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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정원의 기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undation Characteristics of Vertical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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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직정원은 식물이 생육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환경이다. 특히, 기반의 상부와 하부에는 불균형한 수분분

포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조명의 설치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반의 하부에는 그늘이 발생하여 식

물이 생육하기에는 절절하지 않다. 본연구에서는 Felt를 기반으로 하는 수직정원의 위치(상부, 하부 등)에 따른 물리적 특성(함

수율, 조도 등)을 실증실험을 통하여 파악하고, 식재가반의 위치적 특성을 분류한 후, 기반의 위치적 특성에 맞는 관수량과 관

수주기, 조명설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수직정원용으로는 4mm의 기반을 사용하고, 6시간에 한번

약 10분간의 관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식물이 충분히 생육하기 위한 빛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는 기반의 상부와 하부에 보광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수실험, 조명실험을 실시한 결과, 기반의 상부는 하

부에 비해 함수율이 낮고, 빛이 강한 것이 일반적인 결과이고, 하부는 상부에 비해 함수율이 높고, 빛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수직정원에 도입하는 식물을 선정할 때에는 상기의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기반의 특

성을 활용한 식재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식물의 선정과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Felt형 수직정원, 식재기반, 함수율, 조도, t-검정

Abstract The vertical garden is an environment where plants have many limitations in their growth. In 
particular,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foundation are characterized by unbalanced moisture distribution. 
And although it may vary depending on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light, generally the base of the light is 
not in desperate need for plants to grow due to sh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vertical garden based on Felt through experiments, classify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and suggest the method of installing the water quantity water frequency, and lighting according to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the found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o be most appropriate to use a 4mm 
base for the vertical garden and to have an irrigation of about 10 minutes once every 6 hour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create a light condition for sufficient growth of plants, light bulbs should be 
installed at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foundation. As a result of irrigation and lighting tests, the results 
of the above-mentioned plants need to be referred to in selecting plants that are introduced to vertical gardens, 
as the results show that the upper part of the foundation has a lower moisture rate and a stronger light than 
the lower part, and the lower part has a higher moisture rate and a weaker light than the upper part.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present more accurate methods of selecting and maintaining plants by conducting plant 
experiments using the underlying characteristics foun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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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9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에 따

라 산림자원정보와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실내식물의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수직벽면에 식물을 식재하는 수직정원에 대한 수

효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지 관리 방법의 제공

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직정원은 식물이 생육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제한

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반과 다양한 공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공법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특히, Felt를 기반으로 하는 박형의 수

직정원시스템은 다양한 식재디자인이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식재가 가능하며, 시스템 자체의 무게도

가벼우며 단가가 저렴한 이점이 많고, 누구나 쉽게 식

재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것 [2,

3]으로 사료되는 반면에 Felt형의 기반은 상부와 하부

에는 불균형한 수분분포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4].

그 원인으로는 중력에 의해 물이 하부로 빠르게 움직이

는 것과 하부로 물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

등한 수분환경에 의해 식재 위치에 따라 식물의 생장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정원의 시공경험이 많은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관

수주기와 관수량을 늘려 기반 전체의 수분함량을 항상

높게 유지시키고, 수분을 선호하는 식물위주로 식재하

는 경향이 있다 [4, 5].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표면수의

발생으로 인한 많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식물선정에도 한계가 발생하여 식재디자인에 제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기반의 두께와 관

수량, 관수주기의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실내에 조성되는 수직정원은 자연광이 미치

지 못하므로, 보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광을 실시하

는 조명의 위치, 숫자에 따라 서로 다른 조도환경을 나

타낼 수 밖에 없다. 인위적인 보광에 의해서는 균등한

조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명장치가 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수직정

원의 상부의 조도가 높고 하부가 낮은 특징이 있다. 또

한, 상부의 식물의 잎에 의해 가려져서 하부식물이 고

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식물에게 일정한 생육조건

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균일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명의 설치방법을 파악할 필요

가 있다 [6]. 상기와 같이 실내의 수직정원에서는 관수

와 조명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허들이 개발되고 있다

[7]. 특히 관수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

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수직정원의 기술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Felt를 기반으로 하는 수직정

원의 위치 (상부, 하부 등)에 따른 물리적 특성 (함수율,

조도 등)을 실증실험을 통하여 파악하고, 식재가반의

위치적 특성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기반의 위치적 특성에 맞는 관수량과 관수주기, 조명설

치 방법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방법

1. 수직정원 실험구의 설정을 위한 간이실험

실험용으로 설치한 실험구 (높이 1..8.m, 폭 1.2m)의

노즐간격 및 펌프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간이 실

험을 실시하였다. 우선 수직정원 전체에 적절한 관수가

이루어지기 위한 펌프의 용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펌프

의 용량을 8L/min, 16L/min, 19L/min으로 설정한 후,

펌프를 가동하여 물의 흐름을 관찰하여 펌프의 용량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상부에 설치되는 관수용 노즐의 간

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즐을 5cm, 10cm, 20cm로 설정

한 후 펌프를 가동하였을 때, 물의 흐름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였다.

2. 수직정원의 위치에 따른 함수율의 파악

광학식 토양수분계를 사용하여 관수시 Felt 기반의

수분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기반

의 두께가 다른 2개의 실험구를 그림 1과 같이 설치하

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소재의 부직포를 두께만 다르게 조성한 수직

정원 시스템을 2개 조성하였다. 부직포의 두께는 2mm

와 4mm로 하였다. 그리고 수직정원 시스템의 상부에

10cm 간격으로 관수시스템을 설치하고, 펌프를 통하여

관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분 간격으로 식재기반의

함수율을 측정하였다. 함수율을 측정하는 위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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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각각 3곳으로,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실험을 3번 반복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여 데이터

의 정밀도를 높혔다. 두 실험구의 수분분포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Microsoft Excel의 데이터

분석툴 중에서 t-검정 (쌍체비교)을 사용하였다.

실험구 1 (기반두께 2mm) 실험구 2 (기반두께 4mm)

그림 1. 실험구의 기반 두께

Figure 1. Thickness of medial

3. 수직정원의 위치에 따른 조도의 파악

일정한 조명을 조사하였을 때, 수직정원의 상부와 하

부의 조도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일정한 조도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명을 설치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형광등에서의 조

도, 상부 보광시의 조도, 상부 및 하부 보광시의 빛 조

건에 대한 3개의 실험구를 그림 2와 같이 설치하였다.

그리고 실험구의 상, 중, 하 각각 3곳에서 조도를 파악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실험을 3번 반복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혔다.

실험구 1

(일반형광등)

실험구2

(상부보광)

실험구 3

(상부, 하부보광)

그림 2. 실험구의 조명

Figure 2. Intensity of illumination

Ⅲ. 연구의 결과

1. 수직정원 실험구의 설정을 위한 간이실험

수직정원의 실험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펌프의 용량

과 노즐의 간격을 간이실험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우선,

수직정원 전체에 전반적으로 관수가 이루어지기 위한

펌프의 용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펌프의 용량을 8L/min,

16L/min, 19L/min로 설정한 후, 실험해본 결과, 8L/min

의 펌프는 출력이 10W에 불과하여 상부의 노즐에서 고

르게 물이 분출되지 않았고, 물의 양이 적어 수직정원

의 기반을 전체적으로 관수할 수 없었다. 16L/min의 펌

프는 출력이 50W로 상부의 노즐에서 고르게 물이 분출

되었으며, 충분한 양이 관수 될 수 있었다. 19lmin도

16L/min과 같이 10개의 노즐에서 고르게 물이 분출되

었으나, 분출되는 물의 양이 많고 속도가 빨라 기반에

흡수되지 않고 기반의 표면으로 흐르는 표면수가 발생

하였으므로 19L/min은 너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

라서 실험구와 같은 크기의 수직정원에서는 16L/min의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

고, 상기의 펌프를 사용하였을 때 적절한 노즐의 간격

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의 실험을 실시한 결과, 5cm간격

으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관수시작 후, 기반의 상부에

과한 물이 공급되어 기반의 표면에 표면수가 발생하였

다. 따라서 물의 손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

고 20cm 간격으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상단부분에 관

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으므로 노즐의 간격은 10cm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실험구의 상단에 10cm 간격으로 노즐 12개

를 설치하고, 실험구의 하단 수조에 16L/min 용량의 수

중 펌프를 설치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수직정원의 위치에 따른 함수율의 특성

광학식 토양수분계를 사용하여 관수시 수직정원용

Felt 기반의 수분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실험구에서 그

림 3, 4와 같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기반두께 2mm의 실험구에서는 관수시작 약 5분 뒤

부터 기반의 함수율이 전체적으로 10%를 넘었으며, 약

10분 뒤에는 전체적으로 40%이상의 함수율을 보였고,

더 이상 관수를 지속하여도 함수율이 늘어나지 않았다.

관수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부에서는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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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는 약 60%, 하부에서는 70%의 함수율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반두께 4mm의 실험구에서는 관수시작 후

약 5분이 경과 되었을 때 함수율이 30~50%를 나타내

기반두께 2mm의 실험구보다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관수시작 후 약 10분까

지는 함수율이 증가하여 약 50~60%의 함수율을 나타내

지만 관수 시작후 10분 이후부터는 함수율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실험구 1에서도 동일한 결

과를 나타낸 바 있다.

실험전 관수시작후 5분 관수시작후 10분

관수종료후 10분 관수종료후1시간 관수종료후6시간

그림 3. 2mm기반의 함수율 변화

Figure 3. Variation in moisture content (Media 2mm)

실험전 관수시작후 5분 관수시작후 10분

관수종료후 10분 관수종료후1시간 관수종료후6시간

그림 4. 4mm 기반의 함수율 변화

Figure 4. Variation in moisture content (Media 4mm)

두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험구에 대하여 관수시

의 수분분포의 차이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 (쌍체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두

실험구의 수분분포는 서로 다른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

인할 수 있었다 (P<0.05).

표 1. t-검정결과 (관수시)

Table 1. Results of the t-test (Irrigation)

관수후 5분경과 관수후 5분경과 관수후 10분경과

t 통계량 -5.68862 2.516986

P(T<=t) 단측검정 0.00023 0.017989

t 기각치단측검정 1.859548 1.859548

P(T<=t) 양측검정 0.00046 0.035977

t 기각치양측검정 2.306004 2.306004

그리고, 관수 종료 후 기반이 건조하는 시간을 측정

한 결과, 관수 종료 후 10분 후에 상부 15%, 중간 20%,

하부 25%의 함수율을 보여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나,

약 1시간 정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였으며 1시간 후에

는 상부가 10%, 중간이 12%, 하부가 15% 정도의 함수

율을 보였다. 반면에 기반의 두께를 4mm로 한 실험구

2에서는 실험구 1과는 다르게 관수 종료후 60분이 지나

도 급속한 함수율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6시간

이 지난 후에야 기반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험구에 대하여 관수 종

료 후의 수분분포의 차이점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

하여 t-검정 (쌍체비교)를 실시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두 실험구의 수분분포는 서로 다른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P<0.05).

표 2. t-검정결과 (관수종료후)

Table 2. Results of the t-test (After irrigation)

관수후 5분경과
관수종료후

10분

관수종료후

60분

관수종료후

6시간

t 통계량 -14.1822 -2.34236 -7.59257

P(T<=t) 단측검정 2.97E-07 0.023621 3.17E-05

t 기각치단측검정 1.859548 1.859548 1.859548

P(T<=t) 양측검정 5.95E-07 0.047241 6.35E-05

t 기각치양측검정 2.306004 2.306004 2.306004

3. 수직정원의 위치에 따른 조도의 파악

수직정원의 빛 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광 없음

(일반 형광등 조명), 상부 보광, 상부 및 하부 보광의 3

개의 실험구를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그림 5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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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상부와 하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보광이 없을 경우에는 상단에서도 100lux를 넘지 못

하고 45~65lux를 나타내는 등, 대부분이 100lux미만으

로 내음성 식물이 자랄 수 있는 300lux보다 낮아 식물

이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내에

서의 수직정원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보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부에 보광 (5EA, 2m)을 실

시한 결과, 상부의 3개구역에서는 관엽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1,000lux 이상을 나타냈으나, 중간과 하부의 구

역에서는 1,000lux이하로 나타나 보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하부에도 보광 (5EA, 2m)을 실시

하여 상부와 하부 총 10EA의 보광등을 설치한 결과,

하부와 중간의 구역에서도 관엽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1,000lux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도의 실험결과는 통계학적으로 검증을 필요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별도의 통계

적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실험구 1

(일반형광등)

실험구2

(상부보광)

실험구 3

(상부, 하부보광)

그림 5. 실험구별 조도의 차이

Figure 5. Difference in illumination intensity

그림 6. 조도와 식물생육과의 관계

Figure 6. Relationship between lighting and plant growth

Ⅵ. 연구의 고찰

상기의 실험을 통하여 Felt를 기반으로 하는 수직정

원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관수량은 기반의 두께와 상관

없이 약 10분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분이

상 관수를 진행하여도 기반이 함유할 수 있는 양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부터 10분이상의 관수

는 필요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수 후 기반이 건

조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mm의 기반에서는 1시간정도

로 파악되어 2mm의 기반을 사용할 경우에는 1시간 간

격의 관수를 실시하여야 식물이 선호하는 기반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나, 4mm의 기반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

반이 건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6시간정도 소요되어 6

시간 간격으로 관수를 실시하여도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두 기반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식물의 특성과

도 관계가 있지만, 2mm의 기반보다 보습성이 뛰어난

4mm의 기반을 사용한다면 약 6시간 간격의 관수를 실

시하여도 식물의 기반이 건조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

타났다. 수직정원의 경우에는 수직면으로 기반이 설치

되므로 건조에 취약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4mm정도의 기반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수분특성에 맞는 주요 식물리스트

Figure 7. Major plant list of suitable for moisture

characteristics

그리고, 대체적으로 하부의 함수율이 상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원인은 중력에 의해

물이 하부로 흐르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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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림 7과 같이 상부에는 물을 선호하지 않는 식물

을, 하부에는 물을 선호하는 식물을 배치하는 것이 적

절하다.

또한, 식물이 충분히 생육하기 위한 빛 조건을 조성

하기 위해서는 기반의 상부와 하부에 보광등을 설치하

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부와 하부에 보광등을

설치한다면 기반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빛 조건

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부에만 보광을 실

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직정원의 상부와 중간부, 하

부의 빛 조건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그림 8과 같이 식

물선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조도특성에 맞는 주요 식물리스트

Figure 8. Major plant list of suitable for lighting

characteristics

수직정원은 기반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수직면을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소규모의 수직정원에서도 중력에 의해 수분

조건이 상부와 하부에서 다르고, 빛 조건도 다르다.

상부와 하부에서 수분 조건이나 빛 조건이 동일하도

록 하는 기반이 개발되기도 하고, 현재에도 다양한 공

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존재하므

로 이러한 환경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유지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대

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직정원에 대한 기반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직정원의 상부와 하부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맞는 식물선정이 수직

정원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엇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에 대한 제시는 할 수 있었지만, 식재실험을 병행

하지 않았으므로 상기의 조건이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기반의 특성을 활용한 식

재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식물의 선정과 유

지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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