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http://dx.doi.org/10.14774/JKIID.2014.23.4.012
Vol.23 No.4 Serial No.105 _ 2014. 08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4호 통권105호 _ 2014.0812

건축공간에서의 Vertical Garden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건축물 외벽면 디자인 활용방법 -

The Research for Making Flexible Use of Vertical Garden in Architectural Space
- The activated use design for architectural outside wallsˊ space -

Author 류효매 Liu, Xiao-Mei / 정회원, 동서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

김은정 Kim, Eun-Jung / 정회원, 동서대학교 디자인학과 박사과정

홍관선 Hong, Kwan-Seon / 정회원, 동서대학교 디자인학과 부교수*

Abstract In this study, the basic information and study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Outer Wall Vertical Greening

were analyzed. Recorded according to the type of research and analysis, through numerical statistics. Building

Outer Wall Vertical Greening design the most appropriate and effective ways to present and try to guidelines. The

scope of the research of Building Outer Wall Vertical Greening(2001-2013) was selected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Theory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case study research was conducted.

The main academic monographs, Library Literature, specializing in design magazines and excerpts from the 28

cases analyzed specifically. Building Outer Wall Vertical Greening should be designed synthetically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project, existing material, to consider the value of the building. Architect must be designed

depending on accident and comprehensive expertise for architectural design of Building Outer Wall Vertical

Greening. Building Outer Wall Vertical Greening requires the professional and comprehensive design approach

depending on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people. However, purpose of use, plant, color, Formative

expression, culture, locality, maintenance is properly applied in the design process is not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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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들어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

행되고 있다. 2011년 UN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50% 이

상의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70% 이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도시의 확장으로 ‘콘크리트 삼림’이

자연식생과 산림을 대체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도시

온도가 높아지고 건축물의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고 있

다. 동시에 건축물 외벽면 수직 녹화는 건축의 유기적인

구성부분으로 환경의 개선을 미화하고 도시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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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건축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녹색건축건설이념과 부합

되어 녹색건축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사람들의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건축물 외벽면의 수직녹화에 관한 디자인 연구는 비교적

수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통해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첫째, 건축물 수직녹화의 개념, 발전과정 및

현황, 효과 및 기능, 구성요소, 디자인의 표현기법을 파

악하였다. 둘째, 건축물과 수직녹화의 기술 융합을 통해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의 시공기술 설치방식에 따라 전

통(고정형)형과 신형(모듈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

석하여 현재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에 대해 정리하고

설명한다. 셋째, 28개 사례를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의

사진, 기본 정보, 디자인 특성을 연구, 분석하였다. 넷째,

녹화유형에 따라, 사례의 구체적인 소재위치, 설치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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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면적,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색채 및 효과, 문화지

역성을 귀납적 분석하여 건축물에 따른 서로 다른 차이

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낸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위의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건축물 수직녹화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의 디

자인계획 시 활용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범위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논문, 문헌, 전

문 건축과 경관 디자인 잡지에서 누차 언급된 건축물의

외벽면 수직녹화를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에 한해 연구를 한정하고, 그 중

건축의 벽면, 발코니, 창문 등을 포함한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 문헌조

사, 사례분석, 통계데이터의 과정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

다. 문헌연구는 주요 학계 학술논문, 도서관 문헌자료,

전문 디자인 잡지 등 3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사례조사는 기존에 있는 수직녹화의 사례유형을 정리분

석 한다.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가 잘 된 각국의 대표

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 앞서 이론

적 고찰의 이론을 기준으로 사례들의 사례사진, 기본정

보, 디자인특성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의 7개 종류의 수직녹화 유형과 디자인에서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결론짓는다. 본 논문에서 종합한 수

직녹화의 요소점과 통계데이터는 28개 사례를 구체적으

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건축 외벽면 수직녹화 최적 방

안의 근거로 하였다.

편수 구분 연구사례 년도

6편
친환경 설계에 대한
연구

생태 효과, 생태 환경, 친환경 주거 공
간, 친환경 건축물의 개선 방안

2002-2012

7편
수직 녹화의 기본
현황 조사 연구

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수직녹화 현황
,신기술, 유형과 디자인 등 기본 조사
자료

2003-2010

12편
수직녹화의 식물,
시공, 기술 및
구조에 관한연구

수직녹화의 식물자원, 녹화 벽면 시스템 2003-2013

11편
실내와 실외
수직녹화의
관련연구

실내 열환경의 개선, 수직녹화 시스템
용 덩굴성 식물, 지붕 녹화

2007-2013

12편
건축 수직녹화 및
수직녹화의 디자인
방법 관련 연구

건축 입체녹화, 녹색 건축 외벽면, 건
축방면 수직 녹화 디자인 방법이 아
주 적음. 모두 간단한 서술하였음

2001-2012

<표 1> 건축물 수직녹화 선행연구

2. 건축물 수직녹화 이론고찰

2.1. 수직녹화의 개념

수직녹화는 최초로 러시아의 문헌변역에서 비롯되어

지금은 영문으로 ‘Vertical planting’이라고 한다. 초기의

수직녹화의 정의는 덩굴식물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중

국의 「원림식물 경관디자인과 조성」에서는 수직녹화의

정의를 ‘수직녹화는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벽면, 난간, 격

자울타리, 기둥 및 가파른 산석 등을 녹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1) 오늘날 ‘Vertical planting’은 건축녹화, 벽

면녹화, 표준모듈 수직녹화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张宝

鑫’의 「도시 수직녹화」(2006)에서는 건축물 벽면 수직

녹화의 개념에 대하여 건축물 벽 내외면 수직녹화는 건

물표면과 실내를 수직방향으로 녹화함을 말한다고 하였

다. 그는 건축물의 대좌 및 주변, 건축벽면, 건축발코니

및 창턱, 창문아래 재배함, 외벽면 부도기구형, 발코니를

확장하여 형성된 공중화원 및 경사도가 심한 벽면에 진

행하는 녹화를 포함한다.2)

2.2. 수직녹화의 발전과정 및 현황

사회발전에 따라 도시환경시설과 수준이 점차 향상되

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란스러운 도시에

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녹색을 갈망하고 도시가 녹색으로

가득 찬 공원 같아지기를 희망한다. 수직녹화는 이런 배

경에서 점차 발전된 것이다. 1998년 리스본 엑스포, 2005

년 일본 아이치현 만국박람회 등 몇 번의 엑스포가 개최

되었다. 2010년 중국 상하이 엑스포의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의 주제가 각국의 전시관 건설과 운영으로 사람

들에게 현대 생태건축이 녹색재료, 생태에너지, 절약 기

술에서의 비약적인 진보를 전시하였다.

2.3. 수직녹화의 효과 및 기능

수직녹화의 효과 및 기능은 다음 <표 2>와 같다.

효과 기능 설명

도시녹지율
증가

도시공간을 점용하지 않고 녹화면적을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
로 녹화율을 증가할 수 있다.

도시경관
효과 증가

건물외관 향상 및 차폐, 가로경관 향상 등 녹색이 있는 새로운 공
간을 창출한다.

건물보호
효과

수직녹화의 산성비로 부터 건축물의 오염과 부식을 막는다. 식물
이 공기의 보온층을 형성하면서 벽면의 온도 차이를 유효하게 낮
출 수 있다.

소음경감
효과

토양층은 소리파장을 흡수하여 소음을 경감. 소음이 식물에 전달
되었을 때 반사되어 음파의 에너지가 감소되면서 소음의 음량이
약해진다.

상대적으로
넓은 점유면적

벽면은 옥상의 약 5배 면적을 가지고 있다. 열섬제어 등 앞으로의
기술 개발에 따라 녹화 가능한 벽면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
된다.

기후 조절
가능

수직녹화는 도시의 공간에서 나머지 열량을 흡수하여 도시의 온
도를 낮추고 물의 기화작용으로 습도를 조절, 도시공기의 난류를
감소하고 공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빛 공해의
감소

식물을 사용하여 건축벽면을 녹화하면 반사된 광선으로 인해 발
생하는 눈부심 현상이 줄어들다. 수직녹화로 빛의 공해를 낮추고
거리의 빛 환경의 전체적인 조도를 조절한다.

도시홍수
예방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지붕은 우수 유출계수가 0.8-0.95인 반면에
잔디와 수목은 0.05-0.25인 관계로 우수유출 지연효과가 크다.

도시
자급자족

대도시의 높은 지가로 인해 도시주거지역 내 자연지반 농경재배
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표 2> 수직녹화의 효과 및 기능

1) 郝洪章, 黄人龙, 도시입체녹화 M,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2, p.3

2) 董豪杰, 沈萍, 건축수직녹화기술을 가볍게 분석 山西건축, 제36권제

14기，20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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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축물 벽면 수직녹화 디자인의 표현기법

(1) 구도 기본 수법

수직녹화의 디자인은 어떠한 기술수단과 방법이라도

점, 선, 면의 기본적인 구도방법으로 개괄할 수 있다.

수법 설명 이미지

점적
구도

디자인의 주로 포
인트를 주고 건축
의 수직면은 장식
한다. 또한 점의
패턴을 이용하여
구도한다.

선의
구도

강한 동적 느낌과
인도성이 있어 사
람들 시선을 이끈
다. 입면의 단조로
운 구도를 타파.
리듬감 형성.

면의
구도

녹화면적이 클수록
감화력이 크다. 최
적의 시각적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표 3> 구도 기본 수법

(2) 조형 질감의 기본 디자인 기법

녹화면의 질감효과는 색채가 건물에 대한 영향력 보다

는 작지만 사람들의 풍부한 심리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에 수직녹화의 효과연출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수직

녹화는 여러 종류의 식물배치로 부동한 질감효과를 형성

하기에 질감효과도 벽면을 장식할 수 있다.

기법 설명 이미지

자연적
방식

각종식물을 모두

원생의 자연형태를

유지하여 식물생장

에 인공적인 관여

를 하지 않고 자연

미를 충분히 표현

한다.

규칙적
방식

녹화면의 정연함과

짜임을 강조하며

정중감과 질서감,

표면의 결의 정연

하고 정교함을 강

조한다.

혼합적
방식

혼합적 방식은 양

자의 장점을 결합

시켜 규칙과 자연

의 두 가지 질감을

사용하여 대조관계

의 구도관계를 형

성하였다.

<표 4> 조형 질감의 기본 디자인 기법

(3) 색채 디자인의 기본 원칙

수직녹화의 색채디자인의 기본원칙은 형식미의 원칙과

같다. 색채디자인은 색채대조원칙과 색채조화원칙 두 가

지의 원칙이 있다. 수직녹화의 구도는 통상적으로 식물

과 건축표면재료가 서로 조합되어 형성된다. 때문에 수

직녹화의 색채관계도 식물색채와 건축표면색채간의 배합

으로 표현된다.

원칙 설명 이미지

색채
대비

색상
대비

식물과 건
축 표 면 재
료의 대비

명암
대조

층 차 감 과
입 체 감 을
표현

색채
조화

색채대조를 제어
하고 조화를 이루
게 하고 통일된
색채지각효과를
나타냄

<표 5> 색채 디자인의 원칙

2.5. 수직녹화의 문화지역성

각 종 식물의 성장과 재배는 모두 일정한 온도조건이

필요하다. 온도는 식물 생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생육

조건이며, 평균온도, 최저온도에 따라 생육 가능한 지역

이 달라진다. 최적 온도 범위는 지구 각 지대의 식물 생

장에 적합한 온도범위는 다르다. 열대식물의 적합한 온

도범위는 30∼35℃이고 온대식물의 적합한 온도범위는

25∼30℃이며 한대식물의 적합한 최적온도는 0℃보다 조

금 높으면 된다. 식물의 계절성 경관은 지역온도의 제약

을 받는다. 식물은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을 연출해 낸

다. 식물은 1년4계절 생장과정에서 잎, 꽃, 열매의 형태

와 색깔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르다.

3. 건축물과 수직녹화의 기술 융합

3.1. 건축물 수직녹화의 유형

자연녹색벽과 인공녹색벽으로 나눈다.3) 자연녹색벽

（Natural Green Wall）혹은 녹색외벽（Natural Facad

e）은 벽에 직접 재배하거나 디자인적으로 만들어낸 받

침대 구조에 덩굴식물을 재배하여 형성된 것이다. 지면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식물의 줄기가 건축물의 벽면을

따라 생장한다. 반면 인공녹색벽（Artificial Green Wall)

은 수직화원, 활체녹벽, 재식벽이라고도 한다. 이런 녹색

벽의 식물 재배함은 수직으로 배치하며 지면 토양에 뿌

리 내리지 않고 수직으로 식물 모종밭에 뿌리를 내린다.

시공 설치 방식에 따라 고정형(Fixed Type) 녹벽과

모듈형(Module Type) 녹벽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형은

식물의 줄기를 금속 구조물이나 지지대를 통과하도록 하

여 벽면에 직접 고정시킴으로써 식물의 생장 방향을 결

정하는 방식으로 식물이 벽면을 따라 자라게 된다. 모듈

형은 식물이 바스켓 또는 화분이나 깡통 등의 금속 구조

물을 통해 연결되도록 하여 넓은 면적의 모종밭을 이루

는 것으로 모듈처럼 이어 붙일 수 있다.

3) 宋纯智, LANDSCAPE RECORD 경관실록, 료녕과학기술출판사,

2013,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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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형

일반적

특성

새로운 입체녹화 공간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임. 지면에 직재할 수 있는

식물로 수직 녹화에 사용됨. 고밀도 식물을 심을 수 있다. 녹화장소가 한

정되어 있음. 대면적에는 대응할 수 없음.

기술

특성

장점
식물이 벽을 따라 자라기 때문에 벽면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실내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미화 효과도 있음.

단점
식물 성장 속도의 영향을 받아 녹화 속도가 더디고 식물의 성장

세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움.

시공

방법

시공기술 사례사진

용기를 익스팬션 볼트로 직접 벽이나 선반에 연

결함. 우선 연결 부품을 설치한 후 화분이나 모

종판(화분은 알루미늄 재질 용기 또는 스테인리

스 재질 용기)을 설치함. 또 다른 설치 방법으로

는 우선 금속 선반을 설치하고 안에 재배 용기

를 설치, 나중에 재배용 흙을 넣어 식물을 심는

것임.

화분형

일반적

특성

화분을 독립된 모듈로 보고 연결해서 모양을 만들어 냄. 계절에 따라 식

물의 종류를 바꿀 수 있음. 광장과 정원에서 많이 사용. 식물 재료는 화

훼 등이 사용되고 다양한 조형을 만들 수 있음.

기술

특성

장점

녹화하기 어려운 지역에 빠르게 녹화지대를 만들 수 있으며 유니

크한 디자인과 ˋ빠른 녹화ˊ를 가능하게 해줌. 또한 시공과 관리가

편함

단점 면경이 크고 측면에서 보면 아름답지 않음.

시공

방법

시공기술 사례사진

벽에 선반을 세우거나 광장에 우선 여러 모양을

만들어 놓고 화분을 사전에 정해놓은 구조대로

놓아 아름다운 녹화 효과를 만듦.

벽걸이형

일반적

특성

각각의 녹화 모듈은 모두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 시공과 교환이 매우 편

함. 모듈 수명이 길어 장기적으로 효과를 누리고 싶은 벽면녹화에 적합

하며 하나의 모듈은 무게가 15킬로그램을 넘지 않고 사이즈는 50센티미

터를 넘지 않음.

기술

특성

장점 모듈식, 체계화, 이동가능, 철거 편리, 빠른 속도, 관리 용이

단점
뼈대 두께가 15mm보다 커서 미관에 영향을 주고 벽에 고정시킨

고정지점에 물이 새고 녹슬기 쉬움.

시공

방법

시공기술 사례사진

우선 연결 부품을 설치하고 선반을 설치한 후

식물을 심은 모듈을 선반에 설치한다. 모듈식 벽

녹화는 다양하고 풍부한 도안을 만들 수 있고

전체 벽면 또는 일부 벽면 녹화가 가능하다.

3.2. 다른 시공기술 조건에서의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의 분류

벽면녹화의 디자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술 조건이 디자인의 가능성과 합리성을 어느

정도 결정하게 된다. 시공 설치방식에 의한 유형별에 따

라 대체적으로 7개로 나눈다. 수경형，용기형, 화분형,

벽걸이형은 인공녹벽(신형기술 / 모듈 시스템)에 속하고,

줄당김형 격자형 및 자유 덩굴형 시스템은 자연녹벽(전

통기술 / 고정 시스템)에 속한다. 당김줄형, 격자형, 자유

덩굴형의 특성은 <표 6>과 같다.4)

줄당김형， 격자형， 자유 덩굴형

일반적

특성

줄당김형
와이어 로프로 덩굴식물의 생장방향을 인도하고 생장형태를

제어함.

격자형
금속골조나 나무로 식물 등반격자를 만들어 식물이 타고 오

르면서 생장하여 벽과 분리된 녹화를 함.

자유

덩굴형

건물주변의 토지를 식물재배기반으로 휘감아 오르는 덩굴식

물을 이용하여 줄기에 흡착근 및 뿌리가 생기면서 거친 벽면

에 부착하여 벽면을 수직녹화 하는 방식.

기술

특성

장점
시공기술이 간단하고 다루기 쉽고, 전반적인 가격이 낮아 유

지관리가 간단함. 식물의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지 않음.

단점
수직녹화 높이, 면적의 영향을 받아 예술효과가 단조롭고 적

용되는 식물종류가 적음.

시공

방법

시공기술 사례사진

줄

당

김

형

식물이 건축의 중요한 부분이나 시설을 덮는

것을 방지하면서 식물의 녹화 속도를 제고

함. 와이어 로프 등 보조적인 구조물의 설치

로 수직녹화 효과를 제어함. 건물과 구조대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함..벽면방수

처리로 식물이 벽면에 대한 파괴를 방지해야

함.

격

자

형

격자형의 구성은 건축격자형과 보조격자 두

가지 형식. 보조격자는 간단하게 벽에 붙여

서는 안 됨. 보조적 골조형식은 식물이 무성

하게 자라면서 골조에 견고하게 감겨 오르는

것이 원칙. 격자는 식물의 무게를 감당하면

서 벽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함. 콘크리트

벽면과 기타 건축의 골조도 모두 아연으로

도금하여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해야 함. 스텐

격자 시공 시 반드시 방부처리.

자

유

덩

굴

형

재배토양은 45cm 이상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함. 용기 내의 식물은 부분토양을 교체하고

오래된 뿌리를 잘라 새로운 뿌리의 발육을

촉진하여야 함. 덩굴식물로 하수형 녹화를

하고 가지나 줄기가 엉키어 내부가 후텁지근

하면 가지치기나 솎아서 건전성을 유지하여

야 하며 벽에 방수하는 동시에 벽면의 재료,

방향, 높이에 주의해야 함.

<표 6>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 시공기술(고정 시스템) — 담김줄형,

격자형, 자유 덩굴형

수경(水培)시스템은 일종의 모듈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다.

식물은 사전에 용기에서 배양하여야 하며 일정시간을 배양

한 후 카펫식 또는 모듈식의 방법으로 벽면에 옮겨 심어야

한다. 용기형과 화분형 벽면녹화 시스템은 보편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벽걸이형

시스템은 주머니나 항아리로 구성되어 모듈시스템이라고

한다. 용기, 화분 시스템은 식물이 수평으로 자라고 벽걸이

형은 식물이 수직으로 자란다.

수경형, 용기형, 화분형, 벽걸이형의 특성은 <표 7>과 같다.

4) 吴玉琼, 수직녹화신기술의 건축에서의 응용, 석론，2012.6, p.120-156

수경형

일반적

특성

벽 위쪽을 향해 수경 재배용 식물을 심고 물의 순환을 이용해 직접 식

물의 뿌리에 영양물질을 공급함.

기술

특성

장점
토양에 의존하지 않음. 이 녹화 방식은 개당 무게가 작고 설치가

용이함

단점
제조원가가 비싸고 유지 관리가 어려우며 선택한 식물에 대한 충

분한 이해가 필요함

시공

방법

시공기술 사례사진

금속 선반 한 개에 폴리염화비닐 층과 폴리아

미드 층이 필요함. 우선 금속 선반을 벽에 고정

한다(또는 독립적으로 둔다) 이는 식물벽체를

고정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벽 사이의 공

기층을 형성함. 그 다음 '폴리염화비닐층'을 금

속 선반에 리벳팅해 방수방근 역할을 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폴리아미드층'을 폴리염화비닐

층 표면에 고정하면 식물의 뿌리가 폴리아미드

층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함.

<표 7>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 시공기술(모듈 시스템) — 수경형, 용

기형, 화분형, 벽걸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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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Caixa Forum 박물관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스페인 마드리드 적용면적 높이 24m，면적600㎡

설치년도 2006년 디자이너 Patrick Blanc

용도 박물관 녹화유형 수경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면의 구도 수법 및 혼합식 디자인 기법/ 건물 외벽이 거대한 화폭으로 구성/
식물을 염료로 삼아 그림을 그림/ 식물의 종류도 많고 수량도 풍부함, 입체감
형성

색채 및
효과

색조가 통일됨, 철판구조와 벽돌로 된 벽면 색체 대비(비교). 입체감을 가진
입체 정원을 만들어냄. 예술적 호소력과 표현력을 가짐. 색채의 대비원칙

문화
지역성

선명한 도시의 상징성. 현대 예술 중심의 문화 특징에 부합.

사례6 Edgware길 지하철역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영국 런던 적용면적 180㎡

설치년도 2011년 디자이너 Biotecture유한회사

용도 지하철역 녹화유형 수경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과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생동감 넘치는 설계방
식을 사용하여 식물을 두 층으로 나누어 배치/ 이 중 3가지 식물을
기초로 하여 열을 맞추어 식물을 배치하였고 기타 10가지 식물을 유
선형으로 배치/ 설계에 바람과 빛, 식물의 효율적인 접촉, 전체적인
조형의 영향을 고려.

색채 및
효과

녹색과 붉은색의 잎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보라색과 노란색 꽃들
을 유선형으로 배치.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문화적인 요소가 부족하며 현지의 바람과 빛, 식물 조형의 영향만을
고려하였음

사례1 Musée du Quai Branly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프랑스 파리 적용면적 800㎡

설치년도 2005년 디자이너 Patrick Blanc

용도 박물관 녹화유형 수경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면의 구도 수법 및 혼합식 디자인 기법/ 유리의 반사성을 이용한 수직녹화와
환경녹화의 혼연일체/ 색채를 가진 화초식물들을 배치하여 더욱 풍성하게 연
출/ 식물과 창문의 조화로운 매치를 고려

색채 및
효과

완전한 식물 생태 시스템, 상록색을 테마로 함. 색체는 녹색계열을 위주로 약
간의 보라색과 흰색 등의 화초식물을 배치하여 통일감 있고 조화로운 색체
대비를 연출해 냄, 색채의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Patrick Blanc 특유의 수경형 수직녹화 타입. 소박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 안
에 낭만적인 설계 이념이 내포되어 있음. 건축물은 전통의 이정표적인 시각적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수직녹화에는 역사문화의 흔적을 표현해 내지 않았음

<표 8> 수경형 사례분석

사례5 말레이시아 DiGi 기술 운영 센터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포르투갈 리스본 적용면적 12982㎡

설치년도 2010년 디자이너 T.R.Hamzah ＆ Yeang 사무소

용도 오피스 건축물 녹화유형 수경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과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생태설계는 수직 재배 시스템을
통해 표현해 내었으며, 건축물의 표면을 둘러싸며 “Z”형태를 만들어 냄/ 점과
선, 면 형태의 기하학 구도를 사용하여 구도가 신선함/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
였으며 건축물의 창살과 수직 식물녹화가 질감 대비를 형성

색채 및
효과

녹색의 “Z”형태와 하얀 벽면이 조화로우며 푸르스름한 녹색 유리와 은색의 건
축물 외부 윤곽선이 간단명료함.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정보업계 심벌을 디자인

사례3 Athenaeum hotel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런던 Mayfair구 Piccadilly거리 적용면적 250㎡

설치년도 2009년 디자이너 Patrick Blanc

용도 호텔 녹화유형 수경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면의 구도 수법 및 혼합식 디자인 기법/ 건축벽면 한 면의 수직녹화로 유리와
질감 비교 형성

색채 및
효과

전체전인 상녹색을 위주로 하였음. 전체적인 스타일이 생태미가 뛰어남. 색채
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Patrick Blanc의 수경형 수직녹화 유형 형성.
문화 지역성과 디자인 요소 부족.

사례4 NATURA 고층 건물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포르투갈 리스본 적용면적 23㎡

설치년도 2009년 디자이너 Vertical Garden Design 수직화원디자인회사

용도 오피스 건축물 녹화유형 수경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면의 구도 수법 및 혼합식 디자인 기법/ 설계적으로 풍력과 강한 직사광
선의 부작용을 고려하였음/ 식물벽면 네 면의 설계 스타일이 서로 다르
면서도 통일감 있는 요소가 있으며 질서정연하게 식물을 배치하였음/ 벽
면녹화를 문과 창 등의 개방이 필요한 곳을 남겨두었으며 형태.

색채 및
효과

여러 종류의 녹색식물이 곳곳에 원형으로 빨간색 작은 꽃들을 배치
색채의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열대 스타일의 이국적 분위기로 비교적 생태적이며 기업 문화적 요
소가 표현되지 않았음

사례7 콜럼비아의 호텔 가이아 (Hotel Gaia)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Colombia Bogotá 적용면적 380㎡

설치년도 2012년 디자이너 Biotecture유한회사

용도 호텔 녹화유형 수경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점과 면의 구도 수법 및 혼합식 디자인 기법/ 건축의 딱딱한 재질과
부드러운 식물이 서로 어울려 간결하고 깨끗하며, 명료함

색채 및
효과

녹색, 담황색 식물과 흰색 벽면, 투명한 유리, 네 가지 색채가 잘 어
울림.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완벽한 식물 순환 시스템
지역문화성이 결핍

사례8 Ann Demeulemeester Shop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한국 서울 적용면적 734.33㎡

설치년도 2007년 디자이너 Cho,minsuk 및 Park,kisu

용도 쇼핑전문점 녹화유형 용기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외벽을 두꺼운 녹색의 식물로 덮음
건물 내부벽면 녹화 진행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색채 및
효과

외벽을 두꺼운 녹색의 식물로 덮음
건물 내부벽면 녹화 진행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한국 서울 강남구 스타일 쇼핑몰

<표 9> 용기형과 화분형 사례분석

4. 사례 연구 분석

4.1. 건축물 녹화유형에 따른 분류 및 분석

다음은 수경(水培)형의 7개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다음은 용기형과 화분형의 8개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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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9 CR Land Guang'anmen Green Technology Showroom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중국 북경 적용면적 500㎡

설치년도 2008년 디자이너 북경 Vector Architects 디자인 사무소

용도 오피스 건축물 녹화유형 용기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직식 디자인 기법/ 사용기간이 3년인 임시건물
건축물과 주위 경관 환경의 조화를 고려함/ 수직녹화 시스템과 녹색
지붕 시스템 2대 시스템 설계/ 식물의 사각 “면” 구도와 “선”형 강철
구조물 구도가 서로 어우러짐.

색채 및
효과

큰 면적의 블록형 벽면녹화와 짙은 회색의 강철구조물이 공원의 일
부로 자리잡음. 색채의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중국 베이징의 “녹색 베이징, 인문 베이징”이라는 현대화 도시 이념
에 부합함.

사례10 2010년 상해세계 박람회 테마관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중국 상해 적용면적 400㎡

설치년도 2009년 디자이너 상해시 조경공사 유한 회사

용도 박람회 테마관 녹화유형 용기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과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외관 설계가 “종이접
기”라는 창의적 생각에서 출발/ 지붕은 상해의 골목길 “지붕창”의 정
면으로 열리고 뒷면이 기울어진 특징을 모방하여 상해의 전통 석고
문(石庫門)의 건축 문화 매력을 보여줌/ 모듈의 배열된 각도를 바깥
쪽으로 20도 정도 기울여 식물이 성장하며 녹색 잎이 나온 후 모듈
이 덮일 수 있게 설계함.

색채 및
효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어두운 붉은색, 어두운 녹색, 밝은
녹색 등의 색깔로 점점 변하여 멀리서 봤을 때 그라데이션감이 느껴
짐. 풍부한 색채감이 느껴지며 계절이 변함에 따라 색이 더해짐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중국 상해 전통 문양의 수직녹화 테마성 건축

사례11 Green Walled Facade Conceals Building’s Mechanicals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일본 오다와라 적용면적 1047.80㎡

설치년도 2011년 디자이너 Kengo Kuma and Associates

용도 종합 건축물 녹화유형 화분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점과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건물의 외관은 알루미
늄 표면의 벌집 모양이고, 화산석 무늬가 있고 알루미늄 합금판 중
간에 구멍이 있어 식물이 점 분포 형식으로 구멍 안에 고정됨/ 약간
기울어진 합금판은 단일 합금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합금판은
녹색 생명을 부여 받아 부식된 포말같아 보여 거대한 유기체를 이룸

색채 및
효과

은회색에 표면에 무늬가 있는 알루미늄판으로 녹색의 부드러운 식물
과 조합해 인공재료와 유기 생명체의 조화를 이룸.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일본 특유의 소형 건축물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적 이념이 부
족함.

사례12 새로운 거리 광장 녹색벽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영국 런던 적용면적 240m2

설치년도 2011년 디자이너 Biotecture 유한 회사

용도 오피스 건축물 녹화유형 화분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면의 구도 수법 및 혼합식 디자인 기법/ 비교적 자유로운 위장 도안
을 사용하였으며 대다수의 식물이 모두 비교적 강렬 태양광에 적합
한 식물임 벽면녹화 식물에 창조성이 풍부한 “복합” + “행렬”적인 배
열 방식 사용./ “복합”은 주요식물군으로 식물체가 비교적 크고 짙은
색채의 식물이 대다수 이며 “행렬”은 3∼5가지 상대적으로 낮고 작
은 식물을 사용하여 일정한 규칙으로 반복 배열하여 배경으로 배치
함으로 주요 식물을 부각시킴.

색채 및
효과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초록색, 흰색 등 화초식물과 색체식물을 사
용하여 색체가 풍부. 색채의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기업문화가 부족하고 위장도안 이념과 본 기업 문화 이념 불일치

사례13 CC정원 스튜디오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적용면적 126㎡

설치년도 2012년 디자이너 CC-Studio

용도 스튜디오 녹화유형 용기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일정한 각도와 칸막이로 경
사를 만들어 각도를 잡음/ 식물을 화분 내에 고정시킴/ 하나의 조각
으로 연결됨/ 녹화와 반사면으로 옥상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임/
거울과 양치식물의 질감 대조 형성.

색채 및
효과

색채의 점차적인 변화(붉은색에서 녹색으로 점차적으로 변화)
주변의 화원 색체와 잘 어울어져, 화원의 일부분으로 되었음.
색채의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지역 문화 색체와 도안의 조형

사례14 국왕 십자 주유소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영국 런던 적용면적 240㎡

설치년도 2012년 디자이너 Biotecture 유한 회사

용도 주유소 녹화유형 화분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평행 파대가 있는 도안 설
계 방식/ “행렬”적인 식물 배열 방식/ 벽면녹화의 모든 파대에 있는
식물은 모두 조금씩 다르며 내열성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였고 내
열성이 가장 높은 식물을 벽면녹화 가장 윗부분에 배치하였음.

색채 및
효과

빨간색, 보라색 화초식물과 은색잎 식물을 사용하여 색체가 풍부함
계절에 따라 다른 색채가 나타남.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자연 경관이 특징으로 지역성은 가지고 있지만 문화성은 가지고 있지 않음

사례15 스페인 아동 도서관 식물벽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스페인 동부 적용면적 240㎡

설치년도 2012년 디자이너 Jose Maria Chofre

용도 아동 도서관 녹화유형 화분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과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조형적으로 거대한 화
분이 가득한 격자망 바구니를 보는 듯 함/ 건축 벽면이 모듈화 방식
으로 건축되었으며 정육면체 용기가 두 개의 금속 격자망 사이에 배
치되어 있음. 내부 격자망은 기타 용기로도 교환할 수 있음

색채 및
효과

보라색, 핑크색,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등 여러 종류의 색채로 풍부
한 시각적 효과를 지님.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아동의 색체와 조형에 대한 편애를 고려함
식물 과학 보급 문화의 교육적 의의를 지님

사례16 MAYOR 대학 경기 프로젝트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칠레 산티아고 적용면적 3058㎡

설치년도 2008년 디자이너 Enrique ․ Bulang En

용도 학교 건축물 녹화유형 벽걸이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면의 구도 수법 및 혼합식 디자인 기법/ 거대한 투명 지붕과 식물
벽면녹화를 사용하여 건축물에 더욱더 시각적 충동감을 부여하였고
상징적 건축물이 되었음/ 건축물 외부 입면에 덩굴식물과 낙엽식물
로 구성된 “이중 녹색피부”를 입혔으며 식물은 건축물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고 지붕까지 뒤덮여 있음.

색채 및
효과

녹색의 지붕과 건축물 외부 입면, 투명한 유리, 하얀 건축물의 벽면
이 간단명료한 색채 보여줌.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캠퍼스 안의 상징적 건축물. 현지 현대화 건축 스타일을 채용하여
색체가 지역적 특색을 지니고 있고 간결하고 깨끗하며 명도가 높음

<표 10> 벽걸이형 사례분석

다음은 벽걸이형의 7개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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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7 Vertical Living Gallery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태국 방콕 적용면적 440㎡

설치년도 2011년 디자이너 Shma 경관 건축 유한회사

용도 화랑 녹화유형 벽걸이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과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전체 건물 외벽을 3개
층으로 나눔/ 식물 윤곽은 부등변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 사각형
의 금속난간과 교차를 이루도록 함/ 전체 디자인에서는 선과 면이
결합하는 방법으로 뻥 뚫린 금속난관이 식물의 중후함과 어우러짐/
투명한 기하학형 유리, 녹화 덩어리, 노란 불빛, 선형의 건축 테두리
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었음.

색채 및
효과

진한 녹색 식물을 새까만 금속 프레임에 박아 황갈색의 난간과 믹스
매치하여 진중한 분위기에서 가벼움을 잃지 않음. 색채의 대비와 조
화 원칙

문화
지역성

짙은 태국 색체의 건축, 식물과 건축의 잘 융합되었음

사례18 Lbiza 수직 화원

사진

Ÿ

기본
정보

소재위치 스페인 Ibiza섬 적용면적 400㎡

설치년도 2011년 디자이너 Urbanarbolismo 경관 디자인 회사

용도 호텔 녹화유형 벽걸이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점과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곡선구도 사용/ 전체
수직은 몇 개의 육각형 도기화분을 중첩하여 만들어졌으며 화분 안
에 흙과 식물이 있음/ 라이트와 식물이 중점이 되어 선과 면 구도로
배치/ 입구에도 비교적 작은 벽면녹화 설계

색채 및
효과

새하얀 호텔, 파란 하늘 아래에 정원이 주황색 파도형태의 벽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위에는 녹색식물이 만연해 있음. 내성이 매우
강한 다육식물을 선택하여 1년 내내 서로 다른 색체를 보여줌.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현지 분위기를 지닌 고급 호텔 건축물

사례20 Zentro 상업 + 오피스텔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페루 리마 적용면적 476㎡

설치년도 2012년 디자이너 GonzalezMoix arquitectura

용도 오피스 건축물 녹화유형 벽걸이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목판과 식물이 교차

하는 “절벽”/ 전체 벽면이 목판과 베이테이션 식물로 이루어

진 “수직경관”으로 식물이 점점 목판 사이의 공간을 뒤덮어

계절에 따라 다른 풍경을 만들어 냄/ 벽면의 수평구조는 암석

단층에서 영감을 얻음/ 식물이 벽면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임.

색채 및
효과

미색의 각종 “절벽” 목재와 단층 사이에 끼어있는 녹색 식물

서로 어우러짐. 색체의 날렵함과 유동성을 강조하였으며 따뜻

한 색조에 속함.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예술적 분위기. 리마는 지리적으로 절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와 맞닿은 낭떠러지에 암석 단층이 나타나 있어 “절벽”이

라는 요소를 선택함.

사례21 Urbanarbolismo Completes Vertical Tree Garden in Northern Spain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스페인 빅토리아주 적용면적 60㎡

설치년도 2013년 디자이너 Enrique ․ Bulang En

용도 오피스 건축물 녹화유형 벽걸이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독특한 “나무”형태의 도안
많은 종류의 식물을 배치하여 “식물 나무”와 강재 프레임으로 강렬
한 질감 대비 선사/ 조형이 개성 넘침/ 화분에 각 종 식물이 가득함

색채 및
효과

미색의 건축물을 배경으로 갈색 강재 프레임과 녹색 식물이 가지런
히 배열되어 있는 나뭇가지, 한 폭의 삶의 정취가 살아 있는 그림
같음.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재미성과 전시적 특징을 가진 수직 벽면녹화이지만 문화 지역적 특
색을 지니고 있지 않음

사례22 싱가포르 EDITT 빌딩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싱가포르 적용면적 26층 건물, 높이 98.5m

설치년도 시공중 디자이너 말레이시아 TRHamzah & Yeang 건축 회사

용도 오피스 건축물 녹화유형 벽걸이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마치 인류가 멸종된 후의
한 장면 같음/ 빌딩 외벽의 절반 이상 면적이 모두 현지 덩굴식물로
정돈되게 덮여있음.

색채 및
효과

투명한 유리, 은색의 현대화 건축물에 녹색 식물이 그 위를 덮고 있
음. 전체적인 색조가 깨끗하고 깔끔함.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문화지역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저 현대화 에너지 절전 건축물임

사례19 REPLAY 바르셀로나 전문점

사진

Ÿ

기본
정보

소재위치 스페인 바로셀로나 적용면적 11㎡

설치년도 2011년 디자이너 Vertical Garden Design 수직화원디자인회사

용도 전문점 녹화유형 벽걸이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폭포, 조형물을 설치하여 수
직녹화 벽면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어 줌/ 대비가 큰 실외 장식 자
재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바탕이 되는 금속 그물이 대비효과를 만들
어 냄.

색채 및
효과

여러 가지 녹색식물이 서로 공존하고 벽면 가장 위쪽에 보라색 라벤
더 등 화초 식물을 배치하여 건축물 벽면, 주위 가구의 농후한 붉은
색조와 대비를 이룸.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농후한 이탈리아 분위기. 실외환경이
두드러지면서 수직화원이 무대의 희극적 감각을 갖추고 있음

사례23 산티아고 CONSORCIO一VIDA 사무빌딩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칠레 산티아고 적용면적 3789㎡

설치년도 2003년 디자이너 Rick·Brown 건설사무소

용도 오피스 건축물 녹화유형 격자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과 면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건축입면에 리듬을 연

출/ 가로로 밀집되어 있는 덩굴 프레임이 외부로 노출됨/ 식물 배열

에는 특별한 모양은 없음/ 덩굴 프레임 형식이 가로 설치된 블라인

드 같아 식물과 함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듦.

색채 및
효과

건물 자체는 흰색이고 프레임에 붙어있는 덩굴식물은 계절에 따라 변하

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해냄(녹색에서 암홍색으로 변함). 연한 파란색의

유리외벽과 덩굴 식물의 색이 잘 어울림. 식물 자체의 계절 변화를 중시

한 것이 이 사례의 가장 큰 포인트임.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산티아고의 건축 스타일

<표 11> 줄당김형, 격자형, 자유덩굴형 및 혼합형 사례연구

사례24 싱가포르 미술 학원(sota)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싱가포르 조필얼새의 통로 적용면적 52945.54㎡

설치년도 2010년 디자이너 WOHA

용도 강의동 녹화유형 벽걸이형 및 격자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의 구도 수법 및 혼합식 디자인 기법/ 2개의 시각적으로 서로 연
결되는 수평면의 대형 건축물/ 녹색 외벽이 실내환경 여과기 역할을
해 줌/ 층별로 네트워크와 스크린, 건축물을 연결하는 수조를 배치하
여 덩굴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

색채 및
효과

대형 녹색 공중정원인 부분과 현대식 회색 건축물이 서로 잘 어우러
짐. 색채의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싱가포르 도시 건축 계획 전체적 스타일에 부합
학교건축물 스타일에 부합

다음은 줄당김형, 격자형, 자유 덩굴형과 혼합형의 6개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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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5 상해 신천지 배전실 벽면녹화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중국 상해 적용면적 용기형: 1200m2,, 자유 넝쿨형: 1280m2

설치년도 2010년 디자이너 히이나얼(海纳尔) 회사

용도 배전실 녹화유형 용기형 및 자유덩굴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과 면의 구도 수법 및 혼합식 디자인 기법/ 옥상에 두 가지 색 식
물을 조합해 수직 형태의 도안을 만들어 건물이 더욱 높아 보임/
옥상과 입면녹화 유형이 다름으로 세 가지 녹색 식물이 서로 다른
질감 형성/ 옥상의 무늬와 도안으로, 내려다 보는 효과가 월등

색채 및
효과

식물의 명도 변화를 응용, 진한 녹색을 바탕색으로 함. 청록색으로
도안을 만들어 딱딱한 유리벽에 부드러운 테두리를 더해 자연 친화
적인 느낌을 준다.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문화지역성이 부족, 건물과의 융합성 부족

사례26 일본 동기 병원（Tokyu Hospital）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일본 도쿄 적용면적 3100㎡

설치년도 2010년 디자이너 Hiraga Tatsuya (平賀 達也)

용도 병원 녹화유형 벽걸이형 및 줄당김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가로 방향의 불규칙한 화분
설치가 건축 입체면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줄 뿐만 아니라 화분간의
거리가 달라서 각 식물의 습성이 잘 발휘될 수 있음/ 전체 건축물의
입체면이 반연식물로 통일되어 질서정연해 보이고 불규칙하게 설치
된 화분은 생동감과 변화를 줌.

색채 및
효과

식물의 녹색으로 건물 입체면을 장식해 생명력이 강한 녹색 무늬가
벽에 나타남. 건축이 유리 외벽을 통하여 다른 느낌을 느낌
색채의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일본 건축 스타일. 병원의 녹색 건강 개념이 부합 됨
병원이라는 식별성 약함

사례27 Humber College Centre for Justice Leadership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캐나다토론토온타리오 적용면적 2415㎡

설치년도 2010년 디자이너 Gow Hastings Architects건설 사무소

용도 학교건축물 녹화유형 줄당김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과 면의 구도 수법 및 자연식 디자인 기법/ 원 건축물의 외벽과 기계시스
템 유지/ 각진 금속 그물망을 사용하여 기존 건축물의 남쪽과 일부 서쪽 벽
면을 덮어 더욱 시각적 충동감을 부여하였음/ 금속 그물망의 갈라진 틈과
쑥 들어간 곳에 직사각형 모양의 식물재배통을 넣었으며 여기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건축물을 보호하는 작용을 함/ 식물과 금속 그물망의 조형이 주위
의 평범한 도로와 강렬한 대비를 이룸/ 대형 LED등을 설치하여 안정성과 흥
미적 요소를 증가시킴/ 디자인과 장애가 없는 통로로 전체 빌딩에 응용됨

색채 및
효과

봄, 여름, 겨울에는 식물이 녹색으로 변하고 가을에는 붉은색으로 변함
색채의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이러한 학교 건축물은 현지에서 독자적이라 할 수 있음. 학교 건축물 스타
일로 교육적 의의인 “감수성”이라는 시각적 감각을 지닌 건축물

사례28 바르셀로나 식물 녹색 벽

사진

기본
정보

소재위치 스페인 바로셀로나 적용면적 288㎡

설치년도 2011년 디자이너 Cabela ․ Garcia건설 디자인 사무소

용도 오피스 박물관 녹화유형 자유 덩굴형

디자인
특성

조형의
장식성
및 질감

선의 구도 수법 및 규칙식 디자인 기법/ “물절약형 원예”를 디자인 모티브로
합리적인 관개를 추구/ 수직 벽면녹화가 독특한 금속구조와 지반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건물 외부 입면과 평행을 이룸/ 1-8층까지의 식물 모듈이 질서
정연하게 금속 테라스 주변에 놓여있음/ 금속구조는 나무 모양을 디자인 모
티브로 하였으며 프레임 형태는 서로 다른 식물의 특징에 따라 식물 간격을
배치함.

색채 및
효과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는 녹색벽면으로 벽면녹화가 보여주는 녹색 또한
서로 다른 녹색 무늬를 가지게 됨. 주홍색, 보라색, 노란색 등 화분식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음. 색채의 대비와 조화 원칙

문화
지역성

현지 특색을 지닌 재개발 빌딩

<그림 1> 녹화유형에 따른 적용 용도

4.2. 건축물 수직녹화 각 항목 연구 분석

(1) 녹화유형에 따른 적용 용도 분석

수경형은 주로 오피스 건축물, 박물관, 호텔에 사용되

어졌다. 수경형 외벽면 수직녹화는 생태가 자연스러워 아

주 강한 시각적 표현력과 전시 매력이 있으며 여러 가지

식물로 표현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공공 건축물에수경

형 유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용기형과 화분

형은 오피스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기타 다른 용

도의 건축물에서도 많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졌다. 용기형

과 화분형 수직녹화의 건축물 외벽은 해당 외벽의 디자

인 표현 효과가 뛰어나 풍부한 변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

라 표준화에 따라 생산 및 설치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시공 시간이 짧고 외벽 단열 보온 자재가 될 수 있다.

벽걸이형 또한 오피스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어졌으며 전

문점, 화랑, 호텔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벽걸이형

은 건축물 외벽 수직녹화 설계에 가장 적합하며 현재 많

은 건축 설계사들이 설계 초기 금속구조물과 건축물 전

체적 조형의 종합적인 조화로움을 고려하고 있다. 줄당

김형, 격자형, 자유 덩굴형, 혼합형은 오피스 건축물과

학교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병원과 학교와 같은

건축물의 사용에서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유쾌한 시각

적 감각을 볼 수 있다.

(2) 조형요소와 색채요소 연구 분석

대부분의 사례에서 면의 구도, 선의 구도, 선과 면의

구도, 점과 면의 구도 기법 순으로 사용되어졌다. 수경형

의 경우 혼합식과 규칙식 방식을 주로 선택하며 용기형

과 화분형의 경우 규칙식과 혼합식 방식을, 벽걸이형의

경우 규칙식, 혼합식 방식을, 그리고 기타형의 경우 혼합

식과 자연식 방식을 주로 채용하였다.

색채의 원칙은 분석도를 보면 사례 가운데 색채의 대

비와 조화 원칙을 동시에 적용한 사례가 68%, 색채의

조화 원칙만을 적용한 사례가 29%, 색채 대비 원칙만을

적용한 사례는 3%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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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녹화유형에 따른 조형구도기법과 조형질감

설치
방식

녹화
유형

사례
NO

구도수법 조형
질감

색채원칙

점 선 면 대비 조화

모듈형

수경형

1 × × ● 혼합식 × ●
2 × × ● 혼합식 ● ×
3 × × ● 혼합식 ● ●
4 × × ● 혼합식 × ●
5 × ● ● 규칙식 ● ●
6 × ● ● 규칙식 ● ●
7 ● × ● 혼합식 ● ●

용기형
과
화분형

8 × × ● 규칙식 ● ●
9 × × ● 규칙식 × ●
10 × ● ● 규칙식 ● ●
11 ● × ● 규칙식 ● ●
12 × × ● 혼합식 × ●
13 × × ● 규칙식 × ●
14 × × ● 규칙식 ● ●
15 × ● ● 규칙식 ● ●

벽걸이
형

16 × × ● 혼합식 ● ●
17 × ● ● 규칙식 ● ●
18 × ● × 규칙식 ● ●
19 × × ● 규칙식 ● ●
20 × ● × 규칙식 ● ●
21 × ● × 규칙식 ● ●
22 × ● × 규칙식 ● ●

고정형
과
모듈형

기타형

23 × ● ● 규칙식 ● ●
24 × ● × 혼합식 × ●
25 × ● ● 혼합식 × ×
26 × ● × 규칙식 × ●
27 × ● ● 자연식 × ●
28 × ● × 규칙식 × ×

<표 12> 조형요소와 색채요소 분석(요소있음:●, 요소없음:×)

(3) 문화지역성 요소 분석

<표 13>을 통해 모든 건축물의 외벽면 수직녹화 사례

들은 모두 설계 초기에 수직녹화의 식물과 현지 자연지

리환경간의 조화를 더욱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14%의 수직녹화 사례의 경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았고, 50%의 수직녹화사례는 역사문화 또는

브랜드 문화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며 29%는 건물의 사

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고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설치
방식

녹화
유형

사례
NO

자연지리적환경 도시환경 역사문화

모듈형

수경형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용기형
과
화분형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벽걸이
형

16 ● × ●
17 ● ● ●
18 ● ● ●
19 ● ● ●
20 ● ● ●
21 ● ● ×
22 ● ● ×

고정형
과
모듈형

기타형

23 ● ●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표 13> 문화지역성 요소 분석(요소있음:●, 요소없음:×)

4.3. 소결

연구 분석을 통하여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 유형의

적용 용도가 7종류로 분류되었으며 그 특징과 수치를 얻

을 수 있었다. 7종류 녹화유형의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

화 사례의 주요 용도는 오피스 건축물에 가장 많이 적용

되었으며, 줄당김형만이 최근 병원과 학교 건축물에서

점점 많이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수경형은 박물관과 호

텔 등 용도의 건축물에 사용되어졌다.

순번 설치방식 녹화유형 주요 적용 용도

1 고정형 줄당김형 병원, 학교 건축물, 다른 용도도 많음

2 고정형 격자형 사무용 건축, 다른 용도도 많음

3 고정형 자유 덩굴형 사무용 건축, 다른 용도도 많음

4 모듈형 수경형 사무용 건축, 박물관, 호텔, 다른 용도도 많음

5 모듈형 용기형 사무용 건축, 다른 용도도 많음

6 모듈형 화분형 사무용 건축, 다른 용도도 많음

7 모듈형 벽걸이형 사무용 건축, 다른 용도도 많음

<표 14> 적용 용도 종합 소결표

조형요소의 구도수법에서는 점만의 구도수법 보다는

점을 선으로 바꿈으로써 방향감, 생동감, 리듬감을 주었

으며 점을 면으로 바꿈으로써 특별한 질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면에 대한 선의 분할을 통해 건축 외관의 무게

감이나 부피감을 줄여 심리적인 답답함을 해소하는 한편

건축물의 외관을 보다 더 다채로운 느낌을 부여하였다.

수직녹화 건축물 외관에 면의 구도를 적용은 건축물의

실제 면적에 비해 더 큰 개성과 식별성을 가질 수 있도

록 하고 건축물 외관 보호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여 많이

사용되어졌다. 조형질감에 있어서는 용기 및 화분형에서

규칙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용기와 화분을 이

용한 배열과 위치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자연식은 기타

형에서 유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지관리 면에서 어려

움이 많아 자연식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림 3>은 이미지 스케일의 색채 분석 방법에 따라

28가지 사례의 사진을 색채의 분류 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째, 수직녹화 색채의 차갑고 따뜻함은 건물 소재

지의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서양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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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례분석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 분석도

탈리아, 스페인 등은 빨간색, 오렌지색 등 선명한 난색을

선호하고 동양 국가인 한국, 일본 등은 파란색, 흰색 등

깨끗한 느낌을 주는 한색을 선호하였다. 둘째, 수직녹화

색채는 건물의 용도 및 면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면적

이 넓은 건축물은 주로 차갑고 딱딱한 질감의 색채를 쓰

며 소형 상업건축물의 경우 난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

한 학교, 병원 등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딱딱한 질감의

한색을, 지하철역, 플래그십 스토어 등은 주로 부드러운

질감의 난색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 사무용 건물의 경우

한색과 난색을 모두 사용하였다.

수직녹화의 문화지역성은 설계 초기 건축가가 지리적

환경, 도시환경, 역사문화의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직녹화

의 식물을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지역의 기후를 고려한

지리적 환경과 도시환경 요소는 대부분의 사례가 충족시

키고 있지만, 역사문화적인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 건축

물이 절반 이상이였다. 수직녹화 건축물에 역사문화적인

요소가 더해진다면 다른 건축물과의 차별성으로 건축물

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 줄 것이다.

5. 결론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의 모듈형의 수경형은 공공건

물의 수직녹화에 더욱 적합하다. 장점은 식물유형이 풍

부하고 무성하여 하나의 친환경적인 벽을 이루어 과학지

식의 홍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단점은 식물이 수생

식물에 국한되기에 관리와 유지가 어렵고 기술적 요구와

비용도 높아 가장 어려운 녹화유형중의 하나이다.

모듈형의 용기형과 화분형은 색채나 조형에서 녹화효

과를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유형이다. 관리와 비용이

비교적 효율적이어서 최근 건축디자이너들이 애용하는

녹화유형이다. 이는 건축과의 상호적 작용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강화하고 디자인을 다양화 할 수 있다. 반면 관

리에서 식물의 조형과 병충해 방지에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용기형은 표면질감이 고르기에 대형건축전시

에 많이 사용되며, 화분형의 표면은 결의 장식효과로 작

은 오피스텔 건물에 적합하다.

벽걸이형은 주머니 혹은 항아리로 장식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많은 건축물에 금속골조, 주머니, 항아리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모

듈형은 비용이 가장 낮고 관리가 쉬우며 효율적인 관개

능력도 있다. 단점은 식물이 용기를 통하여 전시되기에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건축물의 디자인 이념과 보조

적인 재료로 녹화미감을 더욱 강조 할 수 있다.

고정형에서 줄당김형, 격자형, 자유 덩쿨형이 생태적

건축개념에 부합되며 이 세가지 유형은 재개발 건축에

비교적 많이 응용되고 있다. 장점은 친환경적이고 비용

이 저렴하며 관리가 쉽다. 단점은 식물을 1년 이상 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장식성이 부족하여 이 유형을 응용한 건축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모듈형의 용기형，화분형, 벽걸이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녹화유형이다.

건축물에 외벽면 수직녹화 디자인 방식을 활용하는 것

은 디자인 요소 배치의 기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

물 경관과 관련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고

려해 물리적인 기능 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만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 환경의 기

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설계 요소

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계획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건축 외벽면 수직녹화의 수많은 장점들은 친

환경 건축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점차 영향력을 발휘하

게 될 것이다.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를 진행할 때는 프로젝트의 지

리적 특징, 기존의 조형 자재, 건물의 가치 등의 특징과

수직녹화 기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자인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용도, 조형, 색

채, 문화지역성 등의 디자인 요소 등을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의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 기

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관련 기

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건축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가는 건축 디자인

에 대한 전문 지식과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수직녹

화 건축을 디자인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요구가 높아지

고 있다. 건축가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활환경

의 친환경적인 효과에 주목해 건축물을 사회 전체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보고 인간친

화적인 관점에서 디자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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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 프로

젝트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형식이 다양하지 못하며

수직녹화에 적합한 식물의 종류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이 식물의 생장에 적합하지 않다.

대부분의 건축 자재는 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

어 벽면의 온도가 쉽게 상승하며 수직녹화에 필요한 토

양층이 충분히 두껍지 못해 수분 유실을 촉진한다. 비용

이 많이 들며 차후의 유지관리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건축물 외벽면 수직녹화 디자인 과정

에서 사용용도, 식물, 색채, 조형, 문화지역성, 유지관리

등의 요소를 건축에 적절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

히 문화지역성과 유지관리는 수직녹화에 있어 최대의 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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