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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이용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안전 분야에서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교

통사고, 범죄, 화재, 자연재해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를 줄이고, 칼라조명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건강과 환경과 안전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LED 조명사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조사된 내용으로는, 2016년 11월 3주간, 서울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우울증 증세의 주민 10명(평균 거주기간 28.7년, 연령 67.5세)을 대상으로,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정침실 혹은

거실에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설치하여 사용 후 조사한 바,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기능에 대한 기대감

은 88%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동일하게 1주와 3주 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비교조사를 하여 본 결과, 1주차에는

84%에서 3주차 이후에는 90%로 우울증 해소효과가 높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울증 환자의견을 종합하면, 잠도

잘자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고, 안정감이 생기고, 숙면을 취할 때가 많아 졌으며, 너무 좋다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방재안전 환경조명은, 자살자를 감소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며, 부주의로 인한 추락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 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안전운전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안전귀

가길의 안전기능을 향상시키고, 화재로 인한 소방관의 정신적 불안 증세를 완화시켜 주며,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 상황실

근무시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등에 크게 개선하여, 시민을 덜 죽고, 덜 다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환경, 생활안전, 사망자 감소

ABSTRACT This paper is shown the new method using LED Light, which the light environment is upgraded the natural LED

light in the area of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PDSD), which the events of deaths is reduced on the Suicide, the

Infectious diseases, the safety accidents, the Traffic Accident, the crime, the fire, the Nature Disaster, and which the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the safety is implemented using the value of the color LED Light. Research findings include,

during 3 weeks in the November 2016, in the ten residents (average living 28.7 years, age 67.5 years) with depressive

symptoms in the northern part of Seoul, according to the request of the user, the PDSD natural light LED lighting was

installed in the home bedroom or the living room, expectations for the ability to restore physical and mental stability were

high (88%), in the same way, after 1 week and 3 weeks, the physical and mental changes were compared and the results,

84% in the first week and 90% in the third week and thereafter, the effect of relieving depression was high. We conclude

that patients with depression have a good sleep, an uneasy feeling, a sense of security, a good night's sleep, and a good

feeling. The PDSD LED Light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the various areas, which reduced the suicides, which give

increased immunity from infectious diseases, which give a crash to reduce accidents caused by negligence, which improve

the safe operation of heavy vehicles in which a traffics accident incidence installed on the highest point, which improve

the safety function on the ‘safety way home’ for the safety of the community, which due to fire gives alleviate the 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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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al anxiety of firefighters, which improve the environment for long-term control room working during decision making

caused by natur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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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도

시의 복잡화, 급격한 산업발전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하여 사건사고 사망자가 1990년대 이후 급격하

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안전분

야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경제는 성장하여 10위권 이

내로 진출하였지만, 국민은 건강과 생명의 위협에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는 생활안전 7대 지수의 사망자를

줄이고자 최우선 정책과제로 2016년 초에 발표한 바 있으

며, 생활안전분야 중 자살, 감염병, 교통사고, 범죄, 화재 등

의 5개 분야에서 매년 5%씩 사망자를 감소하여, 2016년

5%, 2017년 5%, 2018년 6%를 누적하여, 2018년에는 최대

16%의 사망자를 감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사망자를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제시하였다. 이 분야들 중

하나인, 안전사고는 산업분야 관계기관들이 매년 사건사

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경우 사망자가 미미하여 이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사망자

감소목표를 제시한 것을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사망자 증가추세를 억제

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 정책의 국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곳에

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사망자 감소방법으로, 사망

자 감소를 위한 3대 분야(본인과 주변인과 환경) 중 하나인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9년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개

발되어 왔던 자연광 LED조명으로부터, 2016년 개발된 방

재안전 자연광 LED조명을 활용하여 생활안전 7대 분야의

적용으로 사건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1).

선진국의 조명회사인 필립스는 캐나다에서 겨울철 우울

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조명인 ‘고라이트 블루’를 시판하

고 있으며, 캐나다 국민 중 54%가 빛을 통한 치료가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제품을 15-45분 정도

쬔 것만으로도 숙면이 된다는 자료가 발표(2010.11.18., 벤

쿠버 조선일보에서)된 바 있으며, 세계적인 조명회사인 오

스람에서 연구한 내용(2011.1.13.오스람 홈페이지)으로서,

특별히 설계된 광 박스로 3주간 치료한, 노인성 우울증 환

자의 증상이 54% 개선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오전의

광선 요법으로 1-2주 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예방

적 차원에서 광선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그 결과 심각한 부

작용이 없음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의 A회사에서 개발된 제품은 기존의 흑백 형광등

방식에서 벗어나, 실외의 자연광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에 따른 빛의 색상과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개발하여 특허출원(2)하였으며, 이의 활용분야로 방재안

전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방재안전 분야에서의 재해석

을 통하여, 자연광 LED 조명이 우리나라의 사건사고 사망

자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새로운 이론과 적용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재안전 환경조명은, 자살자와 우울

증 환자를 감소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며, 부주의로 인한 추락 안전사고를 절감하여 주며, 교통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안전

운전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안전귀가길의

안전기능을 향상시키고, 화재로 인한 소방관의 정신적 불안

증세를 완화시켜 주며,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 상황실 근

무시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등에 크게

기여하여 시민을 덜 죽고, 덜 다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

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 개요

 

2.1 빛(조명)의 개념

빛은 인간의 시각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전자기파의 복

사에너지로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외선은 인체의 건강과 관련되며, 살균효과를 지니고

있고, UV-A(315~400 nm)에서는 피부 노화가 발생하며, UV-B

(280~315 nm)에서는 비타민 D 생성되고, 유리투과가 되지

않아 실외에만 존재하며, UV-C(100~280 nm)는 가장 큰

살균효과를 지니나 오존층이나 성층권에서 대부분 흡수

된다. 

가시광선(380~780 nm)은 인간이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빛의

영역으로서, 기본적으로 빛이라 정의되는 범위이다. 

가시광선에 가까운 적외선(770~1,400 nm)은 통증완화,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Security, Vol. 9, No. 2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이용한 생활안전 개선에 관한 연구 55

피부 질환 등에 효과가 있으며, 먼 IR(1,400~1,00,000 nm)은

피부의 말초혈관이나 모세동맥을 확장시켜 혈액공급을 원

활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고, 백혈구의 기능을 왕성하게 하여

인체의 저항력을 강화하여 주며, 상처 치유 및 신진대사 촉

진에 기여하고 있다. 

망막에 도달한 빛은 인간의 행동에 2가지 영향을 미치는

데, 첫째로 가시적 효과가 있으며, 이는 밝기(조도), 눈부심

(글레어) 등과 같은 조명 요소에 영향을 받고, 둘째로 비가

시적 효과인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감성적, 생체

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생체리듬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는 멜라토닌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색온도와 연색성 등과 같은 조명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

게 된다. 

2.1.1 빛(조명)의 색온도와 연색성

높은 색온도(하얀 빛과 푸른 빛): 공간 전체의 활발한 분

위기를 나타내며, 형광등과 한낮의 태양광이 이에 속한다. 

낮은 색온도(붉은 빛과 노란 빛): 마음의 평온함, 안정감을

나타내며, 촛불, 백열등, 석양이 질 무렵의 하늘이 이에 속

한다. 

2.2 빛과 생체리듬

생체리듬은 모든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근본요소

로, 빛은 생체리듬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자극체이며, 대표

적인 외부적인 요인은 빛의 노출이며, 생체리듬의 균형이

깨지면 무기력과 근심, 신경과민, 식이의 변화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된다. 

빛을 받아들이는 순서로는, 눈으로 전달된 후, RHT(Retinal

Hypothalamic Tract: 망막 시상하부의 관)으로부터 SCN까

지 진행되고, PVN을 통해서 superior cervical ganglion(신경

절)과 pineal gland(송과선)까지 전달된다. 어둠 속에서는

pineal gland이 멜라토닌을 합성하고 그것을 몸의 혈류를

통해 몸 전체로 순환시키며, 눈의 망막에 circadian system

을 자극하는 빛의 수광체가 존재하게 된다.

2.3 빛에 의한 치료

빛에 의한 치료는 1,500~3,000㏓ 이상의 밝은 빛이 나오

는 라이트 박스나 자연광을 이용하는 치료법을 의미하며,

햇빛에 의해 비타민 D 생성 일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햇빛

에 노출하는 것은 골다공증을 비롯하여 고혈압, 우울증, 당

뇨병, 다발성경화증, 류머티즘, 관절염, 대장암, 전립선암

등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고(마이클 홀릭 교

수, 미국 보스턴 의대), 빛에 의한 치료효과가 있는 질환으

로는 우울증, 수면장애, 학습장애, 계절성 정서장애, 주의

력 결핍증, 비만, 폭식증, 섬유근육통 등이 있고, 태양광이

인공조명보다 신체적이나 감성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점차 태양광과 유사한 빛을 내기 위한 LED 조명기

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다. 

미국 하버드 의대는 21세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

성이 높은 요인으로 심장병과 우울증, 교통사고를 들고 있

으며, 우울증은 스트레스와 더불어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

게 반응하며, 이를 계절적 정서장애(SAD)라 하며, 특히, 낮

이 짧고 밤이 긴 겨울철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짧은 겨

울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계절적 정서장애는 1만 룩스 이상의 밝은 빛

이 나오는 인공조명이나 자연광을 이용하여 치유 가능하

며, 짧은 파장의 빛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2009

년 Bellissima가 발표한 바 있고, 일상생활 내에서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라이트 박스를 작동하여 빛을 쪼이는

방식을 사용하며, LED 램프를 이용한 광선요법이 긍정적

인 치유효과를 보인다고 1995년 Marbars가 발표한 바 있다. 

2.4 자연광 조명으로 치매예방 

알츠하이머(Alzheimer's disease)는 노인의 치매를 유발

하는 가장 흔한 질병으로써 기억 장애와 인지 장애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증세를 보이며, 이의

예방을 위하여 치매환자의 혈액채취를 통하여 멜라토닌의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일반인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

하게 줄어들었으나,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빛에 따른 낮과

밤의 멜라토닌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알츠하이머 환

자를 위한 일반인과 차별화된 조명환경 제공이 필요함을

그림 1. 색온도의 다양한 종류(참고문헌2에서)

그림 2. 빛의 노출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 실험(참고문헌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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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바 있다.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Blue

light와 Red light를 이용한 라이트테라피를 수행(Michael,

2007 & Mariana, 2002) 하여 본 결과, 정상적인 고령자의

경우 Blue light에서 약 90%가 숙면을 취하였으며, Red

light에서 67%만 숙면을 취하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Blue light에서 약 67%가 숙면을 취하였으며, Red light에서

54%만 숙면을 취함을 알게 되었으며, Blue light가 Red light

보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Blue

light를 이용한 빛에 의한 치료는 고령자의 수면장애에도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다양한

색을 내는 LED 조명이 가정에 설치되면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설명에서처럼, 자연광 LED 조명과 색온도를 적절

하게 활용하면, 우울증 치료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바 있으

며, 지속적으로 LED 조명의 색온도에 따른 인간의 시지각

및 감성특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조도와 색온도의 조건에서 LED 조명이

기존의 형광 조명에 비해 밝은 느낌이며, 대다수의 연구 결과

휴식 활동에는 낮은 색온도(3000 K)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4000~5000 K의 색온도가 가장 밝은 느낌으로 조

사되었고, 사무활동에 적합한 색온도는 6000 K으로 조사

되었으나 높은 색온도에서 시각적 피로도가 증가하므로,

낮은 색온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이 조사되었다(※장준호, 공간 및 사용자에 적합한

LED 조명기구의 색채 및 색온도 연출에서)(3).

특히 학생들의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눈이 피로하지

않은 조명환경에 대한 선호도는 3300~3800 K으로 나타나고,

휴식을 취할 때 선호하는 조명환경으로는 2800~3300 K으로

나타나고, 작업시 집중이 잘되는 조명환경으로 3800~5600 K

으로 나타나고. 독서에 적합한 조명환경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5600 K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너무 낮거

나 너무 높은 색온도에서 눈의 피로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백승헌, LED 광원의 상관색온도에 따른

작업면의 선호도 조사에서).

2.5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 기술정의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 기술은 생활안전 개선목적을

위한 다양한 색온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따뜻한 흰색(Warm

White)과 찬 흰색(Cool White)의 2개의 LED 광원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색온도 제어가 가능하고, 조명 장치의

전체 및 개별 제어가 가능한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 장

치 및 이의 제어 방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웜 화이트(Warm White)

색상을 발광하는 제 1 광원과 쿨 화이트(Cool White) 색상을

발광하는 제 2 광원을 갖는 광원부, 그리고 현재의 시간 정보를

검출하여 상기 광원부의 제 1 및 제 2광원이 미리 설정된

계절 및 시간 정보에 따라 결정된 색온도를 유지하도록 상기

그림 3. 빛의 노출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 실험 예(참고문헌 2에서)

그림 4. LED 조명의 컬러에 따른 숙면 비율(참고문헌 2에서)

표 1.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의 기능과 장점 

기 능 설 명 장 점

실시간 자연광 실시간 태양의 색온도와 일치시켜 실외에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 ·자살 억제기능, 

·우울증 및 치매 개선, 

·면역력 향상,

·과잉행동 감소 및 스트레스 해소

·주변의 위험 인식능력향상, 

·피로회복을 위한 환경개선, 

·업무 집중을 위한 조명선택, 

·쾌적하고 즐거운 식사, 

·재해시 의사결정력 향상

·절전효과와 긴 수명

·학업성적 향상

색온도 선택
밝은 노란색(3,000K), 밝은 흰색(5,000K), 밝은 하늘색(6,500K)과 같이

각각 해당하는 색온도를 선택하여 환경에 맞는 색상 연출 

서서히 꺼짐(Dimming) 리모컨의 해당 기능을 선택하여 조도를 10%씩 감소하여 절전

미등취침/취침유도 불면증 해소를 위한 숙면모드 선택

방범기능
연휴, 휴가시 장시간 집을 비울 때 하절기, 동절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꺼지는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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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및 제 2 광원의 점등을 제어하는 조명 제어부 등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 기술은 2개의 LED를

이용하여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색온도 제어가 가능하

여 다양한 조명(밝은 노란색, 밝은 흰색, 밝은 파란색 등)을

구현할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조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조명 장치의 구성을 간소화할 수 있어 제조공정을

단순화 할 수 있고, 개개의 조명 장치에 고유정보가 설정되

어 각 조명 장치의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그림 5의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은 소비전력이 50 W,

120 W, 150 W 선택이 가능하며, 색온도(K)는 실시간 자연

광으로 3,000 K/5,000 K/6,500 K 중 선택이 가능하며, 색 재

현율은 최소 80% 이상이며, 재료는 플라스틱과 유리로 외

형이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다. 위의 표1

의 기능을 무선리모컨을 활용하여 구현 가능하도록 리모

컨 기술기능을 채택하였다. 

3. 자연광 LED 조명을 이용한 생활안전 적용이

론과 기대효과 

빛은 신체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중요

하다. 빛과 그 에너지는 시각중추, 송과선, 시상하부 등으로

전달되며, 뇌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의 분비에 영향을 준다.

구글 검색엔진에 의한 용어를 찾아보면, 송과선은 작은

콩알만한 기관이 뇌의 한 중간에 있으며, 이 기관은 인체에

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이다. 겨울날 침울해지는 이유는 간뇌의 ‘지붕’인, 이

기관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이는 골윗샘이라고 불린다. 

시상하부는 시상에 위치해 있으며, 뇌간 바로 위에 있다.

시상하부는 사이뇌(간뇌)의 복부부분에서 유래되었다. 모

든 척추동물의 뇌는 시상하부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경

우, 이것은 거의 아몬드 정도의 크기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뇌하수체를 경유하여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연결하는 것이고, 대사과정과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관장

하고, 신경호르몬들을 합성하고 분비하며, 이들은 차례로

뇌하수체 호르몬들의 분비를 자극하고 억제한다. 이러한

원인으로 시상하부는 체온, 배고픔, 갈증, 피로, 수면 그리

고 일주기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수는

5,000 만 인구 중 257,396명이며, 이중에서 안전사고에 의한 사

망자수는 32,445명(사망자수의 12.6%)으로 세계적 1위 수

준인 8,000명에 비하여 24,000 여명이 더 죽고 있는 것이다. 

사망자를 분석하면, 자살자가 15,906명으로 제일 많고, 운수

사고 6,316명, 추락사고 2,144명, 익사사고 646명, 화재사고 254

명, 중독사고 207명, 타살 55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사고(자살 포함)로 인해 하루 평균 85명, 한 해 31,153

명 사망('12년)으로 OECD 최고 수준(2위)의 안전사고 사망률

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사고 사망률('12년)은 11.7%로 OECD

평균 6.4%의 약 2배 수준이다. '15년 사망자 수(명) : 교통사고

4,621, 산업재해 955, 수난사고 405, 화재 253, 연안사고 145,

해양사고 100 등을 보이고 있다(3).

2013년 통계청 안전관련 DB를 보면 총 사망자는 33,794

명이며, 자살 14,427명, 감염병 6,791명, 안전사고(추락 2,333

명, 익사 622명, 안전사고 3,634명)은 6,589명, 교통사고 5,092

명, 타살 564명, 화재 309명, 자연재해 사망자(10년평균) 22

명 등으로 나타나 있다(5).

3.1 자살감소 적용이론과 기대효과

적용이론 1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살시도 및 우울증이 심

한 시민을 위하여, 가정에 실시간 자연광 LED 조명을 설

치하여, 자가 치료 방법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우울증이

가정에서 치유되도록 실내조명을 개선한다. 

그림 5. 조명의 규격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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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자살은 우울증이 심해지면 극단

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

가 300 만 명으로 추정되어서, 중증 우울증 환자에 대한 치

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울증이 자살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빛(조

명)에 의한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밖에 나오지 않아서 빛에 의한 치료효과가 미미함

으로, 실내에 자연광 LED 조명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하도록 실내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것이 중요

하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조명의 색온도를 선택하도록 함으

로써, 자가 치료가 가능하도록 조명환경을 자연광 LED 조

명으로 개선하여 주어야 한다. 특히 자연광 LED 조명은 형

광등에 비하여 전기료가 40% 이상 절약된다고 하니, 전기

료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

하여 형광등을 꺼 놓아서, 우울증 및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할 수도 있다.

기대효과로는 첫째로, 아침 해 뜰 때와 해질 때처럼, 밝은

노란색 LED 조명은 마음을 안정시켜 주며, LED 비가시 효

과에 의하여 우울증 증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로, 낮 시간 동안 밖의 밝기에 따라 조명밝기가 프로

그램에 의하여 자동조정 되어 밖에서와 같은 색온도와 분

위기를 실내에서 느낄 수 있게 되어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고, 시민의 기분전환을 위한 3색(밝은 노란색, 밝은 흰색,

밝은 하늘색)을 자유로인 선택할 수 있다. 

셋째로, 불면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서서히 꺼지는

조명효과(Dimming)와 수면유도등 등으로 선택적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2 감염병 예방 적용이론과 기대효과 

그림 6에서는 아침에 해 뜰 때는 밝은 노란색을 나타내

며, 이후에는 하늘이 흰색을 띠며, 정오에는 밝은 하늘색을

띠고 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태양의 고도에 따라

일출에서 일몰까지 실시간 변화하는 태양의 색온도와 일

치시켜, 실내에서도 실외에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방재

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구현할 수 있다. 

3.3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 적용이론과 기대효과

안전사고 사망자는 낫선 장소에서의 부주의에 의한 추

락이 제일 많으므로,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추락

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접근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하여 밝

기가 10배 밝아지는 자연광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연광 LED 조명에는 조도센서

를 부착하여 일몰, 일출 시 자동으로 점등과 소등이 되도록

조정하며, 시민이 접근하면 밝기가 10배 밝아지면서, 위험

에 대한 안내간판을 식별하고, 위험요소를 알 수 있도록 서

비스가 되어야 한다. 

 안전사고의 유형에 따라 모형을 만들어 표식하여 두면,

처음 방문한 낫선 시민이 위험요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반

복적이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전기를 태양광 판을

설치하여 충천하였다가, 필요시 전력을 소모하도록 만들

면, 태양광을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전사고에 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지점은 그 근본적

적용이론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외와 같

은 패턴의 자연광 LED 조명을 활용하여, 실외에서의 환

경을 실내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 병원, 복지회

관, 노인요양센터, 노인 요양원 등에서는 시민의 면역력

향상을 위하여 실내조명을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

으로 개선한다. 

적용이론 3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락위험 지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 등에 방

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설치하여 사고발생 빈도를

감소시키고, 조명이 어두운 지점에 밝은 작업환경을 필

요시 자동으로 밝게 밝기를 조절하여 주는 기능을 활용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림 6. 실시간 자연광 조명과 색온도(참고문헌1에서)

표 2. 3가지 색상별 기대효과 

색상 기대효과 및 장소 

밝은 노란색

휴식지수의 향상 및 심리적 안정

우울증과 의욕상실, 자살방지에 기여

입원실, 중환자실, 회복실 등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

밝은 흰색

우뇌의 활성화 능력 상승으로 주의력 최적화

진찰실, 상담실 등 의사와 환자간 의사소통 공간

병원내 일반 행정업무 공간 

밝은 하늘색

집중력 향상 효과 

원무과, 주사실, 약제실 등 집중을 요하는 공간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실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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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인을 공고하고, 이의 접근을 시민에게 알려 줌으로써,

위험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3.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적용이론과 기대효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12,000 명으로부터

2105년에는 4,700명 수준으로 사망자가 줄었으나, 아직도

영국의 수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2,300 명을 더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점은 3가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교통사고 사망자 재발을 박을 수 있다. 사고는 저

녁과 밤에 어두운 시간, 비가 와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안개가 껴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간 등에 나타나므

로 운전자 시야 확보 및 시민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

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활용하여야 한다.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에는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시민이 접근하는 경우에 안전등이 갑자기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무단횡단을 원천적으

로 방지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벌금을 부과하는 시

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터널 진입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터널 내부가

어두워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지점에는 태양광의

밝기에 따라서 터널진입 시의 조명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하여 터널내 식별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생활안전공동체의 안전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

원, 노인센터 등 노약자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설

치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적이 드문 길에도

시민이 접근시 인지하여 밝게 조명이 켜지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3.5 안심귀가 보호 및 타살자 감소 적용이론과 기대효과

지역문화 거리와 주거형태의 특성에 적절한 가로등은,

길거리와 골목의 가로등 조명과는 차별화된 조명을 대문

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범죄자의 범죄욕구를 완화하고,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시키고, 밤거리의 조명이

미적인 문화거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의 지역

문화, 관광문화 차원으로 격상시켜 준다. 

그림 7에서 설치된 안심귀가 자연광 LED 조명은 한지접

착과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아크릴 프레임을 사용하였

으며, 지름 3mm의 구멍을 4개소(양쪽 2개소) 내어 LED 전

구의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품 내에 스위

치를 두어 개별 점등, 소등이 가능하며, 1개월의 전력요금이

50원, 탈색 및 방수를 위해 특수재를 마감하고, 조도센서

부착으로 일몰, 일출 시 자동 점등, 소등이 가능하도록 되

어 있으며, 안심등 정면에 주소지를 기입하여 야간에도 현

위치를 식별하기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안심등 전체를

적용이론 4

최근 교통사고의 44%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므로, 교차

로와 사고발생지점에 차량이나 시민이 접근시, 평상시

밝기의 10배로 주변환경을 만들어주는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과 차량이 모두 조심하도록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활용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한다. 이러한 조명은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조명이 작동되도록 제어부를

설치하여 개선한다. 

적용이론 5

지역문화 거리와 주거형태의 특성에 맞추어 최적의 환

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재안전 태양광 LED 조명을 사

용하여, 조명이 뇌파와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

으로 LED 광원을 조정하여 과잉행동과 주거지 범죄가

예방되도록 안심귀가 보호지역에 방재안전 조명을 설치

하여 개선한다. 

그림 7. 안심귀가(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 설치사례(수원시 행궁동 175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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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에 수목화(홍매화, 청매화)로 고풍스럽게 표현하였고,

안심등 측면은 아름다운 꽃말과 시를 붓글씨로 정서적 공

감을 표현하여 놓았다. 

 이처럼 안전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안전귀가 길로 변

화시킴으로써, 재난예방하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면서, 경

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교통사고에서처럼, 시민이 접근하면, 조명이 2w에서 10

배 밝기인 20 w로 밝혀 줌으로써, 시민이 거리를 거닐 때

시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비상시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깜빡거림을 30초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알릴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3.6 소방관 정신건강 회복 적용이론과 기대효과

화재시 밝은 불빛에 의하여 자극받은 시신경을 안정시

키기 위하여, 색온도의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이 필요하며, 긴급출동의 긴장감 속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내조명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긴장감 완화기능을 활용할 수 있

도록 3색(밝은 노란색, 밝은 흰색, 밝은 하늘색 등) 기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응급구조활동에 대한 정신건강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

하여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설치하면 업무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하고, 현장업무의 압박감으로부터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조명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대민서비스 업무시

시민의 안정성을 밝은 노란색 등을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다.

3.7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업무효율 향상 적용이론과 기대효과

재난관리상황실은 재난의 4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수

습 및 복구 등의 모든 단계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장소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간 중에서 긴장도

가 높은 공간이다. 

앞서 학교에서 학습향상에 적용한 바, 독해력 45%, 학습

효과 35%, 과잉행동 억제에 75%의 효과를 보인 조명의 장

점을 활용하여 업무 긴장도가 높은 재난관리상황실에 설

치하여 업무능률에 기여할 수 있다. 

재난상황실은 재난대응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며,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한 장시간 근무체계 등으로

체류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방재안전 자

연광 LED 조명은 재난관리상황실 근무자들의 건강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4. 우울증 감소를 위한 임상실험

4.1 임상실험 개요

임상실험은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임상실험은 서대문구 북가좌2동 지역주민 및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0명을 선별하여 시행하였다.

최초에는 서대문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10명의 지원자를

선발하려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거절되었으

며, 이에 북가좌2동 마을 주민의 요청과 도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자연광 LED 조명’을 거실 또는 침실 등 요청하는

곳에 1개소 설치하여 주고, 설치시 치유에 대한 기대감, 1

주 사용 후 효과, 3주 사용후 효과 등을 살펴 보았다. 

제품의 특성은 표 1에서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의

기능과 장점에 대한 역할과 그림 5의 조명의 규격과 디자

인을 적용하였다. 

이의 사용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자에게

추천하였다.

첫째로, 24시간 조명을 켜 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하

였다. 낮에는 조명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밖의 태양빛과 동

일한 색온도를 받도록 하여, 실내에서도 집밖에서 생활하

는 듯한 밝은 빛의 효과를 누리도록 권장하였다. 

둘째로, 우울증 사용자 본인이 편한 조명 색온도를 선택

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는 본인의 정서적 상황에

적합한 색온도(노란색, 밝은 흰색, 밝은 하늘 색 등)을 선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이다. 

셋째로, 취침 전에는 취침유도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

적용이론 6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소방관의 거주공간에 휴식지수 향상 및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밝은 노란색(3,000 K) 조명을 활

용할 수 있도록 다기능의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실내에 설치하여 생활공간에서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회

복후 업무 집중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밝은 하늘

색(6,500 K) 조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재안전 조명을

설치하여 개선한다. 

적용이론 7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의 업무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방

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은 독해력을 45% 향상시키고,

학습효과를 35% 향상시키며, 과잉행동을 75%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방재안전 조명을 설치하여 상황실

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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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모드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쾌적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4.2 임상실험 내용과 결과

우울증 감소효과 확인을 위한 방재안전 조명설치 및 설

문조사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9개월간 시

행되었다. 참여한 10명의 평균 나이는 67.5세이며, 여자 6

명과 남자 4명이었다. 평균 주거년수는 28.7년이었으며, 자

발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은 4명이며, 봉사활동이

없는 분은 6명 이었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북

가좌동 6명과 기타 4명 이었다.

자연광 치유효과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있다가 2명, 8명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가정에 설치할 때 조명의 색온도와 작동 모습을 보고서,

치유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비율은 88% 으로 매우 기대

감이 높았으며, 1주 후 방재안전 자연광 LED에 의한 치유

효과에 대하여는 84%로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을 보였으며,

3주 후에는 90%로 더욱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안정적이었다, 잠도 잘

자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다,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편

해졌다, 정신적 정서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설명 들었고 불

면증이 많이 완화 되어서 숙면을 취할 때가 많아졌다, 마음

이 너무 편안해졌다, 상당히 좋은 체험을 하고 있다, 너무

좋다, 사용하여 보니 일반 전등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 생

활 상태별로 조명을 제공하고 있어 방재안전과 건강 등에

변화를 받고 있다, 정신건강과 가정 분위기가 좋아졌다 등

의 반응을 보였다. 

4.3 임상실험 후 기대효과

본 실험의 목표는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시민 중에서 자살

사망자가 50%를 넘고 있어 이에 심각함을 느끼고, 자살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300만명을 추정되는 우울증이 있는 시

민에게 우울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하

여 시행되었다. 

그 임상실험 결과,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활용한

우울증 시민의 치료효과가 자발적인 임상실험 참여자의

90%가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가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사용하여 자살자도

줄일 수 있다. 희망을 갖게 되었다. 현재 자살 시도자도 자

살자 31,153명(2012년 통계자료)의 5-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집

단으로 분류 되지만, 정부에서 치료제로 약물복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임상실험에 의하여, 이제는 약물복용이 아닌, ‘방

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집안에 설치하여 심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에 자살 시도 실패자에게 우선적으로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집안에 설치하여 자살 재 시도를 줄이는 실험을

하여 본다면, 생활안전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사건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선진국 최고 수

준의 4배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나라이다. 이러한 위험한

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이 기여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5. 결 론

본 연구는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이용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안전 분야에서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교

통사고, 범죄, 화재, 자연재해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를

줄이고, 칼라조명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건강과 환경과 안

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LED 조명사용법을 제시하

였다.

연구조사된 내용으로는, 2016년 11월 3주간, 서울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우울증 증세의 주민 10명(평균 거주기간

28.7년, 연령 67.5세)을 대상으로,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

정침실 혹은 거실에 방재안전 자연광 LED 조명을 설치하여

사용 후 조사한 바,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기

능에 대한 기대감은 88%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동일하게

1주와 3주 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비교조사를 하

여 본 결과, 1주차에는 84%에서 3주차 이후에는 90%로 우

울증 해소효과가 높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울증 환자의견을 종합하면, 잠도 잘자고 불안한 마음

이 없어졌고, 안정감이 생기고, 숙면을 취할 때가 많아 졌

으며, 너무 좋다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방재안전 환경조명은, 자살자 및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

키고,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며, 부주의로

인한 추락 안전사고를 절감하여 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안전운전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안전귀가길의 안전기능을 향상시

키고, 화재로 인한 소방관의 정신적 불안 증세를 완화시켜

주며, 자연재해로 인한 장기간 상황실 근무시 의사결정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등에 크게 개선하여, 시민을

덜 죽고, 덜 다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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