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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도시 내 

옥상녹화의 유출저감 효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옥

상녹화는 배수판, 토양, 식생을 두었으며, 옥상녹화의 물관리 기능

보다 심미적, 생태적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우 

시 빗물을 최대한 저류하며 옥상녹화의 유출저감 기능을 고려한 

저류형 옥상녹화의 설계인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배수판 대신 빗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판, 표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저류벽, 

토양배합비 및 토심을 설계인자로 결정하고 유출실험을 수행하여 

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 효과를 평가하였다. 유출저감 평가 인자

는 첨두유출량저감율, 첨두유출지연시간으로 결정하고, 수자원 확

보 효과는 옥상녹화 내 빗물저류량으로 평가하였다. 

강우강도 20, 40, 60, 80, 100 mm/hr 의 모의강우 조건에서 설

계인자에 따른 유출특성을 실험, 분석하였다. 옥상녹화에 배수판 

대신 저류판을 두고 유출구의 위치를 높게 설계 하였을 때, 네 가

지 설계인자 중 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강우강도 100 mm/hr 이하에서 유출이 발생하였

을 때 5 cm 저류판이 있는 옥상녹화의 첨두유출 저감율은 

34-42.9%, 최대 61 mm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으며, 강우 80 

mm/hr 조건에서 일반옥상녹화와 비교했을 때 5 cm 저류판이 있

는 옥상녹화의 첨두유출량은 30% 저감되었고 첨두유출시간은 33

분 지연되었다. 토심은 10, 15, 20 cm를 대상으로 비교 실험 하

였으며, 각각의 옥상녹화에서 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10 cm 토심

의 첨두유출저감율은 11.3-19.3%, 15 cm 토심은 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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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m는 22.5-31.9%를 나타내었다. 토양배합비는 유출저감 효

과 중 첨두유출량 저감에 영향이 있었으며, 수자원 확보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옥상녹화의 저류벽은 토양보다 5 cm 정도 높

은 외벽을 두었으며, 강우강도 80, 100 mm/hr 강우이벤트에서 

옥상녹화의 전체 유출량의 10%에 해당하는 표면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물 관리 기능을 고려하는 옥상녹화의 설계인자 별 

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 효과에 대해 정량화 하였으며, 저류형 

옥상녹화의 물 관리 기능에 대해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저류형 옥상녹화의 유출저감 기능은 강우 시 옥상녹화

의 비점오염원 유출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옥상녹화 설계 시 기존 심미·생태적 측면을 뛰어 넘어 

물 관리 기능을 갖춘 옥상녹화의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참고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수자원확보, 옥상녹화, 유출저감, 저류형 옥상녹화, 첨두유출저

감, 첨두유출지연

학  번 : 2014-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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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도시 내 불투수면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하수관거로 유출되는데, 이는 기존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하여 도시 내 홍수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도시 내 홍수피해에 대

응하기 위한 도시의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

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수저감을 위한 인프라로써 빗물펌프장 건설, 배수관 

확장 등이 있지만 이는 높은 비용과 에너지가 요구되며, 교통 혼란이나 

소음공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김정연, 2014). 이에 옥상녹화는 

도시 내 투수면을 증가시켜 강우 시 유출 저감 및 수자원 확보 효과를 

나타내며 이 외에도 녹지공간 확보,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이기덕, 2011). 옥상녹화란 건물의 옥상

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층을 형성하고 식재를 하거나 수공간을 만

들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여규동 외, 2013). 옥상녹화를 

물관리 측면에서 보면, 옥상녹화에서 식생층과 토양층은 일차적으로 일

정량 이상의 보수능력(유출억제 효과)을 지니며 또한 토양층으로 우수침

투 과정에서 우수 유출계수에 대한 시간 지연효과를 지닌다(이기덕, 

2011). 기존의 옥상녹화는 심미적, 생태적 중심으로 설계 및 시공이 되

어왔으며, 설계요소에 옥상의 물 관리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기존 옥

상녹화는 토양층 하부에 배수판을 두었다면, 저류형 옥상녹화는 빗물을 

추가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저류판을 두고 토양층보다 높은 외벽을 두었

다(Han, 2014). 기존의 연구들은 식재, 토양깊이, 강우에 따른 유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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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효과에 대해 수행되어왔으며 옥상녹화의 설계인자에 따른 유출저감효

과 및 정량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서울의 총 면적 중 도심은 

60%에 이르며 이중 옥상녹화 설치가능 면적은 46% 이다. 이에 서울시

는 대형건물의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 또한 지속적

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옥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

가 미흡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워 사회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토해양부, 서울시, 환경부의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가

이드라인에는 옥상녹화의 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와 같은 물 관리 요소

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옥상녹화 사업효과는 건물 뿐 만 아니

라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반한다(이정훈 

외, 2015). 따라서 옥상녹화의 물 관리 요소를 고려한 설계인자에 따른 

유출저감 및 수자원확보 효과의 정량화 및 가이드라인의 고려사항 제시

를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옥상녹화

의 물 관리 기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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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빗물 저류형 옥상녹화의 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설계인자를 정의하고, 주요 설계인자에 따른 옥상녹화 유출실험을 

수행한다. 이에 따른 설계인자 별 유출특성을 분석하고 유출저감 및 수

자원 확보 효과를 평가하여, 저류형 옥상녹화의 설계 가이드라인 고려사

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저류형 옥상녹화의 주요 설계인자 

정의

2) 저류형 옥상녹화의 주요 설계인자에 따른 옥상녹화 유출 실험 및 유

출저감, 수자원확보 효과 평가 

3) 저류형 옥상녹화의 설계 가이드라인 고려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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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옥상녹화의 정의 

 옥상녹화란 건물의 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물의 지붕이나 옥

상 등 인공지반 상부에 잔디나 초목을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한무영, 

2003). 옥상녹화는 토심과 식재에 따라 경량형, 중량형, 혼합형으로 분

류된다. 경량형은 토심 20 cm이하로 잔디나 세덤을 식재하고 1-2회/년 

의 주기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구조적 제약이 있는 곳이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주로 활용된다. 중량형은 토심 

20 cm이상으로, 나무나 관목을 식재하고,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

며 구조적 문제가 없는 곳에 적용한다(Oberndorfer et al., 2007). 혼

합형은 중량형 녹화와 경량형 녹화의 중간조건에 해당된다. 토심 30 cm 

내외로 지피식물과 키가 작은 관목 위주의 식재를 하며 관리, 중량형을 

단순화 시킨 유형이다.       

Fig. 2.1 Extensive (left) and intensive (right) green ro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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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yp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green roof load 

(서울특별시, 2011)     . 

녹화 하중(D.L) 사람 하중(L.L)

중량형 녹화 300 kgf/㎥ 200 kgf/㎥

경량형 녹화 120 kgf/㎥ 100 kgf/㎥

혼합형 녹화 200 kgf/㎥ 200 kgf/㎥

일반적으로 옥상녹화 시스템은 건물, 식재기반, 식생층으로 구성되어있

으며 식재기반은 방수층, 배수층, 토양여과층, 토양층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2.2). 옥상녹화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 인공지반 등을 생물의 서

식이 가능한 생태적인 공간으로 구성하는 작업이다(환경부, 1999). 옥

상녹화의 비용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중량형 옥상녹화가 경량형 

옥상녹화보다 더욱 많은 비용과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중량형이 경

량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Table 2.1). 경량형과 중량

형 옥상녹화는 각각의 목적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경량형은 유출저감 및 

단열을 목적으로 하고 중량형은 생태조경, 심미, 휴게공간을 목적으로 

한다. 

        Fig. 2.2 Layer of a green roof unit (Berndtss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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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A comparison of extensive and intensive green roofs 

(Berndtss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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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의 효과로는 환경적효과, 경제적효과, 사회적효과, 심미적 효과 

등이 있다(김병진, 2011). 옥상녹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

으며, 옥상의 녹지가 도시와 생물서식공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 옥상

정원을 대상으로 곤충과 조류의 생태를 관찰한 연구(Dunnet and 

Kingsbury 2004) 에 의하면 지표와 옥상에서 발견된 생물 종 수는 비

슷하였으며, 도시 내 조류들의 옥상녹지 방문이 빈번하여 옥상녹화의 먹

이공급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시사했다. 많은 연구에서 도시의 녹지는 

증발산 작용을 통하여 뜨거워진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한다고 한

다. 옥상녹화는 식재 없이 토양만 존재하여도 토양수분의 증발작용에 의

해 5 ℃정도 온도저감 효과가 있으며, 열유량을 낮추어 주는 단열재의 

역할도 하여 건물 내부의 온도까지 낮추어 줄 수 있다(이동근, 2005). 

또한 강우 시 옥상녹화 표면에 떨어진 빗물은 토양 침투를 통해 여과시

키고 유출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는 등 첨두유출저감 및 유

출지연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Stovin et al, 2012). 토심 10 cm의 보

급형 옥상녹화 시스템은 20 mm/㎡의 강수량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저

수기능을 가진다(환경부, 1999). 단기간 집중홍수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수유출 저감효과가 있으며, 옥상녹화에서 빗물을 함유하여 다시 대기

로 증발시키므로 하나의 작은 물순환체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김병진, 

2011). 옥상녹화의 조성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에는 시민들의 스트레스

를 해소시켜 주는 심리적 효과가 있으며, 옥상텃밭은 사람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공유의식을 갖게 되어 지역공동체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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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옥상녹화의 설계

하중

 옥상녹화를 할 경우, 건축물의 선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건물의 안정성 확보이다. 옥상녹화 설계(신축 및 기존 건축물)

에는 옥상의 미치는 하중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유형

의 녹화설계를 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2011). 구조적 전제조건으로서 

적용하중은 가능한 녹화의 유형과 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다. 건축구조역학상 옥상녹화와 연관되는 주요하중은 고정하중(Dead 

Load)과 동하중(Live Load)으로 구분된다. 식생하중을 포함한 최대 함

수상태에서 전체 증의 하중은 고정하중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저수층이 

포함된 녹화시스템은 저장된 물의 하중을 추가적으로 계산에 포함시킨

다. 

경사

녹화유형에 따른 건축과 조경의 기술적 요구조건과 연관하여 옥상의 경

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옥상녹화의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소 2%의 경사율을 갖는 건축물에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환경부, 

1999).

식재 

식재층을 구성할 때는 크게 자라는 수목은 하중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또한 키가 큰 초화류는 바람에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이 외에는 지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획 대상지의 기상 조건

이나 자연환경 조건에 적합한 수목 중에서 식재 하중 조건이나 식재 기

반의 두께, 수목의 생장도, 반입 등을 고려하여 수종 및 수형을 선택한

다. 식재할 식물은 방풍대책이나 경량토양 등을 이용하여 식재기반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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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면, 대부분의 식물을 심을 수 있다(옥상녹화 Q&A, 2009). 

토양 

옥상녹화시스템의 전체 하중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토양의 종류, 비중, 

토심은 건물의 허용적재하중, 식재플랜, 관리방식 그리고 식재 공법과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심이 얕은 경량형의 경우 

인공경량토양, 토심이 깊은 경우 자연토양의 비중이 높아진다(환경부, 

1999). 

여과재 

빗물에 씻겨 내리는 세립토양이 시스템 하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여과하

는 기능을 한다. 세립토양의 여과와 투수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

며, 뿌리의 침투를 방지하는 방근 기능을 함께 가지는 경우도 있다(환경

부, 1999). 

배수판 

시스템 상부에서 하부로의 수직 배수와 바닥 경사를 따라 흐르는 수평 

배수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여름철 집중 호우 시를 고려, 충

분한 표면 배수와 심토층 배수가 가능하게 구성한다. 특히 경량인공토양

으로 토양층이 구성되는 저관리, 경량형의 경우 배수불량은 토양유실 및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므로 배수시스템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배수

층 구성 소재로는 배수토양, 배수골재, 배수판, 배수시트, 저배수판 등이 

있으며 이들을 서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옥상녹화 Q&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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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옥상녹화의 유출특성 

 강우 시 옥상녹화는 토양 내 빗물이 침투시키고 공극사이에 저류하므로

써 일반 콘크리트 옥상의 첨두유출량저감 및 첨두유출시간을 지연할 수 

있다(Fig. 2.3). 그동안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옥상녹화의 토심에 따른 

우수유출량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과 진행된 바 있다. 옥상녹화의 유출

저감 및 수자원 확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음 Table 2.3 과 

같다.  

Fig. 2.3 Example runoff from a green roof (dashed line) 

generated by a given rain event (black line)(Berndtsson. 2010)

옥상녹화 시 식생종류에 따른 유출량 예측(이재형 등, 2006) 및 실규모

의 옥상녹화에서 30 mm 이하의 소강우를 대상으로 한 옥상녹화의 우수

유출 저감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Lee et al, 2011). 

Vanwoert et al (2005)는 경량형 옥상녹화의 빗물저류량에 대해 연구

하였는데, 옥상의 면적, 경사도, 토심에 따른 빗물저류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식재가 있는 옥상녹화와, 식재가 없는 옥상녹화에 따른 연구도 수

행하였다. 총 연구기간 1년동안, 식재가 있는 옥상녹화는 내린 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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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Factors which influence green roof water retention 

capacity 

60%를 저류하였고, 식재가 없이 토양만 있는 옥상녹화는 27-50%의 

강우를 저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빗물저류의 중요한 인자로서 강우강도

와 강우지속시간을 나타냈다. 또한 14개월 동안 83개의 강우이벤트에 

대해 토심 및 경사도에 따른 옥상녹화의 빗물저류량에 대해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강우이벤트 기간동안 2% 경사도와 4 cm토심의 옥상녹화 평

균 빗물저류율은 60%로 나타났다. 위 연구에서 토심과 경사도는 옥상녹

화 빗물저류에 주요한 인자이며 초기토양수분량과 강우강도, 강우지속시

간에 따라 빗물저류능이 다르게 나타났다. 

Moran(2005)는 토심 102, 51 mm 대상으로 옥상녹화의 유출저감 효

과 및 식생의 성장에 대해 실험 연구하였다. 건조기간동안 옥상녹화의 

빗물저류율은 90%이상, 건조기간 이외에는 60%의 빗물저류율을 나타

냈다. 102, 51 mm 토심의 옥상녹화 최대 첨두유출저감율은 80% 이었

으며, 두 토심을 비교했을 때 유출저감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Getter(2007)은 다양한 12개의 옥상녹화 모듈 유출실험으로, 옥상녹화

에 가장 적합한 식물종과 경사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사도는 2, 7, 

15, 25%를 두었는데, 모든 옥상녹화 모듈에서 평균적으로 강우량의 

80%의 빗물을 저류하였다. 25% 경사도의 옥상녹화에서는 평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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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사도의 옥상녹화에서는 평균 85%의 빗물저류율을 나타내어 옥상

녹화의 경사도와 빗물저류율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Forrester 외 (2006)은 토심 5, 10, 15, 20 cm의 옥상녹화에 따른 세

덤의 생장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Iowa 대학교 옥상녹화 프로젝트

(Project report, 2006)에서는 다양한 강우이벤트에서, 토심에 따른 빗

물저류용량을 mass balance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같은 강우이벤트 

조건에서, 옥상녹화의 토심이 증가할수록 빗물저류량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옥상녹화는 우수유출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며, 그 효과는 토양의 두께, 식재의 종류, 초기토양수분함량(무강우건

조일수), 강우량, 강우강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더불어 경사도, 기

후 등과 같은 여러 변수로 인해 우수유출저감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

을 서로 정량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Benrdtsson, 2010). 

Mentens(2006)이 수행한 1987-2003년의 독일 옥상녹화에 대한 연구

에 의하면, 중량형 옥상녹화는 연 강우에 대해 65-85% 유출저감효과

가 있으며 경량형 옥상녹화는 27-81%의 유출저감효과가 있다. 

옥상녹화 빗물저류량과 강우량 및 강우강도에 따른 유출저감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Carter and Rasmussen(2006)은 강우량과 

옥상녹화 내 빗물저류량에 대한 실험연구를 하여 정량화 하였는데, 25.4 

mm 강우 이하에서는 내린 비의 88%가 저류되고, 25.4-76.2 mm의 

강우에서는 약 54% 저류하였으며 76.2 mm가 넘는 강우에서는 내린 

비의 48%정도 저류하였다. 하지만 위 연구에서는 기후 및 옥상녹화 조

건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Simmons(2008)는 

10 mm 이하의 강우에 대해 옥상녹화는 모든 빗물을 저류하며, 12 mm

의 강우조건에서는 26-88%의 강우량이 옥상녹화 내 저류한다. 강우량 

28 mm의 조건에서는 43-8%, 49 mm 에서는 44-13%의 빗물이 저

류되었다. Villarreal and Bengtsson (2005)에 따르면, 옥상녹화의 저

류량은 강우강도에 따라 달라지며, 강우강도가 작을수록 빗물저류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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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다. 강우강도 24 mm/hr, 경사도 조건 2, 4%의 옥상녹화는 각각 

69%, 39%의 빗물저류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경사에 강우강도 78 

mm/hr 조건에서는 2, 4% 경사도의 옥상녹화 내의 빗물저류율은 각각 

21, 10%으로 저감하는 것을 나타냈다.  

 Table 2.4 Rainfall retained in green roofs(Berndtss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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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류형 옥상녹화

3.1 저류형 옥상녹화의 정의 

 빗물 저류형 옥상녹화는 기존의 배수판 대신 저류기능이 있는 저류판

과, 흙의 유실 및 표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층보다 더 높은 외벽을 

두어 빗물을 최대한 저류하여 강우 시 유출저감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김현우, 2013). 기존 옥상녹화는 토양 저면에 배수판을 두었으며, 옥

상녹화 유출저감의 주요 설계인자는 토심이지만, 저류형 옥상녹화는 표

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저류벽, 추가적으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

수판을 둔다(Fig. 3.1).

        Existing green roof      Rainwater retentive green roof 

Fig. 3.1 Design factors of green roof for water management 

저류형 옥상녹화 시스템의 물 순환 모식도를 표현하면 다음 Fig. 3.2 와 

같으며 저류형 옥상녹화의 저류공간은 크게 식생층, 토양층, 저류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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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chematic water balance of retentive green roof 

강우 시 빗물은 표면에 일시적으로 저류되거나, 토양층으로 침투된다. 

침투 된 빗물은 토양을 포화시켜 저류판으로 유출이 일어나며, 저류판에 

저류되게 되는데 이 때 저류된 빗물의 양이 저류판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옥상녹화 하부의 유출구를 통해 유출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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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류형 옥상녹화의 주요 설계인자 

 저류형 옥상녹화의 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 기능의 주요 설계인자는 

강우강도, 강우량, 식재의 종류, 토심, 토양의 종류, 저류판 용량, 저류벽

의 유무가 있으며 Fig. 3.3 와 같이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강우강도에서 저류형 옥상녹화의 주요 설계인자 4가지 1)인공토양 배합

비, 2) 토심, 3)저류판용량, 4)저류벽유무를 대상으로 각 인자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Fig. 3.3 Design factors of retentive green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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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출저감 및 수자원확보 효과 평가 인자 

 옥상녹화의 유출저감 및 수자원확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파라미터는 

첨두유출저감율, 첨두유출지연시간, 빗물저류율로 하였다. 강우 시 옥상

녹화의 유출구에서 빗물이 유출될 때, 최대 유량을 첨두유출량이라고 하

며 그때의 시간을 첨두유출시간이라 한다. 첨두유출량 및 첨두유출시간

은 강우 시 홍수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수자원확보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한 파라미터는 옥상녹화 내 빗물저류율로 정의하였다.   

Runoff reduction:

Peak flow reduction (%)

  Eq. (3.1)

Peak flow delay time (hr)

    Eq. (3.2)

 Water retention:

Retained rainwater (%)

    Eq.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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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 (yr) 2 3 5 10 20 30 50

(mm/hr) 44.4 52.7 61.9 73.6 84.2 91.1 99.2

ARI : Average recurrence interval

3.4 실험방법 및 장치

 실험은 옥상녹화 모듈을 제작하여 실험실 규모로 수행되었으며 강우는 

인공강우계(모델명 : Norton-Style Multi-Intensity Rainfall 

simulator, US)로 모의하였다. 모의강우강도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한국확률강우량정보를 참조하였으며 이는 IDF

곡선으로 분석되었다. 강우지속시간 60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2년 빈

도, 3년 빈도, 5년 빈도, 10년 빈도, 20년 빈도, 30년 빈도, 50년 빈도 

확률강우강도량은 Table 3.1 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

대 50년 빈도의 확률강우강도량을 고려하였으며, 60분 기준 강우강도를 

20, 40, 60, 80, 100 mm/hr로 설정하였다. 

Table 3.1 Precipitation Frequency Estimate IDF (Duration 60min) 

in Seoul, Korea (한국확률강우량정보, 국토교통부 제공)

옥상녹화는 식물의 생육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미치는 하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토양층을 조성해야 하는데(김인혜 외 2010 : 영산홍

을 이용한 저관리 옥상녹화 시스템의 식물생육 및 토양특성 평가), 이러

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량의 인공토양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인공토양의 주재료로 유기질재료는 코코피트, 피트모스가 주로 사용

되고, 무기질재료는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이 사용된다

(김혁수, 2009). 본 연구의 인공토양 배합은 일반적으로 옥상녹화 조성

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코코피트, 펄라이트, 리프몰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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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코코피트는 코코넛 껍질 조직이며, 옥상녹화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유기성 재료로 섬유질이라는 특징 때문에 보수력을 좋게 한

다(김혁수, 2009). 펄라이트는 암석의 일종으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

극에서만 물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펄라이트의 함량이 높은 상토에서

는 배수가 잘 이루어진다. 리프몰드는 양분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부엽토

의 일종으로, 유기물질이 많고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실험 진행 시, 토양의 동일한 초기 수분함량조건을 위하여 매 실험 

세트마다 수분함량이 약 23~28% 이내의 토양을 배합하였다. 

Table 3.2 The composition of the artificial soil for experiment 

and its characteristics

옥상녹화의 저류판에 따른 유출특성 실험은 총 3가지의 옥상녹화를 대

상으로(저류판이 없는 옥상녹화, 5 cm 의 저류판이 있는 옥상녹화, 10 

cm의 저류판이 있는 옥상녹화) 수행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저류판은 

Fig. 3.4 와 같다. 저류판은 면적 0.25 cm² (50 cm x 50 cm), 높이 

5 cm인 플라스틱 재질의 일반적인 저류판을 사용하였으며, 5 cm 저류

판의 용량은 38 L/m², 10 cm의 저류판의 용량은 70 L/m² 이다. 



- 20 -

Fig. 3.4 5 cm of retention board for experiment  

옥상녹화의 저류벽 유무에 따른 유출특성 실험은 Fig. 3.5 와 같이 실험

구를 제작하였다. 토양층과 옥상녹화 모듈 외벽의 높이가 같은 옥상녹화 

실험구와, 옥상녹화의 외벽이 토양층보다 5 cm 높은 저류벽을 둔 실험

구를 제작하여 표면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a)                        (b)

 Fig. 3.5 Normal green roof with retention wall(a) and Retentive 

green roof with retention wall of 5 cm(b)  

실험을 위한 장치 및 세팅은 Fig. 3.6 와 같다. 모든 옥상녹화 실험구는 

0.25 cm² (50 cm x 50 cm)의 면적으로, 3 cm 높이의 잔디

(kenturcky bluegrass)를 식재하였고, 토양과 부직포를 두고 하부에는 

배수판이나 저류판을 두었다. 강우 모의는 인공강우계(모델명 : 

Norton-Style Multi-Intensity Rainfall simulator, US)를 사용하여 

총 5번의 강우이벤트를 20, 40, 60, 80, 100 mm/hr 의 강우강도로 모

의하였다. 강우량은 강우계(모델명 : HD 2013 Tipping bucket rain 

gauge, DELTA OHM, Italy)로 측정하였으며 매 1분마다 데이터 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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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DT80 Data Taker, Australia) 로 전송하여 저장하였다. 

 Fig. 3.6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 up 

모든 옥상녹화 실험구는 2%의 경사를 두었으며, 강우 시 1개의 유출구

(직경 : 1 cm)를 거쳐 빗물을 배수하였다. 유출된 빗물의 무게는 전자

저울(모델명 : GF-600, A&D, Japan)로 측정하여 매 1분마다 데이터

로거(모델명 : AND-1688, A&D, Japan)로 보내졌다. 저울을 통해 측

정된 빗물의 무게는 물의 부피로 환산하여 유출된 빗물의 유량을 계산하

였다.

 

Fig. 3.7 Measurement method for runoff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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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형 옥상녹화의 설계인자에 따른 실험은 다음 Table 3.3 과 같이 진

행되었다. 토양배합비는 코코피트:펄라이트:리프몰드 각각 3:1:1, 1:3:1, 

1:1:1를 두고 비교하였으며 리프몰드는 양분제공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코코피트와 펄라이트의 혼합비율에 따른 유출특성을 실험하

였다. 옥상녹화의 저류판에 따른 유출특성 실험은 배수판이 있는 옥상녹

화, 5 cm의 저류판이 있는 옥상녹화, 10 cm 의 저류판이 있는 옥상녹

화 총 3개의 옥상녹화 모듈에 대해 실험을 하였다(Fig. 3.8).    

 Table 3.3 Experimental set by design factors of green roof 



- 23 -

 Fig. 3.8 Cross-sectional schematics of the conventional 

green roof and a green roof with a retention board used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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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설계인자에 따른 유출특성 및 유출저감, 수자원 확보 효

과 평가

 

4.1.1 저류판에 따른 유출특성

5개의 강우이벤트 중 강우강도 80 mm/hr에서 저류판에 따른 유출특성

을 나타낸 그래프는 Fig. 4.1(a) 와 같다. 일반옥상, 일반옥상녹화, 저류

판 5 cm가 있는 옥상녹화, 저류판 10 cm가 있는 옥상녹화의 시간에 따

른 유출량을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강우량 80 mm에서, 저류판 10 cm

의 옥상녹화에서는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옥상의 첨두유출특성과 

비교했을 때, 일반옥상녹화는 첨두유출량이 20%, 저류판 5 cm의 옥상

녹화는 43.6% 감소하였다. 일반옥상은 강우 시작 후 25분에 유출이 시

작하였고 강우가 끝난 후 30분 후에 유출이 멈췄다. 저류판 5 cm의 옥

상녹화는 강우시작 후 50분 후에 유출이 시작하였고 강우 후 49분에 유

출이 멈췄다. 첨두유출시간을 비교하면, 일반옥상녹화는 40분, 저류판 5 

cm의 옥상녹화는 53분 지연하였다. 

Fig. 4.1(b) 는 옥상녹화 내 누적시간에 따른 빗물저류량을 나타내었다. 

일반옥상녹화는 총 강수량 80 mm강우이벤트가 끝난 후 1시간 동안 총 

36 mm의 빗물을 저류하였으며 이때의 총 유출저감율은 45%이다. 따라

서 80 mm의 강우 시 저류판이 없는 일반옥상녹화 내 토양의 빗물저류

능은 약 36 mm으로 판단된다. 저류판 5 cm의 옥상녹화는 옥상녹화 내 

총 61 mm의 빗물을 저류하였으며, 이 때 유출저감율은 76.9%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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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판 10 cm의 옥상녹화는 유출 없이 모든 강우가 옥상녹화 내 저류되

었다.    

(a)

(b)

Fig. 4.1 Runoff rates (a) and retained rainwater (b) with 

80-mm/hr rainfall intensity for the experimental roofs



- 26 -

Fig. 4.2 Runoff rates for the experimental green roofs of 

different retention board type with 40, 60, 80, 100 mm/hr 

rainfall intensity each 

20, 40, 60, 80, 100 mm/hr 강우강도에 따른 옥상녹화의 유출특성

(Fig. 4.2) 및 옥상녹화 내 빗물저류량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Fig. 

4.3).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강우이벤트에 따른 일반옥상, 일반옥상녹화, 저류

판 5 cm의 옥상녹화, 저류형 10 cm 의 옥상녹화의 첨두유출저감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4.4 와 같다. 강우강도 20 mm/hr 에서는 세 

옥상녹화 모두 유출이 없었으며, 일반옥상녹화는 강우강도 40 mm/hr 

이벤트에서 유출이 발생하였고, 저류판 5 cm의 옥상녹화에서는 강우강

도 80 mm/hr에서 유출이 발생하였다. 반면 저류판 10 cm의 옥상녹화

는 100 mm 이하 모든 강우이벤트에 대해서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유출 발생 시, 일반옥상녹화의 첨두유출저감율은 15.1-32%이며, 저류

판 5 cm의 옥상녹화는 36.5-43.6%를 나타냈다. 강우강도가 증가할수

록, 첨두유출저감율은 감소하였으며, 저류판이 있는 옥상녹화의 첨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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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감율이 저류판이 없는 일반옥상녹화보다 높아 강우 시 유출저감에 

효과적이었다. Table 4.1 는 각각의 옥상타입에 따른 첨두유출 지연시

간을 나타낸다. 일반옥상의 경우, 강우 후 8-14분 경에 첨두유출량이 

발생한다. 일반옥상녹화는 일반옥상의 첨두유출지연시간과 비교했을 때 

46-55분, 저류판 5 cm의 옥상녹화는 56-60분의 지연시간을 나타냈

다.  

Fig. 4.3 Retained water for the experimental green roofs of 

different retention board type with 40, 60, 80, 100 mm/hr 

rainfall intensity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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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fall   intensity 
(mm/hr) 20 40 60 80 100

Concrete roof 0:14 0:13 0:11 0:12 0:08
Conventional green roof x 1:08 0:59 0:59 0:54
5-cm retention board x x x 1:12 1:04
10-cm retention board x x x x x

Fig. 4.4 Peak flow reduction rates of the four types of green 

roof under five different rainfall intensities

Table 4.1 Peak flow delay times (hh:mm) for the four types of 

roof for five different rainfall intensities

Fig. 4.5 는 강우 후 유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의(강우 후 1시

간) 옥상녹화 내 빗물저류량을 나타내었다. 저류판 5 cm의 옥상녹화는 

강우강도 80 mm/hr부터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저류판 10 cm의 옥상녹

화는 강우강도 100 mm/hr 이하의 강우이벤트에 대해 모든 빗물을 옥

상녹화 내 저류하였다. 그래프와 같이, 강우강도가 증가할수록 빗물저류

량도 증가하는데 일반옥상녹화의 경우 강우강도 20-80 mm/hr 까지 이

벤트 별로 약 4 mm 씩 증가하고 빗물저류량이 80, 100 mm/hr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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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36 mm를 나타냈다. 일반옥상녹화에 저류판 5 cm을 추가한 옥

상녹화에서는 60 mm/hr까지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저류판 5 cm의 

옥상녹화는 60, 80, 100 mm/hr 의 강우이벤트에서 약 61 mm의 빗물

이 저류되었다. 이를 통해 저류판 5 cm의 옥상녹화의 옥상녹화 내 최대 

빗물저류량은 약 61 mm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옥상녹화의 최대 빗물

저류량인 36 mm 보다 최대 25 mm(25 L/m²) 추가로 저류할 수 있

다. 5 cm의 저류판의 저류용량이 38 L/m² 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약 

13 L/m² 만큼 저류용량이 적은데 이는 옥상녹화 경사도와 유출구 직

경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4.5 Total retained rainwater for the four types of green roof 

under five different rainfall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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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토양두께에 따른 유출특성

  강우강도 20 mm/hr 에 대해서 토심 10, 15, 20 cm의 옥상녹화 세 

모듈 모두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5개 이벤트 중 20 mm/hr 

이벤트를 제외한 강우강도 40, 60, 80, 100 mm/hr 에서의 토양 배합

비에 따른 유출특성 그래프는 Fig. 4.6 와 같다. 40, 60, 80, 100 

mm/hr 강우이벤트의 유출특성에서, 4개의 이벤트 모두 10 cm 토심의 

유출이 현저히 빠른 것을 나타내며 첨두유출 발생시간도 가장 빠른 것으

로 나타난다. 10 cm 토심의 옥상녹화 첨두유출발생은 대부분 유출이 시

작된 후 바로 일어나며, 15, 20 cm 토심의 옥상녹화에서는 첨두유출이 

발생할 때 까지 유출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4.2 은 각 강우 이벤트 및 토심에 따른 유출저감율과 유출지연시간을 

나타냈다. 강우강도가 증가할수록 옥상녹화 내 총 유출저감율은 저감한

다. 유출지연 시간은 토심 10 cm의 옥상녹화가 지연시간이 가장 적고, 

15, 20 cm의 토심으로 증가할수록 유출지연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시간 당 100 mm/hr 강우강도의 강우조건에서 10 cm 토

심의 옥상녹화는 최소 27%의 총 유출저감율을 나타내고, 15 cm 토심

의 옥상녹화는 35.7%, 20 cm 토심의 옥상녹화는 49%의 저감율을 나

타낸다. 유출지연시간은 10 cm 토심의 옥상녹화는 최소 10분에서 최대 

45분, 15 cm 토심의 옥상녹화는 25-52분, 20 cm 토심의 옥상녹화는 

30-57분의 유출지연시간을 나타낸다. 토심이 깊어질수록 총 유출저감

율이 증가하고 유출지연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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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Runoff rates for the three green roofs of different soil 

depth with 40, 60, 80, 100 mm/hr rainfall intensity each

Table 4.2 Runoff reduction and runoff delay of different soil 

depth for five different rainfall intensities 

Table 4.3 은 강우강도 및 토심에 따른 첨두유출량과 첨두유출시간을 

나타내었다. 강우강도가 증가할수록 첨두유출량은 증가하고, 첨두유출지

연시간은 짧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토심이 증가할수록 첨두유출량

은 감소하고 첨두유출지연시간은 증가한다. Fig. 4.7 은 강우강도에 따

른 세 옥상녹화 실험구의 첨두유출저감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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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심의 옥상녹화는 40-100 mm/hr 강우강도에서 첨두유출저감율의 범

위가 11.3-19.3 %을 나타낸다. 15, 20 cm 토심의 옥상녹화는 강우강

도 80 mm/hr 까지 첨두유출저감율이 증가하다가 강우강도 100 mm/hr 

에서는 첨두유출저감율이 감소하는 것을 보인다. 15 cm 토심의 옥상녹

화는 첨두유출저감율이 15-25.2%를 나타내고 평균 첨두유출저감율은 

19%, 20 cm 토심의 옥상녹화는 22.5-31.9%의 범위이며 평균 첨두유

출저감율은 27% 이다. 강우강도 40, 60, 80, 100 mm/hr 강우이벤트

에 대해 토심 10 cm의 옥상녹화는 일반옥상에 비해 첨두유출 지연시간

이 각각 48, 21, 20, 24분 지연되었다. 토심 15 cm의 옥상녹화는 54, 

33, 41, 42분의 첨두유출이 지연되었고, 토심 20 cm의 옥상녹화는 56, 

37, 47, 42분이 지연되었다(Table 4.3). 10 cm 토심의 옥상녹화의 평

균 유출지연시간은 28분, 15 cm 토심과 20 cm 토심의 옥상녹화의 평

균 유출지연시간은 각각 42분, 45분으로 토심 10 cm의 옥상녹화에 비

해 15, 20cm의 첨두유출지연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다. 토심이 

증가할수록 유출지연시간도 증가하며, 80 mm/hr 이상의 강우 이벤트에

서는 15, 20 cm 토심의 유출지연시간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Table 4.3 Peak flow and peak time of green roof for five 

different rainfall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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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Peak runoff reduction of green roofs for three different 

soil depth with 5 rainfall intensity events 

Fig. 4.8 은 강우강도 및 옥상녹화의 토심에 따른 옥상녹화 내 빗물저류

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토심 10 cm의 옥상녹화는 강우강도가 증가할

수록 빗물저류량이 증가하다가 강우강도 60, 80, 100 mm/hr 이벤트에

서 옥상녹화 내 최대 빗물저류량이 약 26-27 mm을 나타낸다. 토심 

10 cm 의 옥상녹화의 빗물저류능은 약 27 mm로 판단된다. 토심 15 

cm의 옥상녹화는 강우강도가 증가할수록 빗물저류량이 증가하다가 강우

강도 80, 100 mm/hr에서 약 35-36 mm의 빗물을 저류하며 변화폭이 

매우 감소함을 보인다. 토심 20 cm의 옥상녹화도 강우강도가 증가할수

록 빗물저류량이 증가하다가 강우강도 80, 100 mm/hr 이벤트에서 약 

48-49 mm의 빗물저류량을 나타내며 변화폭이 미미한 것을 나타냈다. 

따라서 강우강도 100 mm/hr 이하에서, 토심에 따른 빗물저류량은 10 

cm의 토심에서 27 mm, 15 cm 토심에서 36 mm, 20 cm 토심에서 

49 mm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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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Total retained water of green roofs for three different 

soil depth

Table 4.4 Accumulated runoff and retained water of green roof 

for five different rainfall int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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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토양배합비에 따른 유출특성

 5개의 다양한 강우강도 이벤트에 대해, 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강우강도 

20 mm/hr 이벤트를 제외한 강우강도 20, 40, 60, 80 mm/hr 에서의 

토양 배합비에 따른 유출특성 그래프는 Fig. 4.9 와 같다. 토양배합비는 

코코피트, 펄라이트, 리프몰드를 배합하였으며 배합비의 차이를 둔 A, 

B, C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토양A는 코코피

트3, 펄라이트1, 리프몰드1의 비율로 배합하여 코코피트의 배합율이 높

게 하였다. 토양B는 코코피트1, 펄라이트3, 리프몰드1의 비율로 배합하

여 펄라이트의 함량을 높게 하였다. 토양C는 코코피트1, 펄라이트1, 리

프몰드1로 배합하여 세 가지 토양의 함량을 동일하게 하였다. 강우강도 

20 mm/hr 이벤트에서는 일반옥상을 제외한 모든 옥상녹화에서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40 mm/hr 강우강도 이벤트에서는 A토양, B토양, C

토양 모두에서 유출이 발생하였다. 모든 이벤트에 대해 펄라이트의 비율

이 높은 B토양에서의 유출시작 시간이 가장 빨랐으며, 첨두유출량도 세 

토양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4.10). 모든 강우이벤트에 대해 

토양배합비 별 총 유출저감량을 비교한 그래프는 Fig. 4.11 와 같다. 강

우강도가 증가할수록 유출저감율이 감소하는데, 강우강도가 비교적 강한 

80, 100 mm/hr 의 이벤트의 경우 유출저감율의 감소폭이 작아진다. 총 

유출저감율을 비교하면, 코코피트, 펄라이트, 리프몰드가 각각 1:1:1로 

배합한 토양이 유출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펄라이트의 

함량이 높은 B토양은 비교적 큰 공극의 펄라이트 입자로 인하여 토양 

내 유출이 잘 되는 것을 나타낸다. Fig. 4.12 에서는 각각의 옥상녹화 

내 빗물저류량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옥상녹화 내 토양성분에 따른 빗

물저류량은 C>A>B 순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B토양과 같이 펄라이트 함량이 높은 토양은 옥상녹화의 

유출지연시간이나 첨두유출저감 및 유출량 저감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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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효과가 가장 작게 나타난다.      

 

Fig. 4.9 Runoff rates for the three green roofs of different soil 

composition with 40, 60, 80, 100 mm/hr rainfall intensity each

Table 4.5 Peak flow and peak time for the three green roofs of 

different soil composition with 5 rainfall intensity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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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Peak flow reduction ratio for the three green roofs of 

different soil composition with 40, 60, 80, 100 mm/hr rainfall 

intensity 

Fig. 4.11 Total runoff reduction ratio for the three green roofs 

of different soi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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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Total retained rainwater for the three green roofs of 

different soi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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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저류벽에 따른 유출특성

5개의 강우이벤트 중 강우강도 100 mm/hr에서 저류판에 따른 유출특

성을 나타낸 그래프는 Fig. 4.13 와 같다. 옥상녹화가 없는 일반옥상은 

강우 시작 후 3분후에 유출이 발생하고, 일반옥상녹화와 저류벽이 있는 

옥상녹화는 강우 시작 후 25분 후에 첫 유출이 발생하였다. 일반옥상은 

유출발생 후 약 9분 후에 첨두유출이 발생하였고 첨두유출량은 약 1.8 

mm 

/min 이다. 이때의 강우강도는 약 1.7 mm/min 으로, 옥상녹화는 분 당 

강우량보다 더 많은 첨두유출량을 나타낸다. 저류벽에 따른 옥상녹화의 

첨두유출량 및 강우 시작 후 첨두유출 발생시간은 일반옥상의 경우 

1.58 mm/min, 54분, 저류벽이 있는 옥상녹화의 경우 1.61 mm/min, 

55분 이다. 저류벽 유무에 따른 두 옥상녹화의 첨두유출량 및 첨두유출

지연시간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며, 옥상녹화 유출발생이 일어나지 않

은 강우강도 20 mm/hr 이벤트를 제외한 4개의 강우이벤트에 대해, 저

류벽 유무에 따른 유출특성 그래프를 정리해 보면, 저류벽 유무에 따른 

두 옥상녹화의 첨두유출 및 첨두유출지연시간, 빗물저류량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Fig.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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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Runoff rates with 100-mm/hr rainfall intensity for the 

experimental roofs

Fig. 4.14 Runoff rates for the experimental green roofs 

according to the retention wall with 40, 60, 80, 100 mm/hr 

rainfall intensity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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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Peak flow reduction rates for green roofs according to 

the  retention wall under five different rainfall intensities

강우강도 100 mm/hr에서 저류판에 따른 두 옥상녹화의 시간에 따른 

빗물유출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4.16 과 같다. 그래프에서, 저류

벽이 있는 옥상녹화의 실제 누적 유출량이 일반옥상녹화보다 약 10%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류벽이 없는 일반옥상은 강우 시 표면유

출이 발생하는 반면, 저류벽이 있는 옥상녹화는 옥상녹화 표면적 내 떨

어진 모든 빗물이 표면유출 없이 옥상녹화 내에 저류된 후 유출이 되기 

때문에 저류벽이 있는 옥상녹화의 실제 유출량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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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Accumulated runoff for the experimental green roofs 

according to the retention wall with 100 mm/hr rainfall intensity 

5개의 강우강도에서 저류판에 따른 총 유출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4.17 와 같다. 옥상녹화 하부의 배수판에서 측정한 옥상녹화의 빗물유출

량(표면유출 제외)은 저류판이 있는 옥상녹화의 유출량이 더욱 많은 것

을 나타낸다.  

총 5개의 강우이벤트에서 저류벽 유무에 따른 옥상녹화 내 빗물저류량

은 Fig. 4.18 와 같다. 저류판에 따른 옥상녹화 내 빗물 저류량은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류판은 표면유출에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옥상녹화 하부 배수판으로 유출되는 총 유출량, 옥상녹화 내 빗

물저류량, 옥상녹화 표면유출량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Fig. 4.1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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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Total runoff for green roofs according to the  retention 

wall under five different rainfall intensities

저류벽이 있는 옥상녹화가 저류벽이 없는 옥상녹화보다 유출량이 평균 

10% 많다. 이는 일반옥상녹화는 표면이 볼록하여 표면유출이 발생하는 

반면, 저류벽이 있는 옥상녹화는 토양층보다 높은 외벽에 의해 표면유출

이 발생되지 않고, 표면에 떨어진 빗물 모두를 토양 내로 침투시키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류벽은 옥상녹화의 표면유출방지 및 유

출지연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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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Total retained rainwater for green roofs according to 

the  retention wall under five different rainfall intensities

Fig. 4.19 Total amount of rainwater of retained water, total 

runoff, surface runoff of green roofs according to the retention 

wall under five different rainfall intensities



- 45 -

4.2 저류형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고려사항 제시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저류형 옥상녹화의 설계인자에 따른 유출저감 및 

수자원확보 효과에 관해 알아보았다. 저류형 옥상녹화를 위한 설계인자

는, 옥상녹화의 토양 배합비, 토심, 배수층에 둔 저류판, 표면유출에 관

한 저류벽 네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Fig. 5.1). 

 Fig. 5.1 Design factors of retentive green roof 

1) 저류판 

w 옥상녹화 토양층 하부에 배수판 대신, 저류할 수 있는 저류판을 두고 

유출구를 저류판 상부와 같게 설치하면 강우 시 빗물이 저류판 용량

만큼 저류된 후 유출이 발생한다.

w 저류판 5 cm 옥상녹화는 강우강도 60 mm/hr 이벤트(총 강수량 60 

mm)까지, 유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저류판 10 cm는 강우강도 100 

mm/hr 이벤트(총 강수량 100 mm) 까지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w 5 cm의 저류판을 둠으로써, 100 mm/hr 강우강도 이하에서 최대 

61 mm의 빗물을 옥상녹화 저류판에 저류할 수 있다. 

w 10 cm의 저류판을 둠으로써, 100 mm/hr 강우강도 이하에서 100 

mm 이상의 빗물을 옥상녹화 저류판에 저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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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저류판에 따른 빗물저류량은 옥상녹화 유출구 직경, 옥상녹화 바닥 

경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2) 토심 

w 옥상녹화의 유출저감 효과는 토심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심이 깊을수

록 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의 효과가 크다.  

w 옥상녹화의 토심에 따른 유출특성 실험에서는 경량형(20 cm이하) 

옥상녹화를 대상으로, 10, 15, 20 cm 의 토심을 설계인자로 결정하

였다. 

w 강우강도 20 mm/hr 이벤트(총 강수량 20 mm)에 대해, A,B,C 세 

가지 옥상녹화 모두 유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강우강도 40 mm/hr 

이벤트(총 강수량 40 mm)에서는 모든 옥상녹화에서 유출이 발생한

다. 

w 토심이 깊어질수록 첨두유출저감 및 첨두유출시간지연 효과가 증가하

며, 강우 80 mm/hr 이상에서는 15, 20 cm 토심 옥상녹화의 첨두유

출지연시간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w 10 cm 토심의 옥상녹화 첨두유출 발생은 유출이 시작된 직후 일어

나며, 15, 20 cm 토심의 옥상녹화의 첨두유출 발생은 유출이 점차 

증가하다가 발생한다. 

w 토심에 따른 빗물저류량은 10 cm토심에서 약 27 mm, 15 cm 토심

에서 약 36 mm, 20 cm 토심에서 약 49 mm로, 토심이 깊어질수록 

수자원 확보 효과가 크다. 따라서 옥상녹화 토양깊이 설계 시, 빗물

저류량과 그에 따른 토양하중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토양배합비

w 옥상녹화에 쓰이는 토양은 하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공경량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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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옥상녹화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공경량토로는 

코코피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등이 있다.

w 토양 배합비에 대해서는 옥상녹화에 가장 많이 쓰이는 코코피트:펄라

이트:리프몰드를 각각 A)3:1:1, B)1:3:1, C)1:1:1 로 배합한 토양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강우강도 20 mm/hr 이벤트(총 강수량 20 mm)

에 대해, A,B,C 세 가지 옥상녹화 모두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강우강도 40 mm/hr 이벤트(총 강수량 40 mm)에서는 모든 옥상녹

화에서 유출이 발생한다. 

w 펄라이트의 합유율이 많은 토양B는 토양 A와 C에 비해 첨두유출량

이 많고, 유출시작시간이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w 유출저감 효과는 토양 A와 C의 첨두유출저감율이 우수하고, 첨두유

출지연시간에 대해서는 세가지 토양 모두 비슷하며, 수자원확보 효과

는 토양 A,B,C 모두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w 저류형 옥상녹화의 토양 배합비는 첨두유출저감 및 유출시작 시간에 

영향이 있으며, 수자원 확보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저류벽

w 강우 시 옥상녹화의 표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류벽(토양층보다 

높은 외벽)을 둘 수 있다.  

w 저류벽은 옥상녹화의 우수유출 저감 및 수자원 확보 효과에 대해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양유실 및 표면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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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수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저류형 옥상녹화의 

설계인자로 토양배합비, 토심, 저류판, 저류벽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옥상녹화의 물관리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 및 수자

원 확보 효과 평가 파라미터를 제시하였다. 우수유출저감 평가 지표로는 

첨두유출저감율 및 첨두유출지연시간을 이용·분석하였으며, 수자원확보 

효과 평가는 강우가 끝난 후 옥상녹화 내 빗물저류량을 분석하여 저류형 

옥상녹화의 설계 가이드라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설계인자에 따른 유출특성은 강우강도 20, 40, 60, 80, 100 mm/hr 의 

모의강우 조건에서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 가이

드라인 고려사항을 작성하였다. 모든 설계인자에 따른 옥상녹화에 대해, 

강우강도 20 mm/hr 강우이벤트에서는 옥상녹화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

으며, 설계인자에 따라 유출발생 강우이벤트가 다르게 나타났다. 

옥상녹화에 배수판 대신 저류판을 두고 유출구의 위치를 높게 하였을 

때, 네 가지 설계인자 중 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강도 100 mm/hr 이하에서 5 cm 저류판이 있는 

옥상녹화는 최대 61 mm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으며, 10 cm의 저류판

이 있는 옥상녹화는 강우량 100 mm 이하의 모든 빗물을 유출없이 옥

상녹화 내 저류하였다. 이는 강우 시 유출저감 뿐만 아니라 옥상녹화의 

비점오염원 유출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저류판을 둔 저류

형 옥상녹화 설계 시, 건물설계하중을 고려하여 저류판 용량의 범위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토심에 따른 실험은 10, 15, 20 cm을 대상으로, 토심이 깊어질수록 우

수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 효과가 향상되었다. 10 cm 토심의 첨두유출

저감율은 11.3-19.3%, 15 cm 토심은 15-25.2%, 20 c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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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1.9%를 나타내었다. 토심이 깊어질수록 첨두유출시간지연 효과

가 증가하며, 강우강도 80 mm/hr 이상의 강우이벤트에서 토심 15 cm 

의 첨두유출지연시간은 20 cm 토심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강우 100 

mm이하에서 토심에 따른 수자원 확보 효과에 대해, 10 cm 토심의 옥

상녹화의 경우 최대 빗물저류량은 27 mm, 15 cm 토심의 옥상녹화는 

36 mm, 20 cm 는 49 mm를 나타냈다. 옥상녹화의 토심 설계는 건물

설계하중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첨두유출지연시간은 토심 15 cm 이

상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토양배합비는 유출저감 효과 중 첨두유출량 저감에 영향이 있었으며, 코

코피트가 많이 함유된 토양배합에서의 첨두유출저감율은 4-19%, 펄라

이트가 많이 함유된 토양배합은 0-7%, 코코피트, 펄라이트, 리프몰드가 

각각 1:1:1로 배합된 토양은 15-24%로 첨두유출저감효과가 가장 좋았

다. 

옥상녹화 저류판은 표면유출을 방지하고 옥상녹화 내 떨어진 모든 빗물

을 옥상녹화에 저류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토양보다 5 cm 정도 높은 

외벽을 두었다. 옥상녹화의 저류벽은 우수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 효과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옥상녹화 내 떨어진 모든 빗물을 표면유

출 없이 토양 내에 저류하였다. 이는 표면유출방지 뿐만 아니라,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어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있는 옥상녹화의 유지관리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 관리 기능을 고려한 옥상녹화 설계 뿐 만 아니라 

옥상녹화의 유출저감 및 수자원 확보 효과를 정량화하였다. 이는 저류형 

옥상녹화의 물 관리 기능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빗물 저류형 옥상녹화는 강우 시 도시 내 유출저감 및 옥상녹화의 비점

오염원 유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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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design factors for

RRGR(Rainwater Retentive

Green Roof) on runoff

reduction and water retention

Soyoung Baek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urban flood risk increasing in recent years, interest in

rainwater runoff reduction by green roofs is growing. A conventional

green roof, which consists of drainage, soil, and vegetation, puts

emphasis on esthetic and ecological aspe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of rainwater retentive green roof design

factors, which affect runoff reduction and water retention. Design

factors were identified as: retention board, which secures water and

reduces runoff; retention wall, which prevents surface runoff in green

roof; soil mixing ratio; and soil depth.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design factors on runoff reduction and water retention, peak flow

reduction ratio, peak flow delay time, accumulated rainwater in green



- 55 -

roof were analyzed.

Experiment of pilot scale runoff characteristic was conducted

with 20, 40, 60, 80, 100 mm/hr simulated rainfalls. When the green

roof was designed with a retention board instead of a drainage board,

it showed most efficiency in runoff reduction and water retention

among the four kinds of design factors. The peak flow reduction ratio

of the green roof with 5-cm retention board was 34-42.9% and the

maximum storage was 61 mm. This showed 33% of peak flow

reduction ratio and 33 min of peak flow delay time compared to

conventional green roof without a retention board. When comparing

the soil depth in green roofs, both runoff reduction and water

retention increased as the depth increased from 10 to 20 cm. The

peak flow reduction ratio of each soil depth were 11.3-19.3% for 10

cm of soil depth, 15-25.2% for 15 cm of soil depth, and 22.5-31.9%

for 20 cm of soil depth, respectively. Soil mixing ratio slightly

affected the peak flow reduction, but it did not affect water retention

of the green roofs. The retention wall was designed as an outer wall

that is 5 cm higher than the surface of the soil and it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surface runoff. In the rainfall intensity

of 80 and 100 mm/hr, it effectively prevented surface runoff, which

covers about 10% of runoff at green roof.

Through this study, design factors of green roof, which consider

water management potentials such as runoff reduction and water

retention, were quantified, thus it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the

prevention of nonpoint source runoff during rainfall on rooftops. Also,

it improved the objectivity of green roof system as runoff mitigator

in urban areas and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a reference of

guidelines for designing the rainwater retentive green roof beyond an

existing green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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