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http://dx.doi.org/10.14774/JKIID.2017.26.5.034
Vol.26 No.5 Serial No.124 _ 2017. 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5호 통권124호 _ 2017.1034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명환경 디자인 연구*

Lighting Environment Design Research for Well-Being of Elderly People

Author 이연수 Yi, YonSoo / 정회원, 트리플러스, 이학박사

Abstrac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basic research on fusion of ighting design or lighting environment to improve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ghting situation of elderly people 's residential facilities in terms of

space environment design plan and to analyze the trends in smart home, design and technology. It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prototype of lighting fixtures for elderly people living facilities considering functional, physiologic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For the study, the target sites were selected and the results of the illumination survey of the target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of spaces, residential and other public spaces, and their location, lighting fixtures' type,

color temperature, illuminance.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 overall physical illumination compared to

the recommended illuminance for the elderly satisfied the recommended range and provided the appropriate

brightness for the elderly. However, in the application layout of the lighting fixtures, a monotonous arrangement

and a lighting fixtures type consisting entirely of simple square type fixtures and downlight types were applied.

It would be desirable to use different types of lighting fixtures in the design for various functions, such as making

the environment more comfortable.

Future research will propose a prototype for the design direction of the subdivided lighting fixtures that classify the

space according to functions and understand the vision problem of the elderly while aesthe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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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의료 분야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고

령사회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17년의 통계청 자료로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초고령 사회

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이러한 고령자의 주

거환경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으나 전반적인 양적/질적 연구가 미미하고 고령자의 주

거실태를 호소하는 수준2)에 머무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

어 분야별로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부분별 연구과제

중에는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실내

의 빛 또는 조명환경에 대한 융합적 기초연구 또한 포함


 * 본 연구는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문융합연구사업 기

초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NRF-2016M3C1B6949437)

된다. 지금까지의 조명연구개발이 과학기술 중심의 공학

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향후의 연구개발은 과학기술

과 인문예술의 융합에 기초한 제품개발이 필수적이며,

나아가서 가이드라인과 표준화를 통한 종합적인 솔루션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1)2)

이에 본 연구는 제어 알고리즘, 인지정서, 신경생리,

공간디자인 등 다학제간 연구체계를 구성하여 융한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융합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령

자의 시각적, 생리적, 행동적 특성과 조명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조명생리 기초연구 및 조명환경 융합연구를 수

행하고, 이를 기초하여 고령자 중심 조명 및 제어 솔루

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공간 디자인 계획 측면에서 고령자 주거시설의 조명현황

을 파악하고 미래 주거환경인 스마트홈과 디자인과 기술

1) 2016년 고령자 통계자료, 통계청 2017.2

2) 박지선 외 2인, 고령자 주택개조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방향,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20호, 2017.2,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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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칭된 제품 관련 트렌드 조사를 통하여 고령자 주거

시설의 조명기구 프로토타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

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명환경 융

합연구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융합과제의

일환으로 공간디자인 측면에서의 조명환경에 대한 기초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명환

경과 관련된 고령자 주거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과 조명기구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이를 통하여 도출된 조명환경에 대한 국내외 가

이드라인과 권장사항을 중심으로 최근에 지어져 운영되

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자 용도에 따른 공간의 구성과 조도 및 색온도의

측정등 조명환경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 사용

자의 일과 관찰 및 운영자 인터뷰를 통하여 건축 조명계

획 및 기구디자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는 조명

제어기술개발, 표준화 가이드라인 개발 전문가 등 융합

분야간 연구자도 참여하여 주제와 관련 대상지를 공유하

고 고령자의 조명환경 현황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현황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스마트홈 및 조

명기구 관련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최근 조명시장의 경쟁력 또한 다른 분야와 같이 IoT,

IC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기능과 생물학적 효과가 강

화된 방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개발되는 조명제품의 경

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홈 환경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품/기술 분야와의 매칭을 위

한 스마트홈 관련 유관 사례 및 제품 트렌드 연구자료들

을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고령자 주거 및 조명환경과 관련된 요소들

을 도출하여 향후 고령자를 위한 조명환경 및 조명기구

프로토 타입 개발 연구를 위한 방향설정 키워드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2. 문헌고찰

2.1. 국내외 고령자 조명환경 연구현황3)

국내의 고령자 조명환경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현대 주거 공

3) 과학기술․인문융합연구사업 연구계획서 pp.6-8, 2016.7

(NRF-2016M3C1B6949437)

간은 일반 성인의 시지각적 특성으로 설계된 공간으로

고령자가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보다 질 높은 고령주거시설을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주로

고령자 주거관련 복지, 정책, 제도 등의 행정문제와 공간

의 구성, 커뮤니티, 효율적 동선, 실내의 색채를 비롯한

디자인 등 건축공간의 물리적 계획에 관련된 문제로 치

중되어 있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의 승인 아래 IESNA(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RP-28-98에서 고령자를 위한 조명환

경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Recommended Practice for

Lighting and the Visual Environment for Senior

Living)을 제안하였다.

호주 연방 정부 역할은 주정부, 관련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노인간호서비스의 정책방향 설정, 행정지원과 자금

제공, 노인간호 표준과 서비스제공 업체의 인증, 관리 등

도 포함되며 각 주정부는 노인주거간호시설의 건축물 법

규 및 방화규정, 산업보건 및 안전과 완견된 규제를 담

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라서 1997년의 Aged

Care Act제정 이후 주별로 노인요양시설 건축물 설계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U에서 지원한 ALADIN (Ambient Lighting

Assistance for an Ageing Population) 프로젝트는 고령

자를 위한 조명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프로젝트로

서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적응형 조명시스템을 이용

함으로 수면 장애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간중심 조명환경과 관련 시장현황은 국외에서는 이

미 인간중심조명을 표방하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이 개

발, 출시, 적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Philips, Osram,

Zumtobel과 같은 유럽의 조명회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인간중심조명

기술 및 제품 개발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인간중심조명뿐만 아니라

고령자중심조명이라고 할 만한 제품이 개발되어 출시된

바가 없으며 이는 기초연구의 부족과 조명에 대한 일반

인의 인식 부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스마트조명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이 증가하여 ICT기

술을 적용, 사용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조명의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히 고령자의 신체리듬, 인

지능력,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고령자 맞춤형 조명에 관

련된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외의 경우 인간중심조

명과 관련해서는 2000년 이후 관련 특허의 출원이 증가

하는 추세이며 이중 미국이 약 50%의 점유율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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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인 고령자

* 수술 / 재봉 750-1500 1500-3000

* 독서 300-750 600-1500

* 세면 / 식탁 200-500 500-1000

* 세탁 150-300 300-600

* 거실 30-150 50-250

* 복도 / 계단 30-75 50-150

* 외부 (문,통로,포치) 1-10
3-30

(심야화장실 10-20)

* 복도 (심야) 1-2 1-10

<표 1> 고령자 관련 권장조도(lux)

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표준화 관련 국외의 경우, CIE TC3-44 Lighting for

the elderly and visually impaired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서는 고령자와 시약자를 위한 실내 조명

규정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Task and Ambient Lighting (TAL) 조명 시스템의 효과

적인 사용을 제안하고 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미조명위원회(Th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는 2012년에 IESNA

RP-28-98(ANSI/IES RP-28-07) Lighting and the

Visual Environment for Senior Living 을 출판하여, 고

령자를 위한 조명 및 시각 환경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독일공업규격위원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에서는 2013년에 DIN SPEC 67600

Biologically effect illumination – Design guidelines을

발간하였다. 독일은 유럽에서는 가장 먼저 생체리듬을

강조한 주거 환경 조명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 표준으로는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치 치수

원칙 및 기준’이 2006년 제정되어 있으나 고령자 배려

시설에 대한 조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일반인을 위한

표준조도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향후 국제표준화가 예상되는 이 분야에서 국내의 연구

결과와 개발기술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빠

른 시일 내에 집중적이고 선도적인 기초연구와 기술개발

이 있어야 하는 시점이다.

2.2. 고령자 조명환경 계획방법 및 사례연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고령자 조명환경 관

련 기준 및 계획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밝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표 1>과 같이 일반적인 기준의 2-3배가

적용되고 있다.4)

최근 사례연구에서는 보다 밝은 조도를 위한 물리적인

조건은 충족되고 있음을 보이나 그 밖의 조명계획에 요

구되는 조건5)들, 예를 들어 조작성과 다양성 나아가 조

4) 전채휘, 고령자 주거의 웰빙조명계획, 월간 건축 제49권 5호,

2005.5, p.75

명환경을 즐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연구와 적용사례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기존의 장애인 외에 모든

일반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원슬기 등(2005)

은 조명의 양적 평가 외에 조명기기의 제어 및 유지관리

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을 유니버설 디자인의 7

원칙의 개념을 토대로 사례와 조명계획 적용방안의 도입

을 제시하였다.6) 박경진 등(2012)은 노년기에 적합한 유

니버설 디자인적 접근을 통한 고령자 주거 조명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7)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으로

2006년 뉴욕의 조명 연구센터(Lighting Research

Center)8)가 디자인한 노인 주거 사례에서는 간접조명의

적용을 긴 선형형태의 벽면 브라켓 형식으로 적용하여

글레어를 방지하면서도 부드러운 빛환경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실제 사용자의 눈높이에 조

명기구를 설치하고 LED 조명의 칼라변화로 알츠하이머

의 생체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푸른 빛을 연출하는 등

바닥 레벨차를 인식하는 간접조명과 구체적인 설치계획

방안들이 적용된 사례이다.

고령자 주거환경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낙상은 노인

의 골절과 같은 신체적 손상과 손상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의료비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소이

다. 낙상 공포로 인하여 신체활동 제한 및 독립적인 생

활에 영향을 미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9)

<그림 1> 낙상의 장소10) <그림 2> 침실의 조명환경

<그림 1>과 같이 대부분의 낙상은 침실 등 방에서 발

생하고 그 외에도 복도, 욕실, 외부 공간 등에서 발생하

고 있다. 이에 조명, 공간의 마감재, 핸드레일의 설치 등

5) 이진숙, 고령자를 위한 조명계획, 건축 제43권, 제4호, 1999.4,

pp.38-39

6) 원슬기, 고령자주거시설의 조명계획을 위한 기초연구한국조명전기

설비학회 춘계 학술발표회논문집, 2006.5, p.27

7) 박경지,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의한 빛 환경 연구, 한국공간디자

인학회논문집, Vol.7, No.4 pp.109-118, 2012

8) http://www.lrc.rpi.edu/

9) 이재현 황부근 한국 여성 노인의 낙상공포 수준이 신체활동 양상

에 미치는 영향 J.Korean Soc. Living Environ. Sys. 24권,

2017.4, p.295

10) C.Becker M.D. et. al: Epidemiology of falls in Residential Aged

Care: Analysis of More Than 70,000 Falls From Residential of

Bavarian Nursing Hom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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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례이미지 개념 적용방향

동작인식

매트리스위에 밴드를 배

치한 슬립 모니터와 침

실 스탠드의 결합상품

신체 모니터링 및 수면의

질 향상 조명기구

침대에서 바닥에 발을

디디면 자동으로 점등

되는 베드라이트 기구

고령자의 야간 동선 및

낙상방지용 조명기구

이동/합체

파워케이블없이 오려

두면 충전이 되는 스

탠드 조명기구

조명과 충전을 위한 복합

기능 스탠드

가볍고 컴팩트한 휴대

가능 사이즈의 연출

조명기구

이동이 용이한 감성/기능

충족형 조명기구

IoT

집안구조에 따라 디자

인된 조명스위치

식별기능과 터치를 통한

컨트롤이 용이한 스위치

블루스를 통해 스마트

폰 앱과 연동하는 조

절가능한 조명전구

주/야간 활동과 수면 사

이클 및 감성기반 시나리

오

감성반응

스마트폰을 이용 컬러

와 조작이 가능한 전구

입김으로도 제어가 가능한

감성기능 충족 조명기구

태양빛을 재연한 가상

자연 조명

배양빛과 유사한 설정으

로 치유적 조명환경 지원

<표 2> 미래주거 및 제품의 디자인 트렌드 (조명환경 관련) 요약

<그림 3> 동작센서 조명 <그림 4> 조작이 용이한 전구

의 물리적 주변 환경은 낙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모서리, 벽면을 위한 간접조명, 스텝등

이 적용된 충분한 밝기의 조명환경(그림2)은 정서적으로

도 안전한 느낌을 주고 더 많은 신체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2.3. 미래 주거환경 및 조명기구 트렌드

본 과제와 연관된 미래주거동향과 스마트홈 제품 관련

디자인 트렌드와 고령자를 위한 조명환경과 유관한 디자

인 트렌드 키워드와 제품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U-헬스케어 기반 고령자 주택설계와 관련 국내의 현

행 의료법에서는 공동주택 혹은 단독주택에는 관련 설비

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서비스 등 미비한 부분이 많다11). 결국 헬스케

어 장비도 주택일 경우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떄문에 고령화 사회 주거환경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건축

적 공간디자인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연관하여 고령

자 조명기구의 디자인 또한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심미적인 형태, 경제성, 향후 유지보수의 용이

성 등이 고려된 복합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는 분

야이다.

인간 생활과 연관하여 도출한 미래 스마트홈의 비전

코드 중 주거 공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외부와의 연

결성을 통한 안전 확보와 특히 실버세대에 해당하는 혼

자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자인 등이

트렌드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완전자립 키워드와 관련

하여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홈의 계획요소에서는 고령자

를 위해 벽체의 모서리 부분 및 경계부에 센서를 적용한

간접조명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12) 이러한 실질적인

계획요소들이 향후 고령자 조명환경 및 기구 디자인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낙상은 노인들의 유병률과 사망률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홈 기술에서도 핵

심이 되는 것으로 노인들의 걸음걸이를 측정하여 낙상을

예측 경고하는 시스템이 포함되고 있다.13) 더불어 거주

자의 움직임 데이터를 근거로 낙상을 예방하는 조명환경

또한 주요한 계획요소라 하겠다.

스마트홈 사례로 더 스마티움 홍보관을 방문하여 최근

적용된 주요 기술과 제품을 살펴보았다. 스마트홈 관련

주요기술중 하나로 조명제어솔루션을 시연하고 있다. 동

작인식 센서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LED 조명을

11) 황정현, U-헬스케어기반 고령자 스마트홈 설계를 위한 연구동향

및 제도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1 No.04, 2015.4

12) 임성민, 정재희, 고령자 친화형 스마트 홈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

문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58호, 2017.5 017.2, p.70

13) 문창호,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스마트홈(SmartHome)” 개념의 요

소와 적용,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11.11, v.17, n.4, 통권 45호

pp.11-14

제어해 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손으로 테이블 위의 조명을 가리켜 점

등이 가능한 사례와 같이 3D 동작감지센서의 활용으로

동작만으로 조명기구 혹은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4>의 제품은 단순한 좌우 클릭만으로 ON/OFF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러한 간편한 조작 방식과 기술은 열

이나 파손, 눈부심, 충분한 빛의 세기 등 안전에 대한 고

려를 통하여 신체적 특징상 손가락의 관절이 약화되어

스위치의 조작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거주환

경에 적용하기엔 적합하다.

<표 2>은 미래 스마트홈 디자인을 분석한 디자인 진

흥원(KIDP)의 2025 Future Vision Code 보고서를 참고

하였으며 지능을 가진 기계와의 연결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제품 디자인 사례이다. 이 중 앞서 선행

연구에서 본 고령자 조명환경의 사용자 니즈와 연관하

여 적용이 가능한 제품디자인과 기술을 동작인식, 이동/

합체, IoT, 감성반응의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였다.

동작인식의 사례는 노인 수면의 질과 관련하여 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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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미지 조명기구 사양 조도 Simulation

거주공간

2인 침실

(최상층)

Linear LED Lamp

색온도 : 5000K

설치방식 :　천정 간접 조명

평균조도 : 250lx

균제도 : 0.43

6인치 다운라이트

색온도 : 5700K

설치방식 : 매입형

거주공간

주방

6인치 다운라이트

색온도 : 5700K

설치방식 : 매입형

평균조도 : 380lx

균제도 : 0.55

식탁 펜던트

색온도 : 5000K

설치방식 : 펜던트 형

Lamp : LED

거주공간

4인 침실

Linear LED Lamp

색온도 : 5000K

설치방식 :　천정 간접 조명

평균조도 : 248lx

균제도 : 0.62

6인치 다운라이트

색온도 : 5700K

설치방식 : 매입형

<표 3> 대상지 조명환경 조사 _ 거주공간

스에 설치된 밴드를 통하여 개인화된 데이터의 수집으로

신체기능 모니터링 및 숙면을 위한 조명조절이나 알람기

능을 통하여 기상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용

사례이다. 칼라 체인지가 가능한 조명기구를 통한 분위

기 연출이나 자연의 빛인 태양빛을 유사하게 재연하는

가상 자연채광시스템14)은 LED조명을 나노기술과 특수렌

더링 시스템으로 조정해 실제 태양과 푸른 하늘을 재연

하므로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고령자를 위한 감성 치유

적인 조명 환경의 제공도 가능하다.

침대 하부에서 발을 내디디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압력

감지 센서와 조명의 연계는 야간시, 고령자의 보행안전

과 거듭 강조되었던 낙상(Fall)의 예방 및 방지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감성적인 고령자 조명환경 및 기구 디자인의 적용이 필

요하다.

4. 현장조사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조명환경 현황조사를 위하여 최

근에 지어진 요양시설을 선정,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림 5> 대상지 전경 <그림 6> 평면구성

본 사이트를 대표 현장 사례로 선정한 것은 <그림 6>

의 평면구성과 같이 국내 노인요양시설 중 ‘유닛 케어

시스템(Unit Care System)’을 도입하여 집과 비슷하게

거실과 방이 있는 작은 규모의 공간으로 구획해 관리하

고 있어 요양시설과 주거공간의 형태의 요소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는 최신 사례로 보았으며 조사당시 거주하

는 노인들의 평균연령은 84세이다.

측정 장비는 CL-200 색채조도계<그림 7>를 활용하였

으며 공간 기능에 따라 거주자의 침실, 식당, 공용 공간,

통로 공간 등으로 나누어 층고, 배치간격, 조도, 색온도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높이는 작업면(h.750mm)을 기준으

로 하되 복도와 로비의 경우 바닥면을 측정하였다. 측정

시간은 오후 4시로 일찍 휴식과 취침에 드는 요양시설의

거주자를 고려하여 비어있는 공간을 위주로 창이 있는

경우 블라인드로 자연광을 최대한 차단하고 측정하였다.

14)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트렌드 2017, 초판, (주)썜앤파커스, 파주

시, 2016, pp.292-293

<그림 7> 측정장비 <그림 8> 공간별 실측

4.1. 공간별 조사결과

대상시설 조명환경 조사 결과를 크게 거주공간과 그

외 공용 공간, 2가지 공간분류로 나누어 배치 현황, 기구

타입, 색온도, 조도, 시뮬레이션에 의한 균조도 분포 등

으로 정리하였다.

(1) 거주 공간

거주 공간 중 최상층인 5층의 경우 층고가 높고 천정

면의 경사를 따라 넓은 면에 부드러운 간접조명을 사용

할 수 있어 고령자 거주공간에 대한 권장사항인 간접조

명의 사용이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최상층을 제외한 침실과 거실 공간에 코브 천청을 두

어 간접조명을 두었으나 설치된 천정의 깊이 등 설치상

의 한계로 넓은 간접조명의 면을 형성하거나 벽과 천정

또는 바닥의 경계를 강조하여 노인의 시야에 기능적이거

나 감성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하였다.

식당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주방의 경우는 LED광원

의 단조로운 매입형 면광원과 다운라이트로만 설계되었

다. 전반조도 외식사가 이루어지는 작업면에 대한 국부

조명의 고려가 부족한 사례로, 추후 관리자에 의해 식탁

에는 펜던트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펜던트의

경우 하부에 확산판(Diffuser)가 있는 타입으로 눈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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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미지 조명기구 사양 조도 Simulation

치유공간

물리치료실 LED 평판조명 50w

색온도 : 5700K

설치방식 : 매입형

평균조도 : 838lx

균제도 : 0.47

공용공간

다목적홀

LED Linear Lamp

색온도 : 4400K

설치방식 : 직부형

평균조도 : 660lx

균제도 : 0.47

백색 도장 마감 펜던트

조명

색온도 : 5700K

설치방식 : 펜던트형

LED 10W

공용공간

로비

LED Linear Lamp

색온도 : 4400K

설치방식 : 직부형 평균조도 : 1790lx

균제도 : 0.53

공용공간

다목적홀 LED 평판조명 50w

색온도 : 5700K

설치방식 : 매입형

평균조도 : 838lx

균제도 : 0.47

이동공간

복도

6인치 다운라이트

색온도 : 5700K

설치방식 : 매입형 평균조도 : 235lx

균제도 : 0.50

<표 4> 대상지 조명환경 조사 _ 공용공간

고려하였지만 식탁에 앉았을 때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

게 높게 설치되고 역시 일률적인 차가운 색온도의 분위

기에 의한 심리적인 반응과 노인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

는 기구 타입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화장실의 경우도 측정결과 바닥면이 150 lux 이상으로

물리적인 조도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문앞에만 두는 센서

등이 아닌 특히 낙상의 위험이 높은 침실에서 화장실 공

간까지의 야간 동선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명계획은 부재

하여 추후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거주공간의 전반적인 색온도 범위는 5,000-5,700k으로

차가운 색온도 설정으로 측정되어 휴식과 수면을 위한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색온도 계획이 부족하였다.

(2) 공용 공간

물리치료실의 경우 800lx이상의 조도와 균일한 조도분

포로 기능적인 조명환경으로 측정되었으며 주간에는 자

연광의 유입이 많고 비교적 높은 색온도인 5,700k가 적

용되었다.

이용자들이 모이는 공용공간인 다목적홀과 로비 공간

은 천정에 우드 루버 패턴을 활용한 조명이 설계되어 규

칙적이고 일률적인 라인 형태의 전반조명이 적용되었다.

균일한 조도분포와 권장 조도값을 충족하였으나 공용공

간으로 친목이 이루어지는 등 공간에 맞는 감성적 연출

이나 시간대별 제어에 대한 부분 또 벽면이나 통행구간

에 대한 야간 조명계획 등은 미비하였다.

로비공간의 형태도 다목적 공간과 같은 천정의 우드루

버 패턴을 활용한 고른 전반조명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주간에는 자연채광의 영향이 커서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

고 있었다.

1층에 위치한 공용공간의 경우 가족들과의 면회등 만

남과 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면창을 통

한 계절의 변화와 자연광의 유입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간에는 인공조명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5700k

의 차가운 색온도와 사무공간과 같은 일률적인 조명배치

에 머물러 있어 공간의 용도에 적합지 않은 조명환경으

로 설계되었다.

조명 환경의 제어와 관련하여서는 실별로 스위치에 위

치를 표기(그림)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간 기능별, 시

간대별 생체리듬이나 감성을 고려한 디밍(Dimming)이나

시나리오는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그림 9> 조명스위치 <그림 10> 공용공간 격등제어

운영자 의견으로는 노인들에게 스위치의 인지나 접근

에 불편함이 있고 아직도 다수 노인들의 경우 에너지 절

감에 대한 인식이 강해 무조건 조명을 소등하는 성향이

있어 시설의 경우는 관리자가 제어하고 있었다. 공용공

간에서만 격등제어(그림10)를 통해 밝기를 일부 조절할

수 있으나 이는 양적 조도확보에만 제한된 방식이고 균

일한 조도 분포 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조도연속성

들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

4.2. 조사결과 및 문제점 요약

조사결과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이 고령자를 위한

실별 권장조도와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물리적인 조

도는 권장범위를 충족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밝기

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건축의 내부 마감재의 경우도 대

부분 화이트의 벽면과 천정, 밝은 톤의 우드로 자연광을

받아들이고 반사율이 높아 조명환경에는 효율적인 조건

이었다.

다만 조명기구의 적용방식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면

광원과 다운라이트로만 구성된 단조로운 배치와 기구타

입이 적용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복도나 엘리베이터홀

과 같은 이동공간의 경우, 충분한 수량의 LED 다운라이

트가 배치되어 시뮬레이션 결과 대체로 그림자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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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권장 조도 권장 조도(고령자) 장소 조도 (lx) 색온도(K) 비고(고령자 권장조도 기준)

화장실 60~150 150~300

세면대 262 5,387

화장실 기준 만족세면대 거울 201 5,362

화장실 바닥 면 157 5,240

중앙 로비

300~600 - 행정 작업면 394 5,405

로비 및 휴식공간 기준 만족
60~150 150~300

휴식공간 로비 470 5,191

휴식공간 Table 662 4,769

거주자 침실 150~300 300~600

창문 앞 810 5,890

부분적으로 조도량이 다소 부족

전반적으로 만족

가운데 445 5,025

입구 293 4,841

창문 베드 556 5,510

가운데 베드 378 4,721

거주지 거실 60~150 150~300 거실 바닥 513 5,333 거실 기준 만족

복도

30~75 50~150 입구 293 4,841

복도 기준 만족
60~150 150~300

통로 304 5,349

통로 360 4,930

그 외 공간

60~150 150~300 족욕, 찜질실 496 4,956

기타공간 대부분 기준 조도이상300~600 500~1000 식당 1075 5,600

150~300 300~600 물리치료실 1099 5,787

<표 5> 평가 결과 요약 _ KS, IES 권장 조도 비교

균일한 조도 환경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로어 스탠드와 같은 장식적인 기능을 더한

조명기구의 연출은 관리자 인터뷰 의견과 같이 충돌이나

안전의 이유로 배제하더라도 유지보수나 시공의 효율만

을 고려하여 눈부심과 대비가 강한 다운라이트 기구만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동과 낙상 예방 등 안전을 위한 조

명환경이 우선시 되는 곳의 경우 간접조명을 활용하여

벽면과 바닥까지 고르고 부드럽게 빛이 분산되어 공간을

쉽게 인지하고 보행에 편안한 시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다른 형태의 기구들을 기능에 맞도록 다양하게 설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전반적으로 모든 공간이 5000 k 이상의 비교적 차가운

색온도가 측정되었으며 일률적인 확산형 조명기구를 사

용하였으므로 물리적인 밝기는 대부분 충족되고 있었다.

기존 노후화된 노인주거공간들에 비하면 최근 시설에

는 전체 LED 광원의 적용이 확산되어 유지보수나 에너

지 절감 등 운영상의 장점이 있으나 독거 노인의 주거환

경과 같은 경우 교체가 어려운 매입 또는 일체형 기구형

태가 대부분이라는 적용의 한계가 있다. 거주공간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화장실 출입을 위한 센서등 외에는 노인

을 위한 안전에 대한 조명과 심리적인 영향 수면의 질을

위한 조명 환경의 고려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노인을 위한 거주공간에서 다른 건축 계획적 요

소에 비해 조명환경 요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좀 더 현실 적용이 가능한 세부적인 가

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고령자 조명환경 관련 현황과

유관 기술, 디자인 트렌드를 알아보았다.

앞선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그간의 연구와 노력을 통하

여 최근의 시설에서는 대부분 물리적인 밝기에 대한 부

분은 충족되도록 개선되었으나 다음 단계로 질적 평가에

서는 반드시 많은 양의 조명이 좋은 조명이 아니기 때문

에 조명환경 또한 다학제적인 연구결과가 반영된 세부적

인 가이드라인으로 실제 현실에 적용되도록 개발이 되어

야 하겠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지만 아직 개선

되지 못한 부분들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조사를 통해 도

출된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향후 고령자를 위한 조명환경

및 기구 디자인을 거주공간, 보행안전, 공용공간의 3가지

개발방향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고령자의 거주공간에 대한 조명환경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공간의 전반조명과 공

간인지, 수면과 휴식, 독서, 치료, 낙상을 방지하는 기능

등 가장 다양한 행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에 물리적

조도확보의 다음 단계로 다기능적인 조명환경 기준에 대

한 제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공간이다.

특히 침대 공간은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이 되는 공간

으로 거주자의 생체리듬과 수면의 질, 스위치 조작의 용

이성 등에 대한 복합적인 필요가 높은 곳으로 스마트홈

과 유헬스케어, 무선제어 기술과의 접목과 보급을 통한

조명기구와 스위치의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스위치까지의 이동이 어렵고 스위치를 누

르는 관절의 힘이 약해지는 등 무선 제어 조명의 보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스위치를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관적인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용자의 안전(Safety)을 최우선 가치 키워드로

이동공간에 대한 조명계획이다. 복도와 엘리베이터홀, 그

외 계단, 창이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 주변 인접공간과

의 조도분포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된 이동

동선에 대한 조명환경은 명확한 시환경과 보행안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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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등 의료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이동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주요한 계획요소이다.

셋째, 공용공간에 대한 별도의 조명계획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건축 계획에서는 채광 면적의 확보로 자연광

의 유입을 통한 계획은 반영되는 편이나 날씨가 흐린 날

이나 야간에는 인공조명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다. 앞선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용공간에 대한

조명환경은 일률적이고 차가운 분위기인 곳들이 많고 배

려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그룹

활동이 가능한 공간에 적합한 조명환경을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통하여 고령자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위

축, 고립감을 해결하고 집이 주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

는 조명계획으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

획요소이다.

미래의 고령화 사회는 단순한 고령인구의 증가가 아

닌 고령자와 신체적 약자의 비율이 더 높은 사회로 가고

있다. 향후 디자인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도 고령

과 장애의 구분을 넘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조명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사례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현장 및 임상연구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으나 다음 단계로 그러한 결과들이 제품 개발과 개선

에 활용될 수 있도록 타분야와의 융합적인 연구와 표준

화를 통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복도, 침실, 공

용 공간 등으로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 공간 조명계획을

반영한 주거용 테스트 베드와 병원용 테스트베드 모델을

도출하고 심미적이면서도 노인의 시력문제를 이해하는

종류별 조명기구 디자인 방향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제시

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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