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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 Water Treatment System
강우감지 초기우수배제 우수처리시스템



물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데도,  

도시에는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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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추구를 위한 도로포장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면으로의 빗물흡수를 막아 지하수 자

원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

면 흡수량의 감소는 하천의 범람과 하수도의 역류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수돗물은 산간지역에 내린 빗물을 거대한 댐에 담아 정수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하수가 아닌 빗물을 저축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댐이 있는 지역외에 내린 비는 하

천을 따라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드는 물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것이야 말로, 물부족과 도시의 수해를 동시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도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우수처리시스템 프로세스

우수이용시설을 설치만하시겠습니까?
RWTS 시리즈는 사용하기 편리한 친환경설비입니다.
 
·우수이용시설의 운전, 관리가 어려워 사용하지 못하십니까?
·우수이용시설의 고장, 필터, 관로 막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십니까?

옥상 

초기우수배제 여과기

1차 빗물 저수조

빗물 자동여과기

2차 빗물 저수조

빗물 활용펌프

옥상 우수 유입

급수 프로세스

우수 집수 및 침전

우수 여과

정수된 우수 저장

우수 사용

배수 프로세스

토목 우수관

우수 배출

그리너스의 RWTS 시리즈는
·�완벽한 초기우수배제와 전자동 프로그램운전으로 양질의 우수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우수는 우수재처리시설 배관과 분리 처리되어 초기우수로 인한 
오염, 고장, 관로 막힘 등이 없습니다.

·�기술이 집약된 초기우수배제 여과기로 인하여 여과기 청소가 매우 
쉽고 편리하며, 여과기의 오염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이용시설의 설계, 시공, 원격관리로 이용자의 편의를 
구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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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우수배제 전 빗물 초기우수배제 후 빗물

초기우수배제방식이란
 

·�초기에 내리는 빗물에는 오물 (조류 배설물 화단의 흙, 오염물 등)을 씻어 오기 때문에 더러운 물입니다.

·�여기에는 공기중에 있는 화학물질 등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중 아황산가스 등)

·�강우가 발생한 후 2mm~3mm정도 내리고 난 뒤에는 매우 깨끗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염된 초기우수를 제거하고 깨끗한 빗물을 집수하는 방식이 초기우수배제 방식입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초기우수배제 및 우수와 함께 유입되는 이물질을 걸러주고 이물질의 양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청소를 
쉽게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만든 특허제품입니다.

우수이용시설을 설치만하시겠습니까?
RWTS 시리즈는 사용하기 편리한 친환경설비입니다.
 
·우수이용시설의 운전, 관리가 어려워 사용하지 못하십니까?
·우수이용시설의 고장, 필터, 관로 막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십니까?

여과망

스트레이너구조가 아닌 
바구니 형태의 여과망으로 
상부의 손잡이가 있어서 
이물질의 제거가 쉽습니다.
(기본타공 구경 3mm)

투명커버 [Option] 

여과기 내부의 상태를 쉽게 
볼수 있도록 투명커버를 
채용하여 여과기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강우감지센서

활용가치가 높은 강우량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감지하는 
센서로 강우감지 능력이 
탁월합니다.

Drain

활용가치가 낮은 
低강수량에서 유입되는 
우수 및 우수중 포함된 미세 
오염물을 방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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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초기우수배제여과기 [간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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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우수배제여과기 원격제어범위
 

·현재 강우상태 여부

·밸브열림/닫힘상태 및 수동조작 기능

·이상발생시 경보기능

·기타 요구사항 [Option]

초기우수배제여과기 간이형 동작설명
 

·강우 대기상태는 ③번 밸브 닫힘

·�강우발생시 ②번에서 빗물이 감지되어도 ③번 밸브 닫힘

·�초기우수배제시간 경과 후 ③번 밸브 열림

·�빗물저수조 만수위시 ③번 밸브 닫힘

·�④번 밸브는 항시 열림. (집수정에 연결시 개구율 30%이하)

·�강우가 그치면 초기 대기상태 모드로 자동전환

초기우수배제여과기 특징
 

·간편한�초기우수�배제량�조절�: 초기우수 배제 설정 시간만 변경하면 자동으로 초기우수 배제량이 조절되어 간편합니다.

·양질의�우수만을�집수�: 활용가치를 가지는 강우량에서 우수이용 프로세스를 실행함으로 양질의 우수만을 집수합니다.

·프로그램�운전으로�더�편하게�: 계절, 강우 간격에 따라 초기우수 배제량을 자동으로 변경하여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운전을 합니다.

·컴퓨터를�이용한�테이터�보존�[Option]�: 우수 이용량을 데이터로 보존하여 활용 상태를 날짜 단위로 정리하여 관리합니다.

·인터넷을�통한�원격관리�[Option]�: 설치 장소가 다른 건축물의 우수처리 시스템을 인터넷망으로 한 곳에서 관리, 운영을 합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2차�배관경은�1차�배관경의�1/2~2/3로�축소�시공함이�합리적입니다.
▷�이때�Bypass�pipeing�및�옥외배출�배관경은�1차�배관경�이상을�유지해야�합니다.

번호 명칭 기능 내용

① 투명창(옵션) 내부확인 초기우수배제여과기 내부 오염물 확인

② 강우감지센서 강우감지 여과기내 센서와 함께 강우상태 확인

③ 자동밸브(1) 우수활용 우수 저수조 유입밸브

④ 드레인밸브 오염물질배수 우수 집수중 미세 오염물질 배출

⑤

⑥

⑦

①점검구

③버터플라이밸브
(자동/수동겸용)

옥외배출

빗물저수조인입관경

피스텍밸브(부력식)

빗물저류조 (1차 빗물저수조)

②센서

④드레인

빗물유입

전원 200V연결

자동제어또는
원격관리연결

토목배수로 또는
집수정에 연결(필수)

빗물메인관경 빗물메인관경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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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우수배제여과기 사양

초기우수배제여과기 간이형 시공시 주의사항
 

·�초기우수배제여과기는 1층 바닥면에 설치해야 여과기 청소가 편리합니다. (권장사항)

·�빗물활용수 ③번 콘트롤밸브는 반드시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수동겸용)

·�빗물저수조에 부력식 피스텍밸브 또는 바램밸브를 설치합니다.

·�빗물활용수 ③번 콘트롤밸브의 Bypass 배관은 필요치 않으며, 스트레이너 또한 설치하지 않습니다.

·빗물활용수 ③번 콘트롤밸브는 초기우수배제여과기에 붙여 설치합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 in / out 배관에는 밸브나 기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설치시 상부에 300mm 이상의 여과망 청소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 드레인 배관은 옥외 토목 또는 집수정 배관에 연결합니다.

·전자식제어판넬에 전원 220V 300W 와 빗물저수조 수위접점이 제공 되어야합니다.

·배관 연결은 그리너스에서 지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시공합니다.

  (초기우수배제의 효율감소 및 오버플로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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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저수조유입량

(ton/hr)

IN,OUT, 저수조유입관경 외형규격 [mm]

IN,OUT관 저수조유입관 길이 (L) 넓이 (W) 넓이 (W2) 높이 (H) Body지름

RWTS-100/100 49 100A 100A 500 415 520 530 217

RWTS-125/125 51 125A 125A 500 415 520 590 217

RWTS-150/150 107 150A 150A 580 480 585 650 268

RWTS-200/200 187 200A 200A 640 540 645 750 319

RWTS-250/250 187 250A 250A 700 595 700 870 356

RWTS-300/300 285 300A 300A 780 670 775 980 407

RWTS-350/350 408 350A 350A 860 740 845 1080 458

RWTS-400/400 512 400A 400A 930 800 905 1180 508

·현장설치 조건 및 성능개선에 따라 제작규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규격으로 주문제작가능)
·저수조유입량 : 유속 1.5m/sec 기준.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제작도

[ RWTS-T형기준 ]

L L L L

W

W
2

H H



스마트초기우수배제여과기 [기본형]

5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원격제어범위
 

·현재 강우상태 여부

·밸브열림/닫힘상태 및 수동조작 기능

·이상발생시 경보기능

·기타 요구사항 [Option]

초기우수배제여과기 기본형 동작설명
 

·강우 대기상태는 ⑤번 밸브 열림 ③번 밸브 닫힘

·�강우발생시 ②번에서 빗물이 감지되어도 ⑤번 밸브 열림 ③번 밸브 닫힘

·�초기우수배제시간 경과 후 ③번 밸브 열림 완료 후 ⑤번 밸브 닫힘

·�빗물저수조 만수위시 ⑤번 밸브 열림 완료 후 ③번 밸브 닫힘

·�④번 밸브는 항시 열림. (집수정에 연결시 개구율 30%이하)

·�⑥번 밸브는 항시 열림 

·강우가 그치면 초기 대기상태 모드로 자동전환

·�밸브 닫힘 또는 여과기 막힘시 ⑦번 분기관에서 By pass 배관을 통해 옥외로 배출.

초기우수배제여과기 특징
 

·간편한�초기우수�배제량�조절�: 초기우수 배제 설정 시간만 변경하면 자동으로 초기우수 배제량이 조절되어 간편합니다.

·양질의�우수만을�집수�: 활용가치를 가지는 강우량에서 우수이용 프로세스를 실행함으로 양질의 우수만을 집수합니다.

·프로그램�운전으로�더�편하게�: 계절, 강우 간격에 따라 초기우수 배제량을 자동으로 변경하여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운전을 합니다.

·컴퓨터를�이용한�테이터�보존�[Option]�: 우수 이용량을 데이터로 보존하여 활용 상태를 날짜 단위로 정리하여 관리합니다.

·인터넷을�통한�원격관리�[Option]�: 설치 장소가 다른 건축물의 우수처리 시스템을 인터넷망으로 한 곳에서 관리, 운영을 합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2차�배관경은�1차�배관경의�1/2~2/3로�축소�시공함이�합리적입니다.
▷�이때�Bypass�pipeing�및�옥외배출�배관경은�1차�배관경�이상을�유지해야�합니다

번호 명칭 기능 내용

① 투명창(옵션) 내부확인 초기우수배제여과기 내부 오염물 확인

② 강우감지센서 강우감지 여과기내 센서와 함께 강우상태 확인

③ 자동밸브(1) 우수활용 우수 저수조 유입밸브

④ 드레인밸브 오염물질배수 우수 집수중 미세 오염물질 배출

⑤ 자동밸브(2) 우수배출 우수 옥외 배출밸브

⑥ 메인밸브 우수인입제어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이상발생시 제어 메인밸브

⑦ 유도배관 By pass 밸브 폐쇄 또는 여과기 막힘시 옥외 자연배수

빗물유입

빗물메인관경

빗물저수조인입관경

⑥버터플라이밸브
(기어식)

By pass 배관

빗물메인관경

③버터플라이밸브
(자동/수동겸용)

⑤버터플라이밸브
(자동/수동겸용)

빗물저수조인입관경

빗물
저수조

인입관경

빗물메인
관경

옥외
배출

피스텍밸브(부력식)

④드레인

②센서

옥외로 배출⑦

전원 200V연결

자동제어또는
원격관리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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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저류조 (1차 빗물저수조)

①점검구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사양

초기우수배제여과기 기본형 시공시 주의사항
 

·�초기우수배제여과기는 1층 바닥면에 설치해야 여과기 청소가 편리합니다. (권장사항)

·�급, 배수 자동밸브는 반드시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수동겸용)

·�빗물저수조에 부력식 피스텍밸브 또는 바램밸브를 설치합니다.

·�급, 배수 자동밸브의 Bypass 배관은 필요치 않으며, 스트레이너 또한 설치하지 않습니다.

·급, 배수 자동밸브는 초기우수배제여과기에 가깝게 설치합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이상발생시에도 빗물은 옥외로 배수될수 있는 구조의 배관을 시공합니다. (Bypass pipeing)

·Bypass 배관에는 밸브나 기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설치시 상부에 300mm 이상의 여과망 청소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 드레인 배관은 옥외 토목 또는 집수정 배관에 연결합니다.

·전자식제어판넬에 전원 220V 300W 와 빗물저수조 수위접점이 제공 되어야합니다.

·배관 연결은 그리너스에서 지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시공합니다.

  (초기우수배제의 효율감소 및 오버플로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MODEL
저수조유입량

(ton/hr)

IN,OUT 접속배관구경 외형규격 [mm]

배관구경 접속형태 길이 (L) 넓이 (W) 넓이 (W2) 높이 (H) Body지름

RWTS-100 49 100A Flange 500 330 435 530 217

RWTS-125 51 125A Flange 500 330 435 590 217

RWTS-150 107 150A Flange 580 400 505 650 268

RWTS-200 187 200A Flange 640 445 550 750 319

RWTS-250 187 250A Flange 700 490 595 870 356

RWTS-300 285 300A Flange 780 560 665 980 407

RWTS-350 408 350A Flange 860 620 725 1080 458

RWTS-400 512 400A Flange 930 675 780 1180 508

·현장설치 조건 및 성능개선에 따라 제작규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규격으로 주문제작가능)
·저수조유입량 : 유속 1.5m/sec 기준.

[ RWTS-A형기준 ]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제작도

L L L L

W

W
2

H H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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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우수배제여과기 컨트롤러의 특징

1.�완벽한�자립형(Stand�alone)�컨트롤러

2.�간편한�초기우수배제량(배제시간)�설정

3.�누구나�센서,�밸브구동기를�연결할�수�있는�구조

4.�다양한�외부기기�연결�및�무한한�확장성

별도의 전기판넬, 자동제어판넬이 필요 없이 초기우수배제여과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표시기와 버튼을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우수배제시간을 
설정하여 초기우수배제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어기 보드에 연결할 선의 이름이 표기되어 누구나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제어반과 릴레이접점을 사용한 데이터 통신(기본) 및 시리얼(RS-232/RS-485), 
인터넷(Ethernet) 통신(옵션)을 제공하며, 데이터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제어 및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다수의 장비와 연동하여 확장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컨트롤러의 동작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0단계

상    태 평상시 강우시작
초기우수배제
시간완료

강우종료
저수조

만수위 발생

전원램프 ON ON ON ON ON

강우램프 OFF ON ON OFF ※1

급수램프 OFF OFF ON OFF OFF

알람램프 OFF OFF OFF OFF OFF

배제타이머 OFF ON ON OFF ※1

급수밸브 닫힘 닫힘 열림 닫힘 닫힘

비    고 프로세스 대기
초기우수배제
프로세스 동작

저수조 급수
프로세스 동작

저수조 급수
프로세스 종료

만수위 발생
급수 일시정지

·※1 강우상태에 따라 표시 및 동작됨
·급수밸브 동작이 지정된 시간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알람경보가 발생합니다. 알람해제는 전원의 OFF → ON으로 해제합니다.



초기우수배제여과기 컨트롤러의 결선

초기우수배제여과기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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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 FG COM1 OPENCLOSE COM2 OPENCLOSE TANK SEN1 RAIN SEN2

POWER VALVE CHECK SENSOR

1Ph 220V 60Hz Valve Drive Valve Check Tank High Level Rain Sensor

M M
OPEN CLOSE OPEN CLOSE

센서연결 

TANK ↔ 저수조 수위센서 (Dry접점)
SEN1 ↔ 저수조 수위센서 (Dry접점)
RAIN ↔ 여과기본체 : 전용센서 RAIN
SEN2 ↔ 여과기본체 : 전용센서 SEN2

밸브구동기 연결 (예시) 
VALVE COM1     ↔   ④ NEUTRAL
VALVE OPEN     ↔   ⑦ OPEN
VALVE CLOSE    ↔   ⑥ CLOSE
CHECK COM2    ↔   ⑫ COMMON
CHECK OPEN    ↔   ⑪ OPEN MIDDLE POSITION SIGNAL
CHECK CLOSE   ↔   ⑩ CLOSE MIDDLE POSITION SIGNAL

1

2

3

4
NAME PLATE

POWER
LAMP

COM CPU PWR

EasyView

5

HIV 2.5/2C HIV 2.5/3C TJV 1.0/2C 공사구분

① 1 (22) 전기공사

② 1 (16) 여과기설치업체

③ 1 (22) 2 (22) 여과기설치업체

④ 2 (22) 자동제어공사

⑤ 1 (22) 자동제어공사

우수저수조

우수저수조

자동제어판넬

우수저수조

S

CV1

전원

우수유입

센서



RWTS Flowchart

우수처리시설 배관도

우수처리시설 시공시 주의사항
 

·�빗물저수조에 피스텍밸브를 설치합니다.

·�우수활용 상태를 데이터화 하기 위하여 우수사용 배관에 급수계량기(전자식)를 설치합니다.

·�우수배관에 보충용 급수배관을 직접연결하지 않고 저수조에 연결합니다.

·�배관 보온시 급수배관과 다른색으로 보온하며, 수전 설치위치에“빗물”이라는 명판을 부착합니다.

·�우수이용시설중 동절기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시설은 퇴수가 완전하도록 시공합니다.

·�우수처리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시공합니다.

·�배관연결은 그리너스에서 지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시공합니다.

9

옥상층

2way 밸브

1층

지하층

G.L.

토목배수로

피스텍밸브

1차 빗물저수조 2차 빗물저수조UV램프

M

M
수도미터

역세밸브

역세밸브

여과밸브

여과
밸브

수도
미터

급수배관에 연결

초기우수배제여과기

빗물여과펌프 빗물활용펌프빗물자동여과기

빗물유입구



간편한 초기우수배제량 조절 초기우수 배제 설정시간만 변경하면 자동으로 초기우수 배제량이 조절되어 간편합니다.

양질의 우수만을 집수 활용가치를 가지는 강우량에서 우수이용 프로세스를 실행함으로 양질의 우수만을 집수합니다.

프로그램운전으로 더 편하게  계절, 강우간격에 따라 초기우수배제량을 자동으로 변경하여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운전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보존 [Option] 우수이용량을 데이터로 보존하여 활용 상태를 날짜단위로 정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관리 [Option] 다수의 우수처리시스템을 인터넷망으로 한 곳에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수처리시스템 제어부

조작이 쉬운 터치판넬 채용
타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

HMI Program 지원

빗물여과펌프

1차 빗물저수조 빗물자동여과기

2way 밸브 2차 빗물저수조

빗물활용펌프초기우수배제여과기

우수처리시스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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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원격관리

우수처리시설 관리

·우수처리시설 상태 정보취합

·상태 정보 전송(TCP/IP) 

고객시설물

유지보수
서비스

중앙 
관리센터·상태 정보 수취

·전송 데이터 분석
·객체 데이터 분석
·분석결과 처리
·스케줄 관리

·위험, 손실 대응

·불편사항 해소

·결과처리에 따른 출동

·스케줄에 의한 정기점검

·고객의 출동 요청

유, 무선전화

전화 전화, 차량인터넷

안전상태
주의상태

경보상태

·전원공급 정상
·장비의 휴지
·장비의 정지
·�적정수위 범위 내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

·우천시일때
·장비의 가동
·펌프의 가동
·�저수위 경보가 
발생한 상태로 
공급라인 문제발생

·전원공급 불량
·자동밸브의 불량
·펌프의 과부하
·�고수위 경보가 발생한 상태로 
급격한 수량의 유입발생

우수사용량 데이터화 및 경보상태 감시의 이중화
 

·일일 빗물사용량 및 정상가동 결과를 데이터로 전송받아 보존. (법령에 의해 3년간 보존)

·�펌프 전원불량 및 배수체계불량으로 인한 배수탱크내의 고수위 발생시에도 펌프 및 전원관리 부분에서의 경보가 

선행됩니다. (펌프 및 공급전원관리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백업역할)

·급격한 수량의 유입으로 인한 고수위가 발생하기 전에 펌프관리부분에서의 경보가 선행됩니다.

·경보내역에 종류가 다수인경우에는 경보만 데이터로 취합하고, 세부내역은 전화 또는 출동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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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활용시설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청소용수

도로살수용수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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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감지 초기우수배제 우수처리시스템 (특허 제10-101039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75, 410호(중동, 중동프라자)   대표전화 : (032) 212 - 3221   팩스번호 : (032) 324 - 3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