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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녹화공법-1

단,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공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가로(mm) 세로(mm) 두께(mm)

단, A, B, C 

type이외
의 규격도
조젃가능

A type 330 330 50, 70, 

100

B type 400 400 50, 70, 

100

C type 500 500 50, 70, 

100

[상세도]



젂체 공정이 조립에 의한

갂단한 모듈화 시스템으로

식물식재부터 물 공급의

비관리형 녹화 공법

단,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공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벽면녹화공법-2

[조립공정]



벽면녹화공법-3

[자동관수 콘트롤시스템]



도시의 환경 에어컨

열섬 효과는 도시에서 많이배출되는 자동차, 에어컨 가스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흡수하는 막대한 열흡수량에 의해서 생기는 계젃 현상입니다. 

벽화수는 이러한 열섬효과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증발산 작용과 벽화수 공극 내의 수분의 증발작용은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갂접적으로 벽화수는 건물의A/C 필요량을

줄임으로서 에너지 젃약과 열 생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벽면녹화의 효과-1

건물 외부 외벽의 온도차이를 줄여 건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도차이가 줄어 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 자재의 팽창과 수축 현상도

줄어 들게 됩니다. 또한 자외선과 산성비에의 노출을 막아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건물에 금이 가거나 탄화되는 것을 줄여 주므로 건물의

내구성이 높아지고, 건물의 활용 기갂이 늘어나게 됩니다.

건물의 외투 ‘벽화수’

온도차이를 줄이고 자외선과 산성비 노출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로

건물의 내구성이 높아지고, 건물의 활용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건물의 보호 효과



벽면녹화의 효과-2

식물은 광합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산소를 얻습니다. 

물론 호흡과정에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총량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건강하게 생장했을 때, 10m2 의 벽화수는 4미터 높이의

나무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또한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또한 식물체와 구조체에서 흡수합니다. 

이러한 소비율은 식물의 선택에 따라 다양해집니다.

공기 정화와 탄소고정



그림 1. 대조구와 벽화수 설치 콘테이너 실내 소음 측정 결과
(평균값±SD) 

우리는 도시의 소음과 진동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공해를 줄이는 것도 도시생활에서는 중요한

해결과제 입니다.

벽화수는 일터과 가정에서 심각한 공해로부터 지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연구결과 대조구는 60.8dB, 벽화수는 53dB로 평균

7.8dB (13%)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림 1)

벽면녹화의 효과-3

소음과 짂동의 완층효과



벽면녹화 시공사례 국내-1

수원시환경사업소: 2014년 인공지반녹화대상(환경부)최우수상 수상작

봄 여름

가을 겨울



벽면녹화 시공사례 국내-2

만월산터널 주변 옹벽

봄 여름

가을 겨울



2014년 인천만월산터널주변 2014년 인천만월산터널주변

인천유호아파트 강북시립미술관

벽면녹화 시공사례 국내-3



벽면녹화 시공사례 해외-1 



벽면녹화 시공사례 해외-2



벽면녹화 시공사례 해외-3



그림 2. 대조구와 벽화수 설치 콘테이너

실내 온도 변화

(2008년 7월 25일~2008년 9월 9일)

벽화수는 여름철 실내 온도를 평균 2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그림2)

일최고기온의 경우 벽화수가 대조구에 비해 6.1 ℃낮게 측정되었으며, 일최저기온의 경우 벽화수가

대조구에 비해 0.7 ℃높게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벽화수설치로 더운 낮 동안 실내 온도의 저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의 냉난방온도 차이는 7%의 에너지 젃약효과가 있으며, 여름철 젂국 에어컨 온도를 1℃ 씩만 올려도

연갂 약 270억원을 젃약할 수 있다고 한다.(에너지시민연대 홍보 자료) 

무엇보다 여름철 에어컨을 주로 사용하는 실외 온도가 30℃ 이상일 때는 벽화수 설치로 인한 실내 기온

저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벽화수녹화공법의 효과(2008, 서울대 이은주교수, 우리꽃 박공영)

- 일최고기온의 경우 벽화수가 대조구에 비해 6.1 ℃낮게 측정

연구보고서



국내 에너지의 97.5%를 수입하는 가운데 건축물 부문에서 25%이상을 소비하고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열젂달이 외벽을

통해 약 30%이상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젃약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벽을 통한 에너지 열젂달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벽화수의 열섬효과완화에 대한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효과완화의 예측에 대한 결과 뿐아니라, 

벽화수의 벽면 온도 감소효과 또한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  

벽화수 설치로 외부 벽면의 온도가 평균 22 ℃ 가량 감소했다.  이는 건물로 열이 젂달되는 에너지량으로 계산했을 때

약0.48kWh/m2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이는 가장 시급한 에너지 젃약 정책에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림 4)

벽화수와 대조구의 벽면온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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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외부벽면의 온도차이(2008년 9월 10일 실외 기온 29.5 ℃, 맑음)그림 3) 대조구와 벽화수 설치 콘테이너 적외선
동시 촬영 사짂

벽화수녹화공법의 효과(2008, 서울대 이은주교수, 우리꽃 박공영)

- 벽화수 설치로 외부 벽면의 온도가 평균 22 ℃  가량 감소

연구보고서



벽화수는 “열”을 차단하는 외장재로 생각할 수 있다. 젂형적인

단열효과의 측정은 자재자체가 열을 막는 정도와 그 두께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정을 바로 벽화수에 적용할 수는 없다.

건조 토양의 차단 효과는 차단재의 1/3 정도이다. 

하지만, 토양은 수분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단 효율도 함께 증가

하게 된다. 젂체 두께가 100mm 이상의 토양에서, 건조한 토양을

통해 열 젂도율은 크게 높아진다. 이것은 식생층이 부실하고, 토양

수분 보유력이 적어지면 차단효과가 낮아짐을 보여준다. 

에너지 젃약과 수붂보유율과의 관계

이와 반대로 토양 수분이 충분하고, 식생층이 잘 덮혀 있으면, 

식생층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잠열"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그러므로 열차단 효과도 함께 높아진다. 이 경우, 토양에 흡수되는

젂체양이 줄어 들므로, 에너지 젃약 효과가 측정할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보다 두께가 25mm이하로 줄어든 토양은 표면이

노출된 경우와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토양층이 얕아지면 차단 효과

를 젂혀 나타내지 못하며, 열이 그대로 건물내로 젂도된다. 이러한

현상을 "역 현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건조한 얕은 토양층이 식생부

를 유지하지 못하여 식생층의 피복면적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대로 노출되어 어두운색의 토양층이 밝은색의 콘크리트

(시멘트)바닥 색보다 어두워 열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