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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01. ·하이스텐 설립
1997. 05. ·HI-STEN 상표등록 (제22710호 : 특허청)
1998. 02. ·한국밸브 공업협동조합 등록

06. ·주식회사 HI-STEN으로 법인전환
1999. 04. ·ISO 9002 인증 획득

07. ·경남 지방 조달청 업체등록
2001. 03. ·공장확장 이전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10-1번지)
2002. 03. ·한국 상수도 협회 회원 가입

04. ·한국 철강협회(Stainless Steel Club)회원 가입
06. ·KS A 9001:2001/ISO 9001:2000인증 획득(한국 표준 협회)

2003. 03. ·서울시 상수도 본부 슬립인 조인트 계약 및 납품 (국내 1인자 생산자 증명 - 조달청)
09. ·슬립인 조인트(Sleeve-in Joint) 중소기업 우수제품 GQ인증(중소기업청)

2004. 06. ·한국 QSS 스테인리스 관이음쇠 제조 부문 우수기업 선정
2005. 06.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인증 (중소기업청)   

08.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KOTRA)
09. ·품질혁신 우수기업 선정 (한국 경영 혁신원)     ·우량기술 기업 선정 (기술 신용 보증기금)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 인증서 획득 (중소기업청)
12. ·공장 증설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10-17번지)

2006. 05. ·부품•소재 전문 기업 인증 (산업 자원부)
12. ·기술, 업무 협약 체결 (SU-JOINT)

2007. 01.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 산업용 스테인리스 볼밸브 RSD 0046 제 2007-6호, 0.98MPa 이하 (기술 표준원)
2008. 01.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 산업용 스테인리스 볼밸브 RSD 0046 제 2008-2호, 1.96MPa 이하 (기술 표준원)

·한국 산업기술 진흥 협회 회원 등록     ·중소기업 기술 혁신 협회 회원 등록     ·친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12. ·병력 지정업체

2009. 01.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 스테인리스 조인트 RSD 0054 제 2009-44호(기술 표준원)
06. ·자유회전식 새들붙이 분수전 지방자치단체 납품
07.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인가
09. ·제10회 기술혁신대전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의령 공장 증설
10. ·자유회전식 스테인리스 새들붙이 분수전 성능인증     ·벤처기업대상 /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12.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환경인상 수상

2010. 03. ·제44회 조세의날 모범 납세자상 수상     ·제17회 물의날기념 환경부 장관상 수상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 (새들붙이분수전, 볼밸브, 스테인리스 관이음쇠)

04. ·나사식 새들붙이 분수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정부조달 우수제품 협회 회원 가입
05. ·물가안정 생산성향상부문 물가협회장상 수상
09. ·원당공장 증설
10.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상 수상(2010 물산업미래비젼포럼, 제 환노10-1056 호)

2011. 09.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 슬립인조인트, 나사식관이음쇠, 하이카플링(한국상하수도협회)
11.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 SU조인트 (KCW-2011-01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수상(2011 물산업미래비젼포럼, 제 191호)
2012. 01. ·국민베스트기업 선정(국민은행)

02.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 스테인리스 새들붙이 분수전(한국상하수도협회)
05. ·한국화재소방학회 기술상 수상(SU조인트) - 한국화재소방학회

·경남글로벌IP(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대상 기업 지정
06.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KC인증 획득(볼밸브, 스트레이너,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체크밸브, 지수밸브) - 한국상하수도협회
07. ·대표이사 “환경100人” 선정 - 환경타임즈
08. ·“2012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 - INNOBIZ
12. ·“2012 스테인리스스틸 우수상품공모전” 장려상 수상(SU조인트) - 한국철강협회

·“환경경영 기업대상” 금상 수상 - 김해시
2013. 0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경남 1호) - 중소기업청

04. ·소방방재청장 표창
05.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Company History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회사!
(주)하이스텐은 첨단 기술과 고품질의 신뢰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큰 도약을 이루어 왔습니다. 
고객을 위해 더 나은 가치를 창조하는 일 - (주)하이스텐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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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상 물탱크 및 저수조의 볼탑 및 정수위 조절밸브 대용 

2. 고·저유면 제어용 전자변과 전극봉 대용

3. 테프론, NBR, SUS 304 (스테인리스) 재질에 대한 부식성이
없는 유체 제어    

스테인리스 정수위 밸브

1. 저수조 내부의 수위 및 플로트 볼(부구)의 부력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볼 밸브식으로 개폐되며 자중에 의한
수위를 자연 인지하는 밸브로 유체의 OPEN (열림) 및 CLOSE (닫힘)가 정확합니다.

2. 재질이 스테인리스로 기존품과 비교, 부식에 의한 막힘 우려가 적습니다.

3. 스테인리스 재질로 기존의 도금 제품에 비해 위생에 안전합니다.

4. 내구성이 우수하고 당사에서 생산되는 스테인리스 피팅을 사용 시 더욱 설치가 간편합니다.

제품의 특징

용 도 사 양

규격

사용유체

사용압력

시험압력

접속방식

사용온도

특기사항

15A(1/2〞)

스테인리스 정수위 밸브모델

20A(3/4〞) 25A(1〞) 32A(1 1/4〞) 40A(1 1/2〞) 50A(2〞)

물

0 ~ 0.98MPa (10kgf/㎠) 이하

1.67MPa (17.0kgf/㎠)

나사식

1℃ ~ 40℃

상기 사양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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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Dimensions(mm)

NO 품명 재질 수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BODY

FLOAT BALL

FLOAT ROD

BRACKET

STEM

BONNET

GASKET

BALL

SEAT RING

STEM SEAL

O-RING

LOCK NUT

HEX BOLT

WASHER

HEX BOLT

LOCK NUT

유도관

SSC13

STS304

STS304

STS304

STS304

SSC13

PTFE

SSC13

PTFE

PTFE

NBR

STS304

STS304

STS304

STS304

STS304

PVC

1

1

1

1

1

1

1

1

2

1

2

1

1

1

1

1

1

H2H

15A

20A

25A

32A

40A

50A

규격

170

170

280

280

380

380

125

151

173.5

173.5

226.5

226.5

H1

51.4

58.6

66.2

79.6

90.4

102.8

L

320

395

578

578

808

918

L1

10

10

10

10

10

10

D

105

125

140

140

200

200

Description

※ 유도관은 15A ~ 32A에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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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정수위 밸브

1. 본 제품을 설치 시 표준 배관도를 참조하시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2. 박스에 내장된 부구를 조립하고 자중에 의해 열림과 닫힘을 점검한 후, 설치하십시오.
3. 처음 설치 할 때에는 밸브와 레버에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시공 해 주십시오.
4. 본 제품은 반드시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이펀 현상이 없도록 당사에서 권장하는 유도관으로 반드시 숨구멍(Ø4~8)을 낸 후 설치하십시오.
5. 설치 시 반드시 밸브바디 8각부와 급수관을 잡고 설치하십시오. 밸브캡부를 잡으면 풀림 현상 및 시공 불량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6. 설치 시 급수조 유입측 이물질 제거용 스트레이너를 필히 사용하십시오.

이물질은 밸브의 오작동 및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주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7. 스트레이너 이물질 제거 작업은 필히 정수위 밸브 앞에 수동 볼 밸브를 부착하여 밸브를 닫고 이물질 유입방지 조치를 한 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8. 시공 완료 후, 밸브 부구가 정상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필히 확인하여 주십시오.
9. 밸브를 임의로 분해 조립하지 마십시오. 밸브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10. 오작동에 의한 물 넘침 사고 예방을 위해 만수경보 수위 95% 높이에 필히 OVER FLOW 라인을 설치하고 관경은 저수조 급수 유입측 보다 150% 

이상의 크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11. 밸브 오작동에 의한 OVER FLOW 되는 물로 인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배수구로 DRAIN 될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12. 본 밸브는 기계식 작동으로 물 넘침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필요시 조기 발견, 예방 할 수 있도록 별도 경보장치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13. 수도 및 지하수에 혼입된 모래와 이물질이 볼과 테프론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4. 공사중 퇴근 시에는 상수도 공급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유체 및 온도는 당사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15. 엄격한 유량제어를 요구 시에는 당사 기술부로 문의하여 사용 유무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시 주의사항

물탱크 표준배관도

※ 당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관이음쇠 및
밸브류 일체를 사용시 호환성이 양호하며 더욱 더
위생적이며 안정된 품질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 표준배관 관련 당사 생산품

■스테인리스 볼 밸브

■스테인리스 물탱크 피팅

■스테인리스 스트레이너

■스테인리스 나사식 엘보

■스테인리스 게이트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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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정수위 밸브 조립방법

플로트 볼 (부구)

볼트

너트

로드

밸브몸체

급수

⇩

숨구멍
유도관

열림(OPEN) : 
저수조내의 수위가 낮아지면 플로트 볼 (부구)의 자중에 의해 로드가 내려오게 되며 그에 따라 로드와 연결된 밸브의 볼이 회전
하여 유로를 개방시킴

닫힘(CLOSE) : 
저수조내의 수위가 높아지면 플로트 볼 (부구)의 부력에 의해 로드가 올라가게 되며 그에 따라 로드와 연결된 밸브의 볼이 회전
하여 유로를 차단시킴

스테인리스 정수위 밸브 작동원리

※ 주의 사항
1. 로드와 플로트 볼(부구) 연결시 그림과 같이 플로트 볼
(부구)를 위쪽으로 하여 볼트와 너트를 단단히 체결

2.  PVC등 내식성 재질로 치수표에 따라 사이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숨구멍을 뚫은 유도관을 반드시 설치



Head Office & 1st Factory
621-841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10-1
Tel.055.329.0837~40    Fax.055.329.0841    
E-mail.histen@histen.co.kr    http://www.histen.co.kr
2nd Factory
621-841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10-17

3rd Factory
636-80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30
·본 카달로그에 기재된 사양은 품질의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SO 9001:2000인증2009 신기술대전
기술혁신부문

중소기업청장상 수상

특허 한국QSS우수기업
스텐레스제조부문

우량기술기업INNO-BIZ 경상남도
추천상품

한국상하수도
협회회원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환경부
장관상 수상

벤처기업조달청우수제품 신뢰성인증성능인증제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

꼼꼼하고 섬세하게 오랜시간 시험을 하여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시험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