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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관리형옥상녹화식물생육을위한 Hydrophilic polymer의효용성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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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저관리형 옥상녹화에서 보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식재지반을 조성하기 위해 친수성 중합체인 hydrophilic 
polymer의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 Hydrophilic polymer의 농도는 각각 인공배합토 100kg을 

기준으로 0%(대조구), 1.0%, 2.5%, 5.0%, 10% 등 총 5가지로 구성하였다.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0.3m로 자체 

제작한 실험구에 2013년 5월 20일에 각각 10반복의 식물을 정식하였으며 식재기반 내 토양용적수분함량을 모니터링하

였다. 또한 현재 이용되는 수종인 눈향나무, 황금줄사철나무 등의 목본류와 잠재종으로 가능성이 높은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 등의 사초류를 중심으로 식물생육을 측정하였다. 토양의 hydrophilic polymer의 농도에 따른 토양용적수분

함량은 강수량과 상관없이 2.5%이상의 hydrophilic polymer 처리구에서 97%∼98%로, 100%에 가까운 토양용적수분

함량을 보였다. 강우 후 27일 동안 토양용적수분함량이 대조구에서 50%∼60%를 보인 반면, 1.0%의 hydrophilic 
polymer 처리구에서는 70%∼80%로 약 20%가 증가되었다. 식물생육을 조사한 결과, 황금줄사철나무와 통보리사초는 

2.5% 처리구에서 가장 생육이 좋았고, 눈향나무는 1.0% 처리구, 좀보리사초는 0%(대조구)에서 생육상태가 가장 양호

하였다.  hydrophilic polymer 1.0% 처리구와 2.5% 처리구에서는 모든 식물이 생존하였으나 5.0%와 10.0%의 처리구에

서는 식재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고사하였다. 이는 hydrophilic polymer 배합비는 수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야 함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요어: 토양용적수분함량, 보수성, 생육,  목본류, 사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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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effects of the use of water-retention additive, hydrophilic polymer, for 
extensive green roofs on growth of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and Euonymus fortunei ‘Emerald and 
Gold’ for woody plants, and Carex kobomugi and Carex pumila for herbaceous plants. Five different contents 
of hydrophilic polymer including 0% (Control), 1.0%, 2.5%, 5.0%, and 10% (polymer: medium (w/w), dry 
weight basis) were added to each of the container filed with a 100 kg of growth medium. Ten of plants were 
transplanted in each of square container (1m (L)×1m (W)×0.3m (H)) built on the roof platforms in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in the 20th of May, 2013.  In results, excessively high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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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was found in the substrate under elevated hydrophilic polymer concentration of at least 2.5%, during 
the entire growing period.  The moisture content of the substrate containing 1.0% of hydrophilic polymer was 
higher about 20% in the range between 70% and 80%, compared tho that of Control substrate in the range 
between 50% and 60%, for 27 days after transplanting prior to abundant rainfall, indicating that the application 
of hydrophilic polymer to the extensive green roof substrate is effective to eliminate drought condition by 
retaining water in the substrate.  Euonymus fortunei ‘Emerald and Gold’ and Carex kobomugi resulting in higher 
plant growth with 2.5% than those of the other treatment plants.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was observed  
the highest growth under 1.0% hydrophilic polymer treatement,  and Carex pumila was founded the best growth 
with Control respectively. Plants that grown in both the 1.0% and 2.5% hydrophilic polymer survived all, while 
the plants that grown in the 5.0% and 10% hydrophilic polymer  died after 3 month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vantage of the addition of hydrophilic polymer may be greater in drought-tolerant plants, but  the mixture 
proportion of hydrophilic polymer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features of the plant species 
being grown.

KEY WORDS: VOLUMETRIC SOIL MOISTURE, WATER HOLDING CAPACITY, PLANT GROWTH, 
WOODY PLANTS, CAREX

서 론

현재 산업화로 인한 도시개발의 확산으로 도시열섬현

상, 도시홍수, 지하수 고갈, 도시 내 녹지공간부족 등 환

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Jang et al., 2010).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도시 내 녹화가 가능

한 불용공간을 옥상녹화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옥상녹화는 도시녹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과 건

축물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Saiz et al., 2006), 에너지 절약과 , 빗물저류효과, 
도시생태계 개선이나 미기후 조절 등의 이점이 있다(Ko 
and Lee, 2010).

최근 관리유지가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넓은 면적

에 걸친 조성이 가능하며, 건물에 미치는 하중의 부담이 

적은 저토심 저관리형 옥상녹화 시스템은 도시 내 옥상

녹화의 도입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milsson and Rolf, 2005). 하지만, 옥상녹화의 식재지반

은 자연지반과 단절되어 있어 지하로부터 수분을 공급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강한 햇빛과 건조한 바람 등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식물의 생육에는 한계가 있

다(Dunnett and Kingsbury, 2004). 이에 세덤류(Sedum)는 

건조기간 중 다른 초화류보다 대략 2배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Bousselot et al., 2011), 일반적으로 옥상녹화

에 이용되는 주요 수종으로 제시된다(Erica et al., 2007). 
하지만, 다양한 수종의 식재는 녹색기술을 적용하기 위

한 식물자원으로서의 가치(Tilman et al., 1997)와 바이오

매스(biomass)의 항상성을 높일 수 있다점을 주목해야 한

다(Cottingham et al., 2001). 특히, 옥상녹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종 중 자생식물은 기후적응, 환경내성, 생물종다

양성과 관련되어 이상적인 수종으로 선택되어지고 있다

(Erica et al., 2007). 이론상, 기후, 식생기반, 수분조건 등

이 적합하다면, 대부분의 식물이 옥상녹화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때(Erica et al, 2007), 저관리형 옥상녹화에서 

식물의 지속적인 생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적 조건

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옥상

의 환경압 중 식물의 생육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햇빛

과 바람에 의한 과다한 증산과 건조라고 볼 때 , 빗물로 

제한된 식생기반의 수분보유력을 높일 수 있는 토양개

량제가 요구된다. Kim과 Shim(2009)는 함수율이 급격히 

낮아지면 토양수분이 감소하고, 그 결과 식물의 지면피

복율도 크게 감소하여 식물의 생육에 토양수분이 상당

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건조기 동안 세덤

류 외에 다른 식물들의 생존을 위한 토양수분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Bousselot et al., 2011).
Hydrophilic polymer란 초흡수성 고분자중합체라고 불

리며 물에 대한 친화력이 없는 소수성과 물에 대한 친화

력이 있는 친수성을 겸비한 백색분말상의 고분자 수지

이다. 자체 중량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 물을 매우 빠르

게 흡수하여 겔(gel)상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압력을 가

해도 탈수하지 않는 강력한 보수력을 가지고 있다(Kim 
et al., 1998). 또한 흡수한 수분을 장기간에 걸쳐 보존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Hydrophilic polymer는 화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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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발달하면서 1970년대 초부터 식물에 이용되기 시

작하였으며, 토양의 보수력 증진효과가 규명되면서 토

양구조 안정 및 보수력 증진에 활용되고 있다(Wallace 
and Abouzamzam, 1986).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에서는 

토양개량제를 이용하여 상토의 구성 재료인 유기물질의 

소수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Wang and Gregg, 1990; Blom and Piott, 1992). 건조한 

사질토의 수분보유력을 높임으로써 식물의 활착과 성장

을 촉진할 뿐 아니라(Taban, 2006; Zeineldin and Aldakheel, 
2006),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i, 2011; 
Silberbush  et al., 1993).  Hydrophilic polymer는 토양의 보수

력 증진효과와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혼합 

처리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Yoo 
et al., 1990). 또한 Hydrophilic polymer를 토양에 배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유효수분량이 증가하였으나 식물의 생

육은 0.3% 수준에서 가장 높아 무처리에 비하여 1.2∼1.8 
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No et al., 1987). 또한, 잔디류의 

경우 hydrophilic polymer의 혼합비율이 크리핑 벤트그래

스는 5% 이하 그리고 켄터키블루그래스와 들잔디는 5∼
10% 사이가 적절하다고 하였다(Kim and Park,  2011). 하지

만 대부분의 연구는 온실재배의 포트실험에 집중하고 있

어(Choi and Min, 2001), 옥상녹화 토양개량제로 현장 적

용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외부환경에 직

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경우 , 식물의 생육과 hydrophilic 
polymer의 배합비율에 따른 검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제로 , 옥상녹화에서 토심 5cm에

서 분홍세덤과 사철채송화와 같은 다육식물의 경우 

hydrophilic polymer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생육이 양호

하였으나, 눈향나무, 황금줄사철, 납작보리사초, 상록무

늬사초 등은 식재 후 30일 이전에 모두 고사해(Ju et al., 
2012), 토심과 비율을 재고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 . 

저관리형 옥상녹화에서 식재지반 내 토양환경의 개선 , 
특히 보수성을 높인다는 것은 좀 더 다양한 식물의 생존과 

생육을 이끌 뿐 아니라 , 적용수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Farrell et al., 2013)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옥상녹화가 

빗물유출을 지연시키고 증발산을 통한 열섬현상을 완화

시켜주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재조명된다고 볼 때,  빗물을 

최대한 저장하면서, 식물의 생육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식재지반의 구성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특히, 토심을 줄이면서도 토양수분을 지속적으

로 유지할 수 있는 토양개량제의 혼합은 수종의 다양성, 특
히, 목본류의 적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저관리 옥상녹화 식물의 생육을 위한 

식재지반에 수분흡수력이 뛰어난 hydrophilic polymer를 

농도별로 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토양용적수분함량 및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효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지 환경조건

실험장소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글로

컬캠퍼스 내에서 실시하였으며, 옥상녹화 식재지반의 토양

용적수분함량변화와 식물의 생육 결과를 현장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교내 복합실습동 2층 옥상

에서 수행하였다. 실험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2년 11월
까지 약 7개월로, 처리구간 hydrophilic polymer의 농도에 

따른 생육특성을 알아보고자 실험수행 기간 중 관수를 하지 

않고 자연강우에 의존하였다. 실험이 수행되어진 2012년 

5월 31부터 10월까지의 옥상의 강수량은 총 819.3mm, 평
균 최고기온은 29.1℃로 조사되었다.

2. 실험구 제작 및 실험 재료

실험구의 크기는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0.3m의 

정방형크기로 자체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토심 및 수종선정

은 토심 5cm에서 눈향나무, 황금줄사철 , 납작보리사초 , 
상록무늬사초 등이 식재 후 30일 이전에 모두 고사한 

선행연구(Ju et al., 2012)를 반영하여, 토심은 25cm로, 수
종은 비교적 유사한 수종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기준으

로 기존 옥상녹화의 적용수종인 눈향나무와 황금줄사철

을(Bang, 2009), 현재는 잘 이용되지 않으나 잠재가능성

이 높은 통보리사초와 좀보리사초를 식물재료로 선정하

였다. 목본류는 삽목묘로 수고가 15cm이상의 4치 포트 규

격으로, 초화류는 3치 포트 규격으로 비교적 균일한 식물체

를 충남 병천면에 있는 농장에서 구매하였다. 1개월간 순화

시킨 후, 5월 20일에 각 실험 처리구당 10반복씩 정식하였다. 
식재기반 내 hydrophilic polymer의 농도는 0%(Control), 
1.0%, 2.5%, 5.0%, 10.0%로, 인공배합토에 부피비로 배합

하였다. 식재지반에 사용된 토양재료는 일반적으로 옥상녹

화의 상토로 이용되는 인공배합토(Sunshine mix#1, SunGro 
Horticulture, Canada)를, Hydrophilic polymer는 시제품인 

WSP(K-SAM, Kolon Chemical Co., Ltd., Korea)를 사용

하였다. 

3. 측정항목

식물의 생육측정은 4월에 실험구 조성 후 식물재료가 활

착이 된 시점인 5월부터 10월까지 측정하였다. 토양용적수

분함량 측정기간은 생육측정 기간과 동일한 5월부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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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nge in volumetric soil water content curves in amended soil as affected by five different contents 
of hydrophilic polymer concentrations in extensive green roof from 31, May to 30, September

까지 매일 1회 10반복을 측정하였다. 각 실험구의 토양용적

수분 증감량을 알아보기 위해 각 처리구별 표면에서 10cm 
깊이로 토양습윤측정기(DM-5, Takemura, Japan)를 이용

하여  매일 오후5시 처리구별 10반복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상하였다. 식물의 생육은 매월 1회 측정을 하였으며,  목
본류인 눈향나무와 황금줄사철나무의 생육측정은 수고, 수
관폭, 근원직경, 가지수, 관상가치를, 초본류인 통보리사초

와 좀보리사초는 엽장, 엽폭, 엽수, 관상가치를 각각 측정하

였다. 수고는 하단에서 정단부까지를 조사하였고, 수관폭은 

장폭과 단폭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냈다. 엽수와 가지수는 육

안으로 직접 세었고, 엽장과 엽폭은 표준잎 5개를 선정하여  

잰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근원직경은 버니어켈리퍼스

(Digital Vernier Calipers, Mitutoyo, Japan)를 이용해 조사

하였다. 특히, 관상가치는 외관적으로 보이는 생육상태를 

기준으로 1-5점 스케일로 평가하였다(Nagase and Dunnett, 
2010). 완전 고사(1점), 50% 이하의 불량(2점), 50% 유지(3
점), 50%이상 양호(4점), 완전 양호(5점)으로 수치화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값에 대한 평균간 유

의성 검정은 D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토양용적수분함량의 변화 

2012년 월별 강수량을 살펴보면, 6월, 7월, 8월, 9월이 

각각 134mm, 241mm, 223mm, 122mm로 5월과 10월은 

강수량이 각각 65mm, 62mm로 매우 낮았다. Hydrophilic 
polymer 2.5% 이상 배합한 모든 처리구에서는 강우기 뿐 

아니라 갈수기에도 97∼98%의 높은 토양용적수분함량을 

나타내었다. 반면, Control(무처리)와 1.0%처리구에서는 

강수량의 정도에 따라 식재기반 내 토양용적수분함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즉, 비가 오지 않을 시에는 대조구와 

1.0%처리구가 각각 48.4%, 74.5% 인 반면, 장마기에는 각

각 71%, 100%로, 1.0%  hydrophilic polymer 처리구가 대

조구에 비해 약 30%의 토양용적수분함량의 증가를 보였다

(Figure 1). 

2. 식물의 생육

1)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눈향나무(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는 고산지대

에서 땅을 기면서 옆으로 퍼지며 자라는 수고 1m이하의 

상록수로(Bang, 2009), 토심이 얕고 건조한 지역을 선호한

다(Ahn, 2011). Hydrophilic polymer의 배합비에 따른 눈향

나무의 수고는 1.0%> 2.5%> 5.0%> Control> 10.0% 순으

로 대조구(Control)에서 1.7cm로 가장 낮은 값을, 1.0% 처
리구에서 12.5cm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약 6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10.0% 처리구에서는 식재 후 2개월 만에 

모두 고사하여 측정이 불가능해, 배합비율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Table 1). 이는 고분자 중합체 3.0%이상의 혼합

비율은 잔디 생육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Kim 
and Park, 2011)와 유사한 결과로서, 높은 보수제의 혼합비

율은 반드시 흡수배율에 비례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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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rowth stage of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as affected by five different contents
of hydrophilic polymer concentrations in 
extensive green roof (25, October, from 
the left Control, 1.0%, 2.5%, 5.0%, 10.0%)

Level of 
polymer
(% w/w)

Plant
height
(cm)

Width of 
crown
(cm)

No. of
branch

Root 
collar 
caliper
(cm)

Ornamental
value

(5-Scale)

Control  1.7 cz 4.1 b 4.4 b 0.1 b 0.7 b
1.0 12.5 a 14.4 a 16.1 a 0.5 a 3.3 a
2.5  7.8 bc  9.4 ab 9.5 ab 0.25 b 1.3 b
5.0  3.8 ab  7.3 ab 6.6 b 0.13 b 0.5 b
10.0 - - - - -

z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of p<0.05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 = 10 plants)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as affected by different 
concentration of hydrophilic polymer in 
green roofs system (October. 2012)

Level of 
polymer
(% w/w)

Plant
height
(cm)

Leaf 
width
(cm)

No. of
branch
/plant

Root 
collar 
caliper
(cm)

Ornamental
value

(5-Scale)

Control 10.7 abz 0.57 ab 14.4 bc 0.88 ab 1.3 ab

1.0 17.2 bc 0.68 ab 11.1 ab 1.07 ab 2.1 a

2.5 26.2 a 0.98 a 21.0 a 1.61 a 2.3 a
5.0 5.2 c 0.28 b 2.0 c 0.19 b 0.6 b

10.0   - - - - -
z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of p<0.05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 = 10 plants)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Euonymus fortunei
‘Emerald and Gold’as affected by different 
concentration of hydrophilic polymer in green 
roofs system (October. 2012)

결과이다. 수관폭은 1.0% 처리구에서 14.4cm, 대조구에서 

4.1cm로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다. 비록, 외관적으로

는 대조구의 수관폭이 넓어보일 수 있으나(Figure 2), 수관

폭은 장폭과 단폭의 평균값으로써, 대조구의 장폭과 단폭의 

편차가 높아 평균적인 수관폭의 수치가 1.0%처리구보다 감

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지수 또한 1.0%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2.5%> 5%> Control로 완전 고사한 10% 처리구

를 제외하고 대조구보다 높았으나 처리농도가 높을수록 감

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근원직경은 10% 처리구를 제외하

고, Control, 1.0%, 2.5%, 5.0%, 10.0% 처리구에서 각각 

0.1cm, 0.5cm, 0.25cm, 0.13cm로, 1% 처리구에서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Table 1). 관상가치 또한 1% 처리구에

서 3.3 으로 50% 양호의 수준으로 나타낸 반면, 나머지 처

리구는 평균 1.3점 이하로 불량한 외관을 보였다(Figure 2). 
이러한 결과는 hydrophilic polymer의 양이 많으면 오히려 

습윤제가 물을 너무 강하게 흡착시켜 수분이동을 느리게 

하기 때문인 것(Choi and Moon, 2011)으로 해석된다. 또한, 
눈향나무의 특성상 토심이 얕고 건조한 지역을 선호하는 

생육특성을 가지고 있으나(Ahn, 2011), 옥상 식재지반 내 

1%의 hydrophilic polymer는 오히려, 생육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황금줄사철 (Euonymus fortunei ‘Emerald n Gold’)
황금줄사철(Euonymus fortunei ‘Emerald and Gold’)은 줄

사철의 원예품종으로 잎과 열매가 아름다운 상록성 덩굴식

물로 토양적응범위가 넓은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James, 
2008). 황금줄사철의 수고는 Control, 1.0%, 2.5%, 5.0% 처리

구에서 각각 10.7cm, 17.2cm, 26.2cm, 5.2cm로, hydrophilic 
polymer의 배합율 2.5%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10% 처리구에서는 모든 식물체가 고사하여 측정이 불가능

하였다. 엽폭은 Contol과 1.0%에서 각각 0.57cm, 0.68cm로 

처리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5.0%와 10.0% 처리구

보다 대략 2배정도 더 넓었다. 가장 넓은 엽폭을 보여준 

처리구는 hydrophilic polymer 2.5%로 5.0% 처리구에 비해 

약 3배 정도 넓었다. 단위식물체 당 가지수는 배합율이 높아

질수록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5% 이상 처리구

에서는 감소되거나 고사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가지수는 2.5%와 5.0% 처리구에서 각각 21.0개, 2.0개로 

약 10배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근원직경은 2.5% 처리

구에서 1.61cm로 가장 높게, 5.0% 처리구에서 0.19cm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 전반적인 생육항목과 유사한 경향

을 보여주었다(Table 2). 관상가치는 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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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owth stages of Carex kobomugi as affected
by five different contents of hydrophilic polymer
concentrations in extensive green roof (25, 
October, from the left Control, 1.0%, 2.5%, 
5.0%, 10.0%). 

Figure 3. Growth stages of Euonymus fortunei 
‘Emerald and Gold’as affected by five 
different contents of hydrophilic polymer 
concentrations in extensive green roof (25, 
October, from the left Control, 1.0%, 
2.5%, 5.0%, 10.0%).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Carex kobomugi as 
affected by different concentration of 
hydrophilic polymer in green roofs system 
(October. 2012)

Level of 
polymer
(% w/w)

Plant
height
(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plant

Ornamental
value

(5-Scale)
Control  - - - -

1.0 20.4 bz 0.21 b 16 b 1.3 b
2.5 46.8 a 0.48 a 149.3 a 5.0 a
5.0 25.0 b 0.29 b 35 b 1.9 b

10.0   - - - -
z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of p<0.05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 = 10 plants)

Control> 5.0%> 10.0% 순으로, 2.5% 처리구에서 외관적인 

관상가치가 가장 뛰어나(Figure 3), 저관리형 옥상녹화에서 

황금줄사철의 식재지반 내 적절한 hydrophilic polymer 배
합비율은 2.5%인 것으로 판단된다. 황금줄사철이 눈향나무

와 다르게 좀 더 높은 hydrophilic polymer 배합비율에서 

생육이 좋았던 이유는 사철나무류가 토양적응범위가 넓은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토양수분이 건조하게 되면 외관이 불

량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James, 2008), 토양 내 일

정양의 수분보유는 황금줄사철의 생육과 좀 더 밀접한 관계

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통보리사초 (Carex kobomugi)

통보리사초(Carex kobomugi)는 바다 맨 앞에 형성되는 사

구인 전사구를 포함해 해안사구 전 지역에 분포하는 대표적

인 염생식물로, 모래 속에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면서 싹을 

내어 무리 지으며, 좀보리사초에 비해 잎의 폭이 더 넓고 밝은 

녹색을 띤다(Kim, 2013). 또한 통보리사초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해안가를 중심으로 자생하며, 적응성이 매우 강해 초

기 활착만 되면, 해안사구에서도 대단위의 단위식생을 형성

하는 다년생 사초류이다(James and Louise, 2011). 통보리사초

의 초장은 1.0%, 2.5%, 5.0% 처리구에서 각각 20.4cm, 46.8cm, 
25.0cm로, 2.5% 처리구에서 1.0%처리구에 비해 약 2배가량 

길었다. 반면, 대조구(Control)과 10.0% 처리에서는 식물체가 

완전히 고사되어, 초장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엽폭은 초장과 

같이 2.5%> 5.0% >1.0% 순으로 넓어져, 2.5% 처리구에서 

0.48 cm, 5.0% 처리구에서 0.29 cm, 1.0% 처리구에서 0.21 
cm를 나타내, 2.5%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약 2배정

도 높았다. 이는 토양 내 hydrophilic polymer 배합비에 따라 

엽폭의 차이가 뚜렷해, 옥상녹화에서 토양수분환경에 예민하

게 반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식물체 당 잎을 

보면, 그 차이가 매우 확연한데, 2.5% 처리구에서 149.3개로 

5.0%에서 35개, 1.0% 처리구에서 16개로, 대략 5배에서 7배
까지 차이를 보였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통보리사초를 

저관리형 옥상녹화소재로 적용 시 토양 내 보수력을 높일 수 

있는 토양개량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관상가치 또한 2.5% 처리구가 평균 5.0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매우 높아(Figure 4), 토양 내 수분함량이 생육

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Shim et al.(2011)은 옥상에

서 토심 4가지(10cm, 20cm, 30cm, 40cm)에 대한 7종의 사초

류의 생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함수량만 높이 유지된다면, 대
부분의 사초류는 10cm에서도 생육이 좋았으나, 에버골드, 대
사초와 테사타시아사초는 토심 20cm에서, 흰줄무늬실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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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털대사초 노란무늬종은 토심 40cm에서 생육이 양호해, 
수종에 따라 적정 토심을 통한 토양수분을 확보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4) 좀보리사초(Carex pumila)

좀보리사초는 해안사구 후방에 주로 분포하고, 잎은 줄기 

없이 지면에서 바로 휘어져 10cm정도의 높이를 유지하며 흔

히 통보리사초 및 다른 해안사구성식물과 섞여 자란다(Kim, 
2013). 좀보리사초는 통보리사초와는 다르게 hydrophilic 
polymer 배합비가 높아질수록 생육이 저조한 현상을 나타냈

다. 좀보리사초의 초장은 Control, 1.0%, 2.5% 처리구에서 각

각 14.05cm, 6.70cm, 4.55cm으로 hydrophilic polymer를 전혀 

배합하지 않은 대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0%이상

의 처리구에서 식물체가 고사함에 따라 측정이 불가능했다. 
엽폭 또한 Control에서 0.35cm로, 2.5% 처리구가 0.12cm에 비

해 약 3배 더 넓었다. 단위 식물체당 엽수도 Control> 1.0%> 
2.5% 순으로, 대조구가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약 2배 정도가 

더 많았다(Table 4). 관상가치는 Control에서 가장 높게, 5.0%
와 10.0%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hydrophilic 
polymer 배합비가 높아질수록 생육은 저조하였다(Figure 5). 
이와 같이 좀보리사초의 생육결과가 통보리사초와 상반되게 

보여준 이유는 통보리사초가 주로 바다 전방에 자생해(Kim, 
2013), 바닷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Kake and Leishman, 
2004) 반면, 좀보리사초는 해안사구 후방에 주로 분포하고 있

어(Kim, 2013), 물빠짐과 건조한 토양수분조건을 선호한 것에

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흡수성 수지의 혼합비율

이 높아짐에 따라 상토가 보유하는 수분량이 증가하지만 식물

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수분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어(Choi et al., 2005), 토양 내 hydrophilic polymer 증가와 

식물자체의 수분흡수 기작과 관련된 세밀한 추적이 요구된다. 

Level of 
polymer
(% w/w)

Plant
length
(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plant

Ornamental
value

(5-Scale)
Control 14.05 az 0.35 a 27.0 a 2.3 a

1.0 6.70 a 0.19 b 14.3 ab 1.4 ab
2.5 4.55 a 0.12 b 11.3 b 0.7 b
5.0 - - - -

10.0 - - - -
z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of p<0.05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 = 10 plants)

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Carex pumila as 
affected by different concentration of 
hydrophilic polymer in green roofs system 
(October. 2012)

  

 
Figure 5. Growth stages of Carex pumila as affected by  

five different contents of hydrophilic polymer 
concentrations in extensive green roof (25, 
October, from the left Control, 1.0%, 2.5%, 5.0%,
10.0%)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관리형 옥상녹화 식재지반 내 보

수성을 높이기 위한 hydrophilic polymer의 적정 배합비율

로 눈향나무는 1.0%, 황금줄사철은 2.5%, 통보리사초는 

2.5%, 좀보리사초는 무처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수종마다 차이를 보여, 대규모의 공간에 일괄적인 

적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관

리형 옥상녹화에서 식재지반 내 토양환경의 개선, 특히 보

수성을 높인다는 것은 좀 더 다양한 식물의 생존과 생육을 

이끌 뿐 아니라, 적용수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볼 때, 
hydrophilic polymer의 효용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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