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with the objective to determine threshold zone luminance of adaptation luminance by target
safety level in a vehicular traffic tunnel with design speed set at 100km/h .

METHODS : The study made a miniature capable of portraying changes in luminance distribution within 2×10。conical field of view of the
driver approaching to the tunnel for the test. Test conditions were set based on justifications for CIE 88-1990's threshold zone luminance used
as a reference by domestic tunnel light standards (KS C 3703 : 2010). Luminance contrast of object background and object is 23%, object
presentation duration is 0.5 seconds, and size of the object background is 7.3×11.5m2

RESULTS : Threshold zone luminance was set within adaptation luminance of 100~3,000cd/m2. Adaptation luminance and threshold zone
luminance based on 50%, 75% and 90% target safety level all showed a relatively high linear relationship. According to findings in the study, it
is not appropriate to spec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luminance and threshold zone luminance as luminance ratio. Rather, direct
utilization of the linear relationship gained from the study findings appears to be the better solution.

CONCLUSIONS :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used to determine operation of threshold zone luminance based on target safety level.
However, a proper verification and validity of test results are required. Furthermore, a study to determine proper threshold zone luminance level
considering target safety level reviewed in this study and various decision-making factors such as economic conditions in Korea and energy-
related policies should be carried out in addition. Additional tests on adaptation luminance greater than 3,000cd/m2 will be performed, through
which application scope of the test findings will be broad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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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된 국내 지형 특성으

로 인해 2011년 기준 전체 터널 개수는 1,456개소에 이

르며, 특히 간선급 도로인 고속도로 및 국도에는 현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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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터널이 건설되고 있다. 터널은 환경피해를 최소

화하면서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로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부적절한 터널 조명 운

시 내외부 환경의 차이로 인한 위험성, 즉 급격한 광량

변화(휘도차)에 의한 시각순응의 한계로 운전자의 불안

감 및 불쾌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속도감소 및 사고발

생 등으로 인해 병목구간과 같은 향을 미치며 교통류

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터널 조명은 운전자가 터널로 진입 시 터널 입구로부

터 최소한 정지거리만큼 떨어진 거리(이하‘기준점’)에

서 설계속도 또는 규정속도로 주행하면서 터널 입구에

존재하는 장해물을 식별하고, 터널로 진입 후에는 지속

적으로 정지거리만큼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장해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운 되어야 한다.

터널 조명은 그 기능에 따라 입구부 조명, 기본부 조명

및 출구부 조명으로 구분하며 터널의 조명설계 및 운

시 특히 중요한 요소는 주간의 터널 경계부(threshold

zone) 조명 운 , 즉, 휘도수준 결정이다. 경계부는 입구

부의 일부로서 터널 입구, 혹은 태양에 의한 입구 그림자

선으로부터 터널 안쪽으로 정지거리만큼까지의 구역이

며, 터널 외부의 밝은 환경과 터널 내부의 비교적 어두운

환경이 공존하여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순응하기 가장 어

려운구간이다.

이러한휘도차및휘도변화로인한운전자시각순응문

제는터널내부의휘도를외부의휘도와동일한수준으로

운 하면 해결될 문제이나 경제적인 한계로 인공조명을

통해터널내부의휘도를외부의휘도와유사한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시성 확보를

담보할수있는범위에서적정한휘도를확보하여블랙홀

효과(blackhole-effect : 운전자가 터널로 접근 또는 통

과시터널내₩외부휘도차로 인하여터널내부가보이지

않는 현상)를 해결하고 운전자가 터널에 접근하는 동안

터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적정한 터널 조명 수준을 확보

하여야한다(KS C 3703 : 2010, 터널조명기준).

국내의 경우 터널 경계부 휘도결정을 위한 기초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며, 이러한 이유로 현 국내 터널 조명 기준

은 국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의 터널 조명에 관한 권고인「Guide

for the Lighting of Road tunnels and Underpass,

1st Edition(CIE 88-1990)」을실증적인검토없이일부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역 또는 국

가별로 운전자의 특성은 매우 상이이며 따라서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적절한 검증과정 및 실

증실험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

이필요하다.

본연구는터널경계부휘도결정을위해수행되었던기

존연구를검토하고이를근거로피험자대상실증실험을

수행하 으며 최종적으로 설계속도 100km/h인 도로를

대상으로 터널로 접근하는 운전자가 기준점에서 장해물

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터널 경계부 휘도를 목표 안전

수준(target safety level)별로구분하여제시하 다.

2. 터널 경계부 휘도결정 방법 고찰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참조되고 있으며 국내 터

널조명기준(KS C 3703:2010, 이하‘국내기준’)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CIE 88-1990의 경계부 휘도결

정 방법은「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unnel lighting(CIE 26-1973)」에서 시작되었으며,

CIE 26-1973의 경계부 휘도는 Schreuder(1964)의 실

험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준과 더불어

CIE의 경계부 휘도설정의 근거, Schreuder(1964)가

수행한 실험조건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

의 경계부 휘도결정을 위한 실험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1. 터널 경계부 휘도결정 기준

터널은 입구 접속부(access zone), 경계부(threshold

zone), 이행부(trasition zone), 기본부(interior zone),

출구부(exit)의 4구역으로 구분된다. 입구 접속부는 터

널 진입방향으로 운행하는 운전자가 터널 내부를 볼 수

있는 거리로서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부터 터널

입구까지의 거리이다. 경계부는 터널 입구, 혹은 태양에

의한 입구 그림자 선으로부터 터널 안쪽으로 정지거리만

큼까지의 구역에 해당하며 경계부의 전체 길이는 해당

도로의 정지거리와 같거나 이보다 길게 결정된다. 기준

점은 터널 입구부의 시점, 즉 경계부 시점으로부터 차량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6 No.386

Fig. 1 Longitudinal Section of A-One-Way Tunnel

(CIE 8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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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반대방향으로 정지거리만큼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터널 진입차로의 중심선 위 운전자 눈높이에 해당하는

점이다.

경계부 휘도(threshold zone luminance, )는 터

널 경계부 특정지점에서의 평균 노면휘도로 정의되며 경

계부 휘도의 결정절차는 운전자가 입구 접속부 시점에서

시각적으로 순응한 휘도(adaptation luminance, ,

이하‘순응휘도’)를 산정하는 절차와 순응휘도에 대응하

는경계부휘도를결정하는절차로크게구분된다.

CIE 26-1973은 Eq. (1)과 같이 터널 입구경계로부터

각각 설계속도(km/h)의 5배, 3배, 1배에 해당하는 거리

에서의 2×10。의 원추형 시야범위(conical field of

view) 내 평균휘도( )를 측정하고 이를 거리에 대하여

가중평균하여순응휘도( )로결정하도록하고있다.

여기서, 

: 터널 입구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에서 측정

된 2×10。의 원추형 시야범위 내 평균휘도

( ), cd/m2

: 터널 입구경계로부터의 거리(m)로서 =5V,

=5V,  =1V에해당(V는 제한속도, km/h)

경계부 휘도는 현장에서 측정된 순응휘도에 휘도비

( ) 0.1을 곱하여 결정된다. 휘도비 0.1은

Schreuder(1964)의 실험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도출된 것이다(Wout van Bommel, 1981).

이후 개정된 CIE 88-1990은 터널의 휘도환경 별로

제시된 기준표를 통해 개략적으로 순응휘도를 결정하

는 방법(방법 1)과 현장에서 관측된 하늘, 도로, 터널주

변 등의 비율 및 각 역의 표준휘도 또는 측정된 휘도

를 활용하여 순응휘도를 결정하는 방법(방법 2)을 제시

하고 있으며, 위의 2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된 순응휘도

에 정지거리 및 조명 배광방식에 따른 휘도비, 터널길

이, 기준점에서의 터널 출구부 보임여부, 주광입사 정

도, 벽면의 반사율, 교통량 수준에 따른 조절계수를 적

용하여 최종적인 경계부 휘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지침은 순응휘도를 기준점에서 측정된 으로 권

장하고 있다.

CIE 88-1990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계부 휘도( )

결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1 : 결정

방법 1 : 2×10。의 원추형 시야범위 내에 존재하는

하늘의 비율 및 시야범위 내 밝기 상황(터널 주변의

휘도수준), 정지거리(설계속도)에 따라 을 결정

(Table 1 참조)

(1)

Fig. 2 Luminance Ratio of CIE 26-1973

(Wout van Bonmel, 1981)

Table 1. Table of , CIE 88-1990

Average luminance in the 20。conical field of view (kdc/m2)

Percentage of sky in the 20。conical field of view

35% 25% 10% 0%

brightness
situation in
field of view

normal snow normal snow normal snow normal snow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low high

(1) (1) (1) (1) (2) (3) (2) (3)

stopping
distance

60m
(4) (4) 4.0 5.0 4.0 5.0 2.5 3.5 3.0 3.5 1.5 3.0 1.5 4.0

stopping
distance

100m to 60m
4.0 6.0 4.0 6.0 4.0 6.0 4.0 6.0 3.0 4.5 3.0 5.0 2.5 5.0 2.5 5.0

Notes :

(1) effect mainly dependent on tunnel orientation

- low : in northern hemisphere : south entrance

- high : in northern hemisphere : north entrance

- for east and west entrances, medium values between “low”and
“high”should be chosen

(2) effect mainly dependent on brightness of surroundings :

- low  : low surrounding reflectances

- high : high surrounding reflectances

(3) effect mainly dependent on tunnel orientation

- low : in northern hemisphere : north entrance

- high : in northern hemisphere : south entrance

- for east and west entrances, medium values between “low”and
“high”should be chosen

(4) for a stopping distance of 60m, sky percentages of 35% are not
encountered in practice.



방법 2 : 2×10。의 원추형 시야범위에 존재하는 하

늘, 도로, 터널 입구주변, 경계부 각각의 비율 및 각

역의 측정 또는 가정된 표준휘도를 곱하고 총합

을 으로 결정

여기서, : 하늘 휘도,    : 20。내 하늘비율

: 도로 휘도,    : 도로비율

: 주변 휘도, : 주변비율

: 경계부 평균 노면휘도

: 터널 입구비율

■절차 2 : 경계부 휘도( ) 결정

결정된 에 휘도비( / )를 곱하여 를 결

정(Table 2 참조)

결정된 경계부 휘도( )에 터널의 길이, 기준점에

서의 터널 출구부 보임 여부, 주광입사의 정도, 벽

면반사율, 교통량에 따른 조절계수(Fig. 3)를 적용

하여 최종적인 경계부 조명수준 결정

결정된 경계부 휘도는 경계부 시작부터 중간지점(정

지거리의절반)까지동일하게유지되며이후점차적,

선형적으로 감소하여 경계부 끝지점에서는 경계부

시점의0.4배(0.4 )까지감소된다(Fig. 4 참조).

이후 개정된「Guide for the Lighting of Road

tunnels and Underpass, 2nd Edition(CIE 88-2004)」

는 등가광막휘도(stray-light equivalent veiling

luminance, )를순응휘도로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

등가광막휘도를 결정함에 있어 운전자의 원추형 시야범

위56.8。를기준으로빛이시각매체에서산란되어생기는

광막, 빛이차량전면창에산란되어생기는광막, 빛이대

기중에서산란되어생기는광막에의한휘도상승효과및

이에 의한 장해물 식별도 감소, 즉, 휘도대비 감소효과를

고려하여경계부휘도를결정하도록하고있다.

국내 기준은 CIE 88-1990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경

계부 휘도를 결정(Table 3, 4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CIE 88-1990의경계부휘도결정절차중절차 1의방법

1(Table 1)과 절차 2(Table 2)를 한 단계로 축약(Table

3)하고 있으며 순응휘도와 경계부 휘도의 관계를 휘도비

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 기준은 터널 접속부

에서의 최대 순응휘도에 따른 조명의 설비규모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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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ble 2. Recommended Ratios between the Threshold 

Zone Luminance and the Access Zone 

Luminance (CIE 88-190)

Stopping
Sight

Distance

Symmetric lighting
system( )

Counter-beam lighting
system( )

60m 0.05 0.04

100m 0.06 0.05

160m 0.10 0.07

Fig. 3 Daytime Lighting of Tunnels for Different   

Tunnel Lengths (CIE 88-1990 and CIE 88-2004)

Fig. 4 Typical Longitudinal Section of A-One-Way 

Tunnel (CIE 88-1990)

Fig. 5 The Luminance of the Scene (CIE 8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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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경계부 조명설계는 가능하나 하루 중의 휘도변화에

따른 경계부 휘도 운 방법 결정은 불가능하다. 이와 더

불어 국내 기준은 CIE 88-2004와 유사하게 시각매체,

주변대기, 차량 유리의 빛 산란도 등을 포함한 터널 진

₩출입시눈이순응해야하는터널주변휘도의총량으로

정의된 광막휘도( )를 순응휘도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CIE 88-1990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내 기준

은 광막휘도에 대한 정의 외로 광막휘도의 산정방법 또

는 적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경

계부 휘도결정 시 CIE 88-1990과 동일하게 2×10。의

원추형 시야범위 내 상황(하늘비율 및 밝기)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순응휘도는 CIE 88-1990가 권

장하고 있는 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경계부 휘도결정과 관련한 실험적

연구가 전무함을 고려 시 국내 기준은 국내 지형과 터널

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경계부 휘도결정에 향을

주는요소즉, 하늘비율, 터널길이, 벽면반사율등의적

용범위와 이에 의한 향 정도를 달리하고 이를 근거로

CIE 88-1990의 과 경계부 휘도의 관계를 조정하여

적용한것으로판단된다. 

2.2. 터널 경계부 휘도결정을 위한 기존 연구

Schreuder(1964)는 터널 접근 시 운전자의 2×10。

의 원추형 시야범위 내 휘도변화를 묘사한 축소모형을

활용하여 기준점에 도달한 운전자가 입구경계에 위치한

장해물을 확인(perception)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계부

휘도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Schreuder(1964)가 수행한 실험의 개요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1 : 피험자는 상대적으로 높고 균일한 휘도분

포를 가지며 2×10。의 원추형 시각을 포함하는 크

기의 표준 역(Standard-field, Fig. 6의 a) 정면

에 위치하며 표준 역의 휘도( )에 완전히 순응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동안 해당휘도에 노출

됨. 은 터널 기준점에서의 순응휘도( )인 에

해당함.

※ Schreuder(1964)는 주간에 터널로 접근 중인 운

전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각중심 역인 2

×10。의 원추형 시각 내 평균휘도, 즉 에 완전

순응하며, 따라서 에 완전순응한 피험자의 순응

상태는 기준점에서 에 완전순응한 운전자의 순

응상태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절차 2 : 표준 역 중심에 위치한 개구부를 통해 셔

터(Fig. 6의 b)가 개폐됨. 셔터가 열리면 보다 더

낮은 확인대상물의 배경(Fig. 6의 c, 이하‘배경’)

과 확인대상물(Fig. 6의 d)이 동시에 보이며 0.1초

후 셔터는 다시 닫히고 피험자는 확인대상물을 보

았는지의 여부를 응답함. 확인대상물의 휘도( )

Table 3. Thershold Zone Luminance of Daytime 

( , cd/m2) (KS C3703 : 2010)

Average road surface luminance of the threshold zone in the
20。conical field of view ( , cd/m2)

percentage of sky
in the 20。conical

field of view

Exceed
20%

20%∼10% 10%∼5% 5%∼0%

brightness situation
in field of view

Tunnel orientation a,b Surrounding reflectance

SE NE SE NE normal high normal high

design
speed
(km/h)

60 200 250 150 200 125 175 75 150

80 260 360 200 300 180 270 150 240

100 370 480 280 400 240 360 200 320

a SE : south entrance, NE : north entrance
b for east and west entrances, medium values between “SE”and “NE”
should be chosen

Table 4. Adjustment Paramenters for Threshold 

Zone Luminance (KS C3703 : 2010)

Tunnel
length

traffic
volumea

Exit is fully visible
(from the reference

point)

Exit is not fully visible
(from the reference

point)

daylight penetration daylight penetration

Good Bad Good Bad

Wall reflectance Wall reflectance

exce
ed
30%

less
than
30%

exce
ed
30%

less
than
30%

exce
ed
30%

less
than
30%

exce
ed
30%

less
than
30%

shorter
than 50m

all

0 %
(There is no need

threshold zone lightings
in daytime)

0 %
(There is no need

threshold zone lightings
in daytime)

50m∼
100m 

light 0% 0% 0% 0% 0% 50% 50% 50%

normal 25% 25% 25% 25% 25% 50% 50% 50%

heavy 50% 50% 50% 50% 50% 50% 50% 50%

100m∼
200m

light 50% 50% 50% 50% 50% 100% 100% 100%

normal 75% 75% 75% 75% 75% 100% 100% 100%

heavy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longer
than
200m

all 100 % 100 %

a traffic volume unit : number of cars/hour/number of lanes

a) one-way : high(more than 1,000), normal(1,000∼300), low(less
than 300)

b) two-way:high(more than 300), normal(300∼100), low(less than
100)



는 경계부 시점에 위치한 장해물의 휘도( , 이하

‘장해물 휘도’)에 해당하며, 배경의 휘도( )는 장

해물의 배경이 되는 역, 즉 경계부 휘도에 해당

함. 셔터는 확인대상물이 피험자에게 표출되는 시

간( , 이하‘표출시간’)을 조절하는 기능을 함.

실험시설 각 부분의 제원 및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Fig. 6 참조).

기준점 : 100m(규정속도 80km/h)

표준 역(a)

- 크기 : 기준점에서의 2×10。의 원추형 시각을 포

함.

- 휘도범위 : (cd/m2)≤10,000

배경(c)

- 크기( ) : 기준점에서 1。의 원추형 시각을 포함

- 휘도범위 : (cd/m2)≤10,000

확인대상물(d)

- 크기( ) : 기준점에서 7′(7/60。)의 원추형 시각

을 포함하는 크기로서 기준점 100m를 기준으로

20×20cm2의 장해물 크기에 상응

-휘도( ) : 는 배경(c)와 확인대상물(d)의 휘도

대비( )에 의해 결정되며 는 15%, 26.8%,

56.9%, 96.8%로 설정됨. 는 Eq. (3)과 같이 결

정되며, 예로 가 100, 가 10%인 경우 는

90cd/m2임.

- 표출시간( ) : 0.1초

각 역의 휘도는 의 관계를 가짐.

최종적으로 CIE 26-1973은 Schreuder(1964)의 실

험결과 중 =20%의 조건에서 확인대상물의 확인확률

(probability of perception, ) 75%를 적용하여 순

응휘도, 즉 에 따른 경계부 휘도를 결정하 다. 확인

대상물 확인확률은 특정 순응휘도와 경계부 휘도조건에

서 장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의 비율 또는 특정

운전자가 장해물을 확인할 확률을 의미한다.

Schreuder(1964)의 주요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 역휘도( )이 낮아지면 장해물 확인을 위해

확보되어야 배경휘도( )가 낮아지며, 휘도대비

예로, 표준 역휘도( )이 10,000cd/m2인 경우 배

경휘도( )는 1,000cd/m2 이상이 되어야 전체 운전

자 중 75%( =75%)가 휘도대비( ) 20%인 확인대

상물을 확인할 수 있음.

동일한 표준 역휘도( )에서 휘도대비( )가 높아

질수록 더 낮은 배경휘도( )에서 장해물을 확인할

수 있음. 예로, 표준 역휘도( )가 10,000cd/m2

로 동일한 상황에서 휘도대비( )가 15%인 경우 배

경휘도( )는 약 3,000cd/m2 이상, 휘도대비( )

가 96.8%이면 배경휘도( )는 약 200cd/m2 이상

이 확보되어야 확인대상물 확인이 가능함(Fig. 7

참조).

( )가 20%인 경우 의 관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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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g. 6 Diagram of the Experiment Set-up (Schreuder,1964)

Fig. 7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Field Luminance
and Background Luminance (Schreuder,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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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분석
3.1. 실험조건 검토 및 결정

장해물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경계부 휘도는 기준점

에서의 운전자 시각 행태 및 운전자 시각 순응상태에 따

라 매우 가변적이며 설정된 실험조건들에 따라 실제 터

널을 주행 중인 운전자와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의 시각

순응상태, 즉 장해물 확인능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실험의 결과로 도출된 경계부 휘도가 운전자의 안전 확

보에 불충분하거나 필요 이상의 에너지 소모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의 조건은 실제 터널로 접근 중인

운전자의 행태 및 휘도환경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설계

되고 이를 통해 피험자와 운전자의 시각 순응상태가 최

대한 동일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Table 5는 CIE 26-1973과 일본 터널조명 설계지침

(1969)의 경계부 휘도 결정을 위한 실험조건의 차이와

이로 인한 적정 경계부 휘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

과이다. 실험조건 중 휘도대비( ) 및 확인대상물 노출

시간( ), 주시개시 거리에 대한 실험조건 설정이 경계

부 휘도결정에 큰 향을 미치며, 이러한 실험방법의 차

이로 인해 CIE의 권장 경계부 휘도가 일본에 비해 4.2

배~6.7배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Schreuder(1964)가 수행

한 실험조건의 적정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본

실험의 조건을 정의하 다. 최종적으로 확인대상물 배

경과 확인대상물의 휘도대비( )는 23%, 확인대상물

표출시간( )은 운전자가 전방의 상황, 즉 장해물의 출

현을 인지(detection)하고 확인(perception)하기 위해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소요시간에 해당하는 0.5초, 배

경의 크기( )는 국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터널 입

구의 높이와 폭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7.3×11.5㎡로 설

정하 다.

3.1.1. 휘도대비( )

확인대상물과 배경의 휘도대비( )는 장해물과 장해

물이 위치한 노면의 휘도대비( )를 묘사한 것으로 Fig.

8은 휘도대비( )와 배경휘도( )의 관계를 표준 역

휘도( )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휘도대

비( )가 증가할수록 장해물 확인에 필요한 배경휘도

( )의 경계역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Fig. 9는 Fig. 8을 휘도비( / )와 휘도대비( )의

관계로 재구성한 그래프로 휘도대비( )가 약 11%가 되

면 에 관계없이 휘도비( / )가 100%가 되며, 이는

주간의 일반도로와 휘도분포와 유사하게 배경휘도( )

가 표준 역휘도( )와 동일한 수준까지 높아져도 확인

대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생리학적 관점의 최소 휘도

대비( )는 약 11% 정도임을 의미한다.

Table 5. Summarized Comparison of CIE and      

Japaneses Threshold Zone Luminance 

(Narisada, 1975)

Category CIE Japan

Design Speed(km/h)   
All

Speed
100 80 60

Recommended Threshold
Zone Luminance(cd/m2) 

( =4,000cd/m2)
400 95 85 60

Experimental parameter

Luminance Contrast( , %)

Probability of Perception

( ,%)

Duration of Object

Presentation( , s)

Fixation Distance(m) 

20

75

0.1

-

25

90

0.5

180

25

90

0.5

150

25

90

0.5

150

a≒1:2

b≒1.1:1

c≒1:2

d≒6:7∼5:9

Cumulative effect of
parameters, a×b×c×d

1:4.3∼1:6.5

Ratio of Recommendations 1:4.2∼1:6.7

Fig. 8 Relationship between the Luminance Contrast 
and Background Luminance , for various 

Luminance for Various Luminance of the 
Standard-field (CIE 6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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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E 61-1984는 적정 경계부 휘도결정을 위한 실험

조건으로 생리학적 관점의 최소 휘도대비와 더불어 적

정 안전여유 확보 관점1)의 최대 휘도대비를 동시에 고려

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 시 CIE 26-1973과 일

본 터널조명 설계지침(1969)에서 적용하고 있는 휘도대

비 20%와 25%가 적절한 범위에서 결정된 값임을 제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CIE 88-1990 및 일본 터널조명 설계지침

(1970)에서 적용한 휘도대비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23%

를 실험조건으로 설정하 으며 이는 CIE 88-1990에

비해 낮은 안전여유를, 일본 터널조명 설계지침(1969)

에 비해서는 더 높은 안전여유를 적용한 것이다.

3.1.2. 확인대상물 표출시간( )

표출시간( )이 길어질 경우 피험자는 표준 역 휘도

( )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두운 배경휘도( )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져 확인대상물의 확인이 더욱 용이해진

다. Fig. 10은 확인대상물의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최

소 배경휘도( )와 표출시간( )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

로 표출시간( )이 0.1초인 경우의 배경휘도( )를

100%로 볼 경우 표출시간( )이 0.2초인 경우에는 약

65%, 0.5초일 경우에는 약 55% 정도의 최소 배경휘도

( )가 요구된다. 즉, 표출시간( )이 길어질 경우 운전

자는 배경휘도( )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져 동일한 표

준 역휘도( ) 조건에서 확인대상물을 확인하게 될 가

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Schreuder(1964)는 확인대상물 표출시간이 0.1초 미

만으로 짧아질 경우 시각체계가 동일자극에 대해 동일

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어 실험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떨

어지게 되고(Schober(1958), Bouman(1952, 1953)),

반대로 표출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운전자는 순응

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두운 경계부 휘도에 대한 순

응도가 높아져 기준점에서의 장해물 확인확률이 높아지

게 되며, 이로 인해 장해물 확인에 필요한 경계부 휘도

가 과소 추정될 수 있음을 근거로 피험자 응답의 유효성

이 확보되면서 이와 동시에 확인대상물 확인이 가장 어

려운 조건에 해당하는 0.1초를 표출시간으로 설정하

다. 반면 Narisada 등(1974)은 운전자 안구측정장치를

활용한 터널 접근 시 운전자 시선 추적실험을 통해 운전

자의 시선이 특정지점에 최소 0.1~0.2초 이상 고정되

며, 0.5초 이상 머무르는 경우도 다수 관찰됨을 제시하

으며 이를 근거로 Schreuder(1964)가 설정한 표출시

간이지나치게짧음을지적하 다.

이러한 표출시간의 설정은 기준점, 즉 경계부로부터

정지거리에 해당하는 지점에 도달한 운전자가 표출시간

이내에 경계부 시점에 위치한 장해물을 확인

(perception)할 수 있도록 경계부의 휘도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장해물

Fig. 9 Relationship between the Luminance Contrast 
and the Luminance Ratio / (CIE 61-1984)

1) 휘도대비가 높아질수록 운전자는 낮은 경계부 휘도에서도 장해물을 확
인하기 위해 용이해지므로 안전여유는 적어짐.

Fig. 10 Relationship between the Duration during 

which the Object has to be Perceived and the   

Relative Luminance of the Background 

(CIE 6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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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지시거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지시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출시

간은 인지반응의 4단계인 인지(detection), 지각/확인

(perception), 판단(decision), 반응(response) 과정

중 전방의 상황, 즉 장해물의 출현을 인지(detection)하

고 확인(perception)하기 위해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소요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chreuder(1964)는 표출시간을 적용함에 있어 운전자

인지반응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장해물 확인이 가장

어려운 최단시간을 기준으로 하 으며, 이로 인해 경계

부의 휘도가 과도하게 상향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계부 휘도의 결정이 기준점에서 경계부

시점에 위치한 장해물 확인 여부, 즉 정지시거 확보 여

부에 근거하고 있음을 고려 시 표출시간은 운전자의 인

지반응 특성 관점에서 장해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

단된다.

신용균 등(1998)은 실제 도로에서 예측(alert) 상황과

돌발(surprise) 상황에 대한 지각시간을 측정하는 실험

을 수행하 으며 예측상황과 돌발상황의 지각시간을 각

각 평균 0.29초, 0.57초로 제시하 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의 평균연령은 46.6세, 운전경력은 평균 21년이

다. 이 실험에서 지각시간은 최초상황이 발생한 순간을

시점으로 하여 피험자가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힘을 빼

는 순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용균 등(1998)이 제시한 돌발(surprise)

상황의 평균 지각시간(perception time)을 참조하여

표출시간을 0.5초로 결정하 다. 국내 도로설계기준은

90% 이상의 운전자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기

준으로 인지반응시간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 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각시간의 평균값의 적용은 일반

도로구간에 비해 더 높은 안전여유가 고려되어야 하는

터널의 시설기준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3.1.3. 확인대상물 배경의 크기( ) 및 휘도( )

Schreuder(1964)는 20×20cm2에 해당하는 확인대

상물과 더불어 1。의 원추형 시각을 포함하는 확인대상

물 배경의 크기를 실험조건으로 설정하 다. 이러한 확

인대상물 배경 크기의 설정은 장해물 확인에 필요한 최

소한의 휘도대비 역을 묘사한 것으로 중심와(fovea)의

시각도(visual angle)와 관련된다. 중심와는 인간의 망

막 중 시신경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물체의 확인 또는

식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중심와의 시각

도는 1~2。정도(실험심리학용어사전(2008))로 알려져

있으며 Schreuder(1964)는 이에 근거하여 중심와의 시

각도를 확인대상물 배경의 크기로 설정하 다.

그러나 Narisada(1975)는 이러한 배경 크기의 설정

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중심와의 시각도를 초과하는 터

널 입구의 휘도분포에 따른 향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 으며 Adrian(1982) 또한 다

수의 신경생리학적(neuro physiological) 연구결과들

을 고려 시 Schreuder(1964) 실험에 동일한 문제가 있

음을 지적하 다(CIE 61-1984 재인용).

확인대상물 배경의 크기 및 휘도는 실제 터널에서 장

해물의 배경이 되는 경계부 노면에 의한 시각순응도를

묘사하기 위한 실험조건이며, 따라서 시각순응도, 즉 장

해물 확인에 향을 미치는 크기가 반 됨과 동시에 경

계부 노면의 평균적인 휘도가 묘사될 수 있도록 설정되

어야 한다.

확인대상물 배경의 크기는 실제 터널의 입구 크기를

반 하여 운전자 시각순응에 향을 미치는 휘도분포가

최대한 현실과 유사하게 묘사되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터널 입구가 서로 다른 휘도의 노면, 벽

체, 천장 등의 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간의 경우 높은 휘도에 순응된 기준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휘도분포를 가지는 터널 입구 각 역의 휘도차를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여 각 역을 별도로 구분하

기 보다는 평균 개념을 적용한 단일 휘도로 표현하는 것

이 합리적이며 일반적인 2차로 일방향 터널의 경우 노

면의 휘도가 벽체와 천정휘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각 역의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감안 시 터널 입

구의 평균휘도를 터널 경계부 평균노면휘도의 대푯값으

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확인대상

배경의 크기를 국내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상의 터널 입

구 크기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높이 7.3m, 폭 11.5m로

설정하고 이 역의 휘도가 경계부의 평균노면휘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터널 입구의 크기는 e-나

Table 6. Distribution of Tunnel Portal Size in Korea 

(two-lane One-way Highways)

Portal Size

Percentile

15th percentile
50th percentile

(median)
85th percentile

Height(m) 6.7 7.3 8.2

Width(m) 10.0 11.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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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표(http://www.index.go.kr, 통계청)에서 제공하

고 있는‘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내 터널 현황 자

료를 활용하여 결정되었으며, 자료로 제공된 터널

1,465개소 자료 중 일방향 2차로 고속도로에 분포한

744개소의 제원을 통계 분석한 결과이다.

3.2. 실험방법 및 결과

본 실험은 설계속도 100km/h인 도로 상 터널을 대상

으로 접근부 시점, 즉 기준점의 특정 순응휘도 조건에서

터널 경계부 시점에 위치한 장해물을 확인(perception)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계부 휘도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

을 수행하 으며, 실험의 조건은 선행된 기존연구 검토

결과를토대로결정되었다.

본 실험의 경우 순응휘도 및 경계부 휘도조건을 자유

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실험조건 및 실터널 실험에 소요

되는 시간, 경제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의 실험이 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hreuder(1964)가 수

행한 실험의 환경과 유사하게 터널로 접근하는 운전자의

2×10。의 시야범위 내 휘도분포 변화의 묘사가 가능한

축소모형(이하‘시뮬레이터’)을 구축하여 실험에 활용하

다. 시뮬레이터의 광원은 S/W를 통해 휘도제어가 가

능한 LED가 적용되었으며 광원으로부터 약 5cm 정도

이격되어 설치된 전면은 휘도 균제도가 최대한 확보될

수있도록확산판으로처리되었다. 시뮬레이터는 a, b, c

의 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역의 휘도를 조정하여

기준점 이전부터 기준점까지의 휘도분포를 묘사할 수 있

다. 시뮬레이터의 크기는 국내 도로설계기준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제한속도 100km/h의 정지거리 155m를 1.8m로

축소하여 비율에 맞게 적용되었으며 장해물의 크기 또한

국내 도로설계기준에서 표준장해물 크기로 규정하고 있

는 15×15cm2를동일비율로축소하여적용하 다.

각 역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역 a : 기준점에서 운전자 원추형 시야각(2×10。)

에 상응하는 크기이며, LED 조명을 이용하여 휘도

수준 제어

역 b : 기준점에서 11.5×7.3m2(가로×세로)에

상응하는 크기로 국내 일방향 2차로 고속국도 상

터널입구 면적의 중위수에 해당하며, LED 조명을

이용하여 휘도수준 제어

역 c : 기준점에서 15×15cm2에 상응하는 크기로

국내 도로설계기준의 표준장해물 크기에 해당하며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된 장해물을 빔프로젝

터로 주사하여 휘도수준 제어

실험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피험자는 상대적으로 높고 균일한 휘도분

포를 가지며 a, b, c 모든 역의 휘도가 으로 동

일하게 제어되고 있는, 2×10。의 원추형 시각을 포

함하는 크기의 시뮬레이터, 즉 표준 역

(standard-field)의 정면에 위치함. 표준 역의 휘

도(standard-field luminance, )는 기준점 상

류부를 주행 중인 운전자 원추형 시야범위(2×10。)

의 휘도( )에 해당하며 피험자가 충분히 순응할

수 있도록 을 일정시간(1분) 동안 유지함.

2단계 : a 역의 휘도는 1단계와 동일하게 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b 역의 휘도는 , c 역의 휘

도는 로 제어됨. 2단계는 기준점에 도달한 운전

자 시야의 휘도분포를 표현하며 확인대상물의 배경

(background)이 되는 b 역의 휘도 (이하‘배

경휘도’)는터널내장해물의배경이되는입구부의

평균휘도, 피험자가확인해야할대상물(object)인 c

역의 휘도 (이하‘대상물 휘도’)는 장해물의 휘

도에해당함. 각 역의휘도는 의관

계를 가지며, 와 의 휘도대비는 23%로 설정

됨. 2단계 휘도분포의 제어시간은 확인대상물 표출

시간( )에해당하며0.5초로제어됨.

3단계 : a 역과 b 역의 휘도는 2단계에서 제어

된 휘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c 역의 휘도를 상

태로 복귀시켜 b 역의 휘도와 동일해지도록 제어

하고 동시에 피험자가 장해물에 해당하는 c 역을

확인하 는지 여부를 조사함.

Fig. 11 Experiment Scenario

Fig. 12 Scene of the Experiment

피보험자 후방에서 바라본

시뮬레이터

실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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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역휘도( )의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1)

의 터널 입구부 측정결과를 참조하여 결정하 으며

입구가 각각 동서남북 방향인 고속도로 터널 4곳을 대상

으로 계절별(겨울-봄), 일기별(맑음, 흐림), 시간대별(오

전, 오후) 을 측정한 결과 114~3,028cd/m2 에 분포하

는것으로조사되었음을제시하 다. 이를근거로실험시

나리오구성을위한휘도범위는다음과같이설정되었다.

표준 역휘도( ) : 100~3,000cd/m2 범위에서

100~1,000cd/m2 단위로 제어

배경휘도( )는 6~1,000cd/m2 범위에서

10~50cd/m2 단위로 제어

대상물휘도( ) : 배경휘도( )와의 휘도대비( )가

23%가되도록제어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는 21명이며 20대 6명, 30대 7

명, 40대 8명으로 구성되었다. 피험자는 모두 도로교통

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력기준을 만족한다.

Table 7은 피험자 별 실험결과로 특정 표준 역휘도

( )에서 확인대상물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배경휘도( )를 제시한 것이다. 표준 역휘도( )가 증

가할수록 확인대상물 확인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배경

휘도( )가 증가하는 경향이 모든 피험자에게서 동일하

게 관찰되었으며, 피험자 별로는 동일 표준 역휘도( )

조건에서 배경휘도( )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3.3. 결과 분석

Table 8은 Table 7의 피험자 별 결과를 백분위분석

한 것으로 백분위수는 특정 순응휘도와 경계부 휘도조

건에서 장해물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의 비율 또는 특

정 운전자가 장해물을 확인할 확률(probability of

perception, )을 의미하며 터널 경계부 조명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안전수준(target safety level)과

동일한 개념이다. 본 실험의 결과 중 순응휘도

2,000cd/m2 를 예로 할 경우 경계부 휘도 100cd/m2에

서는 운전자 중 50%가, 150cd/m2에서는 운전자 중

75%가, 150cd/m2에서는 운전자 중 90%가 장해물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8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수

행한 결과 표준 역휘도( ) 100~3,000cd/m2의 범위

에서 표준 역휘도( )와 배경휘도( )의 관계는 Eq.

(4)~(6)와 같이 도출되었다. Eq. (4)~(6)은 각각 확인확

률( ) 90%, 75%, 50% 에서의 표준 역휘도( )와 배

경휘도(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Eq. (4)~(6)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는

0.99, 0.98, 0.95로 모든 확인확률( )에서 표준 역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field Luminance

and Background Luminance (for each 

Observer)

Observer

(cd/m2)

100 200 600 1,000 2,000 3,000

(cd/m2)

1 10 20 50 50 75 150

2 10 30 30 100 200 200

3 10 30 50 50 100 100

4 10 30 50 50 100 200

5 10 30 75 100 250 250

6 20 20 75 75 150 200

7 20 30 30 75 100 200

8 20 30 50 75 75 100

9 20 30 50 75 75 200

10 20 30 50 75 100 100

11 20 30 50 75 150 200

12 20 30 100 100 150 300

13 20 50 50 100 200 300

14 20 75 75 150 150 300

15 30 30 30 75 75 250

16 30 30 50 75 150 150

17 30 30 50 100 100 100

18 30 50 50 50 100 150

19 30 50 50 75 100 200

20 30 50 75 75 100 100

21 50 75 75 75 150 300

minimum 10 20 30 50 75 100

maximum 50 75 100 150 250 300

Standard
deviation

9.8 15.5 17.6 23.2 47.7 71.2

Table 8.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field Luminance

and Backgroud Luminance according to 

Probability of Perception

Probability of
Perception(p, %)

(cd/m2)

100 200 600 1,000 2,000 3,000

90 (cd/m2)
30 50 75 100 200 300

/ 0.321 0.206 0.129 0.114 0.103 0.099 

75 (cd/m2)
30 50 75 100 150 250

/ 0.303 0.188 0.111 0.096 0.084 0.080 

50 (cd/m2)
20 30 50 75 100 200

/ 0.197 0.127 0.080 0.071 0.064 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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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도( )와 배경휘도( )는 형태의 강한

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0911 +21.1 ( =90%)   =0.99 (4)

=0.0728 +23.0 ( =75%)  =0.98 (5)

=0.0566 +14.0 ( =50%)  =0.95 (6)

where, : background luminance(cd/m2)

: standard-field luminance(cd/m2)

: probability of perception(%)

* constraint condition : 100≤ ≤3,000

Table 9는 Eq. (4)~(6)의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적용

한 표준 역휘도( )와 배경휘도( )의 관계이다.

Fig. 13은 Eq. (4)~(6)의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도식

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Fig. 14는 Eq. (4)~(6)에 따른 휘도비(luminance

ratio, / )를 도식화한 것으로 표준 역휘도( )가

증가할수록휘도비( / )감소하며일정휘도비( / )

에수렴하는경향을보인다.

Fig. 15는 본 연구와 Schreuder(1964)의 실험결과,

그리고 CIE에서 권장하고 있는 휘도비( / )를 비교

하기 위하여 Schreuder(1964)의 실험결과인 Fig. 7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래프이며 가로축과 세로축은 로그

눈금 간격이다. Schreuder(1964)의 실험결과 중 CIE

의 권장휘도비( / ) 0.1의 근거인 휘도대비( ) 20%

에 해당하는 - 곡선은 이와 근접한 휘도대비( )

26.3%의 - 곡선형태와 Fig. 2를 참조하여 작성

되었다.

본연구의 - 곡선의 기울기는 Schreuder(1964)

의 실험결과에 비해 더 완만하게 변화하며 이러한 기울

기 변화의 차이로 인해 두 곡선은 교차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Schreuder(1964)가 분석조건으로 설정한 확인

확률( ) 75%를기준으로살펴보면 - 곡선은대략

≤850cd/m2의 범위에서 휘도비( / ) 0.1 곡선보

다 더 상단에 위치하다가 =850cd/m2을 경계로 하단

으로 내려와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 곡

선과 휘도비( / ) 곡선은 단 한 번 교차한다. 반면

Schreuder(1964) 실험결과는 대략 ≤200cd/m2의

범위에서 - 곡선이 CIE에서 권장하고 있는 휘도

비( / ) 0.1의 곡선보다 더 상단에 위치하다가

=200cd/m2을 경계로 하단으로 내려오고 다시

=5,000cd/m2을 경계로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는 변화를

보이며 - 곡선과 휘도비( / ) 곡선은 두 번 교

차한다. - 곡선이 특정휘도비( / ) 곡선보다

Table 9.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field Luminance

and Backgroud Luminance according to 

Probability of Perception (Regression Result)

p(%)   
Analysis
factor

(cd/m2)

100 200 600 1,000 2,000 3,000

90 (cd/m2)
32 41 78 114 205 296

/ 0.321 0.206 0.129 0.114 0.103 0.099

75 (cd/m2)
30 38 67 96 169 241

/ 0.303 0.188 0.111 0.096 0.084 0.080

50 (cd/m2)
20 25 48 71 127 184

/ 0.197 0.127 0.080 0.071 0.064 0.061

Fig. 13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field Luminance 
, and Background Luminance 

Fig. 14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field Luminance 

and Luminance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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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위치할 경우 특정휘도비( / )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 경계부 휘도조건에서 운전자가 터널 경계부의 장

해물을 발견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의 휘도범위

200~5,000cd/m2가 실제로 주간에 관측되는 터널 접근

부휘도범위의대부분을포함하고있음을고려시CIE의

권장휘도비( / ) 0.1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 실험결과의 차이는 두 실험에서 설정한 휘도

대비( ), 대상물 표출시간( ), 확인대상물 배경 크기

( )의 조건 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조건들과 운전자

시각순응과의 관계가 상이하여 이러한 향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6은 본 실험에서 도출된 표준 역휘도( )와 배

경휘도( )의 관계를 휘도비( / )로 표현한 것으로

CIE가 설정한 권장휘도비( / )와 Schreuder(1964)

가 도출한 - 곡선의 관계를 근거로 하 으며,

200~5,000cd/m2의 표준 역휘도( ) 범위에서 휘도비

( / )가 - 곡선의 상단에 위치하도록 결정하

다. 본 실험에서 도출된 휘도비( / )는 Fig. 14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표준 역휘도( )가 증가함에 따라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결국 확인확률 조건

( =90, 75, 50%) 각각의 적정휘도비( / )는 표준

역휘도( ) 200cd/m2에서의 휘도비( / )인 0.206,

0.188, 0.127에 해당된다. 분석 결과 - 곡선은 표

준 역휘도( )가 증가할수록 일정 휘도비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이와 동시에 표준 역휘도( )가

증가할수록 - 곡선에 의한 요구 배경휘도( )와

휘도비( / )에 의한 요구 배경휘도( )의 차이가 커

짐을확인할수있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 CIE와 동일

하게 순응휘도와 경계부 휘도의 관계를 일정한 휘도비

로 대표할 경우 높은 순응휘도에서 조명설비 및 에너지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되므로 접근부 휘도와 경계부 휘

도의 관계는 휘도비로 표현되기 보다는 본 연구의 실험

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Eq. (4)~Eq. (6)을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Table 10은 한국도로공사(2011)의 외부밝기에 따른

터널 조명운 기준에서 제시된 터널 경계부 조도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계부 휘도( , Eq. (4)~(6) 적용)를

비교한 것이다. 현 고속도로 터널 조명운 기준은 조도

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콘크리트 노면의 조도환산계수 13Lx/cd/m2(국토

해양부(2008))를 적용하여 조도를 휘도로 환산하 다.

비교 결과, 고속도로 터널 경계부 휘도( )는 본 연구

의 확인확률( ) 75%에 해당하는 경계부 휘도(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응휘도( ) 약 2,500cd/m2

이하에서 본 연구의 확인확률( ) 50%와 75%에 해당

하는 경계부 휘도( ) 사이에 분포하며, 순응휘도( )

가 2,500cd/m2보다 커지면 본 연구의 확인확률( )

50%에 해당하는 경계부 휘도( )보다 더 낮아지는 형

태를 보인다. 또한, 순응휘도( ) 500~1,000cd/m2의

범위에서 고속도로 터널 경계부 휘도( )는 본 연구의

확인확률( ) 75%에 해당하는 경계부 휘도( )와 매우

유사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5 Comparison of Threshold Zone Luminance by   

Schreuder(1964), This Research and CIE

Fig. 16 Analysis Luminance Ratio( / ) Based on   
Relationship between Schreuder(1964) and 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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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국외의 기준을 참조함에 있어 기준설정의 근거 및 도

출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터널 경계부 휘도 결정기준은 국

제조명위원회(CI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의 터널 조명 관련 권고사항을 실증적인

검토없이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준이 참고로 하고 있는 국제조

명위원회의 경계부 휘도 설정근거 및 도출과정을 검토

하여 적정 확인대상 배경의 휘도대비, 확인대상물 표출

시간, 확인대상 배경의 크기를 조정하 으며, 이 조건을

반 한 실험을 통해 순응휘도 100~3,000cd/m2의 범위

에서 설계속도 100km/h인 도로를 대상으로 목표안전

수준별 순응휘도와 경계부 휘도의 관계를 도출하 다.

일반적으로 목표안전수준(target safety level)을 높일

수록 운전자의 안전확보에는 유리하나 안전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통상의 도로

시설의 경우 안전수준의 상향은 단발성 설치비 증가로

끝나지만 터널의 경우 조명설비규모와 더불어 상향된

휘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전력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연결된다. 따라서 터널 조명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 확보

와 더불어 국내 경제적 여건, 에너지 관련 정책기조 등

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순

응휘도와 경계부 휘도의 관계를 안전수준과 동일한 개

념인 확인확률( ) 50, 75, 90% 수준에서 각각 제시하

여 경계부 휘도 결정 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중 하나

인 안전수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시하 다는데 의의

가 있다.

본 실험은 터널로 접근하는 운전자 시야범위 2×10。

내 휘도분포를 축소하여 묘사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경계부 휘도의 결정기준은 정지거리, 즉

기준점에서 경계부 시점에 위치한 장해물 확인가능 여

부이다. 

실험 및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순응휘도 100~3,000cd/m2의 범위에서 순응휘도와

경계부 휘도는 형태의 비교적 강한 선형

관계를 보임(Eq. (4)~(6)).

2. 순응휘도가 증가할수록 휘도비( )는 감소하며

일정 휘도비( )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임.

3. - 곡선 기울기는 Schreuder(1964)의 실험결

과에 비해 더 완만하게 변화하며 이러한 기울기 변화

의 차이로 인해 두 곡선은 교차함. 이러한 차이는 운

전자 시각순응에 대한 민감도가 서로 상이한 실험조

건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향을 미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4.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순응휘도와 경계부 휘도의

관계를 Schreuder(1964)의 실험결과와 CIE에서 제

시하고 있는 휘도비의 상호관계를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순응휘도와 경계부 휘도의

관계는 휘도비로 표현하기에 적절치 않으며 Eq.

(4)~(6)의 선형관계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계부 휘도와 고속도로 터널에

적용되고 있는 경계부 휘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고

속도로 터널 경계부 휘도( )는 모든 순응휘도( )

범위에서 본 연구의 확인확률( ) 75%에 해당하는

경계부 휘도(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따

Table 10. Comparison of Threshold Zone Luminance   

by This Research and Expressway

Category

(cd/m2)

3,846 2,308 1,154 500 54 23

(cd/m2)

Expressway 200 150 100 55 9 5

This
Research

Eq. (4)
(p=90%)   

371 231 126 67 26 23

Eq. (5)
(p=75%)   

303 191 107 59 27 25

Eq. (6)
(p=50%)   

232 145 79 42 17 15

Fig. 17 Comparison of Threshold Zone Luminance by 

This Research and Expres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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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현 고속도로 터널 경계부 휘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 국내 기준은 순응휘도와 경계부 휘도의 관계를 직

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경계부 조명시설 설계는

가능하나 하루 중의 휘도변화에 따른 경계부 휘도 운

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 연구결

과를 통해 목표 안전수준에 근거한 경계부 휘도 운 방

법의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터널 실물실험 수행의 시간적, 경제적 제약

으로 인해 일정비율로 축소된 형태의 시뮬레이터를 이

용하여 적정 경계부 휘도를 제시하 으며 향후 실제 터

널에서 적절한 검증을 수행하고 본 연구 결과의 유효성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3,000cd/m2 이상의 표준

역휘도에 대한 실험을 추가 수행하고 이를 통해 본 실

험결과의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 경계부 휘도 결정을 위해 적용한 의사결정사항 즉 목

표 안전수준과 더불어 국내 경제적 여건, 에너지 관련

정책기조 등 다양한 의사결정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경계부 휘도수준 결정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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