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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6) 옥상녹화와 쿨루프의 생태효율성 비교 평가

- 사용기간 내 저감된 상대적 에너지 비용 비교를 기준으로 -

이수륜 ․ 정용현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1. 서론

옥상녹화는 국내 ․ 외의 연구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 저감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높은 초기 
투자비로 인해 공공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에 한해 적용되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열반사율과 저렴한 초기 비
용이 발생하는 쿨루프가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Kim et al.(2018)에 의하면 쿨루프는 밤 시간에 온도 저감의 
효과가 옥상녹화 보다 떨어지고, Cubi et al.(2015)의 연구 결과 같이 추운 기후에서 쿨루프가 난방비 저감
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간 ․ 기후의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옥상녹화시스템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고, 40년간 옥상녹화와 쿨루프를 사용하
는 전제를 통일시켜 환경성과 경제성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옥상녹화 모델은 NIHHS(2014)를 표준모델로 활용하되, 초화류가 있는 경량형을 전면에 적용하였다. 또한 
문헌자료의 면적 262.5 m2를 쿨루프에도 적용하였다. 쿨루프는 표준 방식이 없기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수성페인트 상도 1회, 하도 1회 각각 0.7 µm(micron)을 적용하였다.

생태효율성의 분모에는 설치-사용-폐기까지 전과정평가를 통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부하를 입력하고, 
분자에는 사용기간 내 저감된 상대적 에너지 비용을 입력하였다.

LCI는 IDEA, 전과정 영향평가 방법론은 LIME2를 사용하여 MILCA 프로그램에서 구현하였다.
경제성평가는 Arizona 주립대학 소속 도시기후연구센터의 Green Roof Energy Calculator(v. 2.0)를 활용하

였으며, 미국 Kansas주의 Wichita와 한국의 수도 서울과 기후가 같다고 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목록분석결과 옥상녹화는 150개, 쿨루프는 138개의 목록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옥상녹화는 21,541 
kg·CO2e, 쿨루프는 936 kg·CO2e의 환경부하를 가진다. 사용기간 내 옥상녹화 시스템이 쿨루프에 비해 연간 
101.86$가 절약되어, 최종적으로 옥상녹화가 생태효율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기후와 전기·가스비용에 맞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의 사정과 다르다
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전무후무한 옥상녹화와 쿨루프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라는 점에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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