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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에서 경제 및 문화활동은 주야를 불문하고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야간경제 및 문화활동은 

도시민의 휴식과 사교의 시간으로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화시대에 따른 세계 각국으로의 교류는 야

간경제 및 문화관광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

다, 이에 따라 도시야간경관에 대한 고려가 각국의 도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

국,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 3국가는 도시 야간 경관

을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활발한 야간경제 및 

문화, 도시경관을 고려한 도시야간경관조명이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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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하이,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 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도시야간경관조명의 

계획 및 정책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2. 각국의 도시경관조명 현황

 

 2.1 서울의 도시경관조명 

  1)서울 도시경관조명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조명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후 국제화도시로서의 서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전까지 한

국의 수도인 서울은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도시의 밤을 밝히는 안전조명

으로서의 비중이 컸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 이

후로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1996년에 

수도서울의 국보 1호인 숭례문에 최초로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 고 이후 도시경관조명에 대한 고려가 활발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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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 다. 다음은 서울시 경관조명의 발전과정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통한 야간경관조명인식 확

대.

▮1996년: 서울시경관조명 기본방향설정. 숭례문 등 각종 

문화재에 조명시설을 보강.

▮1999년 : 서울시 건축상에 야간경관조명부문을 신설하

여 운 하고 있고, 현재 4회 실시. 또한 야간경관조명 

자문위원회설립 후 현재까지 운  중. 

▮2000년: 서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연구를 완료하여 야

간 경관개선의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구체화.

▮2002년 : 월드컵 대비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완료.  서울

시의 공공건축물69개소, 민간건축물 75개소 등  총 144

개소에 경관조명시설을 설치완료. 서울시 지역별 야간

경관계획연구 완료. 서울시 야간경관개선 실행계획수

립.

▮2003년 :서울시 야간경관개선 실행계획추진.

a) 코스모빌딩(1999년) 

   

b) 서울역사(2000년)

c) 가양대교(2002년)

   

d) 흥례문(2003)

  

 

그림 1. 서울시 건축상 야간경관조명부문의 금상 수상작품

                           

2) 서울의 도시경관조명현황

서울시의 직접적인 주도로  공공시설 및 문화재 등에 

야간경관조명시설이 설치되었고, 민간대형건축물에 경관

조명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의 야간경관은 크게 향

상되었다. 

 공공시설물은 숭례문, 동십자각 등의 도심대로에 접해있 

는 문화재 와 올림픽대교, 가양대교 등의 한강교량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특히 2002월드컵의 주최는 인

천공항고속도로, 한강교량, 월드컵경기장, 올림픽대로 ,강

변북로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조명시설이 확대 및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근시일 내에 서울 의 야

경은 보다 활기차고 품격 있게 향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야간 조명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림 2. 가로등으로 인한 광공해

 

그림 3. 무질서한 네온간판

2.2 중국의 도시경관조명

  1)중국 도시경관조명의 역사적 배경

중국의 도시야경조명은 그 시작이 비교적 늦었다. 개혁

개방 이전에는 단지 소수의 중요한 공사 즉 예를 들어 

국가기념 10대공사, 장안지에(長安街),상하이 와이탄(外

炭) 과 난징루(南京路) 및 南京 장강의 대교 등의 조명만

이 야간경관조명으로 여겨졌다. 야경조명 방식은 대부분 

백열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윤곽을 묘사하거나 네온사

인을 이용하여 조명하 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상하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와이탄(外炭)지역과 난징루(南京路) 

지역의 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을 진행하 고, 1988년 등샤

오핑 주석이 상하이 방문 시 경관조명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상해시 정부 의사일정에 조명계획을 포함시킨 이후

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 다. 이후 중국 상하이시

의 조명개선사업은 1988년부터 근 10년여의 기간을 끊임

없이 발전하여 각각의 특색을 가진 상하이 대표적인 야

간경관을 형성했다.

 2)상하이의 도시경관조명 현황

  중국의 본격적인 도시경관조명을 최초로 실시한 상하

이는 중국최대의 상공업도시로서 약 6341㎡ 면적에 1457

만 인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도시로서 

초고층건물과 전통건축이 상생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

이며, 상하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지역과 건축물들에 대

하여 특징 있는 경관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와이탄은 상하이의 상징이며, 상하이의 도시야경조명을 

대표하고 있다.(그림4-a) 세계건축전람회’라고 불려지는 

와이탄 은 각양각색의 서양건축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와이탄의 전체길이는 771m 이며, 상해의 정치, 경제, 금

융과 문화의 중심지이다. 와이탄의 야경은 난징루의 화려

한 연출과는 달리 비교적 색온도가 낮은 광원을 많이 사

용하여 와이탄의 현대건축물이 황금색으로 조명되고 있

다. 와이탄의 야경은 하계는 19시부터 22시까지, 동계는 

19시부터 21시까지의 시간대에 라이트 업 된다. 

 東方明珠는 상해시의 저명한 대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

나이다. 東方明珠의 야간경관조명에는 투광등, 광섬유 등

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명방식으로 탑의 내외부에서 투광

하는 조명방식을 사용한다.   

 중화의 제1가로 명성이 높은 난징루는 중국에서 최초로 

야간경관조명을 계획한 가로이다.(그림4-b) 남징루의 야

간경관의 특징은 수많은 색깔의 네온싸인이다.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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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과 건축물 입면의 투광조명은 난징루 야경의 주요

부분 이다.

 그밖에 淮海路(그림4-c), 인민광장(그림4-d), 푸동신구역

(그림4-e)의 야경은 미래 도시 상하이를 상징하는 하이테

크 고층빌딩군이 높은 색온도의 고연색성 광원으로 경관

조명 되고 있다. 다음은 상하이의 대표적인 야간경관이

다.

① 와이탄(外灘)의 서양식 건축군을 현대식 조명시설과 

장식을 사용하여 구성한 야경(그림4-a)

② 남징루(南京路)의 네온싸인, 투광등과 가로등이 상호 

융화되어 형성한 상가의 야경(그림4-b)

③ 회해로(淮海路)측에서 아치형의 색등(彩色燈)과 건축 

조명으로 형성된 ‘조명터널’(그림4-c)

④ 인민광장, 시정부 빌딩, 천원지방(天圓地方)”의 박물관

과 광장의 녹지, 분수 및 가로등으로 연출된 야경(그림

4-d)

⑤ 동방명주탑(東方明珠電視塔)의 야경조명과 강변도로, 

고층건축물군, 와이탄의 조화로운 야경(그림4-e)

⑥ 민족문화 특징이 뚜렷한 예원과 예원상가의 야경(그림

4-f)

⑦ 상해비행장의 광장과 빈도(迎賓道)의 조명이 형성한 

야간경관(그림4-g)

⑧ 양포(楊浦)대교와 남포(南浦)대교가 조화된 야경(그림

4-h)

⑨ 만인체육관, 운동장 주변환경의 조명이 형성한 야경

(그림4-i) 

a. 와이탄의 야경

  

b. 난징루의 야경

 c. 회해로의 조명터널

  

  d. 인민광장의 야경

 e. 東方明珠탑 과 푸동신구

  

f. 예원상가의 호심정

   g. 迎賓道의 야경

  

h. 남포대교의야경

I. 만인 체육관

  

j. 상하이의 야간전경

그림 4. 상하이의 대표적인 야간경관

  이상과 같이 중국의 야간경관조명을 선도하는 상하이

의 대표적인 야경과 주요지역의 현황을 설명하 다. 이상

의 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중국 도시경관조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된 계획이 부족하다. 

 중국의 대다수 도시의 야경조명은 통일된 계획이 없이 

조명 회사는 자체적으로 조명계획을 진행하여, 빛을 비추

기만 하면 되었다. 따라서 밝아야하는 부분은 그다지 밝

지 않고 밝을 필요가 없는 부분은 오히려 밝은 문제가 

발생하여 전체도시 야경조명의 총체적 효과가 떨어지고 

자신의 특색을 가지지 못했다.

  ② 조명방법이 단일화되는 상황이 두드러진다.

 오늘날 중국의 경관조명방식은 대체로 건축물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모든 투광조명 혹은 라인조명 등

을 사용하여 조명한다. 따라서 전기의 과소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명의 예술적 가치가 저하되어 예술적인 가

치가 높은 많은 건축물의 품위를 저하하고 있다.

  ③ 조명의 통일적인 표준과 근거가 부족하다.

  국가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CIE의 기준 등을 참조하여 

조명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④ 조명의 색채가 부적합하게 사용되는 실례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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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특히 중요한 정치적 혹은 상징 의의를 가진 건축물

에 대하여 색광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좋지 않

은 인상을 조성한다.

  ⑤ 조명 은폐성이 떨어진다. 

많은 상당수의 건축야경조명은 조명지주위에 투광등을 

설치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등기구는 전체가 외부에 노출

되고 조명지주의 조형성 및 빛을 차단하는 은폐성 또한 

부적합하다. 따라서 빛의 남발이 심각한 실정이다.

  ⑥ 에너지원의 낭비가 심각하다. 

많은 유리건축물도 역시 투광등을 사용해 조명한다. 이렇

게 하면 에너지를 과소비할 뿐 아니라. 건물실내의 재실

자들에게 심각한 빛의 혼란을 초래한다.

  ⑦ 조명광원, 조명기구와 부속설비품종이 적다. 

조명기구의 품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고, 게다가 조명신기

술의 응용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⑧ 조명설비 보수관리 문제가 두드러진다. 

적지 않은 건축물의 야경조명설비는 등의 위치 선정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보수할 방법이 없게 된다. 

2.3 일본의 도시경관조명

1) 일본 도시경관조명의 역사적 배경

일본에서는 공공조명이 곧 도로조명이라는 시대가 있  

다. 명치유신 과 전후부흥이라는 역사 속에서 도로 조명  

널리 보급되었으며, 1964년 도쿄올림픽 과 급속한 경제 

발전의 흐름 속에서는 도시를 밝게 조명하는 것이 선진 

국대열에 편입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980년대 일본 각지에서 개최된 지방박람회를 계기로, 

옥외조명에 대한 사고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어느 박

람회나 야간의 조명연출이 화제가 되었고 낮에는 없는 

야간의 풍경, 밤을 즐기는 빛, 생활을 충실하게 해주는 빛

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 무렵, 일본의 조명메이커 업체들

은 다양한 용도의 옥외조명기구를 생산하기 시작하 다. 

이로 인하여 일본의 도시조명은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

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경

관조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 다.

또한 일본 전역에서 경관조명이 성행하여, 평면적 밝기 

의 확보라는 척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옥외 조명에 

입체적인 조명이 등장하게 되었다. 초기의 경관 조명은 

다리나 역사적 건축물의 존재를 두드러지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둔 빛이었으나, 차츰 선적인 빛에서 면적인 빛으 

로 조명의 범위가 넓어져서, 도시전체를 조명하는 빛의 

도시계획을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실례로서, 요코하마는 1986년에 일본 최초의 도시 

규모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 다. 이후, 1989년에 완성된 

요코하마 베이브리지가 조명되어 대성공을 거두자 더욱 

조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 요코하마시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조명계획을 반드시 고려하도

록 추진되고 있다. 

2) 요코하마의 도시경관조명현황

 요코하마는 일본 혼슈(本州), 가나가와현(神奈川縣)에 있

는 도시로서 면적은 437.12㎢, 인구는 2002년 현재 340만 

3077명이다. 1872년 도쿄와의 사이에 철도가 부설됨으로

써 일본의 문호로서의 지위가 확립된 일본 최대의 항만

이 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야간경관의 매력을 상승시켜 

거리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매력적인 건조물과 상징적

인 시설에 경관조명을 실시하고 있다.

 야간경관조명의 특징은 현대적인 항구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푸른색계열의 높은 색온도

로 조명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조명 마스터플랜에 입각

한 체계적인 경관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도

시의 구조 및 스카이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의 장소, 

요코하마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지구, 시설, 거리 등

이 선정되어 경관조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주변의 밝기

는 억제되고 있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여러 도시들 중 가장 선도적으로 

도시경관조명을 실시하 는데, 조명계획을 전체도시계획 

및 경관계획 등과 연관지어 추진하고 있다. 시 전역에 대

한 마스터플랜은 도심부와 교외부를 분류하여 지역적 구

분을 분명히 하 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을 창출하는 

조명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각종 행사와 연계시켜 지역의 

활기를 넘치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가 상호 협력

하여 도시경관조명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시설과 공공

시설이 조화되는 도시경관조명을 계획하는 것이 특징이

다.

  예를 들어, 요코하마 포트사이드(Yokohama Port Side)

지구의 조명계획은 하나의 성공적인 도시경관조명계획으

로 손꼽히고 있다. 1994년에 완공된 이 지구는 직장,,주거, 

상가의 근접거리로 계획되었다. 종래의 조명은 도로조명

계획의 범주에 머물러왔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부분의 

조명이 부조화하 다. 그러나 요코하마 포트사이드 지구

는 민간시설의 저층부분을 준공공시설로 설정하여 조명

을 통일하거나, 점멸시간 등의 설정을 공공시설과 협의하

여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민간시설로

부터 새나오는 빛이 지역의 조명환경에 큰 향을 미치

게 되어, 자치단체는 대지소유주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조명현황을 조사하도록 권유하는 등 도시경관조

명을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의 하에 계획되도록 노력

하 다. 

 요코하마시의 도시경관조명시설의 관리는 민간협의회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요코하마시의　개항당시부터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이세자키 몰은 일반차량의 진입을 

24시간 금하며, 보행자 전용도로로 정비되었다. 고압 HID 

램프를 사용하여, 레어를 줄 인 밝은 보행자공간을 창

출하고, 저휘도 백열전구를 보조 조명하여 활기를 연출하

고 있다. 조명시설의 관리는 소재지의 민간협의회인 지구

상점진흥조합 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요코하마시는 2002년도에는 개항기념관, 시립 역

사박물관 등,  43개의 시설이 경관조명 되었고, 2003년 

현재, 동경전력 원자력시설의 운전정지로 인한 절전대책

에 따라 14개의 시설은 주말에만 점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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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베어브리지

  

b. 마린타워

c. 스미모토 은행지점

  

d. 가나카와현립역사박물관

e. 메이지시대의 외교관관사

  

f. 요코하마 개항기념관

g. 요코하마항만관리청
 

h. MM 21지구의 빨간창고
  

i. 포트사이드 경관조명

  

j. 이세자키 몰의 상가조명

 그림 5. 요코하마의 대표적 경관조명시설설치 건축물

3. 각국의 도시경관조명정책

3.1 서울의 도시경관조명정책

현재 서울시의 야간경관조명정책은 서울시 주택국 도

시정비반 도시경관팀에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란 명칭 

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경관팀의 주요업무내용은 지구 

단위 구역 내 경관계획 수립, 야간경관 개선사업, 건축위

원회 심의 등이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야간경관개선을 위하여 학술용역을 

통한 경관조명계획연구(서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연구 및 

서울시 지역별 야간경관 기본계획 연구)를 수행하 다.   

 야간경관조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는 야간 경관 

조명 설치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및 제도 수

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경관조명을 위한 별도의 전

력을 수전하는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전기요금의 약 25%

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 건축상에 야간경관조명 부문 을 포함시켰

고, 1년에 1회 수상하고 전시회를 개최 하고 있다. 이와 

더물어 야간 경관조명 자문위원회를 연중계속 운 하여 

야간경관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 야간경관조명시설의 설치절차는 우선 서울시 

에서 경관조명을 기획 후,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을 공모 

한다. 대상작품이 선정된 후 선정업체에게 설계 및 시공 

을 위임하고, 경관조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시설물

의 유지관리는 소재지의 행정기관에 일임한다. 그러나 교

량 의 경관조명시설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하

고, 경복궁 등의 궁궐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시설은 문화재

청 에서 직접 공모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을 주최를 계기로 서울시의 주

요교량, 문화재 등 공공시설에 경관조명시설을 확대설치 

하 고, 서울시 지역별 야간경관계획연구를 완료하 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2002년 9월 야간 경관개선 실행계

획을 수립하 다. 실행계획은 단계별, 연차별로 효과성 

있는 조명대상물을 선정하여 랜드마크와 한강교량 등에 

경관조명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2003

년부터 서울시는 본격적인 야간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한강의 교량 및 랜드마크 

등에 대한 경관조명계획공모를 통하여 보다 우수한 경관

조명계획을 모집하고 있다. 

  3.2 상하이의 도시경관조명정책

  1989년 8월 상하이 시정부는 시정관리위원회의 조명사

무실을 중심으로 상하이시민용 건축설계원, 상하이조명학

회, 상하이 등기구 등의 회사를 조직하고 와이탄 지역의 

경관 조명 역할을 하도록 방침을 의결했다. 

 그 결과로 1992년 봄에 시정부는 와이탄의 경관조명환

경을 전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절차로 상하이

시는 1992년 부시장 산하에 도시조명 전담부서를 신설하

고 와이탄 일대의 조명을 현상설계를 통해 결정하 다. 

와이탄 일대의 공공건물의 조명예산은 정부가 부담하고 

민간건물은 건물소유자 혹은 회사가 부담하 다. 민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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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는 별도의 보조 없이 전기료의 50%를 감면하는 인센

티브를 부여했다. 

  시의 조명 사무실은 현존하는 건축군(建築群)의 조명수

준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완벽하게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

로 수입한 조명 기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상하이시 

도시경관조명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차원의 지도를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상하이

시는 1994년 이후 국내외도시 야경조명의 동태와 발전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전문가를 자주 출국시키고, 국내 자매

결연도시에 가서 정 히 현지 조사를 진행하 다. 1997년

은 홍콩 반환의 해로서 베이징은 야경조명 방면에서 작

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상하이 시 정관위원회는 

각 구역의 조명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조직하

여, 베이징의 도시경관조명 을 현지 조사하게 했다. 1998

년 이래로 시정부는 상하이시의 야경개선목표인  “1년에 

한 가지 모습, 3년에 다양한 모습으로의 변화” 의 기치아

래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 다.

  두 번째로 , 과학적이고 엄 한 조직의 관리이다. 상하

이시 정부는 시 지도자가 도시야간경관조명계획의 책임

자로 임명하여 상하이시의 시정관위원회가 경관조명 공

정의 계획과 조직 작업을 책임지도록 하 다. 또한, 시정

부내의 관련 부서들도 참여하 다.

 세 번째로, 도시야간경관조명을 위한 경제력의 확보이

다. 예산과 전력은 도시의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제약하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다. 자치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적으나 광고주나 사업주의 경제적지원의 규모는 

크다. 

 네 번째로,  최적의 도시야경조명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

로 삼는다. 이를 위해 상하이의 과학기술과 인재의 우수

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야경조명의 신기술연구 및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상하이의 야경조명은 비록 근 10년에 이루어진 것이지

만, 전반적인 정책집행의 문제점은 전반적인 경관조명계

획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각 지역의 계획과 실시방

안이 현실적으로 보조를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야간조명관리의 법제화 절차 및 부서별 협조 관

리가 비체계적이다. 예를 들어 광고의 허가와 관리의 방

면에 있어서 제도가 충분히 건전하지 못하여 몇몇 도로 

와 지역의 상업광고, 특히 옥외광고물이 너무 많고 복잡 

하다. 또한 거리 혹은 지역의 특성과  건축물의 야경풍경 

이 부조화되어 혼잡한 야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3.3. 요코하마의 도시경관조명정책

 요코하마시의 경관조명정책은 시청 도시계획국 도시디

자인실에서 주관하여 실행하고 있다. 도시 디자인실의 주 

업무는 개성과 매력 넘치는 도시 공간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각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특색을 살린 보행자 공

간, 광장,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나 거리풍경 만들기 등을 

진행하는 도시디자인기획 및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디자인실에서는 요코하마의 야간경관조명을 “도시 

공간연출사업”이라는 기획 하에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요코하마의 개성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역사적 건축

물 및 각종 도시시설에 대한 라이트 업을 실시하여, 그 

야경의 매력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어필함과 동시에, 요코

하마거리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는 경관조명을 시민 및 기업과 공동으로 추

진하기 위해, 1987년에 요코하마 야경 연출 사업 추진 협

의회를 설립해 다양한 이벤트와 제휴한 투광 실험의 실

시나, 투광기의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 야경 연출 사업 추진 협의회의 주요사업 내

용은 야경연출사업의 조사 및 연구, 야경연출 사업의 기

획 및 운 , 야경연출사업의 이벤트 개최, 관계기관과 단

체와의 연결조정, 그 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야경연출사업추진협의회는 각 단체와 투광 시설의 설치

장소, 설치방법, 소유권, 유지관리, 투광기간 및 시간, 비

용조성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각 조명시설이 상설화 되도

록 하며, 유지관리방법, 비용부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코하마 야경연출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투

광기 상설화추진사업’은 요코하마를 대표하는 역사적 건

축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야경연출사업을 정착시키기 

위 해 각 시설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요코하마의 도시야간경관조명정책은 시청 

내 도시디자인실이 적극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 기업, 민간단체 및 공공단체가 상호협의하여 균형

적인 정책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요코하마시는 야간경관조명시설의 관광 자

원화를 위하여 경관조명시설의 소재지를 홍보하는 라이

트업 가이드 맵’을 시청, 에어 터미널, 무역센터, 요코하마 

역 등에 배치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홍보를 적극

적으로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민간단체의 경관조명관련 활동의 다른 예

로서  시소재의 민간비 리단체들은 경관조명시설로 인

한 광공해 방지대책으로 1996년에 Smart Light Program

을 제정하여 운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빛오염이 없는 야간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시의 쾌적한 조명환경의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요코하마시는 쾌적한 야간경관

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당국 과 기업, 민간 및 공공단체, 

시민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  

 

4. 도시의 경관조명 현황 및 정책비교

한국, 중국, 일본의 도시경관조명을 각국의 야간경관을 

선도하는 3개 도시인 서울, 상하이.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비 교 하 다. 비교항목은 첫 번째로 각국도시의 야간경

관 조명이 태동하는 배경과 발전되어온 과정 및 야간경

관 향상에 관련된 중요이벤트를 정리하 다. 두 번째로, 

각국 도시의 도시야간경관조명의 특징 및 현황, 문제점을 

비교하 다. 세 번째로 각국 도시의 경관조명을 디자인 

및 유지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조직, 정책 및 제도, 인센티

브, 향후정책방향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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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 중국, 일본의 경관조명 현황 및 정책비교

          서울(한국)          상하이(중국)         요코하마(일본)

배경

및

 발전과정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주최에 따른 도시조명환경 정비.

▮1996년: 서울시 경관조명 기본방향 

설정. 숭례문 등 각종 문화재에 조

명시설을 보강.

▮1999년: 서울시 건축상에 야간경관

부문신설(현재5회 실시) 및

 야간경관조명 자문위원회설립. 

▮2000년: 서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야간경관개선의 정책방

향과  실천과제를 구체화.

▮2002년 : 서울시 지역별 야간경관계

획연구 완료. 서울시 야간경관개선 

실행계획수립. 

▮1988년: 등샤오핑이 상하이 방문 

시 시정부 의사일정에 조명계획을 

포함시킨 이후로 본격적인 경관조명

추진. 상하이시정부내에 야간조명건

설관리 목적의 조명사무실설립.

▮1997년: 주요건축물에 경관조명시

설설치완료(베이징).

▮1964년 도쿄올림픽 과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경관조명의 인식확대. 

▮1980년대 일본 각지에서 개최된 지

방박람회를 계기로 경관조명시설 확

대. 

▮1986년: 최초의 도시규모 야간경

관계획 수립(요코하마)

 - 도시경관조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및 실험시도

 현황, 특징  

및

문제점

▮한강교량의 조명설치를 통한 아름다

운 수경공간의 연출

▮문화재 및 랜드마크에 경관조명시설 

우선설치

▮절전을 고려한 경관조명점등 

▮차도나 보도의 낮은 평균조도

▮무질서한 상업옥외광고물

▮부족한 조명설비

▮관리운 체계의 미확립

▮광공해방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및 법규부족.

▮지구별 조명계획의 부족으로 인한 

특성있는 가로조명부족

▮야간경관조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미흡 

▮시정부의 관리 하에 경관조명 시설

설치 및 관리의 적극적인 독려.

▮지역별로 특징을 강조한 다양한 색

온도의 화려한 조명연출

▮강렬한 밝기와 대규모스케일의  야

간경관조명

▮절전을 고려한 경관조명점등 

▮부적절한 투광조명방법

 - 단순한 조명방식, 부적합한 조명색

체, 조명시설의 은폐부족

▮표준화된 조명설계부족

▮부족한 조명설비

▮광공해를 고려하지 않은 빛의 범람.

▮과도한 범위의 야간경관 조명계획

▮야간조명관리의 법제화 절차미흡 

및 비체계적인 부서별 협조관리. 

▮특징없는 야경 및 건물과의 부조화

▮절절한 밝기의 균형있는 조명

▮민간시설과 공공시설과의 조화로

운 조명

▮도시계획차원의 경관조명계획

▮높은 색온도를 이용한 현대적인 

도시 분위기를 표현

▮항만의 야경을 살린 경관조명

▮절전을 고려한 경관조명점등

▮광공해를 고려한 경관조명계획 

정책 

및 

제도

▮서울시 주택국  도시정비반 도시경

관팀에서 야간경관개선사업의 업무명

칭으로 야간경관조명계획

▮서울시 건축상에 야간경관부문을 신

설하여 운 . 또한 야간경관조명 자

문위원회설립. 

▮서울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연구 및 

서울시 지역별 야간경관계획연구 완

료.

▮향후 경관조명 설치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및 법규수립 추진

(현재 경관조명목적의 전용전력 사용 

공공시설에 약25%전기료감면)

▮서울시 야간경관개선 실행계획수립

▮1992년 부시장 산하의 도시조명 전

담 부서 신설 후 와이탄 일대의 조명

현상설계 실시. 

▮1994년 이후 시담당자의 경관조명

관련해외견학 수시 실시.

▮상하이 와이탄 일대의 공공건물 조

명은 정부부담. 민간건물은 건물소유

자  혹은 회사가 부담. 민간회사에는 

전기료의 50%감면.

▮시정부산하 도시디자인팀에 ‘도시

공간연출사업’부서를 설치하여 도

시경관조명관리.

야경연출사업추진협의회’를설치, 조

명시설보수관리비의2/3 부담 및‘투

광기상설화추진사업’실시 중.

▮시차원의 체계적인 경관조명 시

설 설치 및 관리

- 민간단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

한 경관조명계획



공한국․중국․일본의 도시경관조명 현황 및 정책 분석 / 안현태․김정태

Journal of the KIEAE Vol. 3, No. 3  2003. 0942

5. 결  론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의 도시경관조명정책 및 

현황을 각 국의 경관조명을 선도하는 도시인 서울, 상하

이.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 다. 경관조명의 

역사는 일본이 도쿄올림픽 및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주

최하게 된 계기로 가장 앞선 경관조명 역사를 보이고 있

다. 요코하마는 도시 계획적인 경관조명 계 획 을 추진하

여 도시의 균형적인 야간경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

다. 시정부의 체계적인 경관조명 관련 제도 및 규정의 수

립으로 , 공공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협의 하에 적극적인 

경관조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강력한 정책추

진으로 단시일 내에 도시경관조명을 이루어낸 결과를 달

성하 다. 다양한 색상과 지열별로 특성 있는 경관조명, 

시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경관 조명장려책 등으로 다이나

믹한 도시경관 조명환경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

이고 광공해를 고려한 경관조명이 고려된다.

한편 서울은 시차원의 적극적 인 노력으로 야간경관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올림픽, 월드컵 등의 주최가 경관

조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제

행사의 주최로 인한  홍보가 도시 경관조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향후 경

관조명 계획 시 광공해를 고려한 경관 조명계획이 중요

한 과제이며, 도시계획을 고려한 지구적인 도시경관조명

설계, 경관조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수립, 인센

티브의 고려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1. 안현태, 역사적 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평가”, 박사학위논문, 경희

대학교, 2000.2

12. 안현태, 김정태,“휘도와 색도측면에서 본 역사적 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분석”,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집, Vol.15 

No.1, pp.36-43, 2001.1.

13.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역별야간경관계획연구, 서울특별시, 2002

14. 서울특별시, 서울시 야간경관기본계획연구, 서울특별시, 2000.

15. (社) 照明學會, 景觀照明の手引き, コロナ社, 1995 　

16. 都市の 夜間景觀硏究會, 都市の 夜間景觀の演出, 1990

17. 城市夜景照明 , 중국건축공업출판사판, 2003.3. 

18. 山家哲雄, “未來都市 ”上海 “の 夜景デザイソ,

    照明學會誌, 第87卷, 第6号,2003.6
19. http://www.metro.seoul.kr/

10. http://www.city.yokohama.jp/

11. http://www.chikada-design.com/

12. http://news.empas.com/show.t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