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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류 · 재활용 옥상녹화 시스템 

빗물트레이(Rain-TR) 



1. 빗물트레이란? 

동급최고의 저수능력을 갖춘 옥상녹화 시스템.  

저수판, 배수판, 식생기반체, 식물이 일체화된 제품으로 m2당 28리터의 뛰어난 저수

능력에 의해 관수에 자유롭지 못한 옥상조경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

입니다. 하부의 배수파이프를 함께 적용시 빗물을 저류시설에 보관하였다가 재사용

할 수 있는 빗물재활용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현장 반입후 조립, 설치만으로 시공이 

완료되어 시공성 및 유지관리에도 편리합니다. 

완성형 빗물트레이 설치모습 시공완료후 식물상태 시공완료 후 



2. 빗물트레이의 특징 및 장점 

1) 사전재배 시스템 

집중관리를 통한 사젂재배에 의하여 뿌리활착 등의 생육기반을 조성하여 식물고사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초기 피복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동급 최고의 물저장 능력 

  
1m2당 28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판 구조로 관수에 자유롭지 못한 옥상 등의 인공지반 녹화에 최적입니다. 

빗물트레이 평면 

물저장공간 

7리터/개당 
28리터/m2당 

저장가능 

빗물트레이 측면 

70mm 

농장 사젂재배 현장설치 빗물트레이 식재 



2. 빗물트레이의 특징 및 장점 

3)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우수 

사젂재배되어 60% 이상의 피복율을 가지는 트레이를 현장에 반입하고 연결시켜주는 간단한 공정을 통해 시공이 완료되며 

저수판과 배수판이 일체화되어 있어 관수문제에 자유로워 식물고사 및 하자발생이 적습니다. 하자발생시에도 해당 트레이 

만을 제거 교체함으로써 유지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 연결젂 트레이 연결후 시공완료 

4) 뛰어난 내구성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만들어진 트레이는 3~5mm 두께로 제작되어 내충격성 및 자외선내구성 등이 우수하여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빗물트레이 윗면 빗물트레이 측면 빗물트레이 윗면 빗물트레이 45도 측면 



2. 빗물트레이의 특징 및 장점 

5) 빗물 재활용 시스템 설치 가능 

빗물트레이 하부에 설치되는 배수관을 통해 우천시 오버플로어 되는 물을 저류시설에 저장해 두었다가 재사용할 수 있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가능하여 인공지반녹화의 최대 문제점인 관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옥상녹화 시스템입니다. 

빗물저류 및 공급장치 

옥상녹화 

빗물 공급라인 

빗물 저류라인 

트레이 하부  
빗물 배수관 

빗물저류 및 
공급장치 

옥상녹화시스템 

벽면녹화시스템 

텃밭·화단·정원 

빗물재활용 모식도 



규격 
중량 

식재본수 물저장능력 설계하중 
공중량 포화시 

530x530x150mm 2.2kg 23~26kg 
9~12본 

(36~48본/m2) 
7리터 

(28리터/m2) 
120kg/m2 

3. 빗물트레이의 구조 

1) 빗물트레이 규격 

150 

530 

70 

빗물배수관 

빗물트레이 

토양지지대 

투수시트 

식물식재 

빗물배수관 연결홀 

화산석 멀칭재(20mm) 
및 

에코토(ECOTO, 70mm) 

저수공간(70mm) 



3. 빗물트레이의 구조 

2) 빗물트레이 설치도 

옥상 지붕콘크리트 

빗물트레이 

배수 파이프 

점검구 

후면 배수파이프 결합 무지개패널 조립 무지개패널 내부 구성 완성형 무지개패널 



4. 빗물트레이 시공방법 및 사례 

1) 시공방법(현장식재시) 

엣지설치 빗물트레이 설치 인공토(에코토) 포설 

식재젂 관수 식물 식재 시공완료후 3개월 모습 



4. 시공방법 및 사례 

2) 시공사례 

섬기린초 및 초화류 현황 

시공 3개월 후 

장안구청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 구청 옥상녹화 - 

수크령 및 초화류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