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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지붕의 에너지 절감 효과

해외 IP 이해봄

서론
최근 대두되는 사회 발전 모델의 연구 결과로, 화석 연료로 생성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에너지 소비량의 40%
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건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40%라는 엄청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지침과 표준이 공포되었고, 건물 에너지 수요의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건물 외피에 대
한 해결책들이 제안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녹색 지붕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녹색 지붕은 특히 물받이용 접시 위에 설치됐
을 경우 폭우가 내릴 때 우수 유출을 상당히 완화하여 최고 유출량과 전체 유출 부피를 감소시킨다.
녹색 지붕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중심지에서 도시 온도를 개선하고 도시 열섬 효과를 완화시
킬 수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기의 성능도 토양과 식물이 같이 있을 때 향상된다는 사실도 밝혀졌
다1). 녹색 지붕은 미적, 사회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절
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열 교환 프로세스에서 식물성 지붕의 핵심적인 역할은 식물과 외부 환경 사
이의 잠열 교환을 일으키는 증발 가스 생성이다. 특히 여름철에 상당한 수준의 냉각 효과를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자가 실험적인 접근법2) 또는 수치 시뮬레이션3)을 통해 녹색 지붕의 열 성능을 분석하여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연구는 종종 건물 지붕과 외부 환경 사이에서 교환되는 열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물 외부로 유출되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열량이 겨
1) D. Chemisana, C. Lamnatou, Photovoltaic-green roofs: an experimental evaluation of system
performance, Appl. Energy (2014), https://doi.org/10.1016/j.apenergy.2013.12.027.
2) K.L. Getter, D.B. Rowe, J.A. Andresen, I.S. Wichman, Seasonal heat flux properties of an
extensive
green
roof
in
a
Midwestern
U.S.
climate,
Energy
Build.
(2011),
https://doi.org/10.1016/j.enbuild.2011.09.018.
3) M. Zinzi, S. Agnoli, Cool and green roofs. An energy and comfort comparison between passive
cooling and mitigation urban heat island techniques for residential buildings in the
Mediterranean region, in: Energy Build., 2012, https://doi.org/10.1016/j.enbuild.2011.0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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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평균 13%, 여름에 167% 감소하여 여름철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중해 연안
기후 지역의 넓은 녹색 지붕에 대해 3회 연속 여름철 모니터링을 통해 수행된 실험 연구에서는 초
목이 없는 지붕에 비해 지붕으로 들어가는 열량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식
물 밀도가 높은 녹색 지붕의 경우 여름 내내 방출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약 9% 더 높
기 때문에 자연 냉각4)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분석은 광범위하고
연속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색 지붕을 설치한 건물에서 수집되는 실제 데
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두 접근법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코센
자(남이탈리아)의 실험 현장에서 2년 동안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녹색 지붕이 실제 대학 건물의 열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TRNSYS 18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시뮬레이션하였다. 열 교환 데이터를 수집한 2년 동안의 기후/기상 데이터도 시뮬레이션에서 외부
기후 조건으로 사용되어 보다 실제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실험 현장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녹색 지붕과 두 가지의 냉난방 시스템을 고려했다. 2년간의 실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연
구를 더욱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전체 녹색 지붕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실험 설계
실험용 녹색 지붕은 총 면적 약 150m2의 평평한 건물 지붕에 설치되었다. 실험 현장은 네 개의 구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교군으로 남겨진 하나는 기준 지붕으로 녹색 지붕을 설치하기 전, 어두운
색상의 방수 코팅을 한 원래 지붕 표면을 나타낸다. 다른 구성들은 그림 1에 나와 있듯이 녹색 지붕
이 추가된 형태이다. 구성 1과 구성 2의 주요 차이점은 재료 제조사여서 이 둘 간의 차이점에 대해
서는 특별히 연구하지 않았다. 구성 3에는 저수층(번호 2) 아래에 추가로 3cm의 단열층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별히 식물을 심진 않았지만 상부에 배양지가 있어서 식물이 자생할 여지는 남아 있다. 배
양지는 주로 다양한 크기의 화산암(lapillus) 토양, 약간의 경석(pumice), 6% 미만의 유기 물질로
구성되었다. 구성 1, 2에는 돌나물과 식물들인 Dianthus grantianopolitanus, Carpobrotus edulis,
Cerastium tomentosum이 심어졌다.
4) 별도의 냉각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온도차에 따른 공기의 흐름, 지붕 구조 설계, 녹색 지붕 장착 등으로 냉
각 효과를 얻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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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데이터는 실험 현장에 설치된 기상 관측 센서로 수집되었다. 주변 공기 온도, 상대 습도, 강우
량, 대기 압력, 바람의 방향 및 속도에 대한 데이터와 총 수평 일사량(total horizontal solar
radiation), 열적외선 복사량(thermal infrared sky radiation)이 측정되었다.

<그림 1> 실험 구성별 층 구조 (단위: mm)

센서는 경계 효과를 피하기 위해 각 모서리의 가장자리에서 적절하게 떨어진 4개 지점에 설치되었
다. 각 지점에 수직으로 설치된 탐침은 각 매질의 온도와 물 함량을 동시에 측정한다. 경량 콘크리트
층의 상단과 하단에 두 개의 저항 온도 감지기(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가 설치되었다.
이때, 하단은 지붕 구조물과 맞닿은 면을 가리킨다. 그런 다음 4개의 수평 측정값을 평균하여 시뮬
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입력으로 사용할 단일 값을 얻었다. 녹색 지붕은 배수층에 설치된 습도 센서
로 측정된 값으로 작동하는 자동 관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더운 여름날에도 충분한 수분이 공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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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석
냉난방 기기를 연속적으로 구동시켰을 경우의 3가지 지붕 구성에 대한 건물 최상층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여름철 에너지 절감 효과는 2016년 39.0%, 2017년 43.8%의 에
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비단열 녹색 지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는 2년 동안 각각
7.1%, 6.3%의 감소율을 보였다. 단열 녹색 지붕은 2016년 28.2%, 2017년 27.9%로 난방 에너지
수요 감소폭이 더 컸지만 여름철에도 비슷한 비율(28.4%, 22.9%)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력 소비량을 봤을 때 2017년 단열 녹색 지붕의 24.1%에 비해 비단열 녹색 지붕의 에너지
감소량은 34.9%로 양년 모두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표 1> 냉난방 연속 구동 시 지붕 종류별 연간 에너지 소비량
2016

2017

난방(kWh)

냉방(kWh)

합계(kWh)

난방(kWh)

냉방(kWh)

합계(kWh)

기본 지붕

3807.7

13213.5

17021.3

4996.8

15943.5

20940.4

단열 녹색 지붕

2734.4

9454.8

12189.2

3602.9

12291.7

15894.5

비단열 녹색 지붕

3536.1

8056.4

11592.5

4680.6

8956.0

13636.6

냉난방 기기를 1월에서 7월, 9월에서 12월, 주중 근무시간에만 가동시켰을 경우의 건물 최상층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단열층이 없는 녹색 지붕 구성이 여름철에 가장 효과
적인 솔루션으로 녹색 지붕이 제공하는 증발 현상, 차광 효과, 열 질량5) 등으로 인한 자연 냉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겨울에는 단열된 녹색 지붕이 가장 효
과적이었다. 두 해 모두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후조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달들(1월
과 7월)에 대한 2017년 에너지 수요는 전년보다 높았다. 녹색 지붕의 유익한 효과는 2016년 비단
열형 구성에 대한 에너지 수요 감소율이 29.1%에서 32.1% 사이였던 여름철(6~9월)과 2017년
30.3%에서 35.2% 사이였던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반면 단열 녹색 지붕은 2016년 32.6% 51.7% 범위와 2017년 29.0% - 52.4% 범위에서 감소하는 등 난방기(11~2월)에 눈에 띄는 에너
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중간 달에는 실내 온도가 20도에서 26도 사이로 자연적으로 유지되
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는 적었지만, 녹색 지붕 구성에서는 에너지 수요를 더욱 줄일 수 있었다.
5) 열 질량은 어떤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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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냉난방 간헐적 구동 시 지붕 종류별 연간 에너지 소비량
2016

2017

난방(kWh)

냉방(kWh)

합계(kWh)

난방(kWh)

냉방(kWh)

합계(kWh)

기본 지붕

1206.9

8363.7

9570.6

1768.0

9530.5

11298.5

단열 녹색 지붕

717.0

6150.3

6867.3

1144.5

7557.6

8702.1

비단열 녹색 지붕

1010.9

5335.3

6346.2

1460.7

5914.2

7375.0

결론
녹색 지붕은 다양한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상부 설계에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
다. 잎사귀를 통한 햇빛 차단, 햇빛 반사량 증가, 증발 가스 배출 및 열 질량 증가의 복합 효과는 기
본적인 구성에서도 냉방기에 대한 에너지 수요를 낮출 수 있다. 겨울철에는 식물들로 인한 추가적인
열저항이 실외 환경으로의 열 손실을 낮춰준다. 건물의 최상층에 대해서는 냉난방기 연속 가동 시
비단열 녹색 지붕이 냉방 전력 피크를 4kW, 냉방 에너지 수요를 43.8%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열 구성은 난방 전력 피크를 약 2kW 줄일 수 있었고, 냉난방 에너지 절약량 모두 28.2%
정도로 양 계절에 유사한 에너지 수요 감소를 얻을 수 있었다. 간헐적 냉난방기 가동을 고려했을 때,
겨울에는 단열 구성에 대해 최대 40.9%의 에너지 절약을, 비단열 구성에 대해 최대 37.9%의 여름
철 에너지 수요 절감으로 녹색 지붕의 이로운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단열 녹색 지붕의 25.4%에 비해 비단열 녹색 지붕의 34.7% 에너지 절감 효과로 후자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또한, 단열 및 비단열 녹색 지붕 구성에 대해 땅층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연간
3.5%, 5.7%로 확인되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 결과로 녹색 지붕을 통해 여름철에 가장 큰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겨울철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시뮬레
이션을 통해 녹색 지붕은 옥상층과 직접 닿아있지 않은 땅층에서도 에너지 절약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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