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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lighting simulation approach to evaluate lighting quality on motor ways and sidewalks considering

different forms and growth form of roadside trees. Simulation approach to evaluate quality of lighting is frequently used

for lighting design to provide safety for drivers and pedestrians during night time. But, road side trees which have diverse

benefits for citizens acts on obstacles during night time needs ligh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 possible way

for achieve the aims of both lighting and road side tree.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harmonic design standards for

road way lighting if further study achieve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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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로수의 생장과 유형에 따라 도로와 가로공간에서 조명 품질을 평가하는 조명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안한

다. 조명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시뮬레이션 방법은 야간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명

디자인에 빈번히 활용된다. 시민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이러한 가로수는 야간 조명이 필요로 하는 동안 한편으로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로조명 및 가로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연구들은 가로수에 대한 보다 조화로운 설계방법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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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시의 가로수는 도로와 함께 조성되는 선형녹지로서 도시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기능적, 환경적,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의 골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

다. 가로수는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고, 휴식공간의 제공으

로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도

로 선형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선유도 효과, 태양광의 차광

및 복사열 흡수를 통한 도심지의 기온조절 효과, 대기오염물질

의 정화, 소음 차단 및 감소 등의 공해차단 및 완화효과를 가지

고 있다(이석준과 이종성, 2012).

최근에 들어와 지방정부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

로의 확충 및 도로의 확장 등이 빈번히 실시됨에 따라 중앙분

리대 및 가로변의 가로수가 역할이 점차 제고되고 있다. 그러

나 도심 가로수의 순기능에 반해서 도시의 기능변화와 가로수

의 생물적 변화과정에 따라 발생되는 마찰로 인해 가로수 관리

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다(산림청, 2003). 실례

로 상가의 간판을 가로막는다거나 가로등 불빛을 방해함으로

써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고의로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도시생활패턴의 변화 등

에 따라 발생되는 과정으로서 쇠퇴지역의 재생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쇠퇴한 도시의 기능회복 및 전화, 도시커뮤니티 부

활,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가로의 재생이 활발히 일어나

고 있으며, 대전의 원도심에서도 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는 만큼, 가로수와 가로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원도심에서 가로수로 인한 불빛가림

으로 인한 가로등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많은 민원과 함께 시

민과 교통운전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분석과 관

리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 가로수로 인한 불빛가림 현황을 파

악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비교분석을 통한 적정 관리방안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도심지역내

에 도심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로수와 가로

등의 개선방안을 통하여 효과적인 가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분석방법의 착안점 등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는 가로

공간의 구성요소에 관련한 연구, 그리고 가로수와 가로등 개선

을 다루고 있는 연구 등을 고찰하였다.

1. 가로공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전상규 외(2012)는 “청주시 가로공간의 위계별 구성요소의

중요도 설정” 연구에서 가로공간을 도로의 종류별 규모로 설정

하여 가로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안전

성을 높은 중요도 요소로 평가하였고, 특히 소로는 구조적 특

성상 안전성을 더욱 중요하게 분석하고 있다. 송대호(2006)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도시가로 공간의 가로시설물 계획방향을

통해 가로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의 다양화와 디자인 환경의 질

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권현수 외(2006)는 부산시 상업지역 가로공간 조명 실태조

사를 통해 경관위주로 조명시설계획이 편향되고 있음을 지적

하고, 기본적인 안전이나 편리함의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변혜옥 외(2012)는 서울시 가로경관 특성화 및 가로녹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가로유형별 녹지조성패턴을 제안하였으며, 분석결과 중 가로유

형에 상관없이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대표 가로수종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로수는 도내 내 녹지공간을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 요소의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가로변에 위치한 각종 시설물들과 함께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한 경관요소라는 측면도 있다.

2. 가로수와 가로등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이석준(2011)은 “가로수의 지하고에 따른 가로등 조명효과

에 관한 연구”에서 가로수의 식재와 가로등의 상관관계를 이해

하고, 야간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설계 초기에 두 주체간의 관계를 시뮬레이션 접근법

을 이용하여 가로등의 조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가로수 유형과 성장이 가로등의 조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간 조명환경을 개선하기 위

해서 가로수의 지하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후속연구로서 “야간 도로조명에서 가로수의배치가 조

명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가로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조명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로등의 설계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가로수의 성장이 야간도로조명 품질의 확보

에 있어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로수가 조명설계시 중

요한 요인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향후 가로수의 유형과 성

장과정 등을 일반화ㆍ표준화하고, 이를 도로조명 설계시 반영

해야함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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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2010)은 “가로수 유형에 따른도로조명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로수와 야간 안전

을 보장하는 가로등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있다. 도시경관의 측

면에서 가로수의 유형에 따른배치 및 성장과정이 도로 조명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이용한 평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무의 형태와 성장이 가로등의 조명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명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가로등 조도조사

민원신고다발접수 지역 34개 노선을 중심으로 69곳에서 조

도조사를 시행하였다. 조도조사는 출엽이전에 1차 조사로 5일

간(4월 23일～27일), 성엽시 2차 조사는 5일간(9월 24일～28

일)에걸쳐이루어졌으며, 조사시간은 일몰후오후 8시～12시

사이에 조사하였다. 잎이 나기 전 출엽상태와 잎이 풍성한 만

엽상태에서 2차례 조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

이 직접 조도기를 휴대하고, 잎이 나기 전 출엽상태와 잎이 풍

성한 만엽상태에서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서 1.5m씩 상․

하․좌․우․중 위치에서 조도 조사를 수행했다.

2. 대전시 가로수와 가로등의 현황

대전시는 222개 노선과 337개 구간에 939km의 가로수를 가

지고 있으며, 113,900여 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다. 연도별

조성거리 및 본수는 2005년～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이지만, 2010년도 들어 확연하게 조성 거리 및 본수가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시의 가로수 주요 수종은 은행나무

(28.9%), 벚나무(15.8%), 이팝나무(15.5%), 양버즘(11.0%) 순

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볼수 있다. 2011년도에 조

성된 가로수 주요 수종을 살펴보면, 벚나무(15.8%), 이팝나무

(15.5%) 등 화목류 식재 비중이 높아졌다.

대전시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보면 총 80,871 등

이 설치되었고, 가로등이 51,497등, 보안등이 26, 374 등으로 구

구분 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까지

거리 1,042,902 33,084 94,174 14,499 4,136 15,200 3,504 878,305 

본수 131,811 4,135 11,700 2,575 517 1,897 438 110,549 

출처 :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현황

표 1. 대전시 연도별 거리 및 본수 현황                                                   (단위 : m, 본)

그림 1. 조도조사 방법 A

그림 2. 조도조사 방법 B

성되어 있다. 자치구에 관리등수는 가로등의 경우 유성구가

14,312개로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고, 중구로 6,371개로 가장

적게 관리하고 있다. 보안등은 서구가 7,191개로 가장 많이 설

치되어 있으며,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순으로 나타난다.

3. 가로수로 불빛가림으로 인한 문제점

가로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① 보행자 측면에서

문제, ② 주행차량 측면에서 문제, ③ 건물주 측면에서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보행자의 측면에서 문제는 첫째, 보행시의

어두움으로 인한 보행이 용이하지않은점, 둘째, 어두운 조명으

로 범죄에노출되기쉬운 점, 셋째, 최근 시민들의 야간운동(자

전거 주행포함) 증가로 인한 충돌이 용이한 점을 들 수 있다.

주행차량의 측면에서 문제는첫째, 자동차 전방 조명문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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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차도등 차도 육교 보도 육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터널등

계 80,871 51,497 37,790 555 461 8,292 725 3,674 26,374

동구 16,348 9,785 5,251 64 43 2,245 195 1,987 6,563

중구 12,397 6,371 5,602 282 68 208 211 0 6,026

서구 20,929 13,738 8,420 130 264 4,752 190 0 7,191

유성구 19,499 14,321 12,626 0 30 838 75 751 5,178

대덕구 11,698 7,282 5,981 79 74 249 53 936 4,416

표 2. 도로조명 현황 - 연장 시설등수, 시설내역                                                                     (단위 : 등)

그림 3. 문제 지점

방 80～160m 응시), 둘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인지의 안전문

제, 셋째, 주행자량의 안전확보를 위한 차선축균제도 문제를 들

수 있다. 건물주의 측면에서 문제는첫째, 간판가림의 문제, 둘

째, 상가의 고객출입 문제를 들 수 있다.

4. 가로수의 불빛가림 조사 위치

구분 위도(경도) 조사 상 중 하 좌 우

①
36°19' 10.1 N

(127°26' 19.8 E)

1차 조도 6.6 4.8 5.1 4.1 6.5

2차 조도 9.2 3.8 2.6 2.9 4.1

조도 차 —2.6 1.0 2.5 1.2 2.4

②
36°20' 23.9 N

(127°25' 36.8 E)

1차 조도 3.7 4.5 4.2 4.2 3.5

2차 조도 5.5 2.0 2.0 1.8 1.9

조도 차 —1.8 2.5 2.2 2.4 1.6

③
36°19' 45.9 N

(127°26'  1.5 E)

1차 조도 10.5 11.2 6.4 9.8 7.2

2차 조도 6.3 5.3 5.1 7.0 5.0

조도 차 4.2 5.9 1.3 2.8 2.2

표 3. 대전로 불빛가림 조사

가로수에 의한 가로등의 불빛가림의 조사 위치는 다음과 같

다. 대전로의 범위는 효동사거리에서 홍도육교오거리이며, 도

로는 대로 2류이며, 주변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

역이 분포하고 있다. 버짐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나트륨등이 설

치되어 있으며, 세 군데 조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위치가

‘상’인 부분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1차 조도가 높게 나타났다.

Ⅳ. 가로수에 의한 가로등 불빛가림 분석

1. 가로수에 의한 가로등 불빛가림

가로수로 인한 가로등 불빛가림 현황은총 34개소로, 대덕구

가 10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7개소, 동구 6개소, 중구 6개

소, 서구 5개소로 나타났다. 가로등의 불빛가림을 야기시키는

가로수는 버즘나무가 69.0%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나무(10.0

%), 느티나무(9.4%) 순으로 나타났다.

불빛가림의 주요 수종은 버즘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메타

세콰이어, 백합나무, 회화나무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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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대전로(효동4～홍도육교5)

구간 수종 생육상태 관리상태 도로규모 조명종류 용도지역

① 버즘나무 보통 양호 대로2류 나트륨등 제2종

일반주거②   버즘나무 보통 양호 대로2류 나트륨등

③ 버즘나무 보통 양호 대로2류 나트륨등 일반상업

표 4. 조사위치도 및 현황

구분 노선수 계 버짐 느티 은행 메타 백합 회화

계 34 1,773 1,223 166 177 88 64 55 

동구 6 298 245 53 - - - -

중구 6 137 122 - 15 - - -

서구 5 775 687 - - 88 - -

유성구 7 275 142 8 35 - 35 55

대덕구 10 288 27 105 127 - 29 -

표 5. 가로수에 의한 가로등 불빛가림 현황

년대후반에 많이 식재되었다. 동구의 불빛가림 현상이 일어난

노선은 6개로 식재시기 및 현황은 표 6과 같으며, 버즘나무와

느티나무는 1980년에 식재되었다.

2. 수종별 불빛가림

1) 수종별 불빛가림 현상의 비교분석

구분 대전로 현암로 동부로 대전천서로 정보길 외 산내로

시기 1980년 1980년 1980년 1980년 1980년 1980년

버즘나무 33 35 30 - 25 - 

느티나무 - - - 53 - 122

표 6. 동구 수종의 식재시기 및 현황

불빛가림의 현상을 야기하는 수종으로는 버즘나무, 느티나

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이 있다.

2) 도로조건(대로 3류)이 동일한 경우의 비교분석

도로조건이 대로 3류로 동일한 조건에서 수종과 가로등의

종류, 용도가 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동구의 불빛가림 현상이 일어난 노선은 6개로, 식재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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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선
1차 시기 2차 시기

상 중 하 좌 우 상 중 하 좌 우

동구

대전로 6.6 4.8 5.1 4.1 6.5 9.2 3.8 2.6 2.9 4.1

현암로 4.8 4.0 5.3 5.4 3.6 1.5 1.5 3.6 3.2 0.3

동부로 10.5 11.2 6.4 9.8 7.2 6.3 5.3 5.1 7.0 5.0

대전천서로 14.8 11.4 6.8 14.1 9.2 10.8 8.6 8.9 10.2 9.8 

산내로 27.9 24.7 19.2 21.9 27.9 21.9 19.3 12.5 14.9 19.4 

중  구

보문로 7.2 2.9 1.2 3.4 5.1 6.6 5.9 5.1 4.6 8.5

충무로 3.3 3.0 2.4 3.2 2.8 1.4 1.4 1.2 1.4 1.1

테미로        2.7 2.4 2.3 2.0 2.7 0.6 0.5 0.4 0.5 0.5

유천로 9.1 8.6 6.0 11.6 4.6 0.4 0.5 0.4 0.8 0.5

서구

가장로 11.7 9.2 9.5 12.0 5.1 17.7 3.3 2.6 2.5 5.7

샘머리길 5.4 3.1 3.6 6.0 3.8 4.3 3.9 3.6 3.4 4.8

둔산북로 1.6 2.1 1.7 2.3 2.1 8.1 3.8 1.3 6.7 3.2

월평로 5.6 5.7 4.7 4.0 6.2 5.3 4.4 3.5 5.3 3.1

유성구

계룡로 10.5 11.2 6.4 4.1 3.6 9.2 1.5 0.9 3.3 1.8

장대지구 4.8 2.9 5.3 3.4 3.6 3.3 1.8 1.8 1.4 1.8

문지로 14.8 11.4 6.8 15.4 11.7 12.8 11.1 11.0 13.6 9.0

대덕대로 11.5 9.2 7.4 12.8 10.3 10.0 6.3 2.1 4.2 4.6

대덕구 공단로 9.4 9.9 6.6 7.6 8.8 10.6 8.2 8.7 8.8 10.4

표 7. 버즘나무의 구별 불빛가림 현황

구분 노선
1차 시기 2차 시기

상 중 하 좌 우 상 중 하 좌 우

중  구

선화로      4.6 2.7 3.7 2.8 3.6 1.6 0.7 0.4 10.5 9.5

문창로 3.8 0.8 2.1 2.4 1.5 1.6 1.3 1.0 1.2 1.4

유천로 11.3 9.6 11.0 7.4 12.0 6.7 6.3 6.2 6.0 5.4

서  구 유등로 11.5 9.2 7.4 12.8 10.3 4.2 2.7 2.9 2.9 2.6

유성구
송강택지지구 7.2 2.9 1.2 3.4 5.1 6.2 4.5 1.5 5.6 5.3

신성동주거지 2.7 3.0 2.6 3.0 2.4 2.1 0.5 0.5 0.4 0.9

대덕구

신탄진로 3.1 4.7 3.3 4.1 2.9 2.3 2.0 2.0 2.0 2.3

역전로 2.6 2.3 1.8 2.0 2.2 3.4 2.2 2.6 2.1 2.2

신탄진로 3.5 5.9 2.5 3.7 6.1 1.9 1.3 1.3 3.1 1.3

중리로 2.2 1.7 4.0 3.7 1.0 1.8 1.7 2.1 2.2 1.4

계족로 1.6 0.9 1.7 1.3 2.0 1.0 0.8 0.4 0.7 1.2

나루터길 7.9 8.7 5.1 5.6 5.7 6.2 6.6 4.7 5.5 5.4

덕암길 18.6 14.7 7.9 15.4 11.7 6.1 5.5 2.0 7.0 11.6

목상로 25.0 22.0 17.6 29.1 19.6 26.7 16.0 17.9 22.7 31.0

표 8. 은행나무의 구별 불빛가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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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도 수종 등 조사 상 중 하 좌 우

대전로 제2종 일반주거 버즘 나트륨

1차 6.6 4.8 5.1 4.1 6.5

2차 9.2 3.8 2.6 2.9 4.1

조도 차 —2.6 1.0 2.5 1.2 2.4

현암로 제2종 일반주거 버즘 나트륨

1차 4.8 4.0 5.3 5.4 3.6

2차 1.5 1.5 3.6 3.2 0.3

조도 차 3.3 2.5 1.7 2.2 3.3

현암로 제2종 일반주거 버즘
나트륨

+ 메탈

1차 5.7 5.4 5.7 4.5 4.1 

2차 1.5 1.4 2.4 1.1 2.4 

조도 차 4.2 4.0 3.3 3.4 1.7 

선화로 일반상업 은행 나트륨

1차 2.0 2.1 2.0 2.6 1.6 

2차 8.8 8.1 7.9 10.1 7.5 

조도 차 —6.8 —6.0 —5.9 —7.5 —5.9 

문지로 자연녹지 버즘 나트륨

1차 　 　 　 　 　

2차 12.8 11.1 11.0 13.6 9.0 

조도 차 —12.8 —11.1 —11.0 —13.6 —9.0 

갑천

우안로
자연녹지 느티 나트륨

1차 4.2 3.5 3.2 2.7 2.9 

2차 9.0 8.3 8.4 12.3 6.4 

조도 차 —4.8 —4.8 —5.2 —9.6 —3.5 

갑천

우안로
자연녹지 느티 나트륨

1차 12.7 13.5 9.9 18.4 17.4 

2차 4.1 3.8 1.7 1.4 4.4 

조도 차 8.6 9.7 8.2 17.0 13.0 

덕암길 자연녹지 은행 메탈

1차 1.2 1.7 0.6 0.7 1.3 

2차 0.4 1.2 0.7 1.2 1.7 

조도 차 0.8 0.5 —0.1 —0.5 —0.5 

표 9. 대로 3류의 불빛가림 조사

현황은 표 10과같으며, 버즘나무와느티나무는 1980년에 식재

되었다. 이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버즘나무

가 성엽이후빛 가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하

나는 용도지역의차이가 다른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이다.

용도지역의 차이는 성엽이후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작

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불빛가림 현황의 비교분석

34개의노선에서 각노선별 1개소 이상 측정하여총 68개 구

역을 조사하였다. 조도 측정 시 용도지역, 도로의 규모, 가로등

의 종류, 격등제 실시 여부와 보행가로등 설치 여부 등 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불빛가림의 현상을 야기하는 수종으로는 버즘나무, 느티나

무, 은행나무, 소나무 등이 있다. 불빛가림의 조사구역에 식재

된 가로수는 1,773본이며, 버즘나무가 1,223본(69.0%)으로 가

장 많이 차지하고, 은행나무 177본(10.0%), 느티나무 166본(9.4

%) 순으로 나타났다.

조도 측정을 실시한 68개 구역의 75%(51개소)가 일반주거

지역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일반주

거지역으로 나타나며, 동구, 중구, 서구에는 일반상업지역이

2～5개소 포함되었다. 유성구는 자연녹지지역, 대덕구는 자연

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으로 나타

나고 있다.

불빛가림 현상으로 조도 측정을 실시한 59%(40개소)의 구

역은 나트륨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37%는 메탈등, 4%는 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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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도 수종 조사 상 중 하 좌 우 평균

대전로 제2종 일반주거 버즘

1차 6.6 4.8 5.1 4.1 6.5 5.4 

2차 9.2 3.8 2.6 2.9 4.1 4.5 

조도 차 —2.6 1.0 2.5 1.2 2.4 0.9 

현암로 제2종 일반주거 버즘

1차 4.8 4.0 5.3 5.4 3.6 4.6 

2차 1.5 1.5 3.6 3.2 0.3 2.0 

조도 차 3.3 2.5 1.7 2.2 3.3 2.6 

선화로 일반상업 은행

1차 2.0 2.1 2.0 2.6 1.6 2.1 

2차 8.8 8.1 7.9 10.1 7.5 8.5 

조도 차 —6.8 —6.0 —5.9 —7.5 —5.9 —6.4 

갑천

우안로
자연녹지 느티 

1차 4.2 3.5 3.2 2.7 2.9 3.3 

2차 9.0 8.3 8.4 12.3 6.4 8.9 

조도 차 —4.8 —4.8 —5.2 —9.6 —3.5 —5.6 

표 10. 수종과 용도지역에 따른 불빛가림의 영향

륨등과메탈등을혼합하여 설치하였다. 메탈등을 가장 많이 설

치한 곳은 중구와 대덕구이며, 중구는 79%, 대덕구는 45% 설

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도를 측정한 68개소의 인접한 도로의 규모는 중로 49%,

대로 40%, 광로 7%, 소로 4%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구역의

인접도로는 대부분 대로이거나, 중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빛가림 현상으로 인해 조도 측정을 실시한 68개소를 수종

별, 지역별, 구별 그리고 가로등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수종별

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버즘나무와느티나무, 은행나

무에 한하여 비교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특징을 조도 변화와

함께 분석하였다. 조사된 조도의 평균수치를 통해서 구별 조도

현황을 비교하였으며, 가로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다.

동구 산내로와 대덕구 대덕대로의 조도 평균값이 20lx 이상

으로 조사되었다. 다른구역과 편차가크게 나타나, 구별 평균

값에서 제외하였다.

68개소를 측정하여, 조도평균값이 지나치게 높은 2개소를 제

외한 66개소 조도 평균은 1차 4.9lx, 2차 3.8lx로 조사되었다. 조

도 차이는 1.1lx로 나타났으며, 1차 조사에서 서구, 동구, 유성

구 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1차 조도 4.9 5.3 4.1 5.5 4.7 4.4

2차 조도 3.8 3.8 3.4 3.7 4.2 4.0

조도 차 1.1 1.5 0.7 1.8 0.5 0.4

표 11. 조도측정 결과

구, 대덕구, 중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차 조사는 유성구, 대

덕구, 동구, 서구, 중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도 차는 서

구가 가장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덕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구별로살펴볼때대전시의 가로환경 중 중구가 가장 어두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구는 측정시기에 따라 가로의 조명에

큰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종에 따른조도 측정결과, 버

즘나무의 경우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본 조사에서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된 대덕구는 버즘나

무에 비해 조도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지역별 가로수로 인한 불빛가림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비교분석을 통한 적정 관리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

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수와 가로등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민원신고 다발접수 지역인 34개노선 68곳의 장소에 대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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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평균

조사구역 23개소 9개소 6개소 6개소 2개소

1차 평균 5.7 5.5 4.8 6.8 6.3

2차 평균 3.5 4.3 2.3 3.9 2.7

평균 차 2.2 1.2 2.5 2.9 3.6

나트륨등

조사구역 17개소 9개소 1개소 5개소 2개소

1차 평균 6.3 5.5 7.9 7.6 6.3

2차 평균 4.1 4.3 5.6 4.1 2.7

평균 차 2.2 1.2 2.3 3.5 3.6

메탈등

조사구역 6개소 - 5개소 1개소 -

1차 평균 3.9 - 4.2 2.6 -

2차 평균 1.8 - 1.6 3.0 -

평균 차 2.1 - 2.6 —0.4 -

표 12. 가로등에 따른 영향(동일조건 : 버즘나무, 주거지역)

조사를 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조사결과를 통해 보아도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중구(1

차 평균 4.1lx, 2차 평균 3.4lx) 특히 원도심지역의 조도가 대전

시 조사지역의 조도평균(1차 평균 4.9lx, 2차 평균 3.8lx)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민원신고다발접수 지역 34개 노선을 중심으로 잎이 나기 전

출엽상태와 잎이 풍성한 만엽상태에서 2차례 조도조사를 실시

하였다.

34개의 노선에서 각 노선별 1개소 이상 측정하여 조사된 총

68개 구역을 용도 지역, 도로의 규모, 가로등의 종류, 격등제 실

시 여부와 보행가로등 설치 여부 등 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요인들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수종에 따른 비교에서는 69% 식재된 버즘나무와 10% 식재

된 은행나무의 1,2차 조도를 비교하였다. 가로등이 미치는 영향

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종과 용도를 동일조건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비교분석한 결과는첫째, 수종에 따른불빛가림의 조사

결과, 버짐나무에 의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엽 전

후의 조도 차는 버짐나무에서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버즘나무

가 불빛가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즘나무

의 경우 평균적으로 2.2lx의 조도차를 나타내지만, 은행나무는

0.1lx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둘째, 중구의 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두운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분석을 하였을 때, 중

구의 조도가 낮은 이유는 식재시기와 메탈등의 설치로 추정된

다. 나트륨등이 250W인 반면, 중구의 메탈등은 175W를 주로

사용하며, 중구의 버즘나무는 1960년에 식재된 것으로 다른구

역보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격등제가 실시되는 일부 구간의 조도는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버짐나무가 식재되었고, 격등제가 실시되는 중구

의 충무로와 서구의 도산로 그리고 유성구의 장대로는 다른구

역에 비해 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출엽이후의 조도는 출엽이전에 비해 조도가낮게 나

타나지만,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간판 등으로 인해 조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상업지역 외에도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역에서

도 2차 조도가 부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조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보행자와 차량운

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로란 종합균제도와 차선축균

제도가 규정치에 맞게 설계, 시공, 유지되어야 하고, 글레어현

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되어야 한다. 또한, 가로등 빛의 연

색성 또한 확보되어야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수 있다. 원도심

의 경우는 도로가 조성된 지 오랜 탓에 기준에 연색성 부문에

서도 문제가 있다. 특히 가로등이 도로변을 따라 식재되어 있

는 가로수에 의해 가려져 있을 경우 노면휘도는 평균 50% 정

도 노면조도는 현격히 저감될 수 있다고 한다.

가로수의 성엽시는 조도 또한 떨어져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환경이 현격히 불량해지는 것

도 당연한 결과이다. 가로수로 인한 가로등 불빛가림을 위한

해소관리방안으로써 우선 목표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가

로 환경조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가로수로 인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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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등 불빛가림 해소방안에 대해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도심에 있어서는 타지역보다 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일정기준의 조도 확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방법적으로는

전지와 수종갱신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가로수만의 관리로서는

조도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조도확보를 위한 가로수

와 가로등의 동시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도 가로수

관리부서와 가로등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해결

을 위해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가로수와 가로등 관리에 있어 효율적이고체계적인 관

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매년 가로수 관리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력이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나무번호, 수종, 식재

일자, 병력 등 정보를 수록한 가로수 전자칩부착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독일의 비스바덴에서도 가로수에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가로수를 2～3열로 심어 터널형태

로 만들어 그늘을 제공하고 있다. 즉, 선진국과같이 GIS와 3D

시뮬레이션 등을 구비한 가로수의 선종 수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LED 가로등의 도입을 많은 지자체가 검토하고

있어, 원도심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LED의

특성상램프와 등기구 자체가같이 있는 형태이기때문에 성능

시험도 물론중요하지만, 등주의 높이나 도로환경에 따라 연색

성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LED가로등기구는 기존의 등기구

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신중

을 기해 단계적인 도입과 시범지구를 통해 도입을 권장한다.

넷째, 원도심의 경우현재와같은 상황에서 보행자에게 가장

신속한 가로수에 의한 가로등 불빛 해소방안으로서는 적극적

으로 보행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보행등 설치

시 매탈핼라이드계열의 확산형 램프를 권장한다. 그러나 설치

시 글레이즈 현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차도 밖

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디자인이 필요하다.

다섯째, 원도심에서는 버즘나무의 특성을 활용한 가로수 특

화구역을 설정하여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키

는 Pollarding 전정법 도입을 적극 모색해볼필요가 있다. 40년

이상 오래된 버즘나무의 수종 갱신을 위해서는 부대공사비용

이 과다하게 사용될우려가 있고, 가로수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단체등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아름드리가 된 나무를 없애는 것

보다는 Pollarding 전정법 도입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가로수 전정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전시의 전정예

산을 절대적으로 증액시켜야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야간의 밝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도 및 휘도조

사가 병행되어야 하나, 금번 조사에서는 휘도조사가 결여되었

기때문에 향후과제로써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로수를

활용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설계시 가로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야간의 쾌

적한 가로공간 환경에 선택 적용될 수 있도록종합적인 가로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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