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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야간경관의 유형별 가이드라인

▶ 공간별 야경연출

▶ 시설물 야경연출

▶ 야간경관 특화 가이드라인 (선적인 측면의 야간경관 특화)

▶ 일반적 가이드라인

•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와 이용 빈도를 고려한 조도 계획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광공해를 방지하여 생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

• 은은하고, 절제된 조명연출 및 친환경적인 조명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광원 계획을 수립함

• 상징적인 건축물에는 독창적인 야경 연출 수법을 도입함.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및 성남시 기본경관계획 설계지침에 맞도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업무만을 위한 공간적 한계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공간 형성을 위해

특화가로축에 창조적 이미지를 반영한 선적인 형태의 야간경관 도입.

• 근로자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Office Town의 한계점 극복이 가능하며, 다양한 창조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한

인상적인 Axis 형성.

경관요소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빛의
이미지

빛의
강약

조도(lux) 색온도(K) 휘도(cd/㎡) 색온도(K)

최저-표준-최고 최저-최고 평균(최대) 최저-최고

녹지지역 6-10-15 2,000-3,500 5-20(50) 2,000-3,500 평온한 약

주거지역 6-10-15 2,500-4,000 10-20(50) 2,500-4,200
부드러운 중

산업지역 6-10-15 2,800-4,000 10-20(50) 2,200-4,500

상업지역 15-20-30 2,800-5,000 10-40(150) 2,800-5,800

매력있고 활동적인 강
특화가로 15-20-30 3,000-5,600 10-40(150) 2,000-6,000

• 오픈 스페이스에 조성되는 상징조형물 및 보행동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미지의 경관조명을 도입하여

활기찬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안전성 및 방범성 확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공간에 대한 식별성과 개성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고유의 조형미를 부각시키되 배경산림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한다.

성장 및 혁신, 글로벌권역 계획

경관요소

오픈스페이스 건축물

빛의
이미지

빛의
강약

조도(lux) 색온도(K) 휘도(cd/㎡) 색온도(K)

최저-표준-최고 최조-최고 평균(최대) 최조-최고

교량 - - 10-20(50) 2,200-5,500
부드럽고
친근한

중

랜드마크 - - 15-25(75) 2,000-5,500

• 보행로는 15m 이상의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 할 수 있는 밝기 유지.

•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적정높이를 유지하되, 볼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 할 것을 유도.

• 바닥조명의 경우 광원의 직접적인 노출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므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도 유지.

범죄예방디자인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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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Nature

Culture

공개공지 1 공공보행통로 사각지대

3,000K – 5,600K미디어 파사드 3,000K

MEDIA FACADE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빛이 만들어내는 공간’

빛을 통해 건물과 도시의 흐름을 연결

친환경 소재의 사용으로 문화와 자연을 연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인간과 환경을 연결

LED DISPLAY LED DISPLAY

건축물 고유의 조형미를 강조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야경연출

특화가로에 대한 야간경관을 계획하고 CPTED기준을 만족하는 조경 계획

상징조형물 및 보행동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도입하여 활기찬 야간 환경 조성

색온도를 자연스럽게 연계시켜 전체적인 하나가 되는 인상이 포근한 야경으로 느껴지도록 한다.

▶ 건 축 ▶ 조 경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며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계획
LIGHT 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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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루버를 투광하여 직선요소를 강조

LED 15W / 3000K
라인조명 설치 개념

• 입면 벽체를 투광하여 건축물의 면 요소를 강조

• 밝기 조절 및 컬러 연출로 다양한 연출 효과

LED 12W / R.G.B CONTROLLA2 입면 상향 투광조명 설치 개념

• 루버 상단에서 하향투광하여 은은한 빛 연출

LED 24W / 3000KLA3 간접 하향 투광조명 설치 개념

• LED DISPLAY로 활기찬 공공보행통로 야간경관 연출

LED DISPLAYLA4 LED DISPLAY 설치 개념

• 다양한 이미지의 경관조명을 도입하여 활기찬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

_입면 컨셉을 고려한 통일성과 차별성이 어우러진 조명 연출 계획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LED 라인 조명
입체적인 패널 형태를 강조
(다양한 경험과 창의력을 상징)

LED 입면 상향 투광조명
건축물의 수직 형태를 강조한 조명 계획
(이용자의 성장을 상징)

LED 하향 투광조명
소통공간을 강조한 은은한 조명 계획

LED DISPLAY
공공보행통로 주요 출입구에
LED DISPLAY를 설치하여 활기찬 야간연출 계획

LA1

LA2LA1

LA3 L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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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2

3,000K~4000K

공개공지 1

미디어파사드

공공보행통로

LED DISPLAY

사각지대

3,000K

유아놀이터

3,000K

3. 사각지대 : 범죄예방 디자인 고려하여 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47조 (범죄예방디자인)

2. 공개공지 1 :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된 미디어파사드 연출계획  제2 테크노밸리의 장소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연출

• 공간별 야경연출 지침 오픈스페이스의 색온도 기준(2,500K-4,000K) 준수

공공보행통로

3,000K~5,600K

1. 공공보행통로 : LED DISPLAY, 열주등, 벤치/앉음벽 하부 간접등 등  활기차고 선적인 형태의 야간경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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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P:LED 11W / 3000K
BODY:AL. DIE CASTING / POLYCARBONATE
IP:55

LAMP:LED 60W / 4000K
BODY:AL. DIE CASTING / TEMPERED GLASS
IP:65 (*성남시 통합가로시설물 Dtype 참조)

• 공공보행통로/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된 미디어 파사드, LED DISPLAY 연출계획 제2 테크노밸리의 장소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연출

• 보행 안전을 고려한 가로 조명계획

B. 보안등(가로등)

B. 보안등 D. 볼라드등

KEYMAP

E. 수목투사등

A. 미디어 파사드

A. 미디어 파사드

G. 비컨등

*범죄예방 지침에 준하여 5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

C. 열주등

LAMP:LED 45W / 3000K
BODY:AL. DIE CASTING
IP:65

G. 비컨등

LAMP:LED 11W / 3000K
BODY:AL. DIE CASTING / POLYCARBONATE
IP:55

E. 수목투사등

LAMP:LED 12W / 3000K
BODY:AL. DIE CASTING / TEMPERED GLASS
IP:65

F. LED DISPLAY

Z8 LED DISPLAY
LED Pitch 8mm

D. 볼라드등

C. 열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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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휘도 기준

▶ 업무동 시뮬레이션 ▶ 지식산업센터 시뮬레이션

경관요소

건축물

빛의
이미지

빛의
강약

휘도(cd/㎡) 색온도(K)

평균(최대) 최조-최고

주거지역 10-20(50) 2,500-4,200
부드러운 중

산업지역 10-20(50) 2,200-4,500

59



유아 놀이터

공개공지1

공개공지2

유아 놀이터
Ave 14.3lx – Max 89.2lx

공개공지1
Ave 12.6lx – Max 88.5lx

구 분 추천 조도 색온도(K) 단위

주거지역 6 – 10 - 15 2,500-4,000 lx

특화가로 15 – 20 - 30 3,500-5,600 lx

공개공지2
Ave 11.2lx – Max 82.7lx

옥상정원1
Ave 12.1lx – Max 84.9lx

옥상정원2
Ave 12.0lx – Max 139.0lx

옥상정원3
Ave 10.8lx – Max 115lx

옥상정원2

옥상정원1

옥상정원3

▶ 지상1층 조도 시뮬레이션 ▶ 주요공간 조도 분석

▶ 옥상층 조도 시뮬레이션

▶ 오픈스페이스 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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