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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B(polybutylene) PIPE 적용 범위

적용 파이프 : PB (polybutylene)
사용 유체 :수도용 냉·온수
적용 규격 : 파이프 - KS M 3363

HI-PB(polybutylene) PIPE 적용 범위

적용파이프 : PB (polybutylene)
사용 유체 : Potable HOT & COLDWater
적용 규격 : 파이프 - Australian / New Zealand standard AS / NZS 2642.2:2008

JOINT - Australian / New Zealand standard AS / NZS 2642.3:2008

규격 외경 두께 내경

12mm
16mm
20mm 
25mm
32mm
40mm
50mm

12mm 
16mm
20mm
25mm
32mm
40mm
50mm

1.5mm
1.5mm
1.9mm
2.3mm
2.9mm
3.7mm
4.6mm

9mm
13mm
16.2mm
20.4mm
26.2mm
32.6mm
40.8mm

규격 외경 두께 내경

15mm

18mm

22mm

28mm

12.8mm 

16.0mm

22.3mm

28.2mm

1.8mm

1.9mm

2.5mm

3.1mm

9.2mm

12.5mm

17.6mm

22.2mm

HI-PB JOINT
하이-PB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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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PB 파이프 규격에 따른
HI-PB JOINT사용범위

HI-PB JOINT는 해외 소비자로 부터 사용하여 효율적인 작업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이점을 확인 검증 받았으며 다양한 소비자층에서 

호응도가 높고 특히 위생적인 부분에서 기타 금속에 비해 스테인리스가 가지는 모든 이점과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파이프 규격에 맞게 이음쇠가 생산되어 유럽 규격 및 K.S 규격에 사용가능 하게 제작 되었으며 환경부 위생안전기준과 

그 규정을 준수하는 훌륭한 폴리부틸렌 파이프용도의 관 연결 이음쇠입니다.

각종 파이프규격에 따른 국제규격 적용범위

누수로 부터의 안전·안심 되는 HI-PB JOINT

KS M 3363

AS /NZS 2642:2008

AS 1460.1:1989

MS 1058:1994

ASTM 3309

한국규격

뉴질랜드 규격

호주규격

말레이시아

미국

위생 안전 내진성친환경

맑은 물 원가절감 안전·안심

최고의 제품을 지향하는 명품제조기업 - (주)하이스텐

www.histen.co.kr

완벽한 이탈 저지력을 자랑합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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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고압호스의 반복된 압력변화에 최상의 기밀유지 
기술이 적용된HI-PB JOINT(하이-PB조인트)

HI-STEN은 스테인리스 재료를 사용하여 32mm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PB이음쇠를 생산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국내 냉·온수용 급수배관을

위해 개발되어 깨끗하고 건강한 식수 배급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증명된 재질로서 HI-PB JOINT는 시공 및 비용 절감에서 효과적인 냉·온

수배관의 개·보수용으로 제작하여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리부틸렌 파이프는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식수라인의 급수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50년이 넘게 시공 현장에서 사용 되어온

재질로서 세계적으로 많은 제조 회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HI-PB JOINT는 당사 기술팀과 유럽의 바이어에 의하여 디자인되어 기존 방

식에서 문제점을 보안하여 안정된 품질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조설비로 우리만의 독창적인 스테인리스 주조기술을 보유하여 안정되게 생산 공급할 능력이 되며 품질 보증을 할 수 있으며 제조

과정의 우수한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HI-STEN의 기술은 높은 품질의 밸브 및 JOINT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여 왔으며 아주 까다로운 수출 기술을 국내에도 공급하겠습니다.

HI-PB JOINT 품질



파이프의 끝 또는 삽입구에 끼워 넣거나 
조여 줄 때 물리적인 압력이 생기지 않게 함. 

이탈에 대한 추가적
저지력과 저항을 제공하여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막음. 

2중으로 파이프를 클램핑하여 안, 밖 
두 부분으로 된 파이프를 조여주는 부분으로 

이탈 하고자 하는 힘에 견디어주고 
틈새를 완전히 막아줌.

몸통고정 - 기계적으로 높은 
링 부분 뒤쪽에 고정을 시켜 강도를 
높여 주고 빠짐에 대한 이탈을 
방지 하여줌.

압착 조임 링 - 동 및 알루미늄으로 열처리가
되었으며 쉽게 압착조임을 허락함. 
※ 동 및 알루미늄 압착 조임 링은 발주시 선택사양 입니다.

몸통이 스테인리스로 
위생적이며 견고 함.

삽입 깊이를 확인해 주는 부분으로 
파이프의 삽입 정확도를 알수 있음.

입구가 테이퍼로 되어 내경이 마찰저항이 
없는 형상을 유지 하여 유체의 흐름에서 

저항을 최소화 함. 

삽입하는 입구 부분의 
디자인이 좁은 돌기와 
넓은 홈으로 압착시 
이탈을 방지함. 

파이프 스톱받이 - 파이프
삽입시 위치를 제공하여
압착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설정함. 

HI-PB JOINT 안전·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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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제품을 지향하는 명품제조기업 - (주)하이스텐

www.histen.co.kr

■접합시스템 : 고압용도의 유압호스에 적용한 JOINT 결합방식이며 이러한 체결은 세계적으로 검증 확인된 이음접속 방식으로 항공기, 기계장비 등에 사용
되어 믿을 수 있는 접합 시스템 입니다. 이러한 접속방식에서 착안하여 강화 슬리브를 압착하는 형식의 HI-PB JOINT접합 시스템 입니다.  

■놀라운 위생성 : 폴리부틸렌의 검증된 위생안전성과 스테인리스의 위생안전성을 적용하여 기존 유사방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수현상을 방지
하였으며 스케일링에 문제가 없음을 자랑합니다. 

■뛰어난 내구성 : 동파에 강하고 이탈이 되지 않아 누수가 없어 반영구적 수명을 자랑하며 내파열, 내마모, 내열성, 내압성이 기존의 방식보
다 우수합니다.

■시공으로 부터 내진화 : 경량성과 유연성으로 협소한 공간에서도 사용이 용이 하고 진동 및 충격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우수한 시공성 : 작업이 기존의 나사 방식보다 HI-PB JOINT는 압착방식 이므로 좁은 공간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쉽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시공비 절감효과 : 공사기간 단축 및 인건비가 저렴하여 빠른 시공성에 의한 시공비용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우수한 수밀 유지효과 :기존 접합방식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이음구조에 의한 누설원인을 제거하여 구성품이 없는 단일화된 디자인으로 누수요인
을제거 하였습니다.

■이종금속의 접합 : PB와 동파이프 연결이음도 가능합니다.

HI-PB JOINT 디자인

HI-PB JOINT의 특징

해외에도 스테인리스 피팅을 선호하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제품의 치명적 단점을 해결
1. 배관 이음부에서는 파이프와 이음쇠의 연결 각도로 인한 시공 완료후 기존제품의 이탈 누수로부터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한 제품이다.

2. 냉·온수 반복 흐름 또는 수지 및 금속재질의 수축·팽창에 의한 이탈 누수 염려로 부터 완벽하게 보완한 하자 없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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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부틸렌 (PB) KS M 3363 조인트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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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mm 20mm
25mm 32mm

엘보
16mm 20mm
25mm 32mm

티
16mm 20mm
25mm 32mm

이경소켓
16X20 20X25
16X25 20X32
16X32 25X32

이경티(BRT)
20X16X20 32X16X32
25X16X25 32X20X32
25X20X25 32X25X32

이경티(BORT)
20X16X20 32X16X32
25X16X25 32X20X32
25X20X25 32X25X32

이경티(ERT)
20X16X20 32X16X32
25X16X25 32X20X32
25X20X25 32X25X32

캡
16mm 20mm
25mm 32mm

직관 레듀샤
16mm 20mm
25mm 3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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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부틸렌 (PB) KS M 3363 조인트 

최고의 제품을 지향하는 명품제조기업 - (주)하이스텐

www.histen.co.kr

F밸브 소켓
16mm 20mm
25mm 32mm

이경 F밸브 소켓
20mm X 1/2PT
25mm X 3/4PT

M밸브 소켓
16mm 20mm
25mm 32mm

이경 M밸브 소켓
20mm X 1/2PT
25mm X 3/4PT

수전 엘보
16mm 20mm
25mm

M수전 엘보
16mm

이경 수전 엘보
20mm X 1/2PT

3P 수전 엘보
16mm

장 M수전 엘보
16mm

수전티
16mm

장수전티
16mm

M수전티
16mm



HI-PB JOINT
하이-PB 조인트

HI-PB JOINT 접합순서

HI-PB JOINT - TOOL (접합공구)

HI-PB JOINT 접합

01.
파이프 절단

02.
이음쇠 삽입

03.
이음관 연결 
시공완료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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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제품을 지향하는 명품제조기업 - (주)하이스텐

www.histen.co.kr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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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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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제품을 지향하는 명품제조기업 - (주)하이스텐

www.histen.co.kr

Memo.



Head Office & 1st Factory
621-841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9번길 113-79
Tel.055.329.0837~40    Fax.055.329.0841    
E-mail.histen@histen.co.kr    http://www.histen.co.kr
2nd Factory
621-841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99번길 49-93

3rd Factory
636-801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7
·본 카달로그에 기재된 사양은 품질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하이스텐의 기술과 품질은 풍요로운 미래의 원동력입니다.
거침없는 도전과 무한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금 (주)하이스텐은 세계일류기업으로 도약하려 합니다.

ISO 9001:2000인증2013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대통령상 수상

특허 우량기술기업INNO-BIZ 경상남도
추천상품

한국상하수도
협회회원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

벤처기업조달청우수제품 신뢰성인증성능인증제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우수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