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옥상농장 (Rooftop Farm)

[Brooklyn Grange의 Brooklyn Navy Yard 농장]

 옥상농장 (Rooftop Farm)
〇 농장을 운영하기에 공간적인 제한이 큰 대도시에서 농부들이 직접 농작물을
기르고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농장의 한 형태이
다. 뉴욕시에서는 지역에서 재배한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옥상농
장의 설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옥상농장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단순히 농
사를 지어 시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또는 뉴욕시와 협력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워크
샵 등을 운영하고 있다.
〇 옥상녹지(Green roof)의 역할을 하는 옥상농장
- 대도시의 경우 도시 표면적의 상당 부분을 옥상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 뉴욕시의 경우 도시 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약 87km2이 옥상면적에

해당한다. 식물들이 심어져 있지 않고 어두운 색상으로 칠해진 기존의 옥상들
은 태양광에너지를 반사하지 못하고 흡수하여 옥상의 온도가 공기 중 온도보
다 최대 90˚ F 높게 달구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물 자체 온도가 상승하
여 여름철 냉방설비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진다. 또 옥상이 태양열을 흡수
하여 보존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뉴욕시와 같이 옥상면적
이 큰 대도시의 경우 여름이 더 이르게 시작되며 주변지역보다 5-10˚ F 가량
더 뜨거운 여름을 가진다. 뉴욕시에서는 옥상을 녹지로 만들어 도시열섬현상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감소시키고 각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내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옥상의 색을 밝은 색으로 바꾸어 칠하는 것만
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옥상농장을 조성하게 되면 식
물들이 그림자를 제공하고, 태양열 에너지를 광합성에 사용하며 무엇보다도
증발산 활동을 통해 주변에 열을 흡수하여 더 효과적으로 도시의 온도를 감
소시킨다. 옥상에 녹지를 조성할 경우 단순히 밝은 색으로 칠한 옥상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온도 감소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옥상녹지는 식물 및 토
양이 빗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서 태풍, 홍수 등의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〇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 옥상농장
- 옥상농장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의 의미를 전파하기 위한 각종 교
육프로그램 및 워크샵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대
도시에서 생활하며 농장에 익숙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다. 또
한 직접 옥상에 작은 농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농장 운영관련 교육 프로그램, 친환경적 생활방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
영하기도 한다. 기관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와 비영리단체
또는 시정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로 나뉜다.

 뉴욕시정부의 역할
〇 친환경 기반시설 지원금 프로그램 (The Green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 뉴욕시 환경부(NY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운영하
는 지원금 프로그램으로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빗물 처리소의 역할을
하는 친환경 기반시설의 디자인 및 건설 지원한다. 옥상농장은 빗물저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상농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기관들은 이 프로그
램에 지원할 수 있다. 뉴욕시내에 위치한 사유지이고 최소 25.4mm(권장
31.75mm)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지원할 수 있으
며 1년 안에 옥상정원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 후 20년간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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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YC
-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교육 및 홍보기관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욕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활동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GreeNYC는 지역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재배방법을 사용하고 뉴욕시의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교육한다.
지역 농장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소비할 시 장거리를 이동하여 오는 농산물에
비해 이동시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대형 농장에 비해 작은 지역
농장이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지역농장의 친
환경적 효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옥상농장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
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 옥상농장
○ Brooklyn Grange
- 뉴욕시내 두 곳에 위치한 세계최대규모의 옥상농장이다. 첫 번째 옥상농장
인 Flagship Farm은 퀸즈보로의 아스토리아 지역에 위치하며 3994m2의 면적
을 가진다. 두 번째 옥상농장인 Navy Yard Farm은 6038m2의 면적을 가지며
브루클린 보로에 위치한다. 초기에 Flagship Farm을 건설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중들에게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인인 ‘Kickstarter.com’을
이용해 자금을 충당했으며 두 번째 옥상농장인 Navy Yard Farm은 뉴욕시 환
경부의 친환경 기반 시설 지원금 프로그램으로 부터 $592,730을 지원받아 건
설되었다. 이 두 농장은 총합 연간 22톤의 농산물을 유기적으로 재배한다. 양
상추, 토마토 등 40여개의 다양한 농장물을 재배하며 모든 농산물은 유기농으
로 재배한다. 또한 뉴욕전역에 위치한 30여개의 자연적으로 관리되는 벌통을
이용해 연간 700kg의 꿀을 수확하고 있다.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옥상농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서적을 편찬하여 친환경 먹거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기
업 등 옥상농장 건설하여 운영하고자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상담 서비
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City Growers와 협력하여 아동들을 대상으
로 도시농부체험, 농장 탐방, 벌레 관찰, 꿀벌 생태계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식습관과 환경보전
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3 -

 참고자료
- Cool/Green Roof :
http://www.nyc.gov/html/ddc/downloads/pdf/cool_green_roof_man.pdf
- Green Infrastructure Grant Program Presentation :
http://www.nyc.gov/html/dep/pdf/green_infrastructure/gi-grant-program-workshop-presen
tation.pdf
- Green Roofs (Stormwater Management) :
https://www.epa.gov/sites/production/files/2014-07/documents/green_roofs-_stormwatermanag
ement_and_urban_heat_island_mitigation_jasonberner.pdf
- GreeNYC : http://www1.nyc.gov/site/greenyc/
- Brooklyn Grange : https://www.brooklyngrangefarm.com
- Eagle Street Roorftop Farm : http://rooftopfarm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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