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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고려한 실내 조도기준 연구
- 서울시내 5개 백화점 및 쇼핑몰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 for Indoor Illuminance Considering the Needs of the Elderly
- Focused on Five Department Stores and Shopping Malls in Seoul 황품헌*
Huang, pinxuan

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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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eople age, they encounter vision problems that affect their comfort and safety; and thus providing comfortable
lighting environment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 to examine a proper level of illuminance for the
elderly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the KS illuminance standard, (b) to recommend a new illuminance standard
to accommodate the elderly’s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needs’, and (c) to examine whether cases of five shopping
spaces met recommended illuminance standards for the elderly. Although online shopping has increased, popular shopping
venues for the elderly remain offline.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t that the current KS standard of illuminance
for corridor and toilet in department stores is theoretically low and insufficient and a new standard was proposed. On-site
measurements of five representative department stores and shopping malls in Seoul, conducted by measuring illuminance of
lobby, store, elevator hall, corridor, and toilet, revealed that the illuminance level of elevator halls was particularly below
the KS standard, and that of corridor and toilet was below the recommended illuminance level for the elderly. Improving
the KS illuminance standard considering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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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UN의 ageing report에 의하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
에서 노인 인구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 고령
화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 트렌드 중 하나로서 모
든 사회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다(UN global issuesAgeing, 2019). 한국은 2020년 말 기준 65세 이상이 전
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는데(KOSIS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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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Portal Aging Population Ratio, 2020), 과학 기
술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 연령의 증가와 여러 사회
문제 등으로 인한 출산율의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
구의 고령화를 예상하게 한다.
고령사회에서는 주거환경 및 사회의 여러 시설들이 노
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이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여러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
를 갖게 되지만, 특히 시각의 생리적 변화는 낙상, 부딪
힘 등의 여러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이 시각
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의 양이 전체 감각을 통해 받아들
이는 양의 87%에 이르는 만큼(Kim et al., 2018), 노화로
인한 시각기능의 저하는 사물인식에 어려움을 주고 안전
한 통행에 영향을 미친다(Song & Rhu, 2000). 따라서 노
인들이 사용하는 환경에 시각적 특성을 고려한 조명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
내는 주거환경 뿐 아니라 노인들이 찾는 공공공간과 상
업공간에도 적용된다.
특히 여러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노인들은 오프라인으로 주로 쇼핑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쇼핑공간이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KOSIS 포털의 2020년 통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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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비율이 20대는 94.7%, 30대는
93.8%인 반면, 60대는 31.4%, 70세 이상은 14.7%로 젊
은이와 고령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KOSIS National Statistical Portal Internet Shopping by
{Gender/Age}, 2020). 이는 온라인 쇼핑 방법이 고령자들
에게 쉽지 않음과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직
접 보고 고르는 것이 그들에게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보고된 선호하는 쇼핑 방식 조사 결과
에도 60세 이상의 91.9%는 오프라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
다(2019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선호하는 쇼핑). 또한 2020
년의 연령별 오프라인 카드 소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10
대에서 50대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인데 비해 60대, 70대의
경우 각각 1.4, 1.2% 증가하여 노인들에게 오프라인 쇼핑
은 여전히 주로 이용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Moon &
Park, 2021).
조명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주택의
조도기준을 KS 조도기준과 검토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쇼
핑환경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오프라인 쇼핑공간의 조
명 환경이 고령자들의 시각적, 생리적 특징에 적합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쇼핑공간은 물건을 살피는 행위, 이동,
휴게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므로 공간의 밝기에 지대
한 영향을 주는 조도는 전반적 환경에 큰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쇼핑공간의 대표적인 예인 백화
점과 쇼핑몰의 조도 기준이 노인에게 적절한지를 문헌 조
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탐구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조
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
구를 통해 고령자의 시각적 특성을 파악하고 KS 조도 기
준을 연구한 후 제시된 조도기준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5
군데의 백화점과 쇼핑몰의 조도현황을 살펴본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
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조명 요소 중 조도의 특징과
노인의 시각 생리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백화점의
KS 조도 기준을 살펴보고, 고령자와 조명환경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이 쾌적성을 느끼는 조도 레
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고령자의 시각적 특성을 고
려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조도를 KS 조도를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사례 연구로는 대한민국 서울의 대표 쇼핑공
간 5개를 선정하여 방문하여 조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제안된 KS 조도기준과 비교하여 기존 쇼핑공간의 조명
환경이 노인에게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department store)은 “여러 가지 상품을 부문별로 나누어
진열·판매하는 대규모의 현대식 종합 소매점”으로 쇼핑몰
(shopping mall)은 “한군데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정의된다(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21). 백화점은 다양
한 상품 계열을 폭넓게 취급하며 상품 계열 당 전문 구
매자나 담당자가 운영하고(Lee & Kim, 2013) 주로 수직
적인 층별 MD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Yang & Kim,
2009). 쇼핑몰은 쇼핑 외에도 식음, 여가, 휴식, 자기개발,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며 원스톱 쇼핑경험을 제공하
고 있다(Cha & Park, 2014). 수익구조는 백화점은 각 매
장의 판매 수수료로 쇼핑몰은 임대수익으로 차이가 있다.
공간구성 특징을 살펴보면, 백화점은 기능상 고객 부문,
종업원 부문, 상품 부문, 판매 부문, 사무관리 부문으로
나뉜다((Park et al., 2006). 고객 부문은 고객용 출입구,
복도, 계단 등의 공공장소, 종업원 부문은 종업원 입구,
통로, 식당 등의 공간, 상품 부문은 상품의 보관 및 배달
을 위한 공간, 판매 부문은 매장, 사무관리 부문은 사무
실이 구성된다(Park et al, 2006). 쇼핑몰은 상품을 사고
파는 단순한 기능에서 출발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체
류시간을 극대화하는 복합공간을 제시하는데 (Bae & Shim,
2019), 그 구성은 개별점포와 공용공간이라는 두 영역이
다 (Cho & Oh, 2018). 최근에는 전통적 백화점들이 다
양한 엔터테인먼트, 여가 등이 한 곳에 모인 원스톱 복합
쇼핑몰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Go, 2018).
백화점은 공간을 5개로 구분하지만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고객 부문와 판매 부문이다. 이는 쇼핑공간
의 공공공간과 쇼핑공간으로 구분되는 분류와 유사하다.
이에 백화점과 쇼핑몰은 운영과 관리에 차이가 있지만
(Yang & Kim, 2009), 공간적 분류에 있어 일관성이 있
어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백화점과 쇼핑몰을 구분하
지 않고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실내 환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조명은 상업
시설에서 분위기를 제공하고 고객의 관심을 끌고 구매 동
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조명은 제품의 특성표
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Kim, 1994). 쇼핑공간의 조명은
주로 쇼핑 욕구와 상품 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또
한 쇼핑객들의 안전과 쾌적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업 공간의 조명은 크게 환경 조명과 상품 조명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 조명은 환경의 전반적인 조도를 제공
하여 공간, 물체 및 사람들이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Heo, 2006) 상품 조명은 상품의 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Park, 1999). 환경 조명은 공
간과 물체가 잘 보이게 하므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조명을 주로 다루도록 한다.

1. 백화점 및 쇼핑몰 조명 개요

2. 조명의 중요 지표

백화점과 쇼핑몰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하
는 대표적 상업공간이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백화점

조명은 조도, 색온도, 파장, 염색 지수, 광도, 명도 등다
양한 속성을 가진다. 그 중 상점환경 조명디자인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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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지표로는 조도, 색온도, 연색성을 들 수 있다. 조도
란 단위면적에 입사하는 광속으로 단위는 룩스(lx)로 표
시한다(Kim, 2004). 조명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량적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조도를 높이면 시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Won et al., 2006). 색온도는 빛에 포함된 색 성
분을 표현하는 측정 단위로 그 단위는 K (캘빈)이다. 색
온도가 높을수록 차가운 분위기가, 색온도가 낮을수록 평
온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연출된다. 연색성이란 어떤 빛으
로 물체를 비추어 볼 때 보이는 물체의 색에 대한 느낌
으로 그 단위는 Ra이다(Won et al., 2006). 높은 연색 지
수는 상품 진열에 도움이 되는데, 연색 지수가 높을수록
물체의 색상을 복원하는 능력이 더 강해지고 사람의 눈
으로 물체의 색상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Lee & Yoon,
2019).
그 중 조도는 특히 고령자의 안전성과 관련이 크다. 빛
이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시각기
능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시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여 젊은이들에게는 밝은 곳이라도
고령자에게는 어둡게 느껴지고 사물의 분간이 약해져 안
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Song & Rhu, 2000;
Wu et al., 2004).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62
세 여성이 넘어져서 다쳐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는
데, 어두운 조명에서 미끄러운 바닥을 관찰하지 못해 낙
상사고가 났다고 한다. 이는 적절한 조명이 안전에 중요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Observer News, 2015). 따라서
적절한 조도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요하며, 고령자를 위한 건물 빛 환경디자인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생리적 요구를 고려하고, 빛과 고령자
의 신체 상태에 미치는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고령자의 생리 시각적 특성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의 눈과 뇌는 점차 생리적, 신
경학적으로 퇴화되는데 감각기관이 둔화되고 시력이 저하
되는 등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 시각적 적응성의 변화,
대비감도 감소, 눈부심에 대한 민감도 및 시야 감소. 고령
자의 시력저하는 중추신경계의 약화로 인해 발생하지만 주
된 원인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눈 구조의 광학적 변화이다
(Juliana et al., 2019). <Figure 1>은 눈의 구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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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시각 장애는 안구 구조의 노화와 질병이라는 두
가지 이유, 즉 생리적 및 병리학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
데(Dai et al., 2017),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겪는 안구의
구조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각막(cornea)의 변화: 각막은 안구로 들어오는 빛을 집
중시키고 이물질이 안구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다. 노화로 인해 각막 직경이 작아지고 평평해지면서 굴
절력이 변화하는데 이는 고령자 원시의 원인이 된다. 또
한 나이가 들수록 각막 내피 세포가 두꺼워져서 빛 산란
을 일으키기 쉽고 각막 감각 민감도도 감소한다(Wu et
al., 2004).
동공(pupil)의 변화: 동공은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동공은 어두운 곳에서 팽창하나, 노년기에 접어
들면 동공의 팽창이 젊은이들처럼 뚜렷하지 않다(Wu et
al., 2004).
망막(retina)의 변화: 망막은 빛을 신경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노화로 인해 망막이 얇아지고, 광 수용체와
망막 뉴런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망막 세포
가 손상되면 복구할 수 없고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때문
에 중심 시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Li & Liang, 2016).
수정체(lens)의 변화: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리적 조정력이 감소하여 가까
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노안이 발생하는
데, 이는 수정체 경화증 기능 감소 때문이다. 이 경우 적
절한 안경을 착용하는 것 외에도 주변 환경의 조도와 밝
기를 높여 시각적 피로를 줄여야 한다(Li & Liang, 2016).
각막과 수정체의 투명도가 감소하고 빛 산란이 발생하여
망막 영상의 대비가 감소하여 시각기능이 저하될 수 있
다. 또한 수정체의 노화는 고령자의 색 차별 능력을 감소
시킨다(Wu et al, 2004).
종합하면 고령자는 노화로 인해 각막 직경이 작아지고
감각 감도가 감소하여 원시가 발생하며, 동공 확장이 젊
은 사람들만큼 잘 되지 않고 빛에 대한 감도가 감소한다.
또한 망막이 얇아지고 세포가 손상되면 시력이 영구적으
로 손상될 수 있고, 약해진 수정체는 노안으로 이어지고
색 분별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시각적 노화에 의해 여러 안과적인 질병이 초래된다. WHO
의 World Vision Report에 따르면 노화는 많은 안구질환
의 주요 요인인데, 나이가 들면서 노안, 백내장, 녹내장
및 황반변성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고령자의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WHO, 2019).

III. 고령자를 위한 조도 기준

Figure 1. Eye Structure
Source. Juliana, et al., 2019, p. 4

상기에서 살펴보았듯 고령자의 시각적 특성은 나이가
듦에 따라 여러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렇다면 적정한 조
도기준은 무엇인가? 이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나 타
연령대와의 비교를 통해 볼 수 있고, 선행 실험 연구에서
제시된 고령자에게 쾌적한 조도조건을 통해 알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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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인 이유보다는 노화로 인한 시
각적 생리적 변화를 겪는 일반적 고령자를 대상으로 논
의한다.
1. 고령자를 위한 조도 관련 선행연구

고령자를 위한 조명환경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양적으
로 매우 적다. 고령자의 조명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2018년의 연구에 의하면(Lee & Lee, 2018), 총
32개의 연구논문이 있으며 그 중 9편은 색채 지각에 대
한 것이고 나머지 23편이 전반적인 조명계획, 연구동향을
다룬 논문이다. 환경 대상으로는 고령자 주택, 주거시설,
경로당, 버스, 교회 등이 있고 백화점 등 상업시설은 전
무하다. 또한 고령자의 시각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연
구가 부족하다. 조도기준을 KS 조도기준과 검토한 연구
들로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Won et al.,
2007; Ahn & Choi, 2010).
Yi(2017)는 고령자를 고려한 조명 계획 및 기준 설립과
관련된 활동이 활발한 해외에 비해 국내에는 거의 전무
하여 이에 대한 관련 학계, 산업계, 정부 등의 관심과 제
정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그룹인 CIE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는 ‘실내
환경과 조명디자인’이라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Lighting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in
buildings라는 리포트를 출판하여 정상 시력이거나 시력이
약한 50대 이상을 위한 사무실, 공공시설, 주거 등의 권
장 조도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ANSI (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의 승
인 아래 Recommended practice for lighting and the
visual environment for senior living이라는 지침과
Lighting and the visual environment for older adults and
the visually impaired라는 출판물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출판물은 주거 외에 사무실, 병원, 호텔, 상업공간,
집회공간의 조도와 조명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EU에는 ALADIN(Ambient lighting assistance for an
ageing population)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조명 개발에 힘
쓰는 등 고령자를 위한 조명환경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Yi, 2017).

Figure 2. Model of Relationship Between Visual Performance and
Illuminance for Three Age Groups
Source. Boyce, 1973, p .137

으로 갈수록 조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참가자들
의 시각관련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Boyce의 연구에 의하
면 조도가 낮을 때 노인의 글자 인식 능력은 성인과 청
소년보다 낮았지만 조도를 높이면 노인의 성과가 높아지
기 시작하였다. 실험 범위 내에서 조도 증가에 따라 노인
의 작업 수행 능력이 향상되어, 노인들은 자신의 시각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려
준다. 즉 시각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task에서 노인들에게
는 높은 조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Hatton(1977)은 연령에 따라 더 세밀하게 분류하여 연
구하였는데, 그 결과 동일한 조도에서 61~65세의 사람과
17~20세의 사람은 가시성 수준이 2배 정도 차이가 남을
발견하였다<Figure 3>.

Figure 3. Visibility Levels for Different Aged Populations
Source. Hatton, 1977, p. 43

2. 타 연령대와 비교한 노인의 필요 조도

실험을 통해 노인에게 적절한 조도를 탐구한 해외 연
구로는 Boyce(1973)와 Hatton(1977)가 있다. Boyce에 따
르면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조명 조건에서 일
부 작업을 수행하는 성공률과 작업에 소요된 시간이 다
르므로, 이를 근거로 연령대별로 다른 조도에 대한 수요
를 추정할 수 있다<Figure 2>.
Boyce(1973)는 조사 대상 150명을 연령에 따라 젊은이
(18~30세), 중년(31~45세), 노인(46~50세)의 3그룹으로 나
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2>에서 가로축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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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조도가 낮을 때 노인들은 사물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있고, 고령자와 성인이 동일한 저조도 조건에서 가시성
수준 등급이 차이가 나므로 비슷한 가시성 수준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는 더 높은 조도가 필요함을 알려
준다. Hatton(1977)의 연구는 노인에게 적정한 조명 환경
을 만들기 위해 성인의 조도의 2배 정도 높여야 함을 보
고하였다.
위의 실험들은 상업공간이나 주거공간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각적 task, 조도와 나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고령자를 고려한 실내 조도기준 연구 - 서울시내 5개 백화점 및 쇼핑몰 사례를 중심으로 -

3. 쾌적함을 고려한 조도

고령자에게 쾌적한 조도를 연구한 문헌을 살펴보면, 공
간과 물체를 지각하는데 있어 필요한 밝기 확보와 편안
함 충족을 위해 400~1000 lx 사이의 조도를 제공해야 한
다고 한다(Choi et al., 2018). Choi et al.(2018)은 광천장
무창 공간에서 조도에 관한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참가
자는 20~30대 성인 20명과 65세 이상 고령자 21명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인 쾌적성 평가 결과, 65세 이상의 성
인은 모든 색온도에서 조도가 1,000 lx일때 쾌적함을 보
고하였고, 반면 20~30대 성인은 모든 색온도에서 400 lx
일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즉 고령자가
느끼는 편안한 조도는 20~30대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으
며 약간 밝다고 느끼는 곳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
다. 한편 2,000 lx부터는 매우 밝다고 느끼고 편안한 감
정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2,000 lx 가
노인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도가 고령자의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Kim, 2019)에 의하면 남성 70-77세 고령자 10명
의 뇌파를 동일한 실내 조건에서 서로 다른 조도 하에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조도가 1,000 lx일 때 고령자의 쾌
적함이 가장 높고 집중력이 높으며 심장 안전도가 가장
높음을 발견하였다(Kim, 2019).
위의 실험들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에게 쾌적성은 1,000
lx에서 가장 높고, 조도는 2,000 lx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렇지 않으면 눈에 불편함을 준다고 하겠다.

IV. KS 조도 표준
1. KS 조도

KS 조도 기준은 KS A 3011이라는 국가 표준인증서류
에 나와 있다. 이 표준은 1977년에 처음 제정되고 몇 차
례의 수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 버전은 2018년에 최종
개정확인을 한 1988년에 제정된 것이다. KS 조도 기준은
경기장, 공공시설, 공장, 교통, 병원, 사무실, 상점, 옥외
시설, 주택, 학교로 총 10개의 환경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KS 조도 기준에는 조도 및 그 분포, 눈
부심, 그림자, 광색을 중요한 조명의 고려 요소로 분류하
며, 그 중 조도는 조명 설계에 있어 우선 계산의 대상이
되므로 그 기준을 작성했다는 목적을 명기하고 있다. KS
표준 조도는 다양한 조도 환경에서 시력 수준을 테스트
하여 설립하였는데 1988년 평균 연령 20세의 남녀 대학
생 40명의 실험결과를 근거로 하였다(Ji et al., 1988). 조
도의 분류는 카테고리 A~K까지 총 11개로 나뉘어져 있
는데, 조도 기준이 A가 가장 낮고, 뒤로 갈수록 높은 조
도를 의미한다. 가장 낮은 A는 3~6 lx, 가장 높은 K는
6,000~15,000 lx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조도는 바닥
위 85 cm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
우에는 바닥 위 40 cm 정도에서 측정된 조도를 의미한다
고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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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기준에서 상점 환경은 가전제품 판매점, 귀금속 판
매점, 백화점, 서점, 수예점, 슈퍼마켓, 시계 판매점, 식품
점, 육아용품점, 의류 판매점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백화
점은 다시 상담 코너/안내 코너(조도분류 H), 일반부 전
반/점포내 진열/중점부 전반/특매장 전반(H), 장식창 중점
/점포내 중점 진열(I), 전시(I)의 4개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
다. 또한 상점의 일반 공통 사항으로 계단/복도(F), 계산
대/포장대(H), 상담실/응접실(F), 세면장/화장실(F), 에스컬
레이터/엘리베이터 홀 (H)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주로 환경조명을 연구하므로 장식창과 전시 조명은
제외하였다. <Table 1>는 KS 조도 권장 범위 중 백화점
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공간과 관련
된 조도이다. 영역 F는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
의 시작업 수행의 공간 유형으로 조도 범위는 150-200300 lx로 제시되어 있다 (중간 수치인 200은 평균을 의
미). 영역 H는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의 시작
업 수행의 공간 유형으로 조도 범위는 600-1000-1500 lx
로 지정되어 있다.
Table 1. KS Illuminance Standard (Store)
Place/Activity

Illuminance
Classification

Illuminance Range (lx)
Lowest-AverageMaximum

Consultation Corner
Information Corner

H

600-1000-1500

General section overall, store
display, central section overall,
special store overall

H

600-1000-1500

Elevator Hall

H

600-1000-1500

Corridor

F

150-200-300

Toilet

F

150-200-300

Note. KS illuminance standard KS A 3011 (2018) P. 17-18 Table 8. Store
standard rearranged)

백화점의 조도를 주택의 조도기준과 비교해 보면, 백화
점의 엘리베이터 홀과 로비는 각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엘리베이터홀(F)과 로비(F)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
고, 복도 및 화장실 역시 주택 내부의 복도(D), 화장실(E)
기준보다 백화점의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Table 2. KS Illuminance Standard (House)
Place/Activity

Illuminance
Classification

Illuminance Range (lx)
Lowest-AverageMaximum

Living Room
Entertainment
Reading, Phone, Makeup
Sewing, Handicraft
Overall

F
G
H
D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30-40-60

Elevator hall

F

150-200-300

Corridor

E

60-100-150

Bathroom/Toilet

E

60-100-150

Note. KS illuminance standard KS A 3011 (2018) P. 22 Table 10. House
standard rear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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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 조도 제안

KS 표준이 평균 연령 20세의 성인을 기준으로 설립되
었으므로 동일 기준이 고령자에게 적합한지에 의문이 제
기된다. 선행연구 분석 시 Boyce(1973)와 Hatton(1977)의
연구결과는 고령자가 젊은이와 동일한 시력 수준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약 2배의 높은 조도가 필요하므로 이를
KS 조도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도 범위
를 2배로 증가하면 조도가 너무 높아 눈부심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현재 상담 코너, 안내 코너, 일반부 전반,
점포내 진열, 중점부 전반, 특매장 전반, 엘리베이터 홀의
권장범위는 600~1,500 lx인데 이는 고령자에게 쾌적한
1,000 lx 수준에 적절하게 보인다. 그러나 복도, 화장실의
공간 조도는 현재 150~300 lx인데 400lx가 되지 않는 낮
은 조도이므로 고령자의 조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
배 높은 300~600 lx로 제안한다. <Table 3>은 KS 권장
조도의 영역 F를 노인을 고려하여 2배 높은 조도로 정리
하여 제안한 것이다. 한편 현재 조도분류 H는 상담 코너,
안내 코너, 일반부 전반, 점포내 진열, 중점부 전반, 특매
장 전반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중점부, 특매장이란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하다고 본다.
Table 3. Recommended Illuminance Standards for The Elderly

Place/Activity

Suggestion of
recommended
Illuminance
illuminance range for
Classification
the elderly (lx) from
minimum to maximum

Consultation Corner
Information Corner

H

600-1000-1500

General section overall, store
display, central section overall,
special store overall

H

600-1000-1500

Elevator Hall

H

600-1000-1500

Corridor

Revision

300-450-600

Toilet

Revision

300-450-600

V. 현장 측정 및 표준 비교

백화점은 여러 층과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측정대상 층의 선정이 필요한데, 보통 특정 층이 노인
관련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는 노인들이
자신들은 실제 나이보다 본인을 젊게 생각하며 노인전용
매장으로 구획할 경우 방문의사가 적은 이유 때문에 백
화점에서 특별히 층이나 구획을 나누지 않는다(Cho, 2020).
따라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아웃도어 의
류매장이 위치한 층을 측정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노
인들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해 품위유
지 및 이미지 표현에 필요한 옷을 구매하고, 사회적 트렌
드에 민감하고, 신제품과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선행연구
(Chae, 2020)를 참고하였다. 2020년 아웃도어 시장은 50
대 27.6%, 60대 이상이 20.7%로 다른 연령대들보다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Jung, 2021). 측정한 공간은
1층 로비, 아웃도어 의류매장이 있는 층의 매장, 엘리베
이터 홀, 복도, 화장실로 선정하였다.
2. 조사방법

조도의 측정은 평균조도를 측정하는 KS 5점법과 KS
다점법을 사용하였다. KS 5점법이란 실내 공간 5 곳의
조도를 측정하고 그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Joo &
Choi, 2006). 이는 실의 평균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
의 각 모서리를 기준으로 벽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곳
의 총 5점을 작업면 높이 80±5 cm에서 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높이 측정은 휴대폰의 측정 소프트웨어로 측정
하였다. 각 측정된 값들은 수식 (1)과 같은 방법으로 평
균조도 E를 산출하였다. <Figure 4>은 KS 평균조도 산
출법인 5점법에 의한 조도 측정 위치를 나타내며, 수식
(1)은 5점법에 의한 평균조도를 산출하는 식을 나타낸다.

Figure 4. KS 5-point Measurement Position
Source. Joo & Choi (2006), p 3.

1. 조사대상

실제 쇼핑공간의 조도가 KS 기준 및 본 연구에서 제
안한 노인대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의 백화점 및
쇼핑몰 5개를 선정하고, 적절한 측정 방법을 통해 조도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조사 대상은 <Table 5>와 같이 서
울 도심권에서 대표적인 백화점 2곳과 쇼핑몰 3곳이다.
1, 2번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백화점 중 하나이며(Oh,
2021). 3, 4, 5번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로 리
스트된 곳들 중에서 선정하였다.1)
1) hotels.co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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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1): E = 1/6 (ΣEmi + 2Emg)
KS 다점법은 조명 기구가 다양하게 배치된 넓은 공간
에 적합하다(Joo & Choi, 2006). 다점법은 측정 횟수를
공간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측정 횟수가 많을
수록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규
모가 큰 로비의 평균 조도 측정을 위해 총 25개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측정을 수행하여 그 평균을 산출하였다.
조도 계산 방법은 수식 (2)와 같다. 수식에서 i는 측정 횟
수를 의미한다. 측정 높이는 5점법과 동일하게 지면에서
80±5 c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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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과

수식 (2): E = 1/i ΣEmi
측정 과정에서는 측정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평면도에
빨간색 점으로 표기하였으며, 공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일부 조명 위치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계
는 <Figure 5>와 같이 PM6612이다. 두 측정 방법 모두
동일한 측정기를 사용하였다.

Figure 5. Measuring Machine

3. 조사 내용

측정은 2021년 5월 18일과 5월 19일 양일간 오후 2시
~5시에 실시하였다. 측정일의 기상조건 섭씨는 24.5~26.6
도였으며 강수량은 0 mm이었다. 측정 공간은 1층 로비,
아웃도어 의류매장이 있는 층의 매장, 엘리베이터 홀, 복
도, 화장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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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조사 결과

측정 대상 백화점의 위치 및 외관사진, 측정한 층의 정
보, 측정공간의 사진과 조도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정
리하였다.
조도 측정 결과, 조도는 전반적으로 상점이 가장 높았
고 이후 로비,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복도의 순서였다.
각 백화점 별로 조도를 살펴보면, 백화점 1은 엘리베이
터 홀의 조도가 KS 표준보다 낮은 편이어서 조도 문제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로비와 상점은 KS 표준 범위에
는 속하나 권장 평균값인 1000 lx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조금 더 높은 조도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백화점 1은
엘리베이터 홀 개선과 로비와 상점의 조명을 적절한 수
준으로 높인다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본다.
백화점 2는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의 조도가 낮았다. 복
도의 조도는 300 lx 미만으로 타 백화점과 비교해서도 가
장 낮았다. 따라서 백화점 2는 복도와 엘리베이터 홀의
조도를 높일 필요성이 보인다. 로비와 상점 역시 기준치
는 맞으나 권장된 평균인 1000 lx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엘리베이터 홀(73.6~124.7%)과 복도(88.7~119.3%)는
각 측정점 별로 조도 차이가 많은 편이라 조도가 균일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Basic Information and Illuminance Measurement Results of Field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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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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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Note. L: Lobby, S: Store, E: Elevator, C: Corridor, T: Toilet
Under Average ( ~ ) means the % range of the observed illuminance (minimum to maximum compared to average)

백화점 3은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홀의 조도가 낮은 편
이었다. 화장실의 조도는 300 lx 미만으로 타 백화점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았다. 로비와 상점 역시 기준치는 맞
으나 권장된 평균인 1000 lx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상점
은 측정점 별로 조도 차이가 적어 조도가 비교적 균일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범위 96.8~102.5%). 다른 공간의
조도는 일반인의 조도 요구 사항은 충족하지만 고령자 친
화적인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백화점 4 역시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홀의 조도가 낮은
편이었다. 특히 화장실은 300 lx 미만으로 타 백화점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았다. 로비와 상점 역시 기준치는 맞
으나 권장된 평균인 1000 lx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백화점 5는 측정된 모든 공간이 조도 기준을 충족하였
다. 로비와 상점 역시 KS 기준치는 맞으나 권장된 평균
인 1000 lx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2. 종합 정리

5개 백화점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로비
와 상점은 성인들 대상으로 설립된 KS 조도기준인
600~1500 lx를 충족했으나 그 평균치인 1000 lx에는 미
치지 못하였다. 엘리베이터 홀은 저조도가 일반적인 현상
이 되고 있었다. 관찰된 5개의 백화점들 중 4곳이 KS 조
도 기준인 600~1500 lx 보다 낮았다. 화장실과 복도는
KS 기준은 충족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고령자를 위
한 조도 기준에는 못 미치는 곳이 각각 2곳, 1곳이었다.
화장실과 복도는 KS 조도가 150~300 lx로 낮게 지정되
어 있어 노인들을 고려할 경우 2배 높은 조도인 300~600
lx를 권장하였는데, 백화점 5군데 중 3군데는 이미 KS 조
도범위를 초과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2곳의 백화점은 화장실이, 1곳의 백화점은 복도가

노인을 고려한 제안된 조도 기준보다 현저히 낮았다. 따
라서 조명 방식을 조정하거나 조명 장비를 변경하여 밝
기 향상을 개선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백화점 5군데에서 관찰된 대부분 공간의 조
도가 일반인의 기준에는 적합하나, 엘리베이터 홀은 기준
에 미달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고령자에게 적합한 조
도 기준에 일부 복도와 화장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고 하겠다. <Table 5>은 조사 대상에 대한 조도 기준 충
족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5. Field Survey Result
Space

Illuminance

1

2

3

4

5

L

600~1500 lx

●

●

●

●

●

S

600~1500 lx

●

●

●

●

●

E

600~1500 lx

▼

▼

▼

▼

●

C

300~600 lx

●

▼

●

●

●

T

300~600 lx

●

●

▼

▼

●

Note. L: Lobby, S: Store, E: Elevator, C: Corridor, T: Toilet
●: Meet Standard ▼: Below Standard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고령자들은 성인보
다 더 높은 조도가 필요함을 파악하였고 현재 KS 표준
조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노인의 시지각적인 특
성을 고려한 조도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고령자 친화적인 조도에 대해 쇼핑공간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고,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들이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KS 주택 조도기준을 살펴본 연구들
도 KS 조도기준이 연령에 따른 시각 특성을 고려한 기
준이 아니므로 연령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역
제32권 제6호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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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고 있다 (Won et al., 2007; Choi et al., 2009; Ahn
& Choi, 2010). Yi (2017)는 고령자를 위한 조명환경 및
기준에 대해 해외에 비해 국내는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
다. 다양한 실험 변수를 가진 조명 환경에서 노인들을 대
상으로 실험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 및 시각적
노화에 대처할 수 있는 조명 환경 설계를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Yi, 2017).
한편 본 연구에서 복도와 화장실의 조도 기준을 300450-600 lx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Zhang(2007)의 연구에서 300-600 lx일 때 노인들의 시각
적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근거로 개선의 근거가 된
다. Zhang은 62~83세 노인 17명을 대상으로 조도, 조도
균일성, 색온도 및 배경색을 변수로 한 실험을 진행하여
숫자 식별, 읽기 실험, 조명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도가 50 lx일 때 참가자들의 점수가 높지 않았으
나 300 lx일 때 크게 상승하였고, 700 lx 이상에서는 크
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300-600 lx 단계에서 시
각적 능력이 가장 향상되었는데, KS 조도 기준(150-200300 lx)일 때 보다 300-450-600 lx일 때 시력 수준이 크
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백화점의 조도 기준이 노인에게 적절한지를
문헌조사, KS 조도 기준, 서울시의 5군데 쇼핑공간 사례
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막, 동공, 망막,
수정체 등의 안구 구조의 일부가 변화하여 시각 능력이
저하된다. 이에 고령자들은 젊은이들과 다른 조명 조건이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노인이 청년과 동
일한 수행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청년의 2배 정도의 조도
가 필요하며 1000 lx에서 가장 쾌적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00 lx를 넘는 너무 높은 조도는
고령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KS
조도 기준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기반
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령자 대상의 기준에는 부족함이 있
다. KS 조도 기준의 H 유형의 경우 고령자에게도 적절
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보이나 F 유형은 고령자의 특
성상 2배로 조도를 높일 것을 제안한다. 넷째, 서울시내
5군데의 쇼핑공간의 조도를 현장 측정한 결과 주된 문제
점은 엘리베이터 홀의 조도가 KS 기준 이하라는 점이므
로 엘리베이터 홀의 조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
비와 상점은 KS 기준에 속하나 평균조도에는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현재 KS 조도분류는 공간
별로 H, F로 분류하고 있으나 각각이 어떤 곳을 의미하
는지 또한 어떤 식으로 측정할 때에 상기의 기준을 맞추
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과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고령자의 생
리적 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친화적인 조도기준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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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조도에 대한 현장에서의 고령자 반
응을 파악하거나 실험 테스트를 수행되지 않았으며 조도
만을 연구 지표로 선택한 것이다. 조명계획은 조도 외에
색온도, 연색성 또한 상점 계획에서 중요하므로 추후 이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실제 고령자의 반응을 파악하
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조도와 같은 조명 지표
외에도 간접조명 등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명방
식, 램프의 종류, 반사를 줄이는 실내 마감재, 자연광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내용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다른 공간
들-주거환경, 노인 복지관, 노인주거시설, 병원 등-로 범위
를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 향후 조도 기준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S 조도기준은 주택이든 혹은 백화점이든 모두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획득한 결과에 기반한 기준이므로 고령
자의 연령과 행태를 고려한 조도기준의 종합적인 재고찰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추후 주거환경의 조도기준을 조
사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와 참고 값을 갖는다고 본
다. 백세시대에 고령자들에게 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
성을 위해 그들의 시각, 생리적,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파
악하여 적절한 조명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
를 위한 좋은 환경 제공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사
회의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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