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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계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조도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사업장에 조도

기준을 제시하고,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조도계 사용시 필

요한 기술적, 관리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주위온도 -10 ∼ +40 ℃에서 햇빛 등의 자연광 및 일반 조명용 광원(백

열 전구, 형광 램프, HID, LED 램프 등)에 대하여, 조도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조도”라 함은 빛이 비춰지는 단위면적의 밝기에 대한 척도를 말한다.

(나) “휘도”라 함은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

(다) “럭스(Lux)”이라 함은 1 m2의 단위면적에 1루멘(lm)의 광속이 평균적으로 조사

되고 있을 때의 조도의 단위를 말한다.

(라) “전체조명"이라 실내부 전체를 고르게 밝혀 주는 조명을 말한다.

(마) “국부조명”라 함은 전체조명과 더불어 사용되며 실제 작업영역에 근접한 조명을

말한다. 국부조명은 좁은 영역에 높은 조도가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조절 가능

한 조명이 필요할 때, 작업공간의 특성으로 전체조명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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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광부”라 함은 광전소자, 필터, 그 밖의 광학소자 등을 포함한 빛을 전기적

출력으로 변환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 “측정범위”라 함은 측정자가 정한 측정영역을 의미한다.

(아) “단위구역”이라 함은 일정한 측정간격에 따라 분할선을 활용하여 측정범위를

나누었을 때, 모퉁이 4점에 해당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자) "분해능"이라 함은 기기가 어떤 변수의 값을 주변 값들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의 척도로 지침형에서는 최소 눈금치의 1/2에 상당하는 값, 디지털형에서는 끝

숫자의 ±1에 상당하는 값으로 한다.

4. 조도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도 기준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 의거 조도 기준

작업구분 기준

초정밀작업 750 lux 이상

정밀작업 300 lux 이상

보통작업 150 lux 이상

그 밖의 작업 75 lux 이상

(2) 아래 표 4.2에 표시된 조도는 KS A 3011에서 권하는 조도 기준으로 주로 시(視)

작업면 에 있어서의 수평면 조도를 나타내지만, 작업 내용에 따라서는 수직면 또

는 경사면의 조도를 표시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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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KS A 3011에 의한 조도 기준

작업내용 작업 및 활동 유형

조도범위(lux)

참고 작업면
조명 방법최저

조도
표준
조도

최고
조도

그 밖의
작업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75 100 150 전체조명

보통작업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 시작업 수행

150 200 300

작업면 조명정밀작업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 시작업 수행

300 400 600

초정밀작업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 시작업 수행

750 1000 1500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 시작업 수행

1500 2000 3000

전체조명과
국부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장시간 동안 힘든 시작업
수행

3000 4000 6000

휘도 대비가 거의 안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6000 10000 15000

(3) 표 4.2에 표시된 조도는 항상 유지하여야 하는 값을 나타내며, 국부 조명을 사

용하여 기준 조도에 맞추는 경우, 전체조명의 조도는 국부 조명에 의한 조도의

10%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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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도계의 종류 및 용도

(1) 조도계의 종류는 성능에 따라 표 5.1과 같이 4 등급으로 분류한다.

표 5.1 정확도에 따른 조도계 등급분류

종류 정확도 %

정밀급 표시치의 ±3

일반형 AA급 표시치의 ±4

일반형 A급 표시치의 ±7

일반형 B급 표시치의 ±10

(2) 각 종류별 조도계의 주된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가) 정밀급 : 정밀측광, 광학실험 등의 연구실에서 요구되는 고정밀도의 조도측정에

사용된다.

(나) 일반형 AA급 : 기준·규정의 적합성 평가 등에 있어서 조도치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조명장소에서의 조도측정에 사용된다.

(다) 일반형 A급 : 실용적인 조도치가 요구되는 조도측정에 사용된다.

(라) 일반형 B급 : 조도의 기준이 요구되는 조도측정에 사용한다. 다만, 조도의 범위

만을 표시하는 성능의 조도 체크 등은 제외한다.

(3) 조도계의 정확도는 KS C 1601에 따라 시험했을 때의 오차로 표시하고, 표

5.1에 표시하는 값으로 한다. 다만, 3,000 lux를 초과하는 표시치에 대하여는 표

5.1 백분율의 수치를 1.5배로 한다. 단, 정확도에는 표시부 고유의 분해능을 포함하

지 않는다.

6. 조도측정에 있어서의 일반적 사항

(1) 측정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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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도측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조도측정점의 결정방법에 따라 측정점을 결정한

다.

(나) 전원의 상태 및 점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광원의 형식 및 크기, 필요에 따라 처음 점등 이후의 점등 시간을 확인한다.

(라) 조명 기구의 상태를 파악한다.

(마) 광원의 조명 기구에의 부착 상태 및 점등 상태를 파악한다.

(바) 환경조건을 파악한다.

(2) 측정시의 주의사항

(가) 측정 개시 전, 전구는 5분간 방전등은 30분간 점등시켜 놓는다.

(나) 전원 전압을 측정할 경우에는, 가급적 조명기구에 가까운 위치에서 측정한다.

(다) 조도계 수광부의 측정 기준면을 조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면에 가급적 일치

시킨다.

(라) 측정자의 그림자나 복장에 의한 반사가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지침형 조도계는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0 ∼ 1/4범위의 눈금 판독은 가급적하

지 않는다.

(바) 측정 대상 이외의 외광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그 영향을 제외하고

측정한다.

(사) 많은 점의 조도측정을 할 경우, 특정의 측정점을 정하고, 일정한 측정시간

간격마다 특정한 측정점의 조도측정을 한다. 또한, 필요시 조도측정 중의 광

원 출력 변동 등을 파악한다.

7. 조도측정의 방법 및 기록

(1) 전체조도 측정점의 결정 방법

(가) 조도계는 측정위치와 수평이 되도록 한다.

(나) 측정 위치는 서서하는 작업의 경우 바닥 위 80±5 cm, 앉아서하는 작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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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위 40±5 cm, 복도· 옥외인 경우는 마루면 또는 지면위 15 cm 이하로 한다.

(다) 책상, 작업대 등의 작업 대상면이 있을 경우 그 윗면 또는 윗면에서 5 cm 이내의

가상면으로 한다.

(라) 측정점의 위치는 측정영역을 정하고, 영역을 동등한 크기의 면적으로 분할하여

분할선의 교차점을 측정점으로 선정하되 10 ∼ 50점이 되도록 결정한다.

그림 7.1 측정점의 결정방법

(마) 측정간격 설정시 조도 변화가 큰 장소는 측정간격을 작게, 조도변화가 작은 장

소는 조도측정의 간격의 크게 정한다.

(바) 측정영역이 같은 모양, 같은 치수의 반복 또는 그 대칭형으로 조명 시설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측정으로 그 외를 생략할 수 있다.

(2) 전체조명에서 평균조도의 산출법

(가) 측정범위의 평균조도는 단위구역마다 평균조도로 구하고 측정범위의 평균

치를 평균조도로 한다.

E=1/4(E1+E2+E3+E4) = 1/4∑Ei

그림 7.2 4점법에 의한 평균조도 산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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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위구역이 다수 연속하는 경우에는 아래 식을 활용하여 평균조도를 산출한다.

E=1/4MN (∑E모퉁이점+2∑E변점+4∑E내점)

그림 7.3 다수의 단위구역에 연속할 때 평균조도 산출방법

(다) 다만, 내점의 조도와 모퉁이점, 변점의 조도비가 4 이하로, 조도 분포가 거의

한결같은 경우 또는 조도측정점의 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 평

균조도값을 아래 식에 대입하여 산출한다.

E=1/(M +1)(N+1)∑E i

(라) 그림과 같이 실내 중앙에 조명기구가 1등 설치되어 있는 경우 평균조도의 산

출은 다음의 식과 같이 5점법을 사용한다.

E=1/6(∑ Em i+2Eg )

그림 7.4 5점법에 의한 평균조도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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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조도측정

연직면 조도, 법선 조도, 작업면의 조도 등을 구할 때는 조도계를 측정지점에

놓고 조도를 측정하고, 연직면 조도의 측정높이는 좌식 또는 입식 작업면을

기준으로 120±5 cm로 한다

(4) 유지·관리를 목표로 하는 조도측정

조도의 유지, 변화의 상태를 조사해서 보수·관리를 목표로 하는 경우의 조도측

정은, 필요에 따라 대표적인 몇점의 측정치로, 전체적인 조도를 추측하여도 좋

다.

(5) 국부 조명의 조도측정

(가) 조명되는 장소가 좁은 경우에는 적절한 1점 또는 몇 점을 측정해서 대표시킨다.

(나) 조도 분포가 특별히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조명 측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다.

(6) 조명조건(전압, 측정장소, 광원, 조명 기구의 배치 등), 측정방법(조도계, 측정점

및 높이, 수평, 연직, 법선, 경사면 등의 측정면, 측정자), 환경조건(측정일,

시간 등) 등을 기록한다.

(7) 측정결과는 측정점수, 평균조도, 최대조도와 최소조도 및 그 위치 등의 계산 결

과를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