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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건축물이 위치한 도심지에게 있어 고건축물에 사용되는 야간조명의 문제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
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야간 조명의 시각적 평가는 여러 분야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예컨대 고건축물 자체의 색채의 환원이라는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광과 인공광의 휘도대비
나 조명시설기술의 영향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시각적 해석 계층, 조명기술 응용 계층의 세 각도에서 야간 고건축물 경관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또 구체적으로 하위 항목들을 열거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층 분석법(AHP)을 활용해 각 하위 항목
이 전체 평가체계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관성 검증을 시행해 본 연구가 도출한 평가체계
가 단계 설정의 부분에 있어 요구되는 과학성과 합리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고건축물∣야간경관∣조명디자인∣AHP 기법∣
Abstract

For cities with ancient buildings at core areas, night lighting is an effective means to demonstrate 
their history and culture. In this regard, night scenes of these ancient buildings are evaluated from 
multiple aspects, such as color rendition, brightness ratio affected by ambient light and technological 
realization of lighting facilities. This study builds a visual evaluation system for night scenes of ancient 
buildings based on three dimensions, namely ancient architecture carrier performance, visual perception 
and technological realization, and explains specific evaluation sub-criteria one by one. In addition, this 
study adopt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analyze the impact of each sub-criteria item on the 
weight of the whole evaluation system, and conducts a consistency test to show that the evaluation 
system meets the reasonable requirements of hierarchy setting. Moreover, relative importance of each 
sub-criteria item may be determined based on their corresponding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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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도심지에 위치한 고건축물에 사용되는 야간조명의 문
제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중요
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야간 조명의 시각적 평가는 
여러 방면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예컨대 고건축물 자
체의 색채의 환원이라는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
광과 인공광의 휘도대비나 조명시설기술의 영향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야간 고건
축물의 모습은 건축적 미학의 특징, 야경의 아름다움, 조
명기술이 융합된 복합적인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조명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조명이 나타내는 광학 파라미
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 조명 효과가 부여하는 주관
적 감각도 복잡해지고 있다.

서양의 고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석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목재를 이용해 건축형태를 구축하는 동양과는 완전
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은 동양인과 서양인이 생활하
는 환경의 특징, 기술 능력, 생활수준과 결부되어 있다. 
또한 각 문화권의 생산력의 수준과 환경에 대한 요구는 
이에 대응하는 심미적 의식이 각각 형성되도록 하였다. 
서양의 고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석재가 매우 많이 사
용된다. 현지에서 소재를 조달하고, 충분히 석재의 강도
를 이용해 아치형 지붕, 콘크리트로 만든 아치형 구조 등
을 만들어 건축물의 외관 형태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
하였다. 또 서양인의 이성과 엄격한 생활 이념도 건축의 
심미적 차원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대칭 등의 기하학적
인 양상의 구성 방식은 숲, 건축, 도시 구조 등 각 방면에
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1].

아시아에 속한 국가 중, 일본과 한국의 고대 건축이 중
국의 건축 스타일과 가장 비슷하며, 건축 방면에 대한 연
구도 중국보다 두 국가가 더욱 일찍 시작되었다. 일본의 
고건축물의 기본적 형식은 중국 한당(漢唐)시기의 건축
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건축물의 특징은 기초 이외의 건
축물은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지의 기후, 
지리, 문화 전통 등 다양한 영향을 받아 뚜렷한 민족적 
특징이 드러나는 자국만의 스타일이 형성되었다. 부드러
운 공간형식과 질감은 특정 공간에 들어오는 빛과 그 빛
의 산란된 형태를 바꾸어 놓아, 고요하면서도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건축이 지닌 전통문화의 맛

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조
명은 종교성을 띤 건축물만이 지닌 특수한 효과를 발휘
한다. 우선 조명 디자인은 필요 대상의 위치와 주변 환경
과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리한 위치, 주요 관광 
포인트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뷰포인트를 확정할 수 있
다. 또한 건축물 자체에 사용된 재질의 특성과 선택한 광
원의 색채,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명암도 조명
을 디자인할 때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명을 
설치할 때에는 조명을 숨기면서도 빛이 너무 분산되지 
않게 하고, 또 빛 공해와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해야 한다[2].

중국의 경우 조명을 이용한 건축 야간경관 디자인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중국은 국제조명위원회의 조명 
표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고건축물 조명에 대한 연구성과
는 매우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화원과 같은 고대 원림에 
사용되는 야간조명기술을 연구하는 연구팀의 연구성과
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조명위원회가 발표한 <고건축물의 야간 조명 디자
인과 저출력 LED의 응용>, <인공조명이 중국 고건축물
의 페인트 채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보적 연구>, <이
화원의 야간조명 생태에 관한 연구> 등은 고대 건축의 
조명 디자인, 조명의 응용, 건축물 표면의 빛에 의한 변
색 보호, 원림의 야간조명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뛰어
난 성과를 보였다[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건축물의 야간경관 조명디
자인의 향상을 위한 평가 모델을 구조화하려는데 있다. 
한중 양국의 전문가 설문조사와 면접내용을 AHP 기법
을 활용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항목으로 도출하고
자 한다. 이 평가체계의 구축은 향후 중국 고건축물에 설
치되는 조명디자인 및 시행 효과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Ⅱ.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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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 건축물이나 고건축물의 조명 평가 표준
이 몇 가지가 있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증하여 사용되
고 있는 국제 조명 표준은 국제조명위원회(CIE)가 발표
한 관련 표준들이다. 예컨대 CIE/TC5-06에서 출판한 
《투광조명과 실외장식조명》, 《도시지역 조명 가이드》, 
CIE 136-2000, 《투광조명 가이드》CIE94-1993, 《실외
조명 빛의 간섭의 제한용 가이드》 CIE/TC5-12가 있다. 
그 외에도 중요시되는 표준은 북미조명학회에서 발표한 
조명 표준이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국가는 모두 자국만의 야간조명 표준을 갖고 
있다[4]. 

CIE의 환경 분류가 라이팅 존(Lighting Zone)을 나
누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고, 국제 다크 스카
이 보호협회(IDA)에서 제안하는 라이팅 존 시스템
(Lighting zone system)에서는 E1보다 엄격하게 E1A
를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CIE의 조명적용 표준: ① 직
접광원의 노출을 지양한다. ②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
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③ 현란한 빛의 움직
임[색상, 휘도 변화, 반복 점멸]을 지양한다. ④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 사용을 제한한다. ⑤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며 건축물의 빛
의 레벨이 조화로워야 한다. ⑥ 건축물 조명으로 인한 주
변 건축물에 빛 침해가 없어야 한다. ⑦ 실내조명과 경관
조명이 조화로워야 한다. ⑧ 조명기구는 친환경 및 경관
을 저해하지 않는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⑨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등기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5].

이유미(2014)는 한국 고건축물의 야간경관 이미지 개
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논문에서 서울시 야간경
관 계획을 참고하였고 평가 표준을 제시하였다. 이런 조
명 표준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문화재
의 종류에 따라 휘도기준은 차등 적용되며, 서울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가능하다. 문화재[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조명적용 표준: ① 광원은 고효율성 램프를 
성정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온도를 결정한다. ② 
주변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후드, 루버 등을 
장착한다. ③ 열손상이 우려되는 재질[석재, 목재]은 조
명기구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④ 직접 부착 방식은 
지양한다. 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한 투광조명
을 사용한다. ⑥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1 역사적 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평가
저자 안현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2000) 

내용

 외부투광기에서 조사되는 경관 조명은 통행차량이나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보다 적절한 조
명기구의 위치선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

 역사적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의 상업시설에 설치된 조명이 역
사적 건축물의 심미적인 조명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역사적 건축물의 주변지역에는 네온 및 옥외전광판 등의 설치
에 대한 지침이 필요

 조명계획시 적절한 양의 빛과 투광조명 등의 조사방향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역사적 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이미지를 나타내는 인자는 야간
경관 조명의 분위기, 선명감, 친근감, 입체감 등 4개로 나타났
음

2 건축물의 경관조명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저자 최영준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원, 2000)

내용

 고건축물의 경관조명은 예술적 가치 , 흥미, 관심 , 완성도 , 적
정 광원 사용 , 빛의 질 , 적정 조도/ 휘도량 , 현휘(휘도비) , 
인지도 , 경관 기여도 , 이해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사무소 건축물의 경관조명은 흥미/ 관심 , 조형미 , 독창성 , 경
관 기여도 , 인지도 , 입체적 표현, 빛의 질 , 적정 조도/ 휘도량 
, 현휘(휘도비) , 광공해 유무 , 용도 반영을 중심으로 평가하였
음

 상업 건축물의 경관조명은 조형미 , 완성도 , 색조 분포, 인지도 
, 독창성 , 용도 반영 , 광공해 유무 , 현휘(휘도비), 친밀감 , 
시각적 즐거움 , 흥미/ 관심 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음

3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건축물 야간 경관조명 설계에 
관한 연구

저자 이순형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2004)

내용

 도시야경 조성에 가장 적절한 램프 및 조명기구를 비교평가 하
였음 

 대표적인 건축물 하나를 선정하여 설계에서 시설까지 실시한 
후 많은 사람들의 느낌을 알아보았음 

 야간경관조명 디자인에는 전기적 이론과 조명공학적 접근이 중
요하며, 특히 색채심리와 생리, 심미적 감각에서 접근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

 일부이기는 하지만 조명공학과 전기공학적 측면은 무시하고 디
자인만 고려한 야간경관조명 설계가 실시되었음

4 한국 고건축물의 야간경관 이미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충청남도 공주 공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

저자 이유미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4)

내용

 야간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인 인공조명에 대한 이
해와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국내·외에 적용되고 있는 야간경관 
조명에 관련된 법규와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특징들과 장단
점을 도출하였음 

 야간경관 조명이 연출되고 있지만, 조명기구의 훼손과 노후화
로 인하여 연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조명기구의 빈도
가 높았음

 고건축물[문화재]이 훼손되지 않고, 고유의 마감재[재질]와 색
감이 야간에도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조명기구의 특성을 파악
하고 이에 대한 지침과 권장 사항을 제시하였음

5 古建筑彩画照明用光源显色性评价方法研究
저자 王文亚，张明宇，孙文超 (중국 조명기술학회, 2017)

내용

 경관의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조명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가급적 원색 계열의 광원 색상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함
 건축물의 휘도값을 적정 규제하여 주변의 빛 공해가 없도록 함
 조명기구의 광원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

지 않도록 규제함
6 照明语境下的文化遗产保护与再现研究 

저자 张金玲 （석사학위논문, 中央美术学院，2017）

내용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조명디자인 방법을 제시하였음 
 조명디자인 위한 중국 문화재의 특성을 고찰하였음

표 1. 국내외 고건축물의 조명 평가에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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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 컬러조명 사용을 제한한다[6].
조명 선진국의 경우 여러 가지 평가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인정받는 
IESNA(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의 국제 조명디자인 상의 심사항목
(International Illumination Design Awards 
Judging Sheet)은 다음과 같다. ① 조명디자인이 건축
개념을 보강하고 있는가? ② 조명시설이 건축 구조로 잘 
통합되었으며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었는가? ③ 조명
디자인이 신선하며 독창적으로 고도의 미적 완성도를 나
타내고 있는가? ④ 시각적 해석, 현휘, 휘도비 등이 적절
히 고려되어 사용자에게 적합한 조명디자인이 이루어졌
는가? ⑤ 에너지 효율이 고려되었는가? ⑥ 주어진 예산
안에서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⑦ 조명시
설의 관리 및 유지가 용이한가[7].

따라서 야간조명을 평가하는 평가체계는 객관적 지표
와 주관적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 

최영준(2000)은 건축물의 경관조명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평가 기준은 건축물의 조명의 표현(주
변과의 조화, 용도반영, 예술적 가치) , 조명의 쾌적성(친
밀감,입체감 표현, 흥미/ 관심, 광공해 유무) , 조명의 완
성도(완성도, 광원간 간섭) , 조명의 美(색조 분포, 시각
적 즐거움, 조형미) , 조명의 質(적정 광원 사용, 빛의질, 
조도/ 휘도 분포) , 조도/ 휘도(적정 조도/ 휘도량, 현휘/ 
휘도비) , 경관요소(인지도, 경관 기여도) 등으로 구조하
였다. 그 중에 고건축물에 있어서 경관조명은 예술적 가
치를 상승시키고 건물 메스의 입체감을 잘 표현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흥미감이나 관심을 모으는 매력을 부여
하여 인지도와 이해를 높이어야 한다. 또한 조명의 미적 
완성도가 뛰어나야 하며 건물의 색채나 텍스츄어를 명확
하게 전달하는 광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 
외의 쓸데없는 빛을 자제하는 빛의 질 위주의 조명이 되
도록 하고, 현휘 및 주위 경관에 대한 기여도와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8].

본 연구는 고건축물에 사용되는 야간 조명이 나타내는 
시각적 표현을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해 다음 2절과 같은 
세 가지 평가체계 안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평가체계의 틀

평가체계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물의 경관조명 평
가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먼
저, 고건축물의 기본적인 특징, 주변 환경의 휘도 정도의 
차원에서 고건축물에 사용된 야간 조명이 강조하는 형
태, 조명 아래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색채의 환원, 조명 
시설에 시각적 영향을 주는 요소 등을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고건축물의 야간 시각적 표현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주관적 요소를 참고하
야 되지만 객관적 평가원칙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고건
축물의 기본적인 특징을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조명 색채가 환원된 모습과 뚜렷한 휘도, 주변 
휘도 정도와의 조화 등은 시각적 해석 계층이라 할 수 
있고, 조명 시설에 주는 시각적 영향을 조명기술 응용 계
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들은 또다시 고건축물의 
야간 시각적 표현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평가원칙이 되
기도 한다. 기술 제어 계층은 조명방안 계층으로서 고건
축조명디자인의 평가하다면 피드백을 참고 하면서 조명
방안의 세부조정을 할 수 있다. 휘도 수준, 조명기구 선
택과 조명기구 설치가 위쪽에 고건축물 형태강화, 시각
적 해석과 조명기술 응용 의 각 계층목표를 실현하기 위
한 실제적인 방법이다. 디자이너가 조명방안을 조정할 
때 이런 기술제어를 고려야 한다. 

고건축물의 야간 시각적 표현을 평가하는 평가체계의 
구조는 상하층 차원, 좌우의 점진적 차원의 각도에서 분
석할 수 있다. 상하층 차원이란 야간 고건축물을 나타내
는데 구현되는 기술 실현방법 기술 실현방법을 의미한
다. 또 좌우의 점진적 차원이란 고건축물의 시각적 평가
의 순서를 의미한다. 이 두 방향의 내용은 야간 고건축물
의 시각적 표현을 평가하는 틀이 된다. 층계별 분석법에
서 활용되는 층계구조원리에 따라 야간 고건축물의 시각
적 표현을 평가하는 평가체계의 다단계 구조가 형성된
다. 첫 번째 층은 상위 표준계층으로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시각적 해석 계층, 조명기술 응용 계층이 평가의 
원칙 단계로 작용한다.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은 주로 
고건축물 자체의 특징을 의미하며, 조명을 비출 때 강조
하거나 두드러지도록 해야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각적 해석 계층은 조명을 비추어 나타나는 효과가 주
로 인간의 시각적 방면에 기본적인 자극을 부여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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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나타난다. 색채, 휘도, 휘도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시각적 표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시각적 해
석 계층이 훌륭하게 전달되었을 때, 고건축물을 비추는 
조명은 해당 건축을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건축물
에 빛이 들어와 생길 수 있는 피해(예: 변색)를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아래층의 '조명기술 응용 계층'을 단
독으로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고건축물의 여간경관 조명디자인 평가의 틀

고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보호와 조명기술을 종합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그 내용 중 일부분은 빛의 물리
적 계수와 가깝긴 하지만,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과 시
각적 해석 계층이 함께 나란히 병렬되어 전체적으로 파
악하기 용이하다. 두 번째 층은 평가를 위한 하위 원칙의 
층계이다. 이 층은 첫 번째 층계가 자세하게 해석된 부분
으로, 첫 번째 층계와는 점진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총 
16개의 하위 표준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내용과 확정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시각적 해석 계층, 조명기술 응용 계층에 따라 16
개의 항목의 하위 계층으로 만들어진 지표로 형성된 평
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그림 1].

'기술 제어'에 포함되는 내용은 고건축물의 야간 시설
이 가지는 모든 제어 가능성 요소의 집합체이자, 조명 시
설의 기본적 파라미터 조건이다. 이 요소들이 각각 상이
하게 변화하면서 조명의 휘도 정도, 휘도비, 모든 조명 
도구의 기본적 특징, 설치 조건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조명 방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를 
확정하고 조정한다면, 야간조명 방안도 계속해서 조정과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측량을 통해 얻어진 휘도 지표와 
색채 지표 등 물리적 방면과, 이용한 조명도구의 성능 지
표, 설치 방식 등의 내용을 통해 이 요소들은 확정될 수 
있다.

Ⅲ. 평가지표의 설명

1.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고건축물에 사용된 조명은 건축물 자체의 특징과 결부

되어 있다. ① 고건축물의 균형적 규모: 고건축물에 사용
되는 조명은 기준의 건축물 규모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즉, 조명은 기준에 있던 건축물을 과장되게 또는 
축소해서 표현되어 실제 크기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건축물의 본래 규모를 나타낼 때에는 
한 부분에만 고립되어 조명이 설치된다면 실질적인 규모
를 모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토대, 입면, 지
붕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규모를 
나타내야 한다. ② 고건축물의 뚜렷한 외형 윤곽: 고건축
물의 지붕은 전체 건축물 중에서 가장 다양한 윤곽이 보
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할 때 이 점을 고려해
야 한다. ③ 구조체의 층: 고건축물의 지붕 아래에 위치
한 입면의 두공, 주랑, 계단 등 부분은 층차가 많다. 설치
된 조명은 건축물의 층을 강화하여 두드러지게 표현해야 
한다. ④ 고건축 표면 재질: 고건축물은 벽돌, 유리 등 다
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 그 질감이 모두 다르다. 조
명을 설치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소재의 표면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⑤ 건축 색채와 채색화: 고대 건축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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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입면, 토대 등 부분에 사용된 색채는 일반적으로 다
양하다. 또 세부적인 부품과 같은 세밀한 부분 역시 다양
한 색채가 사용되고 있어, 조명이 중점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이다. ⑥ 각종 장식 부품: 야간조명을 설치할 
때에는 장식조각이나 용마루와 같은 건물의 세밀한 장식 
부분의 위치와 크기를 반드시 고려하여 부각시켜야 한
다.

2. 시각적 해석 계층
이는 사람이 느끼는 고건축물에 사용된 조명이 나타내

는 시각적 감각과 환경 사이의 색채 차이 변화, 휘도, 휘
도비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고건축 색채의 상대적 환원: 야간에 조명을 통해 
나타난 고건축물의 색채는 본래 건축물의 색채와 일치하
여 그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
은 고건축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색채 차
이의 오차범위는 약 3이어야 한다. ② 휘도비의 조화: 고
건축물 자체의 세 부분을 살펴보면, 각 부분의 휘도 차이
는 적당한 비율로 나타나야 한다. 즉, 한 부분만 지나치
게 휘도가 강하거나 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
각적으로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 주관적인 평가 테스트
를 통해 도출한 적당한 휘도의 비율은 약 1-2 사이이다. 
③ 먼 거리에서 인지가 가능: 고건축물의 야간조명은 고
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 위치한 주변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대도시라는 배경에서 나타나는 휘도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휘도나 색채 등을 더욱 강조하여 건
축물이 도시 배경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해야한
다. 이를 통해 건축물을 더욱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으
며, 야간에 감상하고자 하는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다. 
④ 환경과의 휘도 조화: 건물을 부각시켜야만 하지만, 고
건축물의 휘도는 밝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
로 도심지나 전경의 휘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앞서 
진행했던 주관적 평가 테스트를 통해 도출한 고건축물의 
휘도와 주변환경의 휘도의 비율은 2:1이 적당하다. ⑤ 
조명의 쾌적성 : 고건축물에 사용된 조명이 훌륭하게 야
간 경관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의 시각적 욕구를 만족시
켜줄 수 있다. 적합한 조명기구와 설치방식, 투사 각도 
등을 고려한다면 시각의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

3. 조명기술 응용 계층
이 부분은 고건축물의 표현, 시각적 해석 계층이란 두 

가지 평가 방면을 지탱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다. 고건축
물의 보호, 에너지 절약의 방면과 조명 설치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 고건축물에 사용되는 조명의 기술적인 부분
을 평가할 수 있다. ① 조명기구 설치의 파괴행위: 고건
축물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한 조명기구와 시
설이 건축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② 에너지 효율: 에
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의 특징을 지닌 광원
과 조명기구를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③ 조명기구의 숨
김 설치: 조명기구 및 시설을 건축물 본체에 설치할 때에
는 조명의 크기와 비가시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고건축물을 볼 
때 조명의 본체 때문에 건축물이 가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④ 선진기술의 합리성: 이 항목은 종합적인 요
소이다. 주로 조명 방식과 선택해 사용하는 광원 조명의 
종합적인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⑤ 광공해 유무: 선행연
구에 따르면, 일부 조명에 포함된 적외선은 고건축물에 
그려진 유화의 색채를 퇴색시키는 작용을 한다. 조명 도
구의 발열량 역시 목재 소재의 수축과 팽창에 영향을 준
다. 조명 시설을 선택할 때에는 가능한 이런 부분의 손실
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Ⅳ. 평가지표의 가중치 확정

1. 전문가 설문조사
조명에 의한 빛은 보여주는 방법에 따라 전혀 색다르

게 나타난다. 피사체의 재질이나 색상은 물론이고 인접
한 건축물 등 주위 경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보이는 각도와 위치, 시간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
로 인식된다.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먼저 인지도가 높아야 하며, 주
간대 인지도와 야간의 인지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향후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실현 가능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경관조명의 
설치대상 현장과 주변환경을 분석하여 예비프로젝트를 
입안해야 한다. 입안된 예비프로젝트를 기초하여 상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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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하고 조명기술자로 하여금 조명시설의 설치와 
사후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과정은 도시 및 건축전문가는 물론이고 색채
와 조명전문가, 환경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수
렴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

본 설문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2월 10일
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은 조명디자인 및 관련분
야의 전문가로 표본단위는 조명디자인 및 관련분야에서 
경력5년 이상인 중국 베이징, 한국 서울, 부산 지역의 조
명 디자이너,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비확률 표본 추출법
으로 선정하여 표준화 면접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시 간 2018년 12월 10일 ∼ 2019년 2월 10일
대 상 조명디자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표본단위 조명디자인 및 관련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범 위 중국 베이징, 한국 서울, 부산
조사방법 비확률표본 추출법에 의한 표준화 면접조사

표 2. 전문가 설문조사의 개요

본 연구에서 구성된 설문지는 개인 및 일반사항에 관
한 5문항, 고건축물의 형태강화 계층, 시각적 해석 계층
과 조명기술 응용 계층의 중요성 평가에 관한 3문항, 그
리고 평가대상 고건축물의 경관조명 평가에 관한 하위 
표준 계층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배포한 설문부
수는 32부이었으며 그 중 29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 회
수된 29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 1부를 제외
하고 2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하여 전문가들의 연령, 관련직업, 경력
기간 및 학력 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이다.

연령 표본수(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30대 15 52 52
40대 8 28 80
50대 6 20 100
함계 29 80 100

관련직업 표본수(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건축사 9 31 31
교수 11 38 69

연구원 9 31 100
함계 29 69 100

경력기간 표본수(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5~8년 미만 10 34 34
8~10년 미만 12 41 75
10년 이상 7 25 100

함계 29 75 100
학력 표본수(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학사 7 24 24
석사 9 31 55
박사 13 45 100
함계 29 55 100

표 3. 전문가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분석한 특성

설문참여자의 연령은 30대 52%로 가장 많았다. 직업
을 보면 건축사가 9명으로 31%를 차지하였고 교수 11
명 38%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박사 학위 소지자가 45%
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련분야의 점문가가 일반연구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설문참여자의 
경력기간을 보면 5∼8년 미만이 10명으로 34%를 차지
하였고 8∼10년 미만이 12명으로 41%를 차지하였으며 
10년 이상이 7명으로 25%를 차지하였다. 

가중치를 확정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계층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약칭 AHP)을 주로 사
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체계화한다. 이를 통해 각 요소들
을 계층에 따라 나누고 서로 연관시킬 수 있다. 또 주어
진 판단에 따라 각 계층의 모든 두 요소의 상대적 중요
성을 평가하여 정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종
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모든 원소의 가중치를 확정할 수 
있다. 

이번 평가 테스트에서 구축한 단계 계층 구조 모형이 
보여준 바와 같이, 계층 분석법의 요구에 따라 AHP 9점 
척도([표 4] 참조)를 이용해 매 두 요소간의 상대성을 비
교하여 판단 행렬을 구축해 계산하였다([그림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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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도 정성적 척도 설 명

1 동등하게 중요
(Equal Importance) 두 요소의 중요성이 동일함

3 약간 중요
(Slight Importance)

하나의 요소가 다른 것에 비해 
약간 중요함

5 중요
(Strong Importance)

하나의 요소가 다른 것에 비해 
중요함

7
대단히 중요

(Demonstrated 
Importance)

하나의 요소가 다른 것에 비해 
대단히 중요함

9 절대적으로 중요
(Absolute Importance)

하나의 요소가 다른 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요함

2,4,6,8 위 척도들의 중간 값 위에서 정의된 중간 척도 
값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표 4. 9점 평가 스케일

  

고건축물의 균형적 규모 C1

행
열
1

고
건
축
물
 형

태
강
화

계
층

고건축물의 뚜렷한 외형윤곽 C2
고건축 구조체의 층 C3
고건축 표면 재질 C4

고건축색채와 채색화 C5
고건축의 장식부품 C6

+
고건축색채의 상대 환원 C7

행
열
2

시
각
적
 해

석

계
층

행
열
4

휘도비의 조화 C8
환경과의 휘도조화 C9

먼 거리에서 인지 가능 C10
조명의 쾌적성 C11

+
조명기구의 파괴행위 C12

행
열
3

조
명
기
술
 응

용

계
층

에너지 효율 C13
조명기구의 숨김 설치 C14

선진기술의 합리성 C15
광공해 유무 C16

그림 2. 판단행렬 구축에 대한 과정
   

2. 가중치 계산
이는 여러 방안 요소들의 종합 순위를 얻기 위해 앞서 

도출된 가중치를 종합하여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종합 
점수를 산정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상위 계층인 의사
결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하위 계층 요소들의 중요도 
합의 평균, 즉, 최종 우선순위를 산출한다. 이를 위해 아
래와 같은 식이 이용된다.

가중치 = Σi(평가요소 별 중요도의 합)/n

평가 요소 가중치
고건축물의 균형적 규모      C1 0.0140
고건축물의 뚜렷한 외형 윤곽   C2 0.0168
고건축 구조체의 층          C3 0.0125
고건축 표면 재질            C4 0.0140
고건축색채와 벽화           C5 0.0066
고건축의 장식부품           C6 0.0140
고건축 색체의 상대적 환원   C7 0.1056
휘도비의 조화               C8 0.1394
환경과의 밝기 조화          C9 0.0697
먼 거리에서 인지가 가능    C10 0.1601
조명의 쾌적성              C11 0.1601
조명도구의 파괴행위        C12 0.0417
에너지 효율               C13 0.0726
조명기구의 숨김 설치      C14 0.0417
선진 기술의 합리성        C15 0.0834
광공해 유무               C16 0.0479

표 5. 평가한 요소의 가중치 

가중치 계산을 통해 도출한 각 인수 간의 가중치는 [표 
5], [그림 3]와 같다.

그림 3. 평가한 인수의 가중치 분포도
  

3. 일관성의 검증
중요도를 도출해내고 이에 대한 일관성 검토를 실시한

다.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고 평가자들이 내린 판단의 논리적 일관성을 파악
한다. 중요도(priority)의 측정은 쌍대비교를 통한 자료
로 구성되는 행렬의 특성 벡터와 특성 근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 쌍대비교 행렬을 통해 요소들의 상대적가중치와 
최대 고유 값(maximum eigenvalue)을 구할 수 있다. 
일관성은 일관성 지수(CI : Consistency Index)를 우
연적 지수(RI : Random Incex)로 나눈 값인 일관성 비
율(CR : Consistency Ratio)에 의해 평가된다. 구해진 
일관성 비율(CR)이 0일 경우 완전히 일관성이 유지되었
다는 의미이며 0.1이하일 경우 합리적인(resonable)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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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2이하일 경우 허용할 수 있는(tolerable)평가로 인
정된다. 반면에 0.2초과일 경우에는 일관성 부족으로 판
단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9]. 

결과로 나온 중요도가 일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검증
은 최대 고유치의 값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행렬 의 최
대 고유치인 λmax값은 쌍대비교행렬의 각 열에 구해진 
무게 벡터를 곱하고 그 값을 합하여 구할 수 있다. 구해
진 최대 고유치 λmax값으로부터 일관성 지수(CI : 
Consistency Index)를 구할 수 있다. 또한, 일관성 지
수와 무작위 지수(RI : Random Index)를 통해 일관성 
비율(CR : Consistency Ratio)을 구할 수 있다. 일관성 
지수와 일관성 비율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일관성 지수(CI)=

max 

일관성 비율(CR)=


행렬의 일관성 검증 계산을 통해, 도심지에 위치한 고
건축물의 야간 시각적 표현을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대상
으로 구축한 판단 행렬(즉 행렬A-B)의 일관성 비율 CR
은 0.0904로 일관성이 있다([표 6] 참조).

구분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시각적 

해석 계층
조명기술 
응용 계층 Wi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1.0000 0.1667 0.2000 0.0780

시각적 
해석 계층 6.0000 1.0000 3.0000 0.6348

조명기술 
응용 계층 5.0000 0.3333 1.0000 0.2872

표 6. 상위 계층 일관성 검증 결과

 일관성 비율(CR)：
 0.0904； 1.0000；/|ambda ｛max｝: 3.0940. 

따라서 계층 분석법을 통해 얻은 결론의 합리성을 보
장하기 위해, 기준에 구축해둔 평가 모형의 판단 행렬의 
일관성을 다시 검증해보아야 한다. 계산의 일관성 비율 
CR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검증 표준에 따르면, 
CR<0.1일 때 일반적으로 판단행렬（judgment 
matrix)의 일관성이 수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논리로 각 층의 보조적 원칙항을 대상으로 행렬
의 일관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분 C1 C2 C3 C4 C5 C6 Wi

C1 1.00
00

1.00
00

2.00
00

0.50
00

2.00
00

1.00
00 0.1799

C2 1.00
00

1.00
00

1.00
00

2.00
00

3.00
00

1.00
00 0.2160

C3 0.50
00

1.00
00

1.00
00

1.00
00

2.00
00

1.00
00 0.1603

C4 2.00
00

0.50
00

1.00
00

1.00
00

2.00
00

1.00
00 0.1799

C5 0.50
00

0.33
33

0.50
00

0.50
00

1.00
00

0.50
00 0.0841

C6 1.00
00

1.00
00

1.00
00

1.00
00

2.00
00

1.00
00 0.1799

표 7.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일관성 검증 결과

 

 일관성 비율(CR)：0.0353； 
 총 가중치: 0.0780；/|ambda ｛max｝: 6.2221. 

C1-C6와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B1의 가중치를 비
교한 일관성 검증: CR=0.0353<0.1로 일관성이 있다([표 
7] 참조).

구분 C7 C8 C9 C10 C11 Wi

C7 1.00
00

0.50
00

2.00
00

1.00
00

0.50
00 0.1664

C8 2.00
00

1.00
00

2.00
00

1.00
00

0.50
00 0.2195

C9 0.50
00

0.50
00

1.00
00

0.50
00

0.50
00 0.1098

C10 1.00
00

1.00
00

2.00
00

1.00
00

2.00
00 0.2522

C11 2.00
00

2.00
00

2.00
00

0.50
00

1.00
00 0.2522

표 8. 시각적 해석 계층 일관성 검증 결과

 일관성 비율(CR)：0.0616； 
 총 가중치: 0.6348；/|ambda ｛max｝: 5.2758.

C7-C11과 시각적 해석 계층 B2의 가중치를 비교한 
일관성 검증: CR=0.0616<0.1로 일관성이 있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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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12 C13 C14 C15 C16 Wi

C12 1.00
00

0.50
00

1.00
00

0.50
00

1.00
00 0.1451

C13 2.00
00

1.00
00

2.00
00

1.00
00

1.00
00 0.2527

C14 1.00
00

0.50
00

1.00
00

0.50
00

1.00
00 0.1451

C15 2.00
00

1.00
00

2.00
00

1.00
00

2.00
00 0.2903

C16 1.00
00

1.00
00

1.00
00

0.50
00

1.00
00 0.1667

표 9. 조명기술 응용 계층 일관성 검증 결과

 일관성 비율(CR)：0.0130； 
 총 가중치: 0.2872；/|ambda ｛max｝: 5.0582. 

C12-C16과 조명기술 응용 계층 B3의 가중치를 비교
한 일관성 검증: CR=0.0130<0.1로 상대적으로 일관성
이 있어, 검증의 표준치를 만족한다([표 9] 참조).

Ⅴ. 사례분석의 적용을 통한 검증

앞서 도출한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응용한다면 시각
적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
를 선정하여 16개 평가 인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례
에 적용된 디자인 효과를 평가하였다. 각 평가요소가 차
지한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평가 요소 점수
고건축물의 균형적 규모      C1 1
고건축물의 뚜렷한 외형 윤곽  C2 2
고건축 구조체의 층          C3 1
고건축 표면 재질            C4 2
고건축색채와 벽화           C5 1
고건축의 장식부품           C6 1
고건축 색체의 상대적 환원   C7 11
휘도비의 조화               C8 14
환경과의 밝기 조화          C9 7
먼 거리에서 인지가 가능    C10 16
조명의 쾌적성              C11 16
조명도구의 파괴행위        C12 4
에너지 효율                C13 7
조명기구의 숨김 설치       C14 4
선진 기술의 합리성          C15 8
광공해 유무                C16 5

표 10. 각 평가요소 점수

구체적으로는 각 평가 인수의 가중치에 따라 평가항목

을 100점 만점으로 확대시켜 평가체계를 응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각 평가 인수의 가중치 수치를 100배 확대
시켰다.

1. 사례의 배경
연구자가 설계한 중국의 개봉시(开封市)에 위치한 성

루의 야간 조명 디자인의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 
평가를 진행한다. 성루는 하남성(河南省) 개봉시(开封市)
(고대시기 송(宋)나라의 도읍지)에 있는 어가(御街)의 북
쪽 끝에 위치해 있는데, 기준에 있던 건축물은 이미 무너
졌다. 1985년 반루는 5㎢미터의 크기로 재건되었다. 현
재 건축물 주변의 도시환경의 휘도는 0.3-0.5cd/㎡ 정
도이다. 반루의 등불은 개봉(开封)의 문화가 집약된 모습
이자, 송나라 도읍지의 화려함과 송나라 왕조의 강성함
을 상징한다.

이번에 디자인한 조명의 색상은 따듯한 노란색과 흰색
을 주로 사용했다. 조명 방식으로는 국부조명과 전형조
명의 방식을 사용했다. 또 송나라 형식의 건축 구조, 소
재의 특징을 고려하여 빛을 이용해 반루의 야간 모습을 
구축하였다. 또 건축물 주변 경관과 환경을 고려하여 조
명을 디자인하여 건축물의 형상을 부각시켜 전체적인 효
과를 형성했다. 건축의 조명부분은 주로 건물 조형의 5
개 층인 계단, 벽면, 두공, 지붕, 합각머리를 부각시켰다. 
전체적으로 빛의 색은 노란색과 흰색을 주요 색조로 삼
았으며, 중국의 전통 건축물의 문화적 특징을 부각시켜 
웅대하고 대범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그림 4], [그림 
5]참조).

그림 4. 지붕, 용마루, 합각머리의 조명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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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야간경관 조명디자인의 효과

지붕에는 LED 프로젝터를 이용해 지붕, 용마루, 합각
머리를 비추도록 하였다. 또 처마의 박공과 서까래 부분
에는 선형 LED 프로젝터를 설치했다. 그 외에도 사용한 
조명은 모두 LED 조명이다([그림 6] 참조)[11]. 이중 지
붕을 비추는 조명은 9w(크기 120mm@85)와 
3w(45mm@40)의 호박색 조명을 이용하였다. 큰 면적
의 지붕면을 비출 때에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상에 영
향을 크게 주지 않는 LED조명 정도의 크기가 적합하다. 
처마의 두공 부분에는 15w4000K 선형 LED 프로젝터 
조명을 이용했다. 이 조명은 24mm(넓이) X 22mm(높
이)의 크기의 가느다란 저출력 LED 조명이다. 입면 주랑
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원기둥 형태의 작은 투사
광을 이용해 건축물이 더욱 깊은 층계감을 보이도록 하
였다. 원기둥의 상단에는 저출력 LED 프로젝터를 설치
하였는데, 이는 3w의 방울 조명의 형태로 크기는 
45mm@40이고 빛 색은 4000K 정도이다.

그림 6. 사용된 조명기구의 설명도

SM광 환경 측정 프로그램(SM lighting Measuring 
Systerm)[10]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축물 지붕의 휘도 
범위는 0.1-0.4cd/m2이고, 고건축물 입면의 휘도 범위
는 0.2-0.5cd/m2였다([그림 7] 참조). 시공 완성 후의 
시각적 효과([그림 5] 참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건
축물의 규모를 두드러지게 하였고 주변 환경의 분위기와
도 어울린다. 그러나 건축물의 색채와 두공 등 세밀한 부
분의 조명의 휘도가 지나치게 밝아 또렷함이 떨어진다.

그림 7. 고건축물 입면의 휘도 분포도
  

2. 평가 점수 및 분석
중국 개봉시(开封市) 시정부에서 조직한 27명의 전문

가 집단이 연구자가 설계한 조명 디자인을 평가하였다. 
시각적 효과가 반영된 기본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각 평
가체계의 평가항목에 점수를 매겼는데, 각 항목의 평균 
점수는 아래 [표 11]과 같다.

평가 요소 점수
고건축물의 균형적 규모      C1 1

고건축물의 뚜렷한 외형 윤곽   C2 2

고건축 구조체의 층          C3 1

고건축 표면 재질            C4 0.5

고건축색채와 벽화           C5 0.5

고건축의 장식부품           C6 1

고건축 색체의 상대적 환원   C7 6

휘도비의 조화               C8 9

환경과의 밝기 조화          C9 7

먼 거리에서 인지가 가능    C10 12

표 11. 사례의 평가요소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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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표에 포함된 16개 항목의 점수를 더한 결과 총 
78점을 얻으며 최종적으로 평가를 마쳤다. 상술한 사례
를 대상으로 진행된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준 하위 항목은 C7, C8, C10, C11이다. 이 항목
들은 모두 시각적 해석 계층의 범주에 포함된 휘도 감각, 
색채 표현과 관련된 감각의 항목들이다. 그 외에 고건축
물 형태강화 계층과 조명기술 응용 계층의 각 항목이 미
치는 영향정도는 다소 떨어졌다. 이는 디자인 과정에서 
고건축물의 채색화 색채에 나타난 “원형성”의 표현, 건
축물 각 부분의 휘도 정도의 조화로운 표현 부분에 있어 
다소 유의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반영한다.

구체적인 디자인 방안과 시행된 디자인 사례에 대한 
시각적 평가를 시행하려는 경우, 이 평가체계는 하위 항
목의 전체적인 득점을 통해 효과를 시각적 평가하는 방
법이 간단하다. 그러나 평가체계에 사용된 술어의 전문
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시각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해 만든 이 평가체계는 주로 전문가, 전문 종사자들에 의
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평가 점수의 정확성과 신뢰
성을 더욱 확보할 수는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시각적 해석 계층, 
조명기술 응용 계층의 세 각도에서 야간 고건축물 경관
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또 구체적으로 하위 항목들
을 열거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계층 분석법
(AHP)을 활용해 각 하위 항목이 전체 평가체계에서 차
지하는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관성 검증을 시행
해 본 연구가 도출한 평가체계가 단계 설정의 부분에 있
어 요구되는 과학성과 합리성을 모두 갖고 있음을 검증
하였다. 대응되는 하위 항목의 상이한 가중치에 따라, 각 
하위 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층은 상위 표준계층으로 고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C1-C6: 0.0780), 시각적 해석 계층(C7-C11: 0.6348), 
조명기술 응용 계층(C12-C16: 0.2872)이 평가의 원칙 
단계로 작용한다. 하위 계층은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고
건축물 형태강화 계층, 시각적 해석 계층, 조명기술 응용 
계층에 따라 16개의 항목을 만들어진 지표로 형성된 평
가체계를 구축할하였다. 평가체계의 피드백을 참고 하면 
디자이너가 기술 제어 계층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기술 제
어는 평가 후에 조명디자인의 조정방안이 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연구자가 설계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응용하여 
해당 평가체계를 활용해 한층 발전된 분석과 평가를 진
행하였다. C10 (먼 거리에서 인지가 가능)이 12점이라
는 평가가 된 것은 도심지에 위치한 고건축물의 형태가 
매우 중요한 표지로서 사람들의 기억이 되는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C11 (조명의 쾌적성)이 15점이라는 
평가가 된 것은 사람들이 야간에 휴식 몇 오락 활동의 
심리적 요구로서 조명디자이너가 고려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도시야간환경에서 고건축물의 시각적 효과
연구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건축물의 경관조명은 예술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건
물 메스의 입체감을 잘 표현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흥미
감이나 관심을 모으는 매력을 부여하여 인지도와 이해를 
높이어야 한다. 또한 조명의 미적 완성도가 뛰어나야 하
며 건물의 색채나 형태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광원을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 이외의 쓸데없는 빛을 자
제하는 빛의 질 위주의 조명이 되도록 하고, 현휘 및 주
위 경관에 대한 기여도와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체계가 응용된 모습을 설명하였고, 
나아가 평가체계의 과학성을 검증하였다. 이 평가체계의 
구축은 향후 고건축물에 설치되는 조명 디자인 및 시행 
효과에 매우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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