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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시공 유형이 이용자의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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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type of rooftop learn more about the psychological benefits to users has been carried out, and 

healthy college students were examined in 40 patients. Conduct research to make the rooftop of the type of lawn, trees, ecological 
garden, wetland biotope, flowering plant in Seoul were divided into six groups. Measurement methods based on the type 
designation of the Planting and landscape photography by once the participants for each 10 minutes to watch and mood state tests 
(POMS) and the mean fractionation (SD), based on survey information about the psychological effects were correlated. Mood 
States test lawn, tree-oriented type, flowering plant stability in type, kindness, opennes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rme there 
was a tension, anxiety, depression, anger inhibition was effective. In contrast, depression and fatigue are common rooftop 
greening, respectively. The results in terms of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type of rooftop garden ecology and wetland 
biotope than lawn, tree-oriented type, flowering plant types of users with a positive psychological effect seemed to b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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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경제와 산업의 발전은 인류의 평균수명을 연장시

키고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수단이 되었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은 인

간들로 하여금 산림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유

발하였고(Kim 등, 2012), 삭막해진 도시환경은 인간

의 근본적인 성향인 자연 친화적 삶을 훼손시켜 신체

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

되어 있다(Kim 등,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최근 자연환경의 치유적 효과를 이용한 정신건강

의 회복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Kaplan 
and Talbot, 1983; Park과 Miyazaki, 2008), 특히 산림 

등의 녹지는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

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숲과 자연을 접하는 활동은 

인간의 인지적인 회복능력과 정서적 회복능력이 향상

되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밝혔으며(K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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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자연환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장인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Kaplan, 2001), 정신적 피로를 회

복시키며(Herzog 등, 1997)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Ulrich, 1991). 
도시화의 발달로 주요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심화

되고 있어 도시민들의 휴양행태는 도시에 인접하여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형 산림을 선호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Byun 등, 2003) 이와 더불어 국민들

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식변화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

가로 인해 도심 속 녹화공간인 옥상녹화의 수요와 필

요성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Kim 등, 2012). 
옥상녹화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옥상에 

지피식물, 관목, 교목 등의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도

심의 녹지 확보 및 경관 향상(Kim과 Jang, 2007), 냉
ּ․난방 에너지절약(Kim과 Yoon, 2011) 이외에도 생

물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환경교육

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Lee 등, 
2005). 옥상녹화는 넓은 의미에서 인공지반 위에 설치

된 녹화 모두를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건축물 상부 또

는 중간층의 노출된 공간으로 사람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한 부분의 녹화라고 할 수 있다(Kim과 Yoon, 
1999). 현재 옥상녹화는 도시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환경적 전략 중 하나로 도시 내 불용공간을 통

해 도시녹지의 확충, 건축물 난방비 절감, 도시경관향

상,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시민환경교육 차원 등에

서 새로운 녹지창출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옥상녹화는 도시의 복잡한 환경으로부터 격리

된 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녹지를 통해 건물 이용자

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장소로 활용

된다(Kim과 Yoon, 2011). 
지금까지 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민의 건

강증진의 차원에서 접근한 치유 및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도시숲(Ji 등, 2012; Park, 2010), 수목원(Lee 
등, 2011) 등 산림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지만, 건축물 상부 옥상녹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

한 상태이다. 옥상녹화 등의 도시녹지는 공기 중의 이

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온도를 저감시키며 열섬방지 

등의 도시민의 안정성과 쾌적함을 추구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Song 등, 2001; Lee 등, 2011). 
Michell and Popham(2008)은 도시녹지는 도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으나, 도시녹지

가 도시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녹지유형과

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일부 자연환경

의 심리적 이완효과를 밝히는 연구(Park과 Miyazaki, 
2008)는 있었지만, 옥상녹화 시공 및 조성 유형에 대

한 도시민의 정신건강의 상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20대 대학생 40명을 대

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면서도 심리적 안정 효과에 

큰 역할을 하는 도심속 자연환경인 옥상녹화의 유형

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기분상태 및 개선

효과를 밝혀 향후 옥상녹화의 계획 및 시공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연구자료

2.1.1. 피험자

본 실험의 피험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대

학생(평균나이 22±2.0세) 4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으며,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으로 남녀의 비율을 

동등하게 하였다. 특히 피험자는 반드시 실험에 자발

적 참여의사를 가진 자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실험 

전에 실험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실험방법

을 충분히 숙지한 뒤 실험에 참가하였다.

2.1.2. 실험대상지

옥상녹화의 대상지는 현재 가장 활발히 옥상녹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로 선정하였다. 서울

시는 2002년 이후 소수의 옥상녹화사례가 있었으나, 
2007년부터는 서울시 10만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확대 단계에 들어섰으며(Kwon 
등, 2008), 2008년에는 건축물 총 218개소(민간 135
곳, 공공 83곳)개소 1,004,403㎡를 시공하였고, 2009
년에는 총 338개소(민간 73곳, 공공 47곳)로 149,970
㎡를 시공 완료하였다. 

옥상녹화 유형에 따른 심리적 효과에 대한 비교 연

구를 위하여 미조성 건축물 옥상(이하 Type 1)과 시공

된 옥상녹화 5곳(이하 Type 2～5) 등 총 6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으로 Type 1～6
으로 명명하였다. Type 1은 옥상녹화가 조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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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ivision Location Area(㎡) Other

1 Non-rooftop Chungcheongbuk-do Chungju 0.0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2 Lawn Seoul Gangnam-gu 1,799.3 Gangnam-gu Office main building

3 Tree Seoul Gangnam-gu 330.0 Suseo community centers

4 Ecological garden Seoul Gangnam-gu 240.0 Dogok Child Care Centers

5 Wetland biotope Seoul Jung-gu 2,091.0 Dongguk University Scholarship Center

6 Flowering plant Seoul Gangnam-gu 265.0 Gangnam Youth Training Center

Table 1. Experimental destination location and general overview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Fig. 1. The scenery at six green roof sites.

은 콘크리트 옥상면으로서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내 자연과학대학 옥상을 선정하였다. Type 2는 

잔디광장 유형으로 강남구청 본관 옥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1,799.3 ㎡이었으며, Type 3은 수

목식재유형으로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하며 조성면적은 

330.0 ㎡이었다. Type 4는 생태텃밭유형으로 강남구 도

곡동에 위치하며 조성면적은 240.0 ㎡이며, Type 5는 

습지비오톱, Type 6은 초화류 유형으로 조성면적은 

각각 2,091.0 ㎡, 265.0 ㎡ 등이었다. 특히 Type 2와 

Type 5는 인공지반 녹화상을 수상한 지역이다(Table 1). 

2.2. 연구방법

2.2.1. 실험방법

실험은 사전에 피험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측정항

목 및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실험 방법에 관해 

미리 연습을 실시하였다. 실험시간은 오후 2시에 시작

하여 오후 4시까지 실시하였으며 1인의 실험소요 시

간은 1시간이었다. 실험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편안한 

자세와 마음으로 감상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실험의 진

행순서는 피험자들이 실험장소에서 5분간 자리에 앉

아 안정을 취한 뒤 총 6개 유형(Type 1~6) 시공 사진

을 순서대로 각각 １회씩 10분간 감상하도록 하였으

며, 감상 후 심리측정을 실시하고 다시 5분간 안정을 

취한 뒤 다음 단계의 사진을 감상하고 또 다시 심리측

정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실험대상으로 선

정한 건축물 상부 옥상녹화의 시공유형은 Fig. 1에 제

시하였다. 

2.2.2. 측정지표 및 분석

실험에 사용한 심리실험의 측정지표로는 기분상태

검사(Profile of mood states, POMS)와 의미분별법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을 이용하였다. 
기분상태검사(Profile of mood states, 이하 POMS)

는 인간의 기분 또는 정서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

로 1964년에 개발된 이후 환경에 의한 영향, 인간관계

에 의한 영향에 대한 기분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McNair 등, 1992). POMS는 일시

적이고 변하기 쉬운 정서 상태를 간편하게 규명하고

자 개발된 것으로(Lee와 Kim, 2006; Kim 등, 2007) 
세부항목으로는 ‘긴장(Tension and Anxiety, T-A)’, 
‘우울(Depression, D)’, ‘분노(Anger and Hostility, T-A)’, 
‘활력(Vigor, V)’, ‘피로(Fatigue, F)’, ‘혼란(Confusion, 
C)’의 6개의 기분척도로 나뉘며, 각각을 점수화 가능

한 설문지이다. 또한 이 값을 합하여 종합감정장해

(TMD; total meed disturbance)의 값을 평가할 수 있

다(McNair 등, 1992). POMS는 총 6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Iwasaki(2010)의 방법에 

따라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POMS 단축판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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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별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 이하 

SD)은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인간

의 심상공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감성공간을 비롯한 

경관평가나 감정평가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

법이다(Kim 등, 2012). 공간별 감상 후 각각 그 순간

의 느낌을 작성하는 형태로 쾌적함, 자연감, 진정감, 
개방감, 단순감, 편안함, 친근함, 아름다움 등의 20개
의 항목으로 나누어 감정의 상태를 평가하였다. 

대조구 성격의 콘크리트 옥상(Type 1)과 조성된 옥

상녹화(Type 2～6)에 따른 심리적 효과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험지의 

경관감상 후 심리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POMS 
데이터는 긴장, 우울, 분노, 활력, 피로, 혼란의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TMD는 6개 항목을 대

상으로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TMD
의 수치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Iwasaki, 2010). 

TMD = (T-A) + D + (A-H) + F + C - V

여기서, T-A: 긴장, D: 우울, A-H: 분노, F: 피로, C: 
혼란, V: 활력

분석은 SD법, POMS법,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p<0.01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분상태검사(POMS)

피험자의 기분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기분상태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분상태검사는 각각 긴장-불안(T-A), 피로(F), 우울

(D), 혼란(C), 분노(A-H), 활력(V) 등이다. 그리고 기

분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종합감정장해

(TMD)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Fig. 2).
POMS 하위항목 중 부정적 감성을 나타내는 긴장-

불안(T-A; Tention and Anxiety)을 분석한 결과, Type 
1이 평균 10.3점으로 가장 높았고 잔디광장인 Type 2
가 6.5점으로 가장 낮았고 수목식재유형인 Type 3도 

7.4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Type 2와 Type 6 사이에는 

유의성이 나타났는데(p<0.01), 이는 잔디광장(Type 

2)보다 초화류(Type 6)에서 긴장감과 불안감을 더 많

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옥상녹화 조성 시 잔

디광장이 초화류보다 긴강잠과 불안감 해소 측면에서

는 더 도움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유형들 간

에는 통계적 유의함이 없었다.
심리적 피로(F; Fatigue)는 Type 1에 비해 다른 유

형들이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모든 유

형의 옥상녹화가 기존 미조성보다는 심리적 피로 회

복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Type 2와 3에서 

6.9점으로 낮아져 Type 1 대비 5.4점씩 낮아져 수목식

재와 잔디광장 조성이 심리적 피로회복에 매우 도움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간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Type 1이 Type 4, Type 3 그리고 Type 3과 

Type 6 사이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p<0.01). 이는 수목식재(Type 3)가 생태텃밭과 초화

류보다 피로감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POMS에 의한 심리적 우울(D; Depression)에서도 

Type 1에 비해 Type 2~6이 낮아졌는데, 특히 잔디광

장인 Type 2(6.5점)와 수목식재인 Type 3(6.2점)이 현

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분석

에서는 Type 2(잔디광장)와 수목식재(Type 3) 그리고 

Type 4(생태텃밭)와 Type 6(초화류)에서 유의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ype 2(잔디광장)과 

Type 3(수목식재)의 측정값이 Type 4(생태텃밭)와 

Type 6(초화류)에서의 측정값보다 비교하여 낮은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Type 2(잔디광장)와 Type 3
(수목식재)이 심리적 우울감을 저감하는 데 더 양호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혼란(C; Confusion)의 경우 옥상녹화 유형

간의 점수의 변화폭이 크지 않았으며 특히 Type 5(습
지비오톱)가 11.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Type 1이 

10.3점, Type 3과 Type 6이 각각 9.6점으로 높은 수준

이었다.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Type 3과 Type 
4에서 유의하였으며 그리고 Type 4와 Type 6도 유의

성이 인정되었다(p<0.01).
분노(A-H; Angel and Hostility)의 경우, Type  1과 

6이 1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Type 2가 6.4점으로 

가장 낮았고 Type 3도 6.7점으로 비교적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수준에서는 Type 3은 Type 4, 6
과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Type 4와 Type 6간에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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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Tension-Anxiety(T-A)(**p<0.01) (b) Comparison of Fatique(F)(**p<0.01)

(c) Comparison of Depression(D)(**p<0.01) (d) Comparison of Confusion(C)(**p<0.01)

(e) Comparison of Anger-Hostility(A-H)(**p<0.01) (f) Comparison of Vigour(V)(**p<0.01)

(g) Comparison of TMD(**p<0.01)

Fig. 2. Comparison of the mood state using shortened version POMS.

성이 나타났다(p<0.01). 이는 생태텃밭(Type 4)과 수

목식재(Type 2)가 초화류(Type 6)보다 분노감을 줄이

는데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활력(V)은 옥상녹화 미조성 유형인 Type 1 대비 다

른 유형들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어떤 

유형이든 옥상녹화의 조성은 미조성에 비해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ype 2와 

Type 3은 각각 18.6점과 18.5점으로 나타나 Type 1의 

7.6점 대비 매우 약 11점 이상 높아졌다. 통계적 유의

수준 분석을 실시한 결과, Type 2와 Type 3, Type 3과 

Type 4, 그리고 Type 3과 Type 6에서 각각 유의성이 

있었다(p<0.01). 이는 수목식재(Type 3)가 다른 유형

들에 비해 활력도 증진을 위해서는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산림과 같은 수목식재지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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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stability(**p<0.01) (b) Comparison of  comfortable sensation(**p<0.01)

(c) Comparison of  relaxed sensation(**p<0.01) (d) Comparison of plants rich(**p<0.01)

(e) Comparison of mild sensation(**p<0.01) (f) Comparison of  natural feeling(**p<0.01)

Fig. 3. Comparison of SD.

녹지유형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양호하게 한다는 

Ji 등(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도시에 비해 숲과 녹지의 조망이 불

안감, 우울감, 분노감, 피로감, 혼란감이 훨씬 더 감소

한다(Ji 등, 2012)고 제시하고 있으며 수목이 식재된 

숲과 녹지의 조망이 불안감과 우울감이 완화되고 긴

장과 피로를 풀 수 있다는 기존 연구(Lee 등, 2011)에
서처럼 본 실험에서도 옥상녹화 유형 중 수목식재가 

다른 유형들보다 불안감, 우울감, 분노감, 피로감, 혼
란감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도심내 건축물 옥상녹화의 경우 수목식재

과 더불어 생태텃밭과 잔디광장, 초화류, 습지비오톱

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에 일정부문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적 종합감정장해(TMD)는 Type 5 〉Type 1 

〉Type 4 〉Type 3 〉Type 2 등의 순으로 낮은 결과

값이었다. 이는 Type 2(잔디광장)와 Type 3(수목식

재)이 종합감정장애 개선에 가장 효과적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옥상녹화 조성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사례는 아니지만, 도시경관 대비 인공연못, 소나무

숲 등이 종합감정장해(TMD)에 도움이 된다는 Lee 등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3.2. SD법 

SD법을 이용한 안정감, 쾌적감, 여유감, 식물이 풍

부함, 온화감, 자연스러운 느낌에 대한 인상 평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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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Type 2 →Type 3 →Type 6 →Type 5 →Type 4 
→Type 1 등으로 측정값이 높게 나타났다.

Type 1과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의 비교결과, 옥상녹화 미조성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측정값이 낮게 조사되었고 Type 2와 Type 3에서는 모

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감에서는 

Type 4와 Type 5의 유의성이 확인되었고(*p<0.01), 
쾌적감에서는 Type 4와 Type 6의 유의성이 확인되었

다(*p<0.01). 여유감에서는 Type 1과 Type 5에서 유

의차가 있었으며, Type 3과 Type 6에서도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온화감에서는 Type 4와 Type 5간에 유의

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도심지 내 녹지와 연못을 산책할 때의 느낌을 

연구한 Lee 등(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

다. 일반적으로 식물이나 녹지공간이 보이는 작업환경

이 직장인에게 있어 직업 만족도를 높여주며(Dravigne 
등, 2008) 실내공간에 식물을 배치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Lohr and Person-Mins, 2000; Doxey 등, 
2009)는 기존 연구들과 미루어 보았을 때, 건축물의 

옥상을 녹화하는 것만으로도 도시민의 심리적 편안함

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뛰어난 

녹지의 경우 현대인들에게 일상생활로부터의 일탈이

나 탈출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심리변화를 제공하므

로(Lee 등, 2011) 건축물 옥상녹화는 도시민의 정신적, 
심리적 피로를 완화시켜주며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aplan과 Kaplan, 1989)고 이해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옥상녹화 유형에 따른 이용자들의 심리 

변화의 효과를 기분상태검사(POMS)와 SD법으로 비

교 분석하여 각 유형에 따른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실험대상지는 총 6개 Type으로 구성하였으며 Type 

1은 미조성유형, Type 2는 잔디광장, Type 3은 수목

식재, Type 4는 생태텃밭, Type 5는 습지비오톱, Type 
6은 초화류가 위주가 된 옥상녹화유형으로 각각 설정

하였다. 측정지표는 기분상태검사(POMS)와 의미분

별법(SD)을 이용하였으며 피험자는 옥상녹화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조경학과 관련 대학생 40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실험결과 옥상녹화 조성은 옥상녹화 미조성보다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심리적 요소를 완화시키고 있

었으며 긍정적 심리적 요소에서도 양호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의한 유의수준분석과 단순 수치적 

비교 등을 종합한 결과, 옥상녹화 미조성유형에 대비 

잔디광장(Type 2), 수목식재(Type 3), 초화류(Type 6) 
등으로 시공된 옥상녹화에서는 부정적 심리요소인 긴

장-불안(T-A), 분노(A-H), 혼란(C)을 억제시키는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활력과 안정감, 
쾌적감, 여유감, 온화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태텃밭

과 습지비오톱보다는 잔디광장과 수목식재로 조성된 

옥상녹화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옥상

녹화를 통한 긍적적인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잔

디광장과 수목식재를 위주로 하면서 생태텃밭, 습지

비오톱, 초화류 등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연령대를 20대 대학생으로 한정했다는 

제한점과 옥상녹화의 유형에 따라 이용객들의 만족도

를 심리적 효과에 한정시켰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

다. 연구대상지에 선정에 대해서도 서울시 소재 5곳으

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
러나 본 연구 결과는 옥상녹화의 유형에 따른 이용객

들의 심리적 효과를 밝혀 옥상녹화의 이용목적 및 운

영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하나로 옥상녹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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