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 (IIluminance)
• 단위: lx (룩스)
조도는 빛 밝기의 정도. 대상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 을 나타내며 단위는 lx 로 표기하며 ‘럭
스’ 또는 ‘룩스’로 읽는다. 바닥면이나 작업면 그리고 벽면 등에 입사하는 빛의 양을 나타내
는 것이다. 1 lx란 1㎡의 면적 위에 1lm의 광속이 균일하게 비춰질 때를 말한다(lm/㎡).
촛불 1개의 조도가 1 lx 이다.

조도와 인간이 느끼는 밝기감은 차이가 있다. 조도는 물리적으로 산출되는 절대값이기 때
문에 정확하지만 인간의 눈은 상대적인 밝기에 의해 공간의 밝고 어둡기를 인지하도록 되
어있다. 즉 눈으로 본 밝기와는 다르다.
그것은 같은 조도에서 밝혀지고 있는 면이 검은색일 때와 흰색일 때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
을 보면 확실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도는 부정확하며 실제 공간의 밝기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조도는 본래 작업을 휘한 빛의 밝기를 정도를 나타내는 측광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
도라고 하면 수평면조도를 가리킨다. 수평면조도는 바닥이나 책상면의 조도를 말한다. 천
장에 있는 조명을 기준으로 아래로 향하는 빛의 밝기로 생각하며 이해하기 쉽다.

조도(lx)

광도 (Luminous Intensity)

• 단위: cd (칸델라)
광도는 광원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양으로 단위는 cd ‘칸델
라’ 로 읽는다.
즉, 광원으로부터 한 방향으로 방출되는 광속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광원에서 빛이 나

올 때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빛을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
라진다. 이것은 각 방향으로 나오는 광속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광도(cd)

휘도 (Luminance)

• 단위: cd/㎡
휘도는 눈부심의 정도, 대상 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나타내며 단위는 ‘cd/㎡’ 이다.그
자체가 발광하고 있는 광원뿐만 아니라, 다른 광원으로부터 반사되어 빛나는 2차적인 광원
(가로등의 빛을 반사하여 2차 광원으로 작용하는 도로처럼)에 대해서도 밝기를 나타내는

양으로 쓴다.

조도가 단위면적(㎡)당 얼마만큼의 빛이 도달하는가를 표시하는 개념이라면 휘도는 그 결
과 어느 방향으로부터 보았을 때 얼마만큼 밝게 보이는가를 말하며 ‘휘도가 높다’ 또는 ‘휘
도가 낮다’로 표현한다.
공갂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밝고 어둡기를 평가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측광량이다.

광속 (Luminous Flux)

• 단위: lm (루멘)
광속은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총량으로 단위는 ‘lm’ 이며 ‘루멘’으로 읽는다.
광원이 뿜어내는 전체 빛의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쉽다. 수치가 클수록 더욱 밝
은 것을 의미한다.
수치가 클수록 더욱 밝은 것을 의미한다. 1lm이라는 것은 초 하나를 켜두고 1미터(한 발
자국 정도) 떨어져서 느낄 수 있는 빛의 양이다. 특정 광원이 100lm이라면 한 발자국 뒤
에서 촛불 100개가 켜진 빛을 느끼고 있는 광량을 연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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