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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present a low-cost, highly efficient system in order to create stable
environment for plant growth in poor artificial environment of rooftop space in city. Irrigation system applied in this
study is a bottom tube method for supplying water directly to the root zone of the plant part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of this irrigation system, two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the system developed is an integrated system of green roof and irrigation that reflects, in various angles,
geotechnical traits of the artificial environment of the roof top. As today there exists more desire and interest for urban
agriculture with an emphasis on edible landscape which goes beyond the artificial environment, the system should be
studied further and experimented with a wider variety of crops and plan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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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옥상공간이라는 도심의 열악한 인공환경의 녹화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식물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을 개발 및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적용한 스템관수시스템은 식물의 근권부에 직접
수분을 공급하는 저면관수법이다. 이 스템관수시스템의 효율성과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식생기반재(토양) 및 관수방법
에 따른 탄소고정량 비교 및 식생매트를 이용한 관수시스템 적용성 평가 두 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템관수시스템은 옥상이라는 인공지반환경의 환경특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통합적 옥상녹화․관수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단순 인공지반녹화를 넘어 “식용경관(edible landscape)”을 강조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식물 소재 및 작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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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다양한 형태의 개발행위로 인한 인공지반의 증가는 도시생
태계의 악화와 도시열섬효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공지반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하는 한편,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녹지면적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반의 녹화에 관심이 기울여지
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옥상공간 녹화는 삶의 질을 높이고, 정
신적․육체적 치유공간을 제공하는 필수적 기능 외에도, 냉난
방에너지 절감, 우수유출량 저감, 도시생물권 회복, 휴식공간과
도시농업공간 제공, 도시 어메니티의 향상에도 기여하여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옥상공간의 환경은 높은 일사량과 구조체의 열전도
로 인한 고온, 강한 바람, 하중을 고려한 얕은 토심이라는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분부족으로 인한 식물의 건조스
트레스가 커서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열악한 인공 환경이
므로, 이런 제약요인을 고려한 안정되고 효과적인 물․양분 공
급시스템이 필요하다.
관수방식에는 크게 지표면관수(인력, 이동식 스프링클러 방
식, 점적관수)와 지중관수(지중관수, 저면관수)가 있다. 지표면
관수는 소요되는 용수량에 비해 손실이 많고 식물 근계의 활용
량이 적어 옥상식물의 수분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생산성이 낮
은 방식이다. 이에 반해 지중관수는 식물이 흡수하는 수량 외
에 물 손실이 적어 용수를 절약하는 한편 토양습윤영역이 확대
되고, 수분과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며, 세근의 성장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지관리 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방
식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옥상공간의 녹화에
있어 식물의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
로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저비용․고효율 시스템을 개발하
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고찰

1. 옥상녹화의 유형과 환경특성
옥상녹화의 유형은 일차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와 환경특성,
용도, 비용에 따라 결정되지만, 공통적으로 반입 가능한 토양의
양과 토심에 따라 식물 재료를 구성한다. 배수층․차단층 기술
향상과 다양한 경량토양의 보급으로 유효토심이 확보되고, 배
수․방수 성능이 높아지면서 식물재료와 구성, 활용형태가 다
채로워지고 있다. 식물재료 단순피복과 옥상정원의 형태가 대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단순 녹지공간의 기능을 넘어“식용 경관
(edible landscape)”을 강조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화분과 플랜터를 이용한 기존의 단순재배형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옥상텃밭 또는 옥상농장, 무토양 양액재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옥상녹화의 환경특성으로는 물리 환경적 측면과 유지 관리
적 측면이 있다. 물리 환경적 측면에서 옥상공간의 환경은 높
은 일조량과 구조체의 열전도로 인한 고온, 강한 바람, 하중을
고려한 얕은 토심이라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분
부족으로 인한 식물의 건조스트레스가 크므로 생육환경의 조
성에 제약이 많다. 한편, 옥상에 조성한 녹지공간의 유지 관리
적 측면에 있어서 대두되는 고려사항으로 토양환경 유지, 방수
층 보호, 시설의 내구성 증진(부식 및 동파 방지), 유지관리비
용(관수, 시비, 제초, 병충해 방제) 절감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 또는 저감․완화하면서, 안정된 식물
생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시스템이 필요
하다.

2. 옥상녹화 관수방법
옥상녹화 관수방법에는 크게 지표면 관수와 지중관수, 두 가
지 방법으로 나뉜다. 그 중 지중관수에는 지중관수법과 저면관
수법이 있다.
지중관수법은 지중에 매설한 관수파이프에서 토양으로 물이
스며 나와 작물의 근계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토양의 단
립화가 잘 이루어지고, 유기물이 많아 물의 확산이 빠른 토양
에 적용하는 것이 좋고, 지표관수에 비하여 병충해 발생이 적
고 생산성이 높다.
하지만 지중급수파이프로부터 근계까지 수분이 스며 올라오
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이 많이 손실되며, 급수파이프 매
설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급수공이 쉽게 막히기 쉽기 때
문에 급수관을 그물튜브로 싸서 매설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
고 있다.
한편, 저면관수법은 미세한 종자를 파종한 파종상이나 분화
재배에 이용되는 포트에 수분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면
에 있는 배수공을 통하여 물이 스며 올라가도록 하는 관수방법
이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수분의 모관상승을 이용하는 것이므
로 무엇보다도 토양(배지)의 물리성이 적합해야 한다. 즉, 토양
입자가 거칠고 크면 모관 상승력이 낮아 표토가 건조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점질이면 통기가 불량해지므로 적당한 토
양물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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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이 있는 매트 위에 포트를 놓고, 이 매트의 수분이 모
관 상승하여 수분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 포트의 배수공에
심지를 부착하고, 이 심지를 포트 밑의 저수조에 잠기도록 하
여 이를 통해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 벤치에 주기적으로 일정
수위의 물을 채웠다 빼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관수방식인
간헐침지식법(ebb and flow) 등이 있다.
이러한 저면급액 방식은 수분소요량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크기의 포트가 함께 있을 때 좋은 관수방법이며, 또한 관수할
때 잎이 젖어서는 안 되는 식물 등에 매우 좋다.
그러나 포트 표층에 염류가 집적되므로 주기적인 검사와 지
표면 관수로 집적염류를 세척해 주어야 한다.
Ⅲ. 연구 방법

옥상녹화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수자원을 절약하는 적정 관
수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 적용한 스템(STEM)관
수시스템의 개념은 식물의 줄기(stem) 구조를 생체모방한 형
태의 심지가 부착된 관수호스를 하부 배수판에 결합하여 식물
의 근권부에 직접 수분을 공급하는 저면관수법이다.
식물의 줄기(stem)와 같은 형태와 방식으로 수분이동을 하
며, 작물의 품목별로 적정 수분을 공급하여 수분손실을 최소화
하고, 토양상부의 soil film 처리를 통해 수분증발 억제 및 수분
유지를 용이하게 하며, 옥상 등의 인공지반 설치 시 별도의 방
수, 방근층이 필요 없고, 관수한 물이 토양에만 공급되므로 건
물바닥에 물이 떨어질 염려가 없다.
또한 관수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전 면적에 일정 시간 간격
으로 일정량의 물을 공급하고,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양액공급
장치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양분공급이 가능하며, 이로써 식재기

그림 3. 실험구의 조성

반과 관수․시비시스템이 통합된 시스템 개발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스템관수시스템의 효율성과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첫째, 실험구를 설치하고, 식생기
반재(토양) 및 관수방법에 따른 식물의 탄소고정량을 측정하
여 비교하였다. 둘째, 식생매트를 식재하고 성장량을 측정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1. 식생기반재(토양) 및 관수방법에 따른 탄소고정
량 비교

본 실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리빙애그로(주) 사옥
옥상에서 2015년 6~8월 약 2개월간 실시되었다. 당사의 토양
(웰빙토™)을 사용한 실험구와 타사의 토양을 사용한 대조구를
옥상에 설치하고, 스템관수법과 상부관수법(관수량을 1배, 2배,
3배로 실험)을 적용하여 옥수수(베드 당 18개체)와 감자(베드
당 6개체)를 각각 16m2의 면적에 재배하였다. 재배한 옥수수와
감자는 건중량을 측정하여 이 결과로 탄소고정량을 산출 및 비
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육묘단계에서 묘의 생육상태는 건중량으
로 평가하고, 탄소량은 건중량을 기반으로 산출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탄소량=건중량×0.5”이라는 수식을 이용하여 탄소고정
량을 산출하였다.

그림 1. 식물줄기(stem)와 같은 형태인 생체모방형 관수시스템

그림 2. 스템(STEM) 관수원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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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식생매트 대조실험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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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매트를 이용한 관수시스템 적용성 평가
본 실험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호관 옥상의 기온
이 35℃ 이상으로 오르는 여름철에 실험용 작물베드를 설치하
여 실험하였다. 저관리형 관수시스템 설치 후 흙의 포설 유무
에 따른 실험구를 나눈 후, 매트형 식물 5종류(수크령, 쑥부쟁
이, 꽃잔디, 세덤 2종)를 흙이 없는 실험구와 토심 5cm의 대조
구에 식재한 후 식물 성장 및 재배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식생기반재(토양) 및 관수방법에 따른 탄소고정
량 비교

옥수수의 탄소고정량 측정 시 탄소무게는 일반적으로 생장
량과 비례하는 것을 바탕으로, 옥수수의 탄소고정량을 관수방
식에 따라 비교 평가한 결과, 토양의 종류에 상관없이 스템 관
수방식이 다른 관수방식에 비하여 탄소고정량이 가장 높은 것
을 확인하였다.
타사토양을 사용 시 스템관수 방식과 상부관수 3배량 관수
방식과의 탄소고정량 차이가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토양에
따른 탄소고정량을 비교평가한 결과, 당사의 토양을 사용하였
을 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감자의 탄소고정량을 관수방식에 따라 비교 평가한 결
과, 토양의 종류에 상관없이 스템 관수방식이 다른 관수방식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타사토양을 사용 시 탄소
고정량이 스템 관수 방식, 상부 관수 2배, 상부 관수 3배 순으
로 나타났다. 토양에 따른 탄소고정량 비교평가 결과, 당사의
토양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토양에 따른 탄소고정량 비교평가 결과는 옥수수, 감자 모두
표 1. 옥수수 1개 베드 당 탄소고정량(단위: g)
구분

뿌리

줄기

잎

옥수수

전체

STEM관수

625.5

985.0

483.0

320.5

2,414.0

타사

상부관수 1배

405.4

959.0

354.7

211.1

1,930.2

토양

상부관수 2배

416.2

1,000.6

406.3

306.8

2,129.9

상부관수 3배

618.1

1,003.0

424.2

307.6

2,352.9

STEM관수

736.8

1,434.6

491.3

940.9

3,603.6

당사

상부관수 1배

631.1

1,136.9

453.2

880.8

3,102.0

토양

상부관수 2배

667.3

1,136.7

491.3

950

3,245.3

상부관수 3배

569.2

976.8

440.8

694.7

3,681.5

표 2. 감자 1개 베드 당 탄소고정량(단위: g)
구분

뿌리

지상부

감자

전체

STEM관수

33.9

284.0

907.0

1,224.9

타사

상부관수 1배

20.6

250

670

940.6

토양

상부관수 2배

26.5

269.3

766.1

1,061.9

상부관수 3배

23.2

253.6

675.4

952.2

STEM관수

41.0

329.4

1,124.7

1,495.1

당사

상부관수 1배

24.9

302.5

810.7

1,138.1

토양

상부관수 2배

32.1

325.9

927.0

1,284.9

상부관수 3배

28.1

306.9

817.2

1,152.2

그림 5. 옥수수, 감자 탄소고정량 비교

당사의 토양에서 높게 나타났고, 관수방법에 따른 탄소고정량
의 비교평가 결과는 옥수수, 감자 모두 스템관수에서 높게 나
타났다.
그리고 작물의 재배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은 당사의 토
양에 스템관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당사의 토양이 타사의 토양보다 밀도가 높아 수분
확산이 더욱 잘 되고, 수분공급이 관수관의 상부 위치에 형성
되어 불균형적이므로 수분공급 편차가 발생한다. 수분 증발산
으로 인해 수분손실과 표토의 비산이 발생하는 상부관수와는
달리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 만큼의 수분이 소비가 되고, soil
film 처리로 수분 증발산이 억제되는 스템관수가 식재기반의
하부에서 작물의 근권부에 수분을 직접 공급한 결과로서 타사
의 토양보다 탄소고정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관수의 효율성에서 저면 관수의
수분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식생매트를 이용한 관수시스템 적용성 평가
흙의 포설과 미포설로 나누어 작물의 생장을 비교평가한 결
과, 흙을 포설한 식생매트 실험구에서 5종류 모두 생장량이 높
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흙을 포설하지 않은 실험구에서는 5
종류 모두 대조구에 비해 잘 자라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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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흙 포설 유무에 따른 작물 생육 평가

그림 6. 흙 포설 유무에 따른 작물 생육 비교

수크령 매트는 흙이 포설된 실험구에 비해 식물의 높이 생
장이 제한되고 조기에 갈변현상이 일어났다. 쑥부쟁이 또한 흙
이 포설된 실험구에 비해 조기에 갈변하였고, 생장도 부진하였
다. 꽃잔디의 경우, 조기에 갈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5종류의 식물 중 흙 포설 유무에 따른 생장 차이가 가장 적었
다. 세덤 또한 2종류 모두 생장 차이가 나타났으나, 두 번째 종
류의 경우가 더욱더 생장 차이가 컸으며, 조기에 잎의 색이 변
하고 성장이 더뎠다.
흙을 포설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적으로 식물이 더 자라지
못한 것은 지열에 따른 온도조절능력 및 수분유지력이 흙을 포
설한 식생구보다 떨어져 뿌리의 생육증진 부족 등의 결과로 판
단된다. 그러나 무토양 실험구의 경우, 고온과 양분부족으로 토
양이 있는 대조구에 비해 성장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지만, 생육
은 가능하여 옥상환경에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의 토심에 따라 스템 관수시스템의 적용성 평가 결과,
토심 5cm에서의 성장이 가장 효율적이며, 토양이 전혀 포설되
지 않은 환경과 옥상의 고온건조한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템 관수시스템을 옥상녹화에 적용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물 사용을 최소화한다. 본 관수법은 기존의 점적관수
법과 비교할 때, 물 사용량을 약 80%까지 절감한다. 저면에서
관수된 물은 토양의 삼투작용으로 상승하여 식물에 이용되므
로 표층으로의 수분증발이 억제되고, 표면으로 물이 유실되지
않는 한편, 토양의 습윤영역을 1.25배 확대하므로 고온건조환
경에서수분손실을최소화하여식물의 건조스트레스를완화한다.
둘째, 토양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물과 양분을 공급하
는 자동컨트롤러를 적용하므로 식물에 필요한 적정수분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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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공급한다. 또한, 저면관수로 물, 산소, 양분을 공급하므로
뿌리발달을 유도하여 식물의 생육이 왕성하다. 그리고 무동력
상수압(1bar)만으로 전 면적에 균일하고 안정적인 관수가 가
능하다.
셋째, 유지관리의 지속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 본
시스템은 관수와 시비가 필요하지 않다. 단, 무시비의 경우는
양액 공급장치를 결합한 경우이다. 또한, 토양표면이 건조하여
잡초와 병충해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관수시설의 매립
으로 미관과 편의성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높다. 옥상녹화에서
중요한 방수문제의 경우, 건물바닥으로 누수되는 잔여수분이
거의 없어 별도의 방수처리가 필요 없으며, 동계에도 동파우려
가 없다.
Ⅴ. 결론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적용한 스템 관수시스템
은 옥상이라는 인공지반환경의 물리환경측면과 유지관리측면
을 다각도로 고려한 통합적 옥상녹화․관수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즉, 식재기반과 관수시스템, 양액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식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육환경과 저비용․고효율의 유
지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향후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물마다
수분요구량이 다르므로 보다 다양한 식물소재 및 작물을 대상
으로 실험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관수시스템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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