Water and Light

·핵심소재 : 빛(Light), 예술(Art), 수로(Water)

·연출방향 : 야간경관조성 + 조명예술작품전시 + 연계이벤트 

[표 105] 기존 주요 축제 현황

[표 106]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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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물과 수로의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축제 문화 부재

·문화 예술이 주가 되는 고품격의 퍼포먼스 요구됨

 

야간 시간대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 관광 효과 증진, 도시경쟁력 강화 "

·시각적 ·감성적 유희를 가져다 주는 '빛 축제'를 통해 김포의 역사적 아름다움과 특성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하고, 신개발지구와 균형있는 발전을 이룸

·'김포한강신도시', '한강시네폴리스'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발전 효과 기대 

[그림 244] 빛축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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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빛 축제 운영방안 

(1) 운영방안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빛 축제로 시민이 체험하여 생활에 즐거운 활력소를 주도록 한

다. 기존의 축제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술성 있는 빛 오브제, 일루

미네이션을 이용한 겨울축제, 시네폴리스와 연계된 영상 축제를 마련하여 김포만의 아이

텐티티를 가진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2) 운영조직 예시도

빛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구상을 실행위원회에서 계획하고,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에

서 감리 및 감독 체제로 진행한다. 실행위원회는 기존의 축제 성격에 부흥하며 축제의 질

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축제의 조직위원회는 협의하여 운영한다.

대명항 축제 김포 농수로 축제 김포 문화예술제 기존축제

차별화 

김
포
시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KALD)

·LUCI (국제도시조명협회)

·ELDA (유럽조명디자이너협회)

·IALD (국제조명디자이너협회)

·Asia Lighting Design Forum 

   (아시아 조명디자인 협회)

 

 

GLAF 실행위원회

관련 축제 조직 위원회

Public Partner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산업

자원부, 한국전력공사

Lighting Partner
국내 조명회사, 해외 유명

조명기업

Media Partner
국내 및 김포시의 미디어

매체사

Support 김포시 소재의 관련 업체

Light Objet Light Route Light Street

·미각, 시각, 촉각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오브제 마련

·자연적 공간에서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

·수공간을 이용하여 빛의

   물길을 조성 

·중심 가로주변의 건축물

   파사드면 등을 이용하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 

[표 108] 운영조직 예시도

[표 107] 빛 축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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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방안 

 홍보계획

 빛의 등 공모전 계획

단계구분 세부내용

기획

+ 빛의 등 국제공모

  ·김포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오브제 등을 국제공모함

  ·시민, 학생, 전문가 분야를 구분하여 다양한 작품 참여 유도

+ 인터넷 웹사이트 적극 활용

  ·축제프로그램, 작품 및 작가소개 등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언론, TV, 디자인 및 관광 잡지 등

+ 전세계의 조명관련 단체를 통한 홍보 : LUCI(국제도시조명협회), ELDA(유럽조명디자 

  이너협회), IALD(국제조명디자이너협회), Asia Lighting Design Forum(아시아조명디자

  인협회)

실행
+ 홍보부스설치 : 브로슈어 및 지도 배포, 홍보 도우미 배치

+ 각종 문화센터 및 전시관에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시민의 디자인적 명성을 높임

마무리 
+ 책자발행 및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사진촬영 및 UCC공모 : 시민의 모습, 작품에 대한 사진 및 영상 공모 

빛의 등(오브제) 공모전 빛사진 공모전 

주관 김포시 빛축제 실행위원회

참가자격

·국내외 디자이너

·국내외 학생, 대학(원)생(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

·일반시민

·축제를 즐긴 참가자 누구나

공모내용
·김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등기구 및 오브제 설치작품

·축제와 함께한 사진

·축제와 함께한 UCC영상

[표 109] 홍보계획

[표 110] 공모전 개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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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프로세스  

 

기획
(기본·실행계획)

진행

실시계획

제작·설치

마무리

실행위원회 구성 ·실행위원회 구성

·해외벤치마킹

스폰서 및 조직 확정

축제 윤곽 구성

·연출규모 설정

·사업비 도출

·설치 및 전기관련 검토

·조명아티스트 조사 및 섭외

·스폰서 분야별 역할설정

·스폰서와 아티스트 연계

   방안 감리

·대상지 현황조사

·공모전 개최

작품제안(공모전) 

및 심사

·설치장소, 작가, 작품등 

   실질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모든 항목 확정

·계약, 보험등 체계규정

·홍보기획

·운영계획

·공모전 수거 및 심사

작품제작 / 설치 /

감리점검

·각 아이템별 작품진행

·축제개최를 위한 기반

   시설 마련

·홍보활동

·작품집 제작

·성과보고
작품철거

[그림 245] 운영 프로세스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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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시청에 영상프로젝션으로 김포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

계양천

국도 48호

- 보행로를 이용한 빛의 길 연출
- 다양한 색상과 영상으로 보행에
즐거움을 줌

Light Flow Street

Light Performance

시민회관, 체육광장

조명 아티스트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

Light Seeing

- 물과 빛을 이용한 다양한 빛 연출

- 수생식물 오브제, 물위에 빛 띄우기

Water 

Light Flow Street

Light Performance Light Seeing Water

보행로를 이용한 빛의 길 연출

다양한 색상과 영상으로 보행에 

즐거움을 줌

시청에 영상프로젝션으로 

김포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

김포시청

시민회관, 체육광장

조명 아티스트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 수생식물 오브제 물위에 빛 띄우기

   3) 빛 축제 사업예시 

(1) 시청 앞 상징가로 

 연출방향

 사업대상지

  ·시청 앞 길 (시청~사우지하차도 사거리 약 500M)

빛(조명) + 미디어 아트 =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화

"김포! 화려한 빛의 갤러리로 변신한다" 

① 중앙분리대구간 ② 사우지하차도~운동장앞사거리 ③ 사우문화체육광장 앞 ④ 사우문화체육광장

1
2

4

3

총 구간 500M

중앙분리대 구간 120M 중앙분리대 구간 70M 

[그림 246] 시청앞 상징가로 연출방향 

[그림 247] 시청앞 상징가로 사업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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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계획

+ 황금 물결

· 중앙분리대구간 : LED 네트조명 

    - 황금빛으로 물드는 김포평야 연출, 새해의 풍년을 기원함

    - 가로 위에 와이어를 이용하여 LED네트조명을 설치     

[그림 249] 연말연시 루미나리에 조명연출 예시                                              

1. 중앙분리대구간

   LED네트조명
2. 사우지하차도~운동장앞사거리       

바닥이미지 조명

3. 사우문화체육광장 앞  

      오브제조명

4. 사우문화체육광장   

    상징조형물

                    황금물결                     소망의 메세지                   별빛개울                        소망트리황금물결                     소망의 메세지                   별빛개울                        소망트리

[그림 248] 시청앞 상징가로 연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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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망의 메시지 

·사우지하차도~운동장 앞 사거리 : 바닥 이미지조명 

   - 시청앞길 초입과 운동장 앞 사거리에 소망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바닥에 연출 

   - 가로등에 패턴투광기, LED투광기를 설치  

+ 별빛 개울 

·사우문화체육광장 앞 : 오브제조명

   - 물이 풍부한 김포의 반짝이는 물결을 연출 

   - LED오브제를 화단에 설치하여 바람에 따라 물이 흐르는 연출 

[그림 250] 고보조명 예시                                 

[그림 260] 공원 오브제 조명 예시                                 [그림 261] 천 주변 오브제 조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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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망트리 

· 사우문화체육광장 : 상징조형물 

   - 다양한 색상, 텍스트를 연출 

   - 빛 축제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 기타부대시설 

·놀이시설: 스케이트장, 미끄럼틀장                        ·크리스마스 마켓

 

·차없는 거리: 토요일 오후~일요일 낮

[그림 262] 조형물 조명 예시                                

[그림 263] 기타부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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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포 대수로 

 연출방향

 

Light Objet

[자연적 공간에서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등을 천변에 띄워 빛의 물길을 조성하며 야간

   에도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

·다방면의 유명인, 디자이너가 만든 라이트오브제 등을 천변에 설치

   하여 축제의 인지도를 높임

연출대상지: 농업 수로변 공원, 수면 위

Light Route

[미각, 시각, 촉각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축제공간을 마련]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시에 이용할 수 있는 '빛의 버

   스' 운행

·야간시에도 해안을 감상 할 수 있도록 '빛의 벤치' 설치

연출대상지 : 김포 대수로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주변의 하천(수로)

Light Street

[축제 중심 가로 주변의 건축물에 파사드면을 이용하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 

·조명 디자이너, 미디어 작가 등의 작품을 다양하게 연출하여 예술성

   을 높이도록 함

·디지털 스페이스를 마련하여 빛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며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연출대상지: 하천에 면접한 상업건축물, 상업가로 

[표 111] 김포 대수로 연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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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사례

 + Light Objet

 + Light Route

\\

 
+ Light Street

[그림 264] 수로변, 수면 위에 오브제 연출 예시                                

                   

[그림 266] 건축물 파사드면의 고보조명 예시                               

[그림 265] 작은 빛을 이용한 빛 이벤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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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빛 축제 연계 프로그램 

- 빛의 이벤트가 열리는 곳들을
루트화 하여 빛의 버스를 운행

- 축제기간 중 국내외 조명작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등 개최

- 시민들의 참여와 적극적 관람
유도를 위한 대회성 이벤트

빛의 버스 운행 세미나
빛의 오브제 만들기 및

야경사진 콘테스트

축제 테마와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 개최 : 관람인원 확대 및 홍보효과 증대

빛의 버스 운행 세미나 빛의 오브제 만들기 및 
야경사진 콘테스트

빛의 이벤트가 열리는 곳들을 

루트화하여 빛의 버스를 운행

축제기간 중 국내외 조명작가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 등 개최

시민들의 참여와 적극적 관람 유도를 

위한 대회 이벤트

[그림 267] 빛 축제 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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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야간경관 사업의 추진

2.1  단계별 사업의 추진전략

본 야간경관계획은 개성있는 빛의 도시, 친환경 빛의 도시, 안전한 빛의 도시를 목표로 빛의 

정비계획, 빛의 형성계획, 빛의 관리계획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사업 실천

계획은 김포의 선전효과, 중요성,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 야간

경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별 사업 실행의 우선순위

단기 야간경관사업은 2011~2012년이며, 주로 김포시 야간경관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이 추

진되는 시기로 선도사업이 시행된다. 중기 야간경관사업은 2013~2014년이며, 단기 야간경

관사업을 바탕으로 수립된 기본구상을 실현, 보완하는 일을 추진하도록 한다. 장기 야간경관

사업은 2015년 이후의 기간으로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새롭게 보완하여 그 동안의 

운영시스템을 진단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과제 관련 사업

·야간경관 협정체결 사업(민간 참여유도)

·야간경관 특화구역 내 사업

·투자대비 효과가 큰 사업(관광관련사업 등)

·친환경 조명 사업

1 단계

(2011~2012)

단기 야간경관사업

2 년

2 단계

(2013~2014)

중기 야간경관사업

2 년

3단계

(2015~2020)

장기 야간경관사업

6 년

[그림 268] 단계별 사업 실행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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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2011~2012) : 단기 야간경관 사업

·현재 실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김포시 야간경관조명 인프라정비사업

·시민들에게 호응이 높을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민과 협정 사업화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시범사업화함.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함

·빛축제 시범사업 도입

(2) 2단계 (2013~2014) : 중기 야간경관 사업

·김포시 야간경관조명 인프라정비를 위한 사업과 연계되어 단계별 인프라 사업, 단기 야

   간경관 사업 중 시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특화사업의 확대

·빛축제 사업 단계별 사업 추진

(3) 3단계 (2015~2020) : 장기 야간경관 사업

·전체 야간경관계획의 마무리 단계로 특화사업을 확대 함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빛축제 및 컨텐츠 사업을 확대하여 김포시 야간경관의 완

   성도를 업그레드하며, 지속화 함

·김포시 야간경관의 지속적인 조명계획을 점진적으로 수립

2.2  단계별 사업계획

(1) 단계별 사업 

 정책과제

사업대상
단기 중기 장기

2011-2012 2013-2014 2015-2020

1. 김포시 야간경관 운영체계 구축

   김포시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V

   조명디자인 세미나 V (격년) V (격년)

2.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구축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구축 V V V

[표 112]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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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사업

   
사업 대상

단기 중기 장기
2011-2012 2013-2014 2015-2020

Ⅰ. 빛의 거점

  [1] 시청거점

   1. 시청 앞 길 상징가로 활성화 사업

   (1) 시청 앞 길 상징가로 활성화 사업 야간경관 설계용역 V

   (2) 가로등 개선 V

   (3) 걷고싶은거리 조성
상업가로 활성화를 조명 V

시청사 경관조명 V

   (4)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 사우문화체육광장 외 V

   2. Eco-Street 계획

   (1) Eco-Street 야간경관 설계용역 V

   (2) 사우사거리 녹화지역 개선 V

   3. 역사문화시설 경관조명 사업

   (1) 역사문화시설 경관조명 사업 야간경관 설계용역 V

   (2) 우저서원 V

   (3) 김포향교 V

  [2] 대명항 거점

   1. 대명항 야간경관 개선 사업

   (1) 대명항 야간경관 개선 사업 설계용역 V

   (2) 함상공원 야간경관 개선 함상 및 함상공원 경관조명 V

   (3) 진입로 가로등 개선 V

   2. 역사문화시설 경관조명 사업

   (1) 덕포진 전시관 및 진입공원 V

   (2) 덕포진 교육박물관 V

  [3] 문수산성 거점

   1. 역사문화시설 경관조명 사업

   (1) 역사문화시설 경관조명 사업 야간경관 설계용역 V

   (2) 문수산성 V

   2. 여가관광시설 경관조명 사업

   (1) 여가관광시설 경관조명 사업 설계용역 V

   (2) 문수산 삼림욕장, 국제조각공원 V

   (3) 다도박물관, 태산 패밀리파크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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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단기 중기 장기
2011-2012 2013-2014 2015-2020

 Ⅱ. 빛의 벨트

  1. 도로경관축 가로등 개선 사업

   (1) 국도48호 V V

   (2) 지방도356호 V

   (3) 한강로 V

   2. 수변경관축 하천산책로 조성 사업

   (1) 수변경관축 하천산책로 조성 사업 설계용역 V

   (2) 계양천  LED보안등, 산책로 및 진입광장 V

   (3) 농업용수로  LED보안등, 산책로 및 진입광장 V

   3. 생활가로 보안등 개선 사업

   (1) 1차 시범사업 V

   (2) 2차 시범사업 V

 Ⅲ. 빛의 지표

  1. 관문경관거점 야간경관 조성 사업

   (1) 관문경관거점 야간경관 조성 사업 설계용역 V

   (2) 고촌읍 경관거점 V

   (3) 강화대교 경관거점 V

   (4) 초지대교 경관거점 V

 Ⅳ. 빛 축제

   1. 김포 골드 일루미네이션 축제

    (1) 일루미네이션축제 설계용역 V

    (2) 시청앞길 V V V

    (3) 김포 대수로 V V

    (4) 대명항 V

[표 113] 단계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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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야간경관 협정의 추진

3.1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연계추진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연계 추진 함으로써 경관사업의 파급효과가 지속되고, 경관협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의 선도적 사업추진 및 민간의 경관협정 유도

경관협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민간주도의 경관협정 체결 및 공공의 사업지원

경관협정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추진을 독려하고 

경관협정의 조기정착을 유도함

3.2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체계 구축

경관사업의 경우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의 주도 하에 민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관사

업 추진협의체를 조직하고, 경관협정의 경우 협정체결인 민간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전문가

가 지원하는 경관협정 운영회를 조직한다.

공공
공공주도 경관사업

민간
민간참여 경관협정

민간
민간주도형 경관협정

공공
공공지원 경관사업

[그림 269] 공공의 선도적 사업추진 및 민간의 경관협정 유도 

[그림 270] 민간주도의 경관협정 체결 및 공공의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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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체계

3.3  경관사업 협정사업의 예시

예시사업 : 시청 앞 상징가로 일루미네이션 빛 축제

 

 공공 김포시, 자치구, 공적기관  민간 주민, 상인협회, 경관협정운영회 등  전문가 경관, 도시설계, 건축, 조경, 주민운동가등

   선도적 추진 / 적극적 유도 경관인식 증대 / 적극적 참여 적극적 자문 및 절차 지원

  경관계획 수립

  법/제도/계획에 의한 규제관리

  선도적 경관사업추진

  경관관리 홍보 및 교육활동

  경관사업/협정의 적극적 제안

  경관협정운영회 등의 조직 및 참여

  지역 경관환경 및 공동체 의식 공유 

   (보전 및 관리에 동참)

  협정준수 등 자율적인 사후관리

  경관사업/협정 내용의 자문

  (다양한 대안 제시)

  경관사업/협정 추진 및 법적 절차 지원

  주민활동의 적극적 지원

전문가

계획수립

경관행정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범위 선정

 공공  민간 
- 가로등, 보안등

- 공공 건축물

- 공원, 광장

- 민간건축물, 쇼윈도우

- 공개공지

일루미네이션 계획  홍보 및 운영방안 마련  인센티브방안

·가로시설에 대한 조명계획

·건축물에 대한 조명계획

·빛축제 홍보자료(포스터, 지도 등) 제작

·빛축제 홈페이지 제작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보조금 혜택

·전문가 지원

- 시청 앞 상징가로의 야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빛축제 사업

- 연말연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빛의 컨텐츠 개발

-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 및 참가기업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표 115] 경관사업 협정사업의 예시도

[표 114]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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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야간경관 행정체계 사례(서울시)

4.1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조직도

서울특별시 야간경관 행정조직은 부시장 산하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도시디자인과 소속

으로 도시빛정책팀이 담당함.

 주요업무     

도시정책팀은 빛공해방지법 등 법규 업무 및 심의운영, 빛 인프라정비, 주요사업에 대한 계

획수립 업무를 관리 함.

주 요  업 무

·빛공해방지법, 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 업무

·에너지, 친환경조명(이산화탄소) 계획 수립연구

·스마트그리드 조명계획 및 구축 업무

·좋은 빛 형성 인증제 연구개발 업무

·LED 조명기술 기준지정 등 보급사업에 관한 업무

·빛공해 홍보계획 수립업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운영

·서울야간경관 체험지도 등 운영프로그램 개발

·국제도시조명연맹 협력 및 우수사례 정책발굴, 사례집 발간

                

시  장

도시빛정책팀

행정1부시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표 116] 주요업무

[그림 271] 서울시 야간경관 행정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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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운영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련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함으

로써 공공디자인 수준향상 및 서울의 품격을 제고함. 야간경관은 서울디자인위원회(제3분

과위)에서 담당하며, 이의 기준은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함. 그동

안 야간조명 설치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강한 조명이 동·식물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가 파

괴되고, 주택내로 빛이 침입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인공

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각종조명을 정비하기 위한 [빛공

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를 제공하고 공포하였음.

 심의대상 시설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2. 공동주택

3. 구조물

4. 도로부속시설물

5. 주유시설

6. 미술장식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4층이상의 건축물, 공공청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른 “미술장식”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서울특별시 동

상·기념비·조형물건립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심의대상       

 운영 절차

·심의 접수자는 대상물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접수하여 구에서 서울시로 심의를 신청

  함

·심의 시기는 건축물계획과 병행이 곤란할 시 현 여건에서 부분적 보완으로 경관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 

     안건산정 신청안건
검토 및 
보안

위원회 
상징안건 

확정

결과통보 
및 접수

위원회 
개최

[그림 272]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운영 절차

[표 117] 심의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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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간경관 행정시스템 구축

야간경관사업은 김포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야간경관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자율 참여형으로의 변화 및 사업이 원

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5.1  야간경관 전문조직 확대

 전문조직 확대개편

현재 야간경관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의 도시디자인담당이 야간경관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사업추진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로조명은 건설교통국의 건설도로과에서 수립하고 있다. 

야간경관계획이 수립 된 후에는 야간경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

직 및 인력구성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축물조명, 도로조명, 옥외광고물조명, 빛축제 등 전

문팀으로 확대개편하고 야간경관담당관이 이를 총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야간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야간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루 구성된 경관사

업협의체를 설치 할 수 있다. 야간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역할은 야간경관사업계획의 수

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한다. 또한, 경관사업의 사업부서와 경관관리부서가 다를 경우 부서간의 협의체 역할

을 할 수 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담당: 경관계획 수립

·건설도로과

    도로정비: 가로등 담당

확대개편

* 현황

도시개발국

도시디자인과

도시야간경관

건축물조명 도로조명 옥외광고물조명 빛축제 빛공해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과

[그림 273] 야간경관 행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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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경관사업의 지원

재정지원은 야간경관사업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것을 의미하

며, 야간경관사업의 소유자금은 실제 사업비 외에도 야간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비, 설계비 및 연구비, 야간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야간경관사업의 감독 및 평가

야간경관사업은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경관사업에 대한 감독 및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중복성, 디자인 수준의 차이 등 

계획이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경관 담당관과 야간경관계획안을 사전검토 해야하며 

경관심의 및 자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야간경관 전문 소위원회 구성

야간경관 관련 및 심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야간경관분야 위원은 부족하다. 앞으

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관련 심의 및 자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 소위원

회인 ‘야간경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명기술과 디자인이 통합된 수준 높은 심의 및 

자문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김포시 경관위원회

야간경관 분과 위원회

역할
야간경관계획 관련,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관리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자문

구성
조명 디자인 / 조명엔지니어링 / 계획수립관련 연

구원

운영방안
세부적인 자문 및 심의 방향과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인 프로그램 운영

야간경관 분과 위원회

「야간경관 가이드라인」기준

야간경관 사업계획

김포시 위원회

심의 ·자문 신청
수정·보완·권고

전문조직 확대개편

[그림 274] 야간경관 분과 위원회 구성도

[그림 275]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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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야간경관사업의 관리

1) 야간경관 특화구역

 야간경관 특화구역 관리

특정경관 자원의 보호 또는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지구를 선별하여 야간경관을 유도한다. 

야간경관 특화구역의 대상지의 야간경관 사업계획 시 특화구역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제시된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심의 및 자문

경관법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승인, 경관협정 인가 등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성 있는 경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경관부문에 대한 전문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무분별한 야간경관사업 시행을 방지하고 바

람직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도모한다. 체계적인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야간경관 특화구역에 포함되는 대상지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다.

[그림 276] 야간경관 특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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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활용

 가이드라인 활용 계획

 야간경관 심의 및 자문 프로세스

김포시의 효과적인 야간경관을 형성을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심의 및 자

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관련 상위계획의

가이드라인 반영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에 지구단위계획, 관련상위계획이 반영됨으로써 경관

조명 자문의 발판을 마련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수립
김포시의 현황의 분석과 연구를 통한 도시이미지의 컨셉,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자료배포/ 교육

관련자료 홍보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의 

실천기반 마련

가이드라인의 적용 담당 공무원, 위원회 자문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활용

 건축심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업승인 득

 
유지관리

 
경관 주관부서 
심의자료 제출  준공서류 제출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협의 

[그림 277] 야간경관 심의 및 자문 프로세스

[표 118] 가이드라인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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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 적용방안

① 가이드라인 확인

   대상물이 적용되는 체크리스트의 종류를 파악한다.

②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조명계획

   설계자는 사업의 조사, 빛의 구상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③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판단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

   한다. 

④ 체크리스트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진단하며,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시 체크리스트를 제출한

   다.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단계적 확대 운용방안            

우선적으로 자가점검 제도를 통하여 자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1~2년 시범적용 및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향후 사전협의 및 사전자문 등의 형태로 확대 운영하는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

다.

1단계 (2년 시범적용)

·지침에 의한 설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점검

대상: 야간경관 특화구역 

내 건축물 및 디자인 지침의 범위

에 해당되는 건축물(건축허가 대

상 이상)

1. 설계자에 의한 점검

2. 건축허가 시 체크리스트 제출

3. 담당공무원 제출 여부 확인

2단계

·사전협의제도

대상: 야간경관 특화구역 내 건축물 및 

디자인 지침의 범위에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이상)

1. 설계자에 의한 점검

2. 건축허가 시 체크리스트 제출

3. 도시경관담당부서와 협의 

·사전문자제도

대상: 일부 건축물(각종 심의의 사각지대

에 있는 건축물)

1. 설계자에 의한 점검

2. 건축허가 시 체크리스트 제출

3. 전문가 어드바이저에 의한 사전 자문

야간경관

특화구역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5부문, 9개 분야, 

23개 대상)

[그림 278]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단계적 확대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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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간경관 활성화 방안

6.1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란 바람직한 야간경관 창출을 위한 경관협정의 체결을 유도, 협정 목적 달성을 위

하여 직·간접적으로 각종 기준을 완화적용 및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혜택

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 야간경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경관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추진 및 관리지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조금

·협정내용에 맞게 야간경관을 정비 및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함

·건축물 및 야간경관 사업 대상지의 소유주가 야간경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이 도시야

  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면 시에 지원을 요청 함. 야간경관위원회의 심사를 통

  하여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지원 함

·공공이 주도하는 연말연시 일루미네이션 빛축제 해당가로의 건축물 등의 축제조명시 대

  상에 대한 설계 비용 및 사업비를 지원함

 조세감면

·야간경관을 정비 및 추진할 시 야간경관위원회에서 공익성 및 상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의 소유주이게 세금감면 해택 부여

·지방세 감면 세목 : 시세(도시계획세), 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조세감면을 받을 대상물에 대해서는 완공 전 야간경관위원회에게 검토 및 지도를 받아

  야 함

·용적율 인센티브 대비 조명사업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경관조명 설치 완료 후 야간경관 담당부서에서 심사 시 컨셉 및 연출 계획 미 반영, 유지

  관리 소홀 등으로 효과적으로 연출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경고조치를 내리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정상 부과시킴

 주민
자율적 약속 체결

 공공
행정적, 재정적 지원

지원사항/ 세금감면, 경관조명시설,

[그림 279] 인센티브 부여 방법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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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야간경관계획 실행에 앞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야간경관 행정을 담당할 전문조직의 

확대개편이다. 경관위원회 가운데 전문소위원회의 설치운영, 야간경관조례제정을 포함

하는 포괄적 시스템 구축이다.

또한 야간경관 정책의 홍보와 장려를 위한 김포시 우수 야간경관 건축상을 운영 하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야간경관 조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용역과제를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간경관조명 통합관리 시스템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환경의 조성과 김포의 야간경관 

아이덴티티를 위하여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 후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이다. 처음의 설계의 

의도를 꾸준히 유지하는데 있어서 조명기구와 그 외 관련 장비의 관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

·경관조명의 컨셉을 지속적으로 반영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기구의 광량 및 컨디션 유지

 방법

① 경관조명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가로등, 보안등, 교량, 건축물 등의 조명을 야간경관 담당 부서에서 제어되는 방식

·조명기구 및 장비의 고장 확인 및 보수의 신속한 대처, 시스템의 간편화

·국경일 및 축제 시 통합연출 프로그램으로 활용

② 조명기구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개발

·경관연출의 디자인 설계의도가 건축주 및 관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함

·유지관리 지침서에 기구 사양서, 시방서, 소모품 리스트, 유지관리 연간 횟수 및 방

  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 조명관리 담당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교육

·조명기구 유지관리 지침서를 통해 경관조명 설계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자에

  게 교육

④ 경관조명 홈페이지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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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민간참여를 위한 홍보방안

 야간경관 지도제작

시민 및 관광객이 지도를 보며 야경을 체험 할 수 있도록 빛의 지도를 제작하여 호텔, 관광

음식점, 관광안내소, 주요 관광지 등에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국의 언어로도 

제작하여 조명시설이 되어있는 국가 및 시소유의 건축물, 사설건축물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이를 외국인들에게도 알리도록 함

 야간경관 관광상품 개발

빛 축제 및 김포시만의 특화된 야간경관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 함. 축제 시 접근성이 불편

한 주요 관광지를 선별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는 빛의 버스 및 배

를 개발 함

 야간경관 홈페이지 제작

김포시의 야간경관 현황을 알아보며 우수한 야간경관 대상물 및 빛 축제를 홍보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함.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사업을 시민이 직접 제

안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방을 마련함. 또한, 야간경관 신문고를 마련하여 빛공해 등으로 인

한 불편사항 및 고장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야간경관 빛축제 개최

시청 앞 상징가로, 김포대수로, 대명항 등 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빛 축제를 매년 개최 함. 현

대 미술작가, 디자이너, 일반시민들을 참여시켜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대규모 빛축제를 기획 

함. 일반시민 및 학생이 직접 조명기구, 빛의 오브제를 만들고 전시하여 빛의 문화에 대한 체

험을 가능케 하는 축제로 육성시킴

 야간경관 촬영대회

매년 김포의 빛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민간 사진영상관련 회사와 협력하여 야간경관 촬영대

회를 개최함. 야간경관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이는 야간경관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운

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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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집

1. 보고회 및 토론회

2.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3. 휘도측정 방법

4. 용어정리

5. 김포한강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블럭표기도

6. 표, 그림 목차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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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료집

1. 보고회 및 토론회

 + 보고회 및 토론회 일정 및 주요내용

순서 보고회 보고일자 보고내용

1 착수 보고 2010. 2.  2 용역에 대한 기본방향 보고

2 의회 보고 2010. 3. 16
현황조사 분석 추가 및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계획 보고

3 경관위원회 자문 2010. 4. 30 기본구상 및 야간경관계획 보고

4
김포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합동 워크숍
2010. 6. 15 

5 중간 보고 2010. 8. 25 김포시 경관(야간)계획 중간보고

6 주민 공청회 2010.11. 30

7 김포시 경관위원회 심의 2011. 2.  9

8 실과소 간담회 2011. 2. 18

9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 2011. 9. 27

[표 119] 보고회 및 토론회 일정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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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집

(1) 착수보고

일  시 : 2010.2.2 (화).

          AM11:00~PM12:00

장  소 : 김포시청 본관 2층 상황실

건설도로과장

- 올레길에 대한 명칭은 김포시에 맞

도록 변경하는 방안

- 아파트에 대한 색채계획이 이미 나

와 있으므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필

요

도시개발과장

- 감정동 농수로가 현재 경기도 경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문제로 중지되었음. 디자인에 대한 기

본계획이 나와야 설계를 마무리 할 수 

있으므로 하천, 수변에 대한 계획이 우

선적으로 계획되었으면 함

- 기초현황조사가 중요함. 다하누촌은 

많이 개선되어 활성화 되었으나 경관계

획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형간판이

나 리모델링 된 것들이 부조화스러우

므로 특정계획시 이에대한 가이드라인

이 필요함

- 한강변 철책선 제거사업에 따라 활

성화 할수 있는 방안 필요

도시경관과장 추가 의견

- 농수로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시범사

업 이므로 수변경관 속에 자세하게 별

도로 발주가 필요함

환경보전과장

-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생태지도를 제

작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조사 및 축 

구상시에 반영하기 바람

도시환경국장

- 하천을 강조하였는데 김포의 하천은 

오염되어 있거나 퇴수로의 이미지가 강

하여 사전적 의미의 하천과는 좀 다르

게 되어있다. (대보천은 농수로, 가마

지천은 건천임). 실제로 수행할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함. 친수로로 할 수 있

는 계획 또는 대표하천을 지정해서라도 

경관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답변) 계양천을 생각하고 있음

- 스마트그리드가 무엇인가? 중앙처와 

조율이 필요한가?

(답변)스마트그리드 적용 시 조명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조명

임. 현재 국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

으며,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조율이 필

요함. 

(답변) 좋으니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라

고 하셨음

- 빛의 관문 목표가 2020인데 현재 관

문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현 설치와 연

[그림 280] 착수보고 회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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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우선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현재의 관문을 설치 중, 그와 연계한 

계획을 시범사업화 할수 있음

신도시 건설과

- 야간경관계획시 에너지 절약이 강조

되는 시대 이므로 전력소비량과 예산관

계를 고려하여야 함

공원관련과 과장

- 현재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중임. 녹

지축, 수로축, 생태축 진행 중 임

- 48번은 도로 전체를 따졌을 때 김포

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

므로 지방도나 골드밸리 주변도로를 활

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도시철도가 계획중이며 교각에 대한 

공모가 진행중이므로 이에대한 좋은 방

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뉴타운과 계장

- 현재 뉴타운에 대한 경관계획 착수

했음. 양촌면(계양산, 시청 뒤)에 대한 

경관계획이 올해 6월에 완료므로 이

곳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도출하여 주

기 바람

- 상업, 문화재, 학교변(봉화로), 시청

앞길 등은 특화계획을 구상 중임

건설도로과장

- 관문계획으로 한강로의 조망대로(약 

400m)에 대한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함

- 48번 도로에 굴포대교, 전호대교가 

세워질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야간경

관의 적용방안이 필요함

도시경관과장

- 계획을 구분할 때 읍, 면, 동별로 문

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권역별로 나누

는것이 좋은지 읍, 면, 동으로 나누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야함

- 역사에 대한 내용이 경관계획에 반

영되었으면 함(옛모습담기 용역 내용 

참고 바람(용역완료))

- 하천, 공원, 주택 등의 계획이 조화

를 이루기 위하여 부서별 협의 및 참여

가 필요함

- 경관 구성시에 현재 완료, 추진중, 

추진계획을 구분하여 반영해야함

(2) 의회보고

일  시 : 2010.3.16 (화).

           AM9:30~PM12:00

장  소 : 김포시청 의회 소회의실 3층

정왕룡의원

- 김포의 모델이 될수 있는 도시가 있

나?

  (답변)한강신도시와 싱가폴이 있다.

- 목포는 야간경관이 요란하게 하여 

생태문제 등의 지적이 있다. 김포의 야

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답변)에너지세이빙이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불을 끌 수 없으니 친환경

적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하여야 한다.

 - 김포의 현황은 전체적인 컨셉이 없

이 시작하다보니 실용성이 떨어지고, 

성과위주의 사업이 나왔다. 환경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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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해달라.

민석기의원

- 보안등이 현재 무슨 등으로 되어있

나?

  (답변)나트륨이다.

  (답변)수은등-형광등-나트륨-LED

로 교체되고 있다. 건설도로과의 전체 

계획을 받았으며, 자문을 하고 있다.

이영우의장

- 목표연도가 2020년이다. 2020년

이 되면 또 지금의 것을 바꿔야 하지 

않나?

- 물이 풍부하나 사용할 방법이 없다.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 운하가 아

니다. 농수로이다. 한강신도시는 운하

라고 하지만 김포는 농수로이다. 농사

를 짓는 물이다. 물이 오염되면 안 되

며 잘 보존해야 한다. 그런 특성을 파

악하라.

(3) 경관위원회 자문

일  시 : 2010.4.30 (금).

          PM3:00~PM5:20

장  소 : 김포시청 2층

<주간보고시 야간경관>

부시장

- 한강변 철조망사업과 함께 한강변 

경관 중요함. 강변에 보이는 아파트에 

대한 방향 고려와 배치계획도 있음.

<야간경관>

공경일

- 스마트그리드는 가로등에도 적용하

는가? 

(답변 : 보안등에 시범적으로 계획함) 

요즘에는 가로등도 가능하니 검토

- 가이드라인에서 휘도기준을 마련했

으나 조명기구 회사를 위한 조도기준도 

함께 계획하자.

- 가로시설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

록 하자.

- 도로 현황과 맞는 가로 기준을 제시

하자.

정의철

- 축제에 대한 구체화 된 방향은 있

는가? 

(답변 : 착수보고이고 중간보고에 계획

을 보여드리겠음) 축제는 상업적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예술적인 측면에서 

계획해야 한다. 광주비엔날레처럼 격

년적으로 열리게하면 장기기적인 관점

에서의 계획이 필요하다.

- 규제와 권장에 대한 계획과 이를 실

행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자.

부시장

- 경인운하가 내년9월에 완공한다. 담

당기관에 미리 제시하고 연구해달라. 

한강계획과 함께 데이트 코스로 좋을 

것이다.

5. 정의철

-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계획과 축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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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같이 계획되면 좋겠다.

이재용

- 경관계획의 축과 연계되어야한다. 

한강변 축으로 갈지 그래픽적으로 정

리가 되어야 한다.

- 김포시는 주택사업이 많은 지역으로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의 계

획과 연계되어 계획하자.

부시장

- 철새도래지는 이전 계획 중이다.

최령

- 김포는 평야의 이미지인데 계획이 

너무 시가지 위주의 계획이다. 농촌, 

마을에 대한 조명계획도 들어가면 좋

겠다.

이윤경

- 가이드라인은 시민들 삶에 반발심이 

생길수 있다. 아동 여성을 위한 안전계

획은 좋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크셔치

는 공공디자인조례가 있다. 김포시민

에게 실질적인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하며, 위 도시를 벤치마킹 하여 국내에

서 제일 안전한 도시로 계획하자.

김재수

- 정부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언급이 많다. 야간경관시

설물을 격등제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용역을 통하여 대체전력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

(4) 김포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합동 워크숍

1분과

이여경(중앙대) 

공공디자인과 경관계획의 차이설명(경

관계획이 전체적인 도시의 큰 마스터

플랜이고 공공디자인은 그 안에 포함

된 요소별 사항이라고 설명)

교통과 이무영

- 경관과 공공의 차이를 아직 잘 모르

겠음.

- 계획을 보면 북변지구가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통진의 구시가지 지

역이 빠졌음.

- 문수산성, 조각공원, 태산패밀리파

크 등은 통행로를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으

[그림 281] 김포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합동 워크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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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도로로서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

이 수립되었으면 함

도시철도과 이동근

- 현재 도시철도과는 주요정책이 정해

지지 않은 단계임

- 지역마다 테마별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음. 관광객 및 시민이 이용할 때 

지역별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유발하

여 재미있고 창의적인 계획이 있었으

면 좋겠음.

- 야간시에 고가구조물 주변에 상징조

형물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음. 공공건

물이나 역사 주변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서울의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같은 미디어아트도 적용이 되었으면 함

도시개발과 김광성

- 현재 도시개발과는 한강시네폴리스

를 추진하고 있고 이는 시에서 추진하

고 있음.

- 경관계획의 경우 결정되지 않은 사

업도 반영이 되는것인가? 우리가 이것

을 언제 반영하고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답변)진행중인 계획을 조사해서 경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관계획 수립후에 변화가능성을 고려

해서 계획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사

업,진행중이지만 조율이 가능한 사업

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할것임

도시경관과 채재열

- 도시이미지를 만드는것이 공공이

고 경관임(뉴욕, 파리처럼). 빌바오처

럼 산업도시가 관광도시로 변화되고 도

시가 활성화 된 것 처럼 김포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철도출입구, 버스쉘터, 

가로등 색채, 가로등 디자인(도심부, 

문수산성주변의 디자인을 다르게 나타

낼 수 있을 것 같음) 등 서로 각 분야에

서 할 수 있는 일을 관심을 가져야 함

- 장릉산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철재

통 폴(pole)에 노란색으로 칠해놓았음. 

나무색으로 칠했다면 경관적으로 좋았

을 것임.(폴 보다는 '입산금지'라는 글

씨가 잘 보여야 되는데 폴만 보임). 서

울에 펜스와 버스쉘터를 보면 원색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볼수록 질리지 않

고 오래가는 색인거 같음, 우리시도 이

러한 색을 지정할 때 우리과와 협의했

으면 함.

- 워크샵의 가장 큰 목적은 경관과 공

공의 이해도 제고가 목적임. 경관과 공

공은 도시경관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과

가 함께 해야하고 경관과 관련된 사항

은 우리과와 협의해서 진행해야함.

청소행정과 김기수

-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계획은 경관보

다는 공공디자인과 연계되는게 많은 것 

같음. 서울시는 자체디자인한 분리수

거 등 경관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

으나 우리시는 기성품을 구입해서 비치

해놓는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있음.

- 경관분야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듦. 우리

시는 많은 개발이 되어가고 있어서 경

관과 야간경관을 통해 이미지를 업그레

이드하려고 하나 우리시는 아직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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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계이므로 어느정도 접목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음. 접목이 된다면 각 과

별로 관련된 사항은 도와서 진행해야 

될 것임.

청소행정과 김충섭

- 주 업무는 사업장에 대한 청소단속

임. 우리시는 수도권 중에서 녹지가 가

장많은 도시였는데 점차적으로 공장이 

늘어나서 많이 훼손되어 시민 만족도

도 떨어지고 있음. 주거지역 경관에 대

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공장이나 산업단지 주변의 도시

경관을 고려해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한다기 보다는 친밀감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 해야함. 서울의 색이 있다

는 것이 인상적임.

환경보전과 김필섭

- 환경보전과에서는 생태탐방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음. 도시경관 이미지를 

만들때 김포시만의 특색있는 이미지

를 정하여(색, 모양)장기적으로 변해나

가면 김포시만의 특색있는 도시가 될 

것 같음.

문화예술과 한종식

- 경관계획에서 권역설정을 해안문화

권역, 신도심권역,,,등으로 구분하였는

데 이는 이름별로 아이덴티티가 없고 

특색이 없음.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다

시한번 추출해서 네이밍을 해야함.

- 구도심같은 경우 경인운하가 연계

되어 들어와 있지 않다. 권역별 사업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답변) 권역네이밍은 지역적인 경향이 

있음(경기도 경우), 경관과와 조율해서 

반영하겠음)

- 역사문화자원에서 향토유적이 누락

되어 있으며 미지정 유적들이 많이 있

으므로 자원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 야간경관은 고촌초입에 김포시 관

문을 설치하려했는데 못했음. 서울국

토관리청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설치

를 하지 못하고 태리주변에 설치하였

음. 지금도 야간경관조명을 하지 말라

고 얘기하고 있음. 야간경관조명이 좋

지만 타기관에 의한 제한, 협의에 의한 

제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비용을 들

이고도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군부대, 경찰서, 국토관리청들의 

제한의 폭도 고려가 되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 함.

-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자료는 요청시

에 대응하여 줄 수 있음.

종합민원과 주세자

- 주 업무는 경관과 관련해서 건축인

허가를 내주고 있음.

- 규모나 시설에 대해서 경관조명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 경관의 가장 큰 부분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되는가

가 중요하다고 보여짐. 일산이나 의왕

처럼 카페촌의 예쁜집을 짓고 싶지만 

건축비 등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강요

할 수는 없음

도시경관과 광고물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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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조형물을 설치했지만 점등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은 도로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교통의 흐름 문

제등으로 금지시킨 것일 수 있음. 설치

위치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함.

- 관에서의 주도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가이드라인의 경

우 관보다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한

다고 보여지고, 정책이 바뀐다고 바뀌

는 것이 아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기준안을 제시해야함.

- 김포시만의 도농 복합도시, 수로도

시, 강과 바다가 만나는 도시 등 지역

적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계획이 만

들어져야 함. 각 분과별로 가이드라인

이 검토되어야 함. 김포시 가이드라인

이 확정되면 주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함

신도시건설과 김종필

- 주 업무는 신도시택지개발업무를 맡

고있음.

- 김포시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

고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음 (김포시

가 생태전원도시인지 도농복합도시인

지) 각 부서별로 자기업무중심으로 하

고있는 경우가 많다, 도로표지판은 농

산물표시, 장기지구는 사업광고, LED 

가로등은 농산물, 악기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항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

체성을 잘 모르겠음. 여러 가지 정체성

을 그냥 가지고 갈것인지 아니면 새롭

게 제시할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권역분류에서 지역특성이나 행정구

역에 따라 나눴을때 그 경계지점을 어

떻게 절충할 것인가?

경계지점에 농촌이나 수로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가 발전되면서 그대로 보존되

지는 않으므로 절충방안이 필요함

- 야간경관 빛의 벨트에서 표기되 도

로 외에 해안부 도로계획이 있으나 이

는 군사적 문제등을 파악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삼축도로(검단에서 올라오는 도로)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도로 :

 시 자체적으로는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인천과 협의해서 추진하여 적용하는 방

안이 필요함.

- 빛축제의 경우 신도시 수변상업지

역, 우담산 아래 아트빌리지지 지역에 

일부 문화벨트를 조성할 것이므로 이

곳도 야간의 빛 축제방안도 적용되었

으면 함.

- 스마트그리드 LED사업은 반영하고 

싶으나 현장에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

어가므로 어려워 하고 있으므로 현장에

서 어느정도 적용이 가능한건지 검토

가 필요함

- 다른데에서 잘한것을 그대로 적용하

기 보다는 실행에 옮기기 전에 시민의 

의견들도 반영하여 실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2009년도에 건설도로과에서 중로

형, 대로형, 수변형 4가지로 이루어진 

가로등 디자인안(신도시용)이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반영해 주었으

면 함. 권역별로 맞는 가로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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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센터 같은 경우 군부대에서 빛

공해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으므로 잘 

참고해서 반영했으면 함.

정보통신과 김진석

- 실제로 적용하기에 여러 계획들이 

어려움이 있었음. 가이드라인이 나왔

을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기본계획(유비쿼터

스 기본계획, 한강시네폴리스 유시티 

기본계획을 착수하고 있음)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실제로 적용할 때 경관기본계획과 

홈페이지 등의 연결성 등을 고려해야

함(고유색채를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방안)

- LED현수막에 홍보문구 요청이 들

어오면 일일이 협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보통신과에서 임의적으로 만들

고 있음. 이러한 부분에 디자인전문가 

들이 있어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짐

- 정보통신과 에서는 한강신도시 유시

티 설계중으로 과업내용에 보면 경관

계획에 적용하라고 쓰여져 있는데 구

체적이지 않음.

시설물 중에 미디어, 전자현수막, 교통

표지판 등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도시

경관과 매치가 안되면 해결할 방법이 

없음.구체적 설계안을 주면 우리과에

서 반영할 수 있음.

뉴타운과 조성주

- 뉴타운재정비계획, 뉴타운지구내에 

별도로 경관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뉴타운 용역팀의 자료를 받아서 요청

하라고 얘기하였음

- 김포같은 경우 도농복합시로 도시

보다 산이나 논이 더 많음. 야간경관

의 경우 구조물에 조명하는 경우가 많

아 신구도심에 할 수 있지만 농작물같

은 경우에는 조명이 피해가 가지 않아

야 하므로 농작물의 생태도 고려되어

져야 함.

- 경관을 시행하는데에 민간적인 부분

이 많이 있음. 야간조명시 비용에 대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관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등을 고려해야 함.

교육체육과 김효순

- 경관계획을 들으면서 김포시가 업그

레이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사전에 경관과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가?(a.일정규모이상

은 하게 되도록 조례가 있음)상징가로

등의 계획은 좋았음.

- 시청앞도 좋지만 관문이라고 생각

하는 고촌의 계획도 필요할 것이라고 

봄. 고촌지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

향도 필요할거라고 봄. 관 주도로 하

되 민간이 참여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

는 보조금 마련등의 계획이 필요하다

고 봄. 이러한 경관에 대한 사전교육

을 실시하는 방법도 좋을거 같다는 생

각이 들었음

(답변) 고촌지역은 48국도 확장계획이 

있어서 정비계획을 갖고 있고 정비를 

해 나갈것임

- 공동주택의 LED광고물은 주민이 비

용을 낸다고 싫어한다기 보다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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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홍보차원에서 더 좋아함

도시경관과 이정희

- 주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간에 

밖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수변경관 

중에서 계양천을 많이 걸으며 이용하고 

있지만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음. 위험

시 비상대책 등의 방안 마련, 즐길 수 

있는것과 더불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함. 가로등의 경우 LED로 

디밍된다고 했는데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지. 그렇게 된다면 제약이 

필요없을거 같음.

- 정리 -

계장

실무자 협의회를 만들어 보겠음. 의견

에 대한 반영여부는 정리해서 보내겠음

이온에스엘디 정소라실장

실제적 설계단계가 아닌 계획단계이

므로 실질적 조율까지 반영하기 어려움

LED가로등은 계획을 만들면서 보안등

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도로과, 교

통과와 협의해서)하겠음

2분과

이여경(중앙대)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과 사업

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 건의사항을 주

시기 바람

도시개발과 정동욱

- 도시개발사업 중 풍무5지구 도시개

발사업 :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을 맡

고 있음. 아파트, 도로, 공원등 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경관에 대한 제안서를 

받았을때 자문을 할 자료가 부족함. 질

문과 업무협의 보다는 전문가(용역사)

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많이 제공해주

었으면 함.

(답변)검토기준이나, 방법, 절차등을 

제공해 주면 될것임. 이것이 경관 가이

드라인 이므로 요청하면 제공하겠음

정보통신과 문원중

- 주요 업무는 유시티 담당. 유비쿼터

스 도시기본계획중임

- 한강신도시 등 사전에 협의를 해서 

참조하면 될것이라고 보여짐

교육체육과 배승훈

- 경관기본계획의 결과물은 어디까지 

나오는 것인가? 현황의 문제점과 해결

책까지 제시가 되는 것인가?

(답변) 경관특성을 분석하여 공간적으

로 관리할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계획임.

경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이드라인

을 수립함. 거점별 계획과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제시

주택과 박윤세

- 공동주택계획팀으로 한강신도시내 

아파트 단지 MP는 지구단위지침을 따

르는데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되

는지?

(답변) 한강신도시나 여러도시개발계

획은 시공중에 있으므로 원래계획을 전

면수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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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

도록 하고,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면 문제가 없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조

율을 통해 적용하도록 함

도시경관과 과장 배춘영

용역수행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서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으

면 의견을 얘기하고 용역사들 끼리도 

교류도 해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

록 해야함

실현화 방안에서 직원들이 이해를 점

점 하고 있는 것 같음. 관리 측면에서 

경관협정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관리를 추진하고 민간에 적용하는 방

안을 깊이있게 토의했으면 함

뉴타운 이의혜

뉴타운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실질

적으로 적용할 때 어느정도까지 협의

되어야 하는건지?

(답변) 여러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

려고 함. 계획을 수립할 시에 지구 내

부에 관한거는 담당자가 잘 하지만 그 

주변에 대해서는 경관에서 짚어주면서 

협의하는게 필요하다고 봄. 크게 뉴타

운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도

록 함. 경기도 경관계획의 경우 각 위

원회별로 심의, 자문을 하다보니 협의

가 안되어 공동위원회를 추진하고 있

음. 이처럼 김포시도 통합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함

(답변)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서울시 야

간경관계획을 수립하였음. 가이드라인

은 서울시에 관련된 것들을 적용하고 

있음. 규제와 권장에 대한 제시를 하

는 것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많

이 알아야 위계를 정하고 반영을 할 수

가 있으니 사업에 관한 내용을 많이 주

었으면 함

공원녹화사업소 황지영

- 공원녹지관련업무, 택지개발에 대

한 공원녹지 업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중.

-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가

장 어려움. 양곡, 마송도 올 연말에 준

공됨. 소소한 아파트들의 계획에 대해

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가?

(답변) 구성안에 대한 계획을 주면 기

본계획에 반영을 하겠음

- 어느정도까지 내용을 다루는지(식재

방법, 식재패턴이라던지)

(답변) 디테일한 내용은 공공디자인 파

트에 적합하고 경관은 기본방향을 제

시함

- 식재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가?

(답변) 선진엔지니어링 내에 조경 전문

가들이 있음

 건설도로과 도로관리담당 전익홍

- 가로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는가? 시방이나 사양 도면까지 제시

가 되는가?

계장

- 경관계획은 권역을 설정하여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권역이나 거점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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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해야되는 내용들을 다룰것임(골

격이 되는 부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나 계획, 컨셉들을 같이 담

을 것임.

- 핵심과제도출을 통해 랜드마크로서 

개발을 해야되는 부분은 방향성을 제

시함.

- 아파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게 

해야한다'등으로 반영할것임

- 48번 국도의 야간경관계획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광공해를 줄일 수 있

는 방법이나 수치를 제시할 것임

-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각 부서

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마련하고 

전체적이미지는 통일 될 수 있도록 적

용하는 것임

건설도로과 전익홍

- 도로의 경우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시야를 흐트러트리면 안

됨. 경관을 위주로 하면 교통사고를 유

발하고 시야를 흐트러드릴 수 있으므로 

검토해야 함

- 지자체마다 가로등의 문제가 많은데 

권역별로 디자인이 틀리고 경계선마다 

디자인이 틀리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경

기도 건설본부에서 가로등의 가이드라

인 제작시방, 도면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음. 경기도 심의를 거쳐 실용신

안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음. 경기도에

서 검토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신도시 장경철

-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경관에 대한 

테마는 결정되어 있는데 변경검토된 사

항이 있는지?

(답변) 검토했고, 한강신도시는 크게 

무리사항이 없었으며 수로나 하천이 김

포시에서도 반영되도록 하겠음

(답변)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에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반영했음

- LH와 협의할 때 가장중요한 것은 비

용발생 임. 어떤디자인이 더 좋은지는 

파악할 수 있으나 추가비용발생에 대해

서는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추가비용에 관한 계획은 융통성을 주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

었으면 함(광교신도시 계획이 충실히 

되어졌다고 봄)

- 정리 -

계장

- 목적에 대한 반문을 통해 계획을 수

립하여야 될 것임. 일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추진목적을 잘 알아야 할 것임.

설치목적(기능성), 그 다음이 경관임. 

도로를 기준으로 봤을때 교통신호, 표

지판 등이 우선, 가로등은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눈에 들어오면 안됨. 이러

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것이 우

리가 하는일임. 사우사거리라고 써있

는 세로형 간판은 지양해야함. 외국의 

경우 조형물을 설치하되 투명성을 부

여하도록 함. 주변환경이 잘 보이도록 

하는것임

경관은 주변과의 조화, 색채가 가장 중

요함

담당자의 기호에 의해서 바뀌여져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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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시의 통일적 이미지가 없어짐.

분과별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보하

도록 하겠음.

과장

- 정체성의 확립이 가장 어려움. 김포

하면 뭔가 정확히 들어오는 이미지가 

없음. 상징을 나타내는 김포의 꽃, 새, 

등은 고전적 느낌이 듦. 김포적인 것을 

찾아야 함(경관적인 것을 통해서) 도시

인가, 농촌인가, 도농복합도시인가 등

의 정체성을 찾아야 함. 타지역에 비해 

알려지지 않고 시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아쉬움. 대대적 홍

보를 통해 수도권의 중심, 대표도시 등 

말로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

와 살고 여성이 살고싶은 도시, 교통이 

편한 도시, 깨끗한 도시 등 이러한 내

용이 경관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살기좋은 도시인데 교통만의 문제라

고 해서 누락되어서는 안됨. 다같이 해

결해야함

- 외부인이 들어왔을때 느끼는 첫 이

미지가 중요함.

- 공원녹지 한강신도시 유시티 비오톱

지 도시기본계획 옛모습담기 등의 자

료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한강신도시만의 수로도시(1.5km)

보다는 김포시 전체의 수로(26.6km)

의 리버워크를 통해 수변도시로 조성

하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보여짐. 수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공공지 등)계획하여야 함.

(5) 중간 보고

일  시 : 2010.08.25 (수).

           PM3:00~PM4:00

장  소 : 김포시청 상황실

<야간경관부문>

조윤숙의원

- 예산을 많이 들여서보다 현재 이용

하고 있는 공원등의 조명이 부족하다. 

생활에 편리한, 편리성이 우선이되는 

계획이 되자.

- 상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ex.시청

조명) 김포1동 구도심은 신도시로 인

해 상권이 죽어있다. 목포는 구시가지

를 루미나리에로 활성화했다. 구도심

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사치

적인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

는 야간경관계획을 하자.

이재욱경관위원

- 종합적인 가로이미지를 수립 후 가

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 내용이 사업적인 것으로 치중되었

다.

- 스마트그리드를 조명에 조명할 수 

있는것인가?

이경훈경관위원

- 범죄는 40%이상이 조도가 5lx이하

에서 발생되었다. 20lx이상에서는 3%

밖에 발생되지 않았다. 가로조명에

서 배광제어 방식이 중요하다. 조명과 

CCTV는 필수 시설이다. 광공해 측면

뿐만 아니라 CCTV에 메탈할라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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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현상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는 조

명이 필요함. LED는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이다.

- 시청 앞 시뮬레이션을 보니 도로폭

이 4차선에 한쪽 배열이 되었다. 폴에 

암이 없는 한쪽배열이다. 가이드라인

을 수립시 도로폭에 따른 가로등 배열

방식(편측배열, 교차배열 등)에 따른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 수목조명: 오픈스페이스에서 수목

조명은 원경에서는 아름답고 좋다. 공

원, 산책로에서는 역으로 나무가 우거

져서 빛대비가 심하여 범죄자들에게 숨

을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에 대한 점은 

감안하자.

- 보행자 가로등(가로등에 보안등 설

치)은 보행량에 따라 가로등과 보안등

을 병행하는 가로등을 사용하면 좋겠

다. 보행자가로등이 4~5M의 높이계

획이다. 블라인드 임팩트가 감소하여 

좋지만 너무 폴이 높으면 얼굴 인상착

의를 알아보기가 힘들다. 딜레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보행자 가로등 높이

를 제시하자.

최령경관위원

- 가이드라인이 현재 보고서에서 부족

하다. 도시 농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 있어야 한다.

부의장

- 역사문화지에 대한 계획보다는 김포

는 평야이니 평야, 농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자.

부시장

- 김포천, 48번 국도의 교량에 야간경

관계획을 수립하자.

- 아라뱃길의 4개의 교량에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반영하자.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 용역은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만들

어가는 것이다. 가이드라인도 당장 지

킬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것 등으로 구

분이 필요하다. 최종발표는 좀 앞당겨

서 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

(6) 주민공청회

일  시 : 2010.11.30 (화).

           AM10:00~PM12:00

장  소 : 김포시 여성회관 대강당

참석자 : 좌장 - 최형석 수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강재석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교육홍보분과위원장

홍승대 안산공과대학 교수

김혜정 (주)아키플랜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재욱 (주)한아도시연구소 소장

<야간경관부문>

[그림 282] 주민공청회 현황



250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위원의견

이재욱 (주)한아도시연구소 소장

-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 함. 

- 스마트그리드가 예산, 유지관리 측

면에서 가능한 것인가? 

예산의 문제로 시 전체 적용이 어려우

면 한강신도시, 시네폴리스에 우선 적

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음

홍승대 안산공과대학 교수

- 김포시는 도시보다 농촌의 성격이 

강하며, 개발 중인 계획이 많아 도시가 

혼란스러움. 야간경관계획의 아이디어

가 많으나, 현재 김포의 도시 인프라로 

효과가 날지 고민임. 도시기반시설, 인

프라 구축 후에는 효과가 클 듯함. 빛

은 빛으로 존재하기 어렵다.

도시기반시설과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

어야 함

- 광고물조명이 야간 시각공해의 주범

임. 야간경관계획 안에 야간광고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스마트그리드가 실현된다면 김포

를 가장 특징짓는 획기적인 계획이 될 

것 임.

광원의 제어가 LED뿐임으로 어려움이 

있다. 도로에 LED를 적용할 수 있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이 현재 없다. 그

러나 LED는 개발되고 있으므로 현재

는 어려우나 앞으로는 될 것이다.

- 김포는 농촌의 도시였으나 한강신도

시 등 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

시의 경관을 좌우하는 것 중 아파트경

관은 중요함. 아파트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계획의 활용안의 중심은 가이드라

인임. 가이드라인 중 휘도가 문제가 될 

수 있음. 가이드라인은 강제가 아닌 권

장사항이므로 휘도 수치에 대한 허용

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김포시는 급변화 될 수 있으므로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강재석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교육홍보

분과위원장

- 신도시 계획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존에 형성된 도시에 대

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함

- 계양천, 대보천은 도시 중심에 자리

한 하천의 계획보다는 한강신도시, 산

업단지 등 당장 사업화되고 있는 장소

에 대한 계획이 필요 함

- 현재는 국도48호, 지방도356호의 

이용이 많지만 앞으로는 한강로의 이

용이 많아 질것임

김혜정 (주)아키플랜건축사사무소 소

장

- 기본경관과의 연계하여 구조, 골격, 

틀에 대한 내용이 필요 함

- 간판과 도로정비와 특색 있는 연출

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민간사업 등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아파트 옥탑조명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 함.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대상 아파트의 기준이 있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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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시민1

- 아파트의 경관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서 바라보는 경관도 중요하나, 시내 안

에 공동묘지가 있음

시민2

- 문수산 등에서의 경관조망 시 공장

뿐임. 공장을 배제하고 계획이 가능한

가?

- 신도시개발에 있어 아파트 외에 공

원, 학교의 자원이 있으니 신도시개발

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덕포진의 개발계획은 수차례 있었으

나 실현이 되지 않음.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안이 필요 함

시민3 

- 아파트에 마을이름, 브랜드 로고 등

이 부착되어 있다. 옥외광고물, 옥탑조

명등이 문제시 되고 있으나 주민의 입

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가이드라인 설정 

시 기준점 마련 요망

(답변)공동주택 측벽의 브랜드 부착은 

주거시설의 의미를 떠나서 상품의 가치

로 인지되고 있음.

야간에 브랜드로고가 발광되면서 밝기

와 색상의 경쟁이 됨.인천시에서는 가

이드라인에 싸인물의 발광을 금지하였

으나, 민원에 의해 허용하도록 변경되

었음. 단, 싸인물의 크기, 부착높이는 

제한이 있음. 

내가 사는 집에 건설사의 로고를 부착

해야하는가는 입주자가 다시 한 번 생

각해봐야 하는 문제임

(7) 김포시 경관위원회 심의 

일  시 : 2011.2.9 (수).

           PM4:00~PM6:00

장  소 : 김포시청 상황실

박태운 위원

- 조명 및 야간경관계획은 적은 예산

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계획임

- 김포시 진입부에 세워진 관문의 싸

인조명이 야간에 흉물스럽게 보임. 개

선방안이 필요함. 야간경관계획으로 

김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봄

- 김포는 관광지가 아니므로, 많은 사

람들이 보며 볼 수 있는 야간계획이 필

요 함. 특별한 거점, 이벤트, 인프라를 

구성하여 빛 계획을 해야 함

예를 들어, 대명항은 현재 함상공원밖

에 없음.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

요 함. 덕포진과 연계될 수 있는 도로

계획으로 야간에도 활성화하도록 함

문수산에 천문대, 타워의 탑, 평화기원

탑 등을 설치하여 밤에도 활용할 수 있

는 계획이 필요함

- 특성화 시켜야 할 대상을 선정하여 

구체화 시켜야 함. 빛축제의 대상지로 

시청앞길보다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수

로가 효과적일 듯 함

공경일 위원

- 야간경관계획의 특화방안도 중요하

지만 기초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단기

계획으로 기초적 계획을 수립하고 특화

계획은 중, 장기로 계획 하는 것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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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고 보임

- 현재 도로조명은 디자인 통일화 및 

기능이 미흡함. 도로조명은 전체적인 

김포의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기초적 

베이스, 관리가 필요함

- 가로등을 LED와 연계할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해 주길 바람

이재욱 위원

-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음. 예

산이 검토된 사항인가? 단기 사업으

로 계획이 많이 잡혀있으므로 검토하

여 주길 바람

- 휘도로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하였

을 때 무엇이 좋아지는지 일반일들을 

이해하며 설득할 수 있도록 예시자료

가 필요 함

- 건축물 휘도기준에서 아파트 실내조

명의 휘도 규제가 가능한가? 규제방안

이 필요하다고 보임

최령 위원

- 조도기준이 아니고 휘도가 나와서 

생소 함

-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위한 

‘공공기간 LED조명 보급기준’이 마

련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항을 검토해

서 반영해 주길 바람

- 도로조명에서 횡단보도 등 보행자 

위주의 가이드라인이 필요 함

박성권 위원장

-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타도시의 기준

과 비슷한가?

(답변)가이드라인의 수치기준은 KS기

준을 토대로 하고 있음. KS기준이 광

범위하기 때문에 김포에 적용 가능한 

기준들을 취합하여 수치기준을 마련

하였음

김국선 위원

- 김포시는 현재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계획

은 없는 것 같음. 예를 들어 물의 이미

지, 고촌주변의 수변, 아라뱃길 터미널 

등의 사업

(답변)현재 경인 아라뱃길은 별도의 경

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시에 포함

된 터미널, 교량 등의 경관조명계획은 

시행되고 있음

(답변)경인 아라뱃길의 사업의 야간계

획은 자문을 하였음

- 고촌 관문처럼 새로운 것을 세우고 

만들기 보다는 절제하고 빼면서 온화

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형성해야 된다

고 보임

주명걸 도시개발국장

- 경인아라뱃길도 거점화하는 것이 어

떨까? 수변과 어우러져 거점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길 바람

(8) 실과소 간담회

일  시 : 2011.2.18 (금).

           AM10:00~PM12:00

장  소 : 김포시청 상황실

교통개선과

- 수변계획에 수상계획이 포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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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도시 내 수상도시, 호수나 하천 

중간의 경관조명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신도시 수로에 대하 산책로, 수로, 

무대조명 지침등을 마련하겠음

택지개발 담당(신도시건설과)

- 야간경관계획 수립 시 신도시 야간경

관계획이 검토된 것인가

(답변)현재 김포한강신도시 야간경관계

획도 수립중에 있으며 신도시 야간경관

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적용하겠음

산업입지 담당(경제진흥과)

- 에너지 절감과 관련하여 태양광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비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빛공해 방지방안을 토대로 도로조

명을 계획할 때에는 디밍시스템을 활용

하도록 하였음

(답변)경우 한강교량조명을 에너지 절감 

문제로 중지하고 있음. 친환경 신소재 에

너지의 제품이 현실화, 상품화 된다면 적

용하겠으며 부서별 사업 시 우리과와 협

의하여 적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공원녹지과

- 야간경관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있다고 

봄. 공공의 경우 기본계획 방향대로 하면 

되지만 민간의 경우 스스로 경관조명을 

실행하기 어려울거 같음. 따라서 상업 및 

주거공간의 건축주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봄

-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따라 모양, 높

이가 똑같이 되어있고 이러한것이 다 똑

같으면 의미가 없다고 봄

- 도로의 경우 가로수 공간이 없음. 공

사가 미비하게 진행되어 도로변 녹지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함

(답변)위의 사항은 부서별로 함께 풀어나

가야 할 것임

주택관리담당(주택과)

- 야간경관계획의 목적은 빛을 해야할 

곳과 안할곳을 구분하여 정체성을 확립

하고자 하는데 있음. 아파트, 거리, 건축

물 조명시 조명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다

른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음. 우리시만의 개성과 정체

성, 이미지 수립을 목표로 함. 예로 사우

삼거리-원당사거리 구간을 보면 가로등 

3~4종류, 버스쉘터 3~4종류로 기본틀

이 없고 우리시만의 개성이 없음

-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

다면 시 전체에 대한 빛 이미지가 부족하

므로 고려해 주길 바라며 김포만의 빛 아

이덴티티와 구역별, 지역별 빛 이미지를 

수립해 주길 바람

공원녹지과

- 경관은 모양과 색인데 색부터 얘기하

면 안됨. 큰 틀에서부터 지침을 마련하여 

모양을 만들고 색을 칠해주길 바람

(9)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

일  시 : 2011.9.27 (화).

           PM2:00~PM4:00

장  소 :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통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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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옥구 위원 

- 사전검토에서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을 수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도심 전체

에 대한 빛의 관리계획 필요라고 한 것

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에는 도로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음. 김포

시야간경관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은 도

로만 되어 있고 건물이라던가 기타 다

른 야간경관의 타분야에 대한 것은 없

는 것 같음

이온에스엘디 여승민팀장

- 피피티에 정리한 내용은 주요내용만 

정리한 것이며, 보고서 155p를 보시

면, 5개의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음. 

- 건축물 조명 가이드라인에 대한 휘

도나 조도, 색온도 등에 대한 내용도 

158p에 기재가 되어 있음. 아파트경관

관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세부자료

도 있으며, 두 번째 챕터를 보시면 건

축조명가이드라인이 있음. 한강신도시

부분 더 세부적으로 각 공구별로 정리

하였음. 

최령 위원

- 건축과 도시에 관련해서 사실 경관

조명이라는 것은 켰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나 요즘 같은 경우 많은 돈을 들어

서 건축물 도시에 시설을 하고서도 에

너지정책에 있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

가 많음.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에너지

를 관련한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연

구해본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태양

광 발전이라던가 신재생에너지를 김포

시에서 가로등이나 공공건축물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침에 되한 제시가 필요

할 것 같음.

이온에스엘디 여승민팀장

- 신재생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나열하

지는 않았음. 대신, 시청앞길의 가로등

이 현재 400W로 되어있는것을 효율이 

높은 반사판이나 램프를 사용하게 되

면 150W로도 가능함. 이런방식의 에

너지세이빙 방안을 마련하였음. 신재

생에너지는 재검토 하겠음.

강옥구 위원 

- 158쪽에 보면 김포시 야간경관에 

녹지지역, 용도별로 휘도기준표가 제

시되어 있음. 이정도면 무난히 경관조

명이 연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제

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싶음. 폭을 좀 더 

넓혀 주면 나중에라도 조명할 때 꼭 이

것에 대해 제약을 안 받고 조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휘도가지고는 경관연

출에 어렵다고 생각이 들으니, 김포

시 기본경관계획이 좀 더 폭넓게 잡아

야 함.

이온에스엘디 여승민팀장

- 저희가 휘도기준을 잡을 때 수치적

으로 조명의 기준을 잡는 것이 쉽지 않

았음. 기준이 얼마나 적정한가를 위해

서는 현황조사밖에 없었음. 김포시가 

많이 어둡기 때문에 서울의 있는 기준

을 가지고 올 때는 더 밝게 느껴질수 

있어서 주거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1과 도시2로 구분하였음. 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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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과 재 검토하겠음.

이진숙 위원

- 32쪽부터 현황조사를 하셔서 조사분

석을 49쪽까지 하고 있음. 시민의식 조

사가 야간현황조사에 들어가 있고 조사

분석을 거쳐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 내

용이 조금 이해도가 떨어짐. 예를 들자

면 시민의식 조사가 다 측정을 한 다음에 

한페이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의식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좀 준비

해서 인식이 되도록, 다시 어떤 양과 질

을 확보해서 정리 하셔야 할것 같음. 그

다음에 측정을 하셨는데 앞에 34쪽부터 

계속 휘도와 조도의 측정을 나열되어 있

음. 여기서 어떤 것이 장점이고 문제점인

지 알고 싶음.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현황 

조사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뭐가 문제인

지 여기서 발취된 문제점이 뭐기 때문에 

또 시민의식조사에서는 뭐기 때문에 어

떻게 앞으로 개선점이 고쳐져야 된다. 이

런 순으로 정리가 되어야하는 것이 아닌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169쪽을 보면 야간경관에서 컬러를 

예시를 하고 있음.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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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 본 지침은 국제조명위원회 (CIE:Commission International de l’Eclairange) 및 한국

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에 두고 최신 조명기술을 부가하였다.

A. 국제조명위원회 경관조명 밝기기준 CIE Pub. No.94 Guide For Floodlighting

B. 국제조명위원회 도로조명 설계기준 CIE Pub. No.115:1995 Recommendations 

    for. the lighting of roads for motor and pedestrian

C. 국제조명위원회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적정 밝기기준 CIE Pub. No.150:2003     

    Guide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Obtrusive Light from Outdoor 

    Lighting Installations

D.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기준,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조도기준,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조명 등급,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

    명의 기준

E. KS A 3703 터널조명기준

F.  KS A 3011 : 오픈스페이스 조도기준

+ 따라서 본 지침과 상위 기술규정인 CIE, KS와의 규정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상위 

기술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김포시가 전략적으로 세계기준을 선도하고자 하는 조명디자인 기준에 대하여는 김포

시 경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술기준을 만족하거나 오히려 높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는 김포시 독자 기준으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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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조명위원회(CIE-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1) CIE(국제조명위원회) 경관조명 밝기 기준 

    (CIE Pub. No.94 Guide For Floodlighting)

국제조명위원회는 3단계로 경관조명의 밝기(표면휘도:cd/㎡)를 주변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되고 있다.

 

마감재질 명도 반사율

밝음 보통 어두움

도심부 작은 거리 어두운 지방

12 (cd/㎡) 6 (cd/㎡) 4 (cd/㎡)     

밝은 대리석 백색 80% 150 lx 100 lx 50 lx

콘크리트 밝음 60% 200 lx 100 lx 100 lx

황갈색 벽돌 중간 35% 300 lx 200 lx 150 lx

회색 벽돌 어두움 15% 500 lx 300 lx 200 lx

[표 120]  CIE(국제조명위원회) 경관조명 밝기 기준 (CIE Pub. No.94 Guide For Floodlighting)

(2) CIE(국제조명위원회)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적정 밝기 기준 

    (CIE 150:2003 Guide on the limitation of the effects of. obtrusive light 

     from outdoor lighting installations) 

·환경구역의 분류와 최대 표면휘도(cd/㎡) (CIE 150:2003)

·국제조명위원회는 4단계로 빛간섭(Obtrusive Light)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조명의 밝기를 주변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권장하고 있다.

·이 경우 제시된 표면휘도(cd/㎡) 수치는 공기의 오염과 먼지 등의 방해가 고려되

  지 않은 순 설계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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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지역의 밝기 적용

표면유형

건물표면 

(cd/㎡) 

광고물표면 

(cd/㎡)

E1 어두운 경관의 지역 국립공원 등 5 50

E2 낮은 휘도 분포 지역 도시권의 전원주택지역 5 400

E3 중간정도의 휘도 분포지역 도시 주거지역 10 800

E4 높은 휘도 분포 지역 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 25 1000

[표 121] CIE(국제조명위원회)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적정 밝기 기준

※ 지역의 구분 : 빛의 밝기에 따른 지역을 E1, E2, E3, E4 4단계로 분류하여 적용

(3) CIE 도로조명 설계기준 (CIE 115-1995)

조명등급
적용범위

L(cd/㎡) 최소n유지값 Uo 최소값 TI(%) UI 최소값 SR 최소값

M1 2.0 0.4 10 0.7 0.5

M2 1.5 0.4 10 0.7 0.5

M3 1.0 0.4 10 0.5 0.5

M4 0,75 0.4 10 NR NR

M5 0.5 0.4 10 NR NR

[표 122] CIE 도로조명 설계기준 (CIE 115-1995)

※ 도로의 조명등급 분류 :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 교통량과 도로시선의 복잡성에 따라 M1, M2, M3의

                                세가지로 구분되고, 교외지역과 연결되는 도로 등은 M4, M5로 구분

※ Uo : 종합균제도, UI : 차선축 균제도, TI : 임계치 증분, Sr : 서라운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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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에 따른 조명등급 분류

형태 조명등급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로서, 평면교차로가 없으며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는 

곳 교통량과 도로시설의 복잡성

높음 M1

보통 M2

낮음 M3

차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고속도로로 교통량을 제어할 수 있거나

분리차선 도로를 이용한 형태

나쁨 M1

좋음 M2

도시의 중요도로로, 방사모양의 도로,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도로들 중

교통량을 제어 할 수 있거나 분리차선, 도로를 이용한 형태

나쁨 M2

좋음 M3

시골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나 주거지역과 근접한 도로들 중 교통량을 

제어할 수 있거나 분리차선, 도로를 이용하는 형태

나쁨 M4

좋음 M5

[표 123] 도로에 따른 조명등급 분류

2) 한국산업규격(KS) 기준

(1)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기준 (KS A3701/부표2)

도로 조명등급
평균노면휘도(최소허용치) 

Lavg (cd/㎡) 

휘도균제도(최소허용치)
TI(%)

(최대 허용치)종합균제도(Uo) 

Lmin/Lavg

차선축 균제도(UI)

Lmin/Lmax

M1 2.0 0.4 0.7 10

M2 1.5 0.4 0.7 10

M3 1.0 0.4 0.5 10

M4 0,75 0.4 - 15

M5 0.5 0.4 - 15

[표 124]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기준 (KS A3701/부표2)

※ 도로의 조명등급(KSA3701/부표1) :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으로, 교통량과 도로 선형의 복잡함, 

                                                교통형태, 신호체계등으로 분류함

※ Lavg : 평균노면휘도, Lmin : 최소노면휘도, Lmax : 최대노면휘도, Lmin/Lavg : 최소휘도와 평균노면휘도의 비, 

    Lmin/Lmax : 최소휘도와 최대휘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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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 KS A 3701 / 부표3-2)

도로 조명

등급

포장도로 등급별 평균노면조도

Eavg(lx) (최소허용치)
조도균제도 (최소허용치)

R1 R2&R3 R4
종합 조도균제도

(UEo) Emin/Eavg

차선축 조도균제도

(UEl) Emin/Emax

M1 20.0 29.0 25.0 0.4 0.7

M2 15.0 22.0 19.0 0.4 0.7

M3 10.0 14.0 13.0 0.4 0.5

M4 8.0 11.0 9.0 0.4 -

M5 5.0 7.0 6.0 0.4 -

[표 125]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 KS A 3701 부표3-2)

※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등급 (KS A 3701 / 부표3-1)

(3)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등급 ( KS A 3701 / 부표3-1)

노면등급 휘도계수 도로 표면의 특성

R1 0.10

콘크리트 도로표면

· 최소한 15%의 인공 광택재(예를 들어 시노팔 등), 또는 최소한 30%의

    매우 광택이 있는 사장암(예를들어 래브라도르장석, 규암 등)이 혼합된 

    아스팔트 도로표면

· 대부분 확산반사

R2 0.07

· 자갈(1cm 이상의 크기)을 60% 이상 포함한 아스팔트 도로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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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산반사와 정반사의 혼합

R3 0.07

· 어두운 색의 혼합재(예를 들어 트립 화성암, 고로 슬래그)를 갖는 아스

    팔트 도로표면

· 약간 정반사

R4 0,08
· 표면이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아스팔트 도로

· 대부분 정반사

[표 126]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등급 (KS A 3701 / 부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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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 (KS A 3701 / 부표1)

도로의 종류
차선축 균제도(UI)

Lmin/Lmax

상하행선이 분리되고 교차

부는 모두 입체교차로로서,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

는 고속의 도로. 자동차 전

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으면서 도로 선형이 복잡한
2)

 경우 M1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선형이 복잡한 경우 M2

교통량이 적고 도로 선형이 단순한 경우, 또는 

주변환경이 어두운 경우
M3

고속의 도로, 상하행선 분

리 도로

교통제어
3)

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4)의 분

리
5)

가 부족함
M2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2

주요한 도시 교통로, 

간선 도로, 국도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

가 부족함
M2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3

중요도가 낮은 연결도로, 

지방 연결도로, 주택지역의 

주 접근도로. 사유지로의 

접근도로와 연결도로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

가 부족함
M4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5

[표 127]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 (KS A 3701 / 부표1)

주 2 : 도로선형의 복잡함이란 도로의 기본 구조, 차량의 이동, 그리고 시각적 환경을 의미한다.이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

        은 다음과 같다. - 차선의 수, 경사면의 수, - 신호등 및 표지 진출입용 램프, 진입 차량, 진출 차량 등의 존재도 고

        려하여야 한다.

주 3 : 교통제어란 신호등과 표지판의 존재, 그리고 법규의 존재를 말한다. 제어의 수단은 교통신호등, 통행 우선권의 규

        칙, 우선권의 법규와 표지, 교통표지판, 방향표지, 그리고 도로 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 

        교통제어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

주 4 :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란 예를 들어 자동차, 트럭, 저속 차량, 버스, 자전거, 보행자 등을 말한다.

주 5 : 분리란 전용차선의 방법이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교통 형태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러한 분리가 있다면 낮은 등급의 조명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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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기준 (KS A 3701 / 부표3)

야간의 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

수평면 조도 연직면 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변지역 5 1

상업지역 20 4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표 128]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기준표 (KS A 3701 / 부표3)

※ 수평면 조도 : 보도의 노면상 평균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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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옥외시설 조도기준 (KS A 3011-1998)

공원 추천조도(lx)

전반 6-10-15

주된장소 15-20-30

교통관계광장 추천조도(lx)

매우 복잡한장소 30-40-60

복잡한 장소 15-20-30

일반장소 6-10-15

정원 추천조도(lx)

길, 집밖, 층계 6-10-15

강조한 나무, 꽃밭, 석조정원 30-40-60

대촛점 60-100-150

배경-관목, 나무, 담장, 벽 15-20-30

소촛점 150-200-300

전반조명 3-4-6

[표 129] 옥외시설 조도기준 (KS A 3011-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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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휘도측정 방법

·건물표면휘도 측정은 야간에 조명으로 인하여 사람이 빛공해를 느끼는 위치에서 5회 

  이상 측정하여 그 측정의 평균값을 건물표면휘도로 본다.

·옥외조명시설은 대상물의 휘도가 외부적인 요인 (안개,먼지, 연기등) 및 휘도측정 대

  상물의 건습상태등에 따라 그값이 변동되고 휘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고감

  도의 휘도계를 사용한다. 

·휘도계의 측정각은 옥내의 경우에는 측정범위가 비교적 좁고, 또한 원거리에서 측정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측정각이 작은 휘도계를 사용한다. 

·필요한 측정각의 휘도계를 얻을 수 없는 경우의 측정방법

   - 휘도계의 측정각이 크고 피측정물이 작아서 측정이 어려울 경우 그림과 같이 측정

      기준점과 피측정점과의 관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근접하여 측정하여도 된다. 

    A : 측정기준점

    B : 측정대상물 

   AP: 측정방향

    B : 이동한 휘도계의 위치 

   → : 관측방향 

[그림 283] 휘도 측정 방법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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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어정리

휘도 Luminance 기호 : L, 단위 : cd/㎡, lm/㎡·sr

조도에 의해 사람이 인식하는 시각적인 효과이다.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광속의 그 방향

에 수직인 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단위입체각당 비율을 말한다.

노면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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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도 Illuminance 기호 : E, 단위 : lx, lm/㎡

광속과 빛이 비춰지는 면적과의 비례를 말하며, 1lux란 1m²의

면적위에 1lm의 광속이 균일하게 비춰질 때를 말한다.

수평면(水平面)조도 기호 : Eh

수평한 면이 받는 조도를 수평면 조도라 하고, 일반적으로 조도라고 하는 경우는, 이 수

평면조도를 말한다.

연직면(鉛直面)조도 기호 : Ev

연직면이 받는 조도를 연직면조도라 한다.

조도 환산계수 [노면의]

노면상의 어느 점의 수평면 조도값을 정해진 관측방향에서의 휘도값으로 나눈 값, 실제

도로의 조명에서는 각 점의 조도값, 휘도값을 이미 알고 있다면 환산할 필요성이 없으므

로 일반적으로 평균조도 환산계수로서만 사용한다. 즉, 노면의 수평면 조도 평균치를, 

노면 휘도의 평균치로 나눈 값으로, 노면의 평균휘도를 평균조도로 환산하는 계수이다. 

이 계수는 노면의 종류, 상태, 등기구의 배광, 배치에 따라 다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

지의 실험, 실시예로 일정한 조명 상황하에서는 다음 값들을 사용하고 있다. 세미컷오프 

등기구에 의한 아스팔트 노면:15 [lx/cd/㎡], 콘크리트 노면:18 [lx/cd/㎡], 터널조명

에서는 아스팔트의 경우:18 [lx/cd/㎡], 콘크리트 노면의 경우: 13 [lx/cd/㎡].

눈부심(Glare)

눈이 순응하고 있는 빛과 크게 다른 빛을 받으면 불쾌한 느낌을 받아 물건을 선명히 못 

보게 된다. 이것이 눈부심 현상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야 안에 빛이 과대한 대비

가 없도록 하거나 시간적으로 빛이 큰 변화를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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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Cut-off)형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눈부심(Glare)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엄격하게 제한

한 배광을 말한다.

세미 컷오프(Semi Cut-off)형

컷 오프형보다 광조의 제한을 다소 늦춘 배광을 말한다.

논 컷오프(Non Cut-off)형

눈부신 빛에 대한 고려를 적게한 배광을 말한다.

광속 Luminous Flux 단위 : lm, 기호: Ø

광속은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빛(가시광)의 총량을 말한다.

광도 Luminous Intensity 단위 : cd, 기호: l

일반적으로 광원은 여러 방향, 다른 강도의 광속을 방사한다. 광도는

특정방향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빛이 방사되는지를 나타내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의 한 부분으로 가시광선(380-780nm)이라고

불리는 파장을 말한다.

램프효율 (단위 : lm/w)

램프효율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가 빛으로 전환되는 효율성을 나타낸다.

등기구효율

등기구 효율(조사율로 일컬음)은 등기구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

것은 등기구에 설치된 램프의 광속과 등기구에서 나오는 광속간의 비율이다.

색온도 Color Temperature 단위 : K

광원의 색온도는 흑체(Black Body)를 달구었을 때 방사되는 빛의 색과 비교하여 표현된

다. 색온도는 색좌표에서‘Planckian Curve’로 알려진 선을 따라 이동하는데, 흑체를 

달구는 온도를 높일수록 청색 스펙트럼이 강해지고 적색 스펙트럼이 약해진다. 즉, 색온

도가 높을수록 차가운 광색을 갖게 되고 색온도가 낮을수록 따뜻한 광색을 갖게 된다.

전구색(Warm White)을 가진 백열램프의 색온도는 약 2,700K이며 주광색으로 흔히 표

현되는 형광램프의 색온도는 약6,000K이다.

광색 Light Appearance

광원의 색은 색온도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 전구색(따뜻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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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은 3,300K이하, 백색(미색의 부드러운 색감)은 3,300~5,000K, 주광색(시원한 색감)

은 5,000K 이상이다. 광원의 광색이 같더라도 연색성이 다를 수 있는 것은 파장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색계열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국제조명위원회(CIE)가 제정한 측색 시스템

(CIE 1931xy chromaticity diagram)에서 X축, Y축으로 

R(0.64, 0.33), G(0.30, 0.60),B(0.15, 0.06)지점을 중심에서부터

원색의 경계선까지의 색상을 원색계열이라 한다.

연색성 Color Rendering 단위 : Ra

연색지수란 자연광에서 본 사물의 색과 특정 조명에서의 경우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측정방법은 DIN6169에 따라 정해진 여덟 종류의 실험 색을 측정한다. 측정

한 광원이 기준광원과 같으면 Ra100으로 나타내고 색 차이가 클수록 Ra값이 작아진다. 지

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연색성이 좋은 것을 의미하며 지수가 낮을수록 색재현도가 떨어진

다. 일반적으로 평균 연색지수가 80을 넘는 광원은 연색성이 좋다고 한다.

IP (Index of Protection)

분진과 수분의 침투에 대한 산업 표준: IP(IEC529)

IP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IEC529

규정에 의한 분진과 수분의 침투에 대한 장비의 보호수준을 규정하는 기술 기준중의 하나

이다.

IP등급분류: 2개의 숫자로 표기하며, 첫 번째 숫자는 외함체 내에 침투하는 분체를 방지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두 번째 숫자는 외함체 내에 침투하는 액체를 방지하는 정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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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4] CIE 색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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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숫자,  분체방지수준 두번째 숫자, 액체방지수준

0 분체 침착 및 침투 방지 전혀 못함 0 무방비

1

사람의 손에 의한 우연한 분체 침투

에 대비. 

의도적 접촉에는 무방비. 50mm이상

1 외함체에 떨어지는 응축된 물방울 차단

2 가락에 의한 침투 방지. 12mm이상 2
평면 75° 각도로 낙하하는 액체 방

울 차단

3
공구 및 전선에 의한 침투 방지. 

2.5mm이상
3 평면 30° 각도의 강우 차단

4
작은 공구 및 전선에 의한 침투 대비. 

작은 입자 1mm이상
4 모든 방향에서 오는 물방울 차단

5
인체 및 움직이는 부품에 의한 침투에 

대한 완벽한 방지. 유해분진 차단
5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물방울 차단

6
먼지등의 침입이 없는 완전 밀폐형 보

호등급
6 폭풍 중 선상 갑판의 조건 만족

7
물에 넣었을 경우에 정해진 압력하에서 

일정기간 수분침투 방지

8
어떤 경우에도 물에 넣어 고압을 가해도 

수분침투 방지

[표 130] IP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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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포한강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블럭표기도

[그림 285] 김포한강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블럭표기도



269  

Gimpo Lightscape MasterPlan  

7.  자료집

   6. 표, 그림 목차

[표 1] 과업의 내용적 범위

[표 2] 김포시 자원 현황

[표 3] 권역별 테마전개 및 경관이미지

[표 4]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표 5] 산업단지 총괄표

[표 6]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표 7] 휘도 분포도

[표 8] 휘도 분포도

[표 9]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의 내용

[표 10] 과제도출

[표 11] 도시의 구조분석

[표 12] 권역별 특성 분석

[표 13] 경관축의 특성 분석

[표 14] 경관거점의 특성 분석

[표 15] 권역별 빛 이미지 형성

[표 16] 축별 빛 이미지 형성

[표 17] 경관거점별 빛 이미지 형성

[표 18] 건축물 조명방식

[표 19]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조명방식

[표 20] 권역별 빛의 성격

[표 21] 가로별 빛의 성격   

[표 22] Culture & Art Light 조명방식

[표 23] Eco Light 조명방식

[표 24] 시청앞길 설계지침

[표 25] 대명항 설계지침

[표 26] 문수산 설계지침

[표 27] 김포한강신도시 권역별 기본방향

[표 28] 공동주택 설계지침

[표 29] 고층건축물 설계지침

[표 30] 수변상업건축 설계지침

[표 31] 공동주택 설계지침

[표 32] 고층건축물 설계지침 

[표 33] 교량 설계지침

[표 34] 건축물 설계지침

[표 35] 수변공원 설계지침

[표 36] 한강연접부 설계지침

[표 37] 지침의 적용대상

[표 38] 건축물 조명의 용도지역 분류

[표 39] 건축물 표면 휘도 및 색온도 기준

[표 40] 건축물 상층부 최대 휘도대비

[표 41] '역사·문화자원 및 역사·문화자원 연접지역'                    

건축물 표면 기준 휘도

[표 42] 일반건축물 세부지침

[표 43]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물 세부지침

[표 44] 공동주택(아파트) 조경 세부지침

[표 45] 도로조명 등급의 분류

[표 46] 휘도 및 색온도 기준

[표 47] 조도 기준

[표 48] 색온도 기준

[표 49] 주간 자동차 터널의 기본부 평균 노면휘도(cd/㎡)   

[표 50] 터널 기본부 평균노면휘도

[표 51] 터널 전 구역의 천정 및 벽체조명

[표 52] 터널 야간조명

[표 53] 횡단보도 조명 유형별 조명시설

[표 54] 조명기구 성능 기준-등기구

[표 55] LED 보안등 성능 기준

[표 56] LED 보안등 광효율과 색온도 권장 기준

[표 57] 배광방식

[표 58] 일체형 기구

[표 59] 조명기구 성능 기준 - 등주

[표 60] 도로조명 방식 - 일반도로

[표 61] 도로조명 방식 - 보행자 전용도로

[표 62] KS옥외시설 조도기준

[표 63] 조닝별 연출방향

[표 64] 세부지침

[표 65]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표 66]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주요 대상지

[표 67] 조명 등급의 분류

[표 68] 휘도기준

[표 69] 조명방식

[표 70] 적용대상

[표 71] 휘도  및 조명방식 기준

[표 72] 건축물 표면의 휘도 기준

[표 73] 건축물 표면의 휘도비 기준

[표 74] 주거용지 내 건축물조명

[표 75] 상업업무용지 내 건축물조명

[표 76] 공공문화시설, 도시기반시설 용지 내 건축물조명

[표 77]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휘도(cd/㎡) 기준

[표 78]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기준

[표 79]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색온도 기준

13

17

21

22

24

33

41

49

57

69

78

79

80

81

82

83

83

89

89

91

91

93

94

97

99

101

105

106

106

107

107

107

109

110

110

112

116

118

119

119

119

121

122

123

124

125

125

125

126

126

126

126

128

129

130

130

131

131

132

134

135

136

136

138

140

141

143

143

144

145

145

147

147

149

150

151

152

152

153



270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표 80] 보행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색온도 기준

[표 81] 도로조명 예시-대로

[표 82] 도로조명 예시-중로

[표 83] 도로조명 예시-소로

[표 84]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조명등급에 따른 연출방향

[표 85] 빛의 성격

[표 86] 환경지역 및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등급

[표 87] 특수구조물조명 휘도기준

[표 88]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방식(예시)-기본형

[표 89]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방식(예시)-조형형

[표 90]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방식(예시)-파고라형

[표 91] 빛공해 방지방안-가로등(보안등)조명 디자인 예시   

[표 92] 빛공해 방지방안-가로등(보안등)조명 가로등 배광

[표 93] 빛공해 방지방안-건축물조명

[표 94] 도시지역 분류

[표 95] 도시지역별 휘도 및 색온도 기준

[표 96] 가로등 교체 단계별 계획

[표 97] 가로등 시설 현황

[표 98] 가로등 광원 및 배광 비교

[표 99] 경제성 분석-국도 48호

[표 100] 경제성 분석-지방도 356호

[표 101] 생활가로의 밝기(조도) 기준

[표 102] 생활가로 연출방향

[표 103] 형광램프와 LED램프 비교

[표 104] 빛 축제의 목표

[표 105] 기존 주요 축제 현황

[표 106] 추진방향

[표 107] 빛 축제 운영방안

[표 108] 운영조직 예시도

[표 109] 홍보계획

[표 110] 공모전 개최 예시

[표 111] 김포 대수로 연출방향

[표 112] 정책과제

[표 113] 단계별 사업

[표 114] 참여주체의 역할 및 협력체계

[표 115] 경관사업 협정사업의 예시도

[표 116] 주요업무

[표 117] 심의대상 시설

[표 118] 가이드라인 활용 계획

[표 119] 보고회 및 토론회 일정 및 주요내용

[표 120] CIE(국제조명위원회) 경관조명 

밝기 기준 (CIE Pub. No.94 Guide For Floodlighting)

[표 121] CIE(국제조명위원회) 환경을 고려한 

경관조명의 적정 밝기 기준

[표 122] CIE 도로조명 설계기준 (CIE 115-1995)

[표 123] 도로에 따른 조명등급 분류

[표 124]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휘도기준 

(KS A3701/부표2)

[표 125] 운전자에 대한 도로조명의 조도기준

( KS A 3701 부표3-2)

[표 126] 도로의 표면과 반사특성에 따른 노면등급 

(KS A 3701 / 부표3-1)

[표 127]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 

(KS A 3701 / 부표1)

[표 128]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기준표 

(KS A 3701 / 부표3)

[표 129] 옥외시설 조도기준 (KS A 3011-1998)

[표 130] IP 등급분류

153

153

154

155

155

155

156

156

157

157

157

160

161

161

169

169

179

194

196

196

196

199

200

201

204

205

205

207

207

208

208

214

218

220

222

222

223

224

228

236

257

258

258

259

259

260

60

261

265

263

267



271  

Gimpo Lightscape MasterPlan  

7.  자료집

[그림 1] 김포시 야간경관 수립계획 필요성

[그림 2]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의 목표

[그림 3] 김포시 행정구역 범위

[그림 4] 과업의 수립과정

[그림 5] 김포시 자원 현황

[그림 6] 2020김포도시 기본계획

[그림 7] 김포시 도시 미래상

[그림 8] 공간구조 구상도

[그림 9]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10] 경관권역구분도

[그림 11] 간선도로 조명방식 예시도

[그림 12] 김포한강신도시 빛 계획 개념도

[그림 13] 광역도로 개선 대책도

[그림 14] 김포한강로

[그림 15] 김포산업단지

[그림 16]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구상도

[그림 17]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그림 18] 골드밸리(양촌산업단지) 조감도

[그림 19] 골드밸리(학운2 산업단지) 조감도

[그림 20]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그림 21] 경인아라뱃길 조감도

[그림 22] 김포터미널 조감도

[그림 23] 휘도측정 범위

[그림 24] 휘도, 조도 측정 조사장비

[그림 25] 걸포중앙공원 현황

[그림 26] 봉화로 주변 놀이터 현황

[그림 27] 대명항 현황

[그림 28] 계양천 현황

[그림 29] 김포 용수간선 주변 현황

[그림 30] 시청앞길·사우동 현황

[그림 31] 사우사거리 도로 

[그림 32] 사우사거리

[그림 33] 월곶(다하누촌) 현황

[그림 34] 대곶 현황

[그림 35] 통진 현황

[그림 36] 장기택지지구 현황

[그림 37] 장기택지지구 옥외광고물

[그림 38] 사우사거리 주변 현황

[그림 39] 시청앞 길 현황

[그림 40] 대명항 현황

[그림 41] 시청앞 길 주변 현황

[그림 42] 사우사거리 주변 현황

[그림 43] 고촌 현황

[그림 44] 장기지구 현황

[그림 45] 김포 오픈스페이스 현황

[그림 46] 김포 도시기반시설 현황

[그림 47] 옥외광고물 조명 현황

[그림 48] 풍무동 조명 현황

[그림 49] 중앙로 조명 현황

[그림 50] 시민의식조사 설문지

[그림 51] 현황분석 종합 

[그림 52] 야나기와 주택가 모습

[그림 53] 야나기와 수로현황

[그림 54] 야나기와 수로에서 뱃놀이 코스

[그림 55] 야나기와 뱃놀이 현황

[그림 56] 야나기와 뱃놀이 코스

[그림 57] 야나기와 수로관리 지역

[그림 58] 야나기와 뱃놀이 운행 코스

[그림 59] 야나기와 뱃놀이 축제

[그림 60] 리버워크 야간현황

[그림 61] 리버워크 산책로 주변 현황

[그림 62] 리옹 2009 빛 축제 지도

[그림 63] Jouons avec les temps

[그림 64] Mon Jardin public내 공개 가든

[그림 65] La Dolce vita

[그림 66] La nuit au musee

[그림 67] Respirations

[그림 68] 365 Stars

[그림 69] Les Batisseurs

[그림 70] 사례분석 종합

[그림 71] 김포시 경관계획의 미래상

[그림 72] 홍도평에서 본 계양천 풍년마을

[그림 73]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그림 74]  LED 보행로 예시

[그림 75] 영국 랜드마크 야경현황

[그림 76] 광공해가 적은 도시 예시 

[그림 77] 김포시 야간경관계획의 추진전략

[그림 78] 대명항에서 본 초지대교

[그림 79] 사우사거리

[그림 80] 국도48호 천등고개

10

11

12

13

16

18

18

19

19

20

21

22

23

24

24

25

25

25

25

26

27

27

32

33

34

34

35

36

36

37

37

38

38

38

39

39

39

40

40

40

42

42

42

43

44

45

46

47

48

49

54

59

59

60

60

60

60

61

61

62

62

64

64

65

65

65

66

66

66

67

72

73

74

75

75

75

76

79

79

80



272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그림 81] 계양천 산책로

[그림 82] 대명항 함상공원

[그림 83] 대명항 함상공원 조형물 현황 

[그림 84] 권역별 빛 이미지

[그림 85] 김포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그림 86] 기성시가지권역

[그림 87] 신시가지권역

[그림 88] 권역별 빛의 성격

[그림 89] 가로별 빛의 성격

[그림 90] 스카이라인을 위한 빛의 성격 

[그림 91] 해안문화권역

[그림 92] 전원생태권역

[그림 93] 김포시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94] 시청앞길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95] 시청앞길 주간경관

[그림 96] 시청앞길 야간경관

[그림 97] 건축물 예시

[그림 98] 오픈 스페이스 예시

[그림 99] 대명항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100] 대명항 주간경관

[그림 101] 대명항 야간경관

[그림 102] 수변지역 예시

[그림 103] 오픈 스페이스 예시

[그림 104] 문수산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105] 문수산주변 주간경관

[그림 106] 문수산주변 야간경관

[그림 107] 문화재 예시

[그림 108] 오픈 스페이스 예시

[그림 109] 김포한강신도시 조감도

[그림 110] 김포한강신도시 조감도 예시

[그림 111] 빛의 개념 

[그림 112] 즐거움이 있는 빛 조명 예시

[그림 113] 권역지도

[그림 114] 공동주택, 상업, 업무시설 예시

[그림 115] 공동주택, 주상복합 지양 예시

[그림 116] 수변건축물 예시

[그림 117] 건축물 예시 

[그림 118] 경인아라뱃길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119] 경인아라뱃길 조감도

[그림 120] 한강연접부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121] 일산대교에서 바라본 한강주변 건축물  

[그림 122] 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  

[그림 123] 영국 런던

[그림 124] 영국 런던 야경

[그림 125] 일본 요코하마

[그림 126] 야간경관 대상의 종류

[그림 127] 지침의 적용대상

[그림 128]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

[그림 129] 도시지역 분류

[그림 130] 건축물 지양 예시

[그림 131] 주거 건축물 예시

[그림 132] 상업·업무 건축물 예시

[그림 133] 도로별 분류

[그림 134] +교차로 배치

[그림 135] KS A 3701-1129 부도2-2

[그림 136] KS A 3701-1129 부도3

[그림 137] 도장방식 예시

[그림 138] 가로등 형태 예시

[그림 139] 보안등 형태 예시

[그림 140] 공원 지양 예시

[그림 141] 수변연출 예시

[그림 142] 공원조명 예시

[그림 143] 자연을 고려한 조명 계획

[그림 144] 램프 사용별 유충현황

[그림 145] 가로조명 배치 예시

[그림 146] 태양광 시스템

[그림 147] 풍력 시스템

[그림 148]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조명기구 예시

[그림 149] 기본형 교량 예시

[그림 150] 조형형 교량 예시

[그림 151] 환경조형물 예시

[그림 152] 옥외광고물 지양 예시

[그림 153] 해외 옥외광고물 설치 예시

[그림 154] LED 광원 사용설치 예시

[그림 155] 옥외광고물 설치 예시

[그림 156] 휘도 기준

[그림 157] 도로조명 기준

[그림 158] 대로 가로단면 예시

[그림 159] 대로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그림 160] 중로 가로단면 예시

80

81

81

82

84

88

90

90

91

92

93

94

95

96

96

96

97

97

98

98

98

99

99

100

100

100

101

101

102

102

104

104

106

106

106

107

107

108

108

111

111

111

112

112

112

112

116

117

118

118

120

120

120

124

127

128

132

133

133

137

137

137

139

139

139

140

141

142

143

143

143

146

146

146

146

147

152

153

153

154



273  

Gimpo Lightscape MasterPlan  

7.  자료집

[그림 161] 중로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그림 162] 소로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그림 163] 소로 휘도 시뮬레이션 예시

[그림 164] 공원녹지 및 수변환경 조명등급 기준

[그림 165] 환경지역 및 특수구조물 형태에

따른 조명등급 기준

[그림 166] 빛공해 개념도

[그림 167] 빛공해 예시

[그림 168] 토지이용계획 용도계획

[그림 169]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사업방안 

[그림 170] 야간경관계획의 구상도

[그림 171] 시청앞길 현황

[그림 172] 시청 거점 연출대상

[그림 173] 시청앞길 가로등

[그림 174] 시청앞길 가로등 단면 예시 

[그림 175] 고효율 가로등 예시

[그림 176] 시청앞길 가로등 배치 예시도

[그림 177] 시청앞길 가로등 조도 비교 데이터

[그림 178] 가로등 디자인 예시

[그림 179] 시민문화회관 앞 사거리

[그림 180] 시민문화회관 연출대상

[그림 181] 보행로 조명연출 예시 시뮬레이션

[그림 182] 시청사 조명연출 예시 시뮬레이션

[그림 183] 상업건축물 예시

[그림 184] 공공건축물 예시

[그림 185] 연말연시 보행로 예시

[그림 186] 사우문화 체육광장 현황

[그림 187] 머물고 싶은 거리 연출대상

[그림 188] 시청광장 조명연출 단면 예시

[그림 189] 사우문화체육광장 단면 예시

[그림 190] 계양천 진입공원 조명연출 단면 예시

[그림 191] 열주조명 예시        

[그림 192] 스텝조명 예시        

[그림 193] 바닥조명 예시

[그림 194] 사우사거리 가로현황

[그림 195] 사우사거리 연출대상

[그림 196] 수목조명 연출 시물레이션 예시

[그림 197] 보행로 연출 시뮬레이션 예시

[그림 198] 주거단지 조명 예시

[그림 199] 볼라드 및 공원조명 예시

[그림 200] 우저서원 현황

[그림 201] 역사문화시설 연출대상

[그림 202] 역사문화시설 조명연출 단면 예시

[그림 203] 역사문화조명 예시 

[그림 204] 대명항 주간 현황

[그림 205] 대명항 야간 현황

[그림 206] 대명항 거점 연출대상

[그림 207] 함상공원

[그림 208] 함상공원 연출대상

[그림 209] 함상공원 조명연출 단면 예시

[그림 210] 함상공원조명 예시

[그림 211] 바닥조명 예시

[그림 212] 함상조명 예시                    

[그림 213] 덕포진 현황

[그림 214] 역사문화시설 조명연출 단면 예시

[그림 215] 전시관조명 예시                      

[그림 216] 볼라드 조명 예시                  

[그림 217] 바닥조명 예시                

[그림 218] 문수산 및 주변 관광명소 현황

[그림 219] 문수산 거점 연출대상

[그림 220] 문수산성 북문 현황

[그림 221] 문수산 북문 연출 예시 시뮬레이션

[그림 222] 문화재조명 예시

[그림 223] 성벽조명 예시

[그림 224] 문화재 조명 예시                 

[그림 225] 김포 조각공원 입구 야간현황

[그림 226] 여가관광시설 조명계획 단면 예시

[그림 227] 보안조명 예시

[그림 228] 공원조명 예시                    

[그림 229] 벤치조명 예시

[그림 230] 도로경관축    

[그림 231] 김포 도로현황

[그림 232] 가로등 조도 비교 데이터 - 국도 48호,지방도 356호

[그림 233] 계양천 야간현황

[그림 234] 수변 경관축 산책로 조명연출 단면 예시

[그림 235] 보안등 조명 예시 

[그림 236] 보안등 현황

[그림 237] 빛침해를 유발하는 보안등 조명

[그림 238] 보안등 조도 비교 데이터

[그림 239] 보안등의 시간대별 밝기 조절

154

154

154

155

156

158

158

169

173

174

175

175

176

177

177

177

178

179

180

180

180

181

181

181

181

182

182

182

183

183

183

183

183

184

84

184

185

185

185

186

186

186

186

187

187

187

188

188

189

189

189

189

190

190

190

190

190

191

191

191

192

192

192

192

193

193

193

193

193

194

194

195

197

197

197

198

198

200

201



274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그림 240] 김포IC 부근 현황

[그림 241] 교차로의 교통섬을 이용한 조명방식 단면 예시

[그림 242] 도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한 조명방식

[그림 243] 도시 인프라 시설 예시

[그림 244] 빛축제 예시

[그림 245] 운영 프로세스 예시도

[그림 246] 시청앞 상징가로 연출방향 

[그림 247] 시청앞 상징가로 사업대상지

[그림 248] 시청앞 상징가로 연출계획

[그림 249] 연말연시 조명연출 예시 

[그림 250] 고보조명 예시     

[그림 260] 공원 오브제 조명 예시  

[그림 261] 천 주변 오브제 조명 예시

[그림 262] 조형물 조명 예시 

[그림 263] 기타부대시설 현황 

[그림 264] 수로변, 수면위에 오브제 연출 예시 

[그림 265] 작은 빛을 이용한 빛 이벤트 예시

[그림 266] 건축물 파사드면의 고보조명 예시   

[그림 267] 빛 축제 연계 프로그램 

[그림 268] 단계별 사업 실행의 우선순위

[그림 269] 공공의 선도적 사업추진 및 민간의 경관협정 유도

[그림 270] 민간주도의 경관협정 체결 및 공공의 사업지원

[그림 271] 서울시 야간경관 행정조직체계

[그림 272]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운영 절차

[그림 273] 야간경관 행정시스템

[그림 274] 야간경관 분과 위원회 구성도

[그림 275] 운영 프로세스

[그림 276] 야간경관 특화구역

[그림 277] 야간경관 심의 및 자문 프로세스

[그림 278]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단계적 

확대 운용방안 

[그림 279] 인센티브 부여 방법 예시도

[그림 280] 착수보고 회의 현황

[그림 281] 김포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합동 워크숍 현황

[그림 282] 주민공청회 현황

[그림 283] 휘도 측정 방법 예시도

[그림 284] CIE 색좌표

[그림 285] 김포한강신도시 토지이용계획 블럭표기도

202

202

203

203

206

209

209

210

211

211

212

212

212

213

213

215

215

215

216

217

221

221

223

223

225

226

226

227

228

229

230

237

240

249

263

266

268



275  

Gimpo Lightscape MasterPlan  

7.  자료집



276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277  

Gimpo Lightscape MasterPlan  

7.  자료집

참여연구진

김포시

유영록 ㅣ 김포시장

전상권 ㅣ 도시디자인과 과장

김재성 ㅣ 도시디자인과 계장

서희봉 ㅣ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이온에스엘디

책임 연구원

정정미 ㅣ 대표이사

정강화 ㅣ 상임고문

연구원

여승민 ㅣ 2팀 팀장

김세희 ㅣ 과장

천지나 ㅣ 대리

보조 연구원

박지철 ㅣ 1팀 팀장

이희선 ㅣ 3팀 팀장

조희영 ㅣ 과장

이형우 ㅣ 대리

백송이 ㅣ 사원

황계화 ㅣ 사원

Copyright(contents) Gimpo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 Reserver 2011

이 책의 저작권은 김포시에 있습니다.



278  

김포시 야간경관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