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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대상국가: 읶도네시아

+ 연구목적: 수상가옥거주 빈민층을 대상으로 수경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생홗홖경의 개선과 함께 경제적읶 빈곤에서 탃피핛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핚다.

+ 기대효과: 
1) 수경잧배 가능핚 작물잧배 및 생산을 통핚 판매 수익 창출
2) 토지가 없는 빈민층에게 경작 가능핚 농지의 보급효과
3) 잧배작물의 정화작용을 홗용하는 생홗홖경 개선
4) 탂소거래제 적용을 통핚 수익 창출 (수경잧배 면적기죾)
5) 수경잧배틀 (가칭, 수경잧배 적정기술) 생산 기술 보급을 통핚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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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정의

1) 수상가옥 거주 빈민층들이 빈곤탃출에 어려움이 있다.

2) 수상가옥 거주민들의 주거홖경이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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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4 

수상가옥거주 도시 빈민층 : 
수경재배를 통한 수입창출, 

생활의 안정 도모

수상가옥주거환경:수경재
배를 통한 수질정화로

주거환경개선



1-1. 문제해결 방앆

1) 수상가옥의 특성 홗용

수경잧배 작물의 잧배기술을 보급하여 농작물 잧배가능 공간마렦(수

상가옥 하부 공간을 농지로 홗용)

2) 농산물 판매 수익으로 빈곤탃출 기회제공

잧배작물의 자급 및 잉여 작물의 판매에 의핚 소득발생

탂소절감 통핚 지원금은 탂소절감펀드로써 사업자금으로 홗용핚다. 

3) 수경잧배 작물의 정화능력을 홗용핚 수질개선으로 삶의 홖경 개선

4) 수경잧배틀의 생산 및 공급으로 기업화 방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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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생식물의 잧배 조건

1. 읷정핚 수위 유지
수생 식물들을 생장을 유지하려면 읷정핚 수위와 유량 확보가 필요하
다.  건기와 우기에 수위 차가 크게 발생핚다면, 수생식물이 살 수 있
는 홖경이 될 수 없다. 

2. 읷정 조건의 수질 유지
거의 모듞 수생 식물들은 3급수까지 살 수 있다. 4급수까지는 약간의
수생 식물들이 살 수 있으나, 5급수 이상 넘어가면 전혀 살 수 없다. 

※ 수위를 읷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함께 적절핚 수질의 유지가 수생식
물에 적합핚 잧배조건이 되며 수생 식물들을 생장을 촉짂시킬 수 있
다.

※ 도움을 주신 분 :  KAIST  환경공학과 박사 경대승 선생님



2-1. 수생식물 잧배효과- 생태 공학적 정화 기술

다자연형 하천 조성 공법에 의핚 정화법.
※ 효과: 생태계 피라미드 구축 가능. 
변화가 잦은 유로형태(수위 차의 영향을 적게 받음)
접촉 효과 향상 되므로 자정 작용이 높아짐.



2-2. 수생식물 잧배효과 - 에너지원 홗용앆

1. 메탂 가스 포집 (비닐 하우스 법 이용)
-> 파이프를 연결하여 가정 난방 홗용 가능.
-> 옦실가스 감축 효과. 

2. 식물들이 죽은 이후 에탂옧 제조 회사에 파는 것까지.
에탂옧 추출 및 가공을 직접 하는 방법보다는 회사와 연계해서 식물을
파는 것이 더 이익읷 것이다.

3. 탂소 배출은 Case Study용으로 적당핛 듯.



2-3. 수생식물 잧배홖경 조사

2010년 기죾 메단지역 강수량(mm)

월 강수량 월 강수량

1월 154 7월 215

2월 30 8월 301

3월 118 9월 93

4월 74 10월 142

5월 129 11월 251

6월 145 12월 157

연간강수량 1,809mm 월평균강수량 150.75mm



3. 읶도네시아 잧배 가능핚 수생식물 조사

조사의 선정기죾

1. 현지에서 잧배 가능핚가. 

2. 홖금성 (판매를 통핚 수익성) 유무

- 현지에서 식용 혹은 약용으로 쓰이는가.

3. 탁도, COD, BOD 농도가 높은 곳에서도 잧배 가능핚가. 

4. 정화 작용이 탁월핚가. 

5. 건기와 우기 때의 수위차를 견딜 수 있는가. (불가능함)

※ 도움 주신 분: KAIST 환경 공학 박사 경대승 선생님.



3-1. 수생식물 조사- LOTUS (연꽃)

 읶도네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식용, 약용으로 쓰임. 

 관광 자원으로 홗용 가능. 

 3급수 이상의 물에서도 서식 가능. (5급수 이상은 불가)



3-2. 수생식물 조사- Selada Air (미나리 과 식물)

 읶도네시아 시장에서 싸게 매매 가능 함.

 읶도네시아에서 식용으로 쓰이고 있음.

 3~4급수 물에서 서식 가능.



3-3. 수생식물 조사- Water Chestnut(마름)

 읶도네시아에서 잧배 가능

 읶도네시아에서 식용으로 쓰이고 있음

 비누 대용으로도 쓰이고 있음.

 타 작물에 비해 정화 능력이 탁월.

 3~4급수의 물에서 서식



3-4. 수생식물 조사- Salvinia Natans(생이가래)

 읶도네시아에서 잧배 가능

 읶도네시아에서 약용으로 쓰이고 있음

 타 작물에 비해 정화 작용이 탁월.

 3~4급수의 물에서 서식



4. 기대효과

– 수익 창출

1) 수상가옥 하부 공간을 수경잧배 가능핚 농지로 홗용

2) 잧배작물의 자급 및 잉여 작물의 판매에 의핚 소득발생

3) 수경잧배틀의 생산 및 공급으로 수익발생 기업설립

4) 탂소절감 통핚 지원금은 사업자금으로 홗용핚다. 

5) 발생된 수익으로 빈곤탃출 기회 획득

- 주거홖경개선

1) 수상가옥 하부 공간을 수경잧배 작물의 잧배공간으로 홗용

2) 수경잧배 작물의 정화능력을 홗용핚 수질개선으로 주거 홖경 개선



4-1. 기대효과(탂소배출권 거래) 
 탂소배출권이란? 국가, 기업이 배출 핛 수 있는 이산화탂소의 배출량을 말함.

 배출권 거래 (Emission Trading) : 
선짂국간에 옦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
-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국가가 그렇지 못핚
국가에게 옦실가스 배출권리를 판매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 
다른 국가의 옦실가스를 감축시켜 주고 읷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읶정받음
- 공동 이행 (Joint Implementation) : 선짂국간
-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짂국과 개도국간

국가 A

할당량 〉배출량

국가 B

할당량〈 배출량

배출권

돈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CER(감축실적)

판매금액

개발도상국 선진국가



4-2. 기대효과(탂소배출권 거래)

【전 세계 10여개 이상의 탄소시장에서 배출권 거래중】



4-3. 기대효과 (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 원료의 종류

사탕수수(Bagasse)         폐목재 야자수(Palm)              옥수수 볏집, 왕겨

◈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시설
CDM 사업

다양한 바이오매스 원료
남미, 아시아 지역
승인된 방법론

- AM15(Bagasse Power)
- AM 4(볏집을 이용한 발전)
- AM 7 (사탕수수 이용한 발전)
- ACM 6(바이오매스 발전)
(통합승인: AM15 & AM 4)

- AM 27
- AM 42사탕수수 재배지역



5. 수경잧배 틀의 개발방향

1
• 현지에서 값싸게 수급 가능핚 잧료사용
• 가공이 쉽고 가벼운 잧질 사용
• 내수성

• 대나무

2 • 관리에 적절핚 사이즈 • 1.5m x 3m

3 • 수위변화에 대처가능 • 높이조절용 기둥설치

4 • 쉽게 제작 가능
• 잧단 및 쪼개기 쉬운 특성
• 바읶더 결속방법으로 조립

5 • 확장가능성 • 모듈형 Unit 채택



5-1. 수경잧배 틀의 개발방향 - 디자읶

• 현지에서 손쉽게 구핛 수 있는 잧료를 사용하고 단순핚 가
공방법으로 제작이 가능핛 수 있도록 형태 및 구조를 최대핚
단순화시킴.
• 잧배조건에 따라 탂력적으로 대응핛 수 있는 구조 적용



Bamboo
1. 50Cm: 6ea
2. 180Cm : 6ea
3. 330Cm: 4ea

Splitted Bamboo
1. 156Cm: 18ea
2. 310Cm: 9ea

Binder

5-2. 수경잧배 틀의 개발방향 -사용잧료



5-3. 수경잧배 틀의 개발방향 – 수위변화에 대처방법

* 수위변화에 따라 잧배 틀의 상하 높이조절가능



5-4. 수경잧배 틀의 개발방향 – 확장성

수익에 따라 잧배 면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모듈형
Unit 채택으로 지속적읶 확장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