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꾸준한 기술개발과 함께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신일밸브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100% 고객만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기업, 자만하지 않고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기업, 끊임없이 발전하는 

수준 높은 기업 창조를 약속드립니다.

기술과 품질로 인정 받은 50년!

SHIN IL VALVESHIN IL VALVE



안산 제2공장 전경

안산 본사 전경

이천 물류센타 전경

   수도용 적합인증 획득(     수도용 스테인리스 이형관)2015

HISTORY
   신일공업사 창립1972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02-10으로 확장이전1977

   품질관리기법 및 각종 검사설비 도입1979

   한국산업표준 KSB 2331(수도꼭지류) 허가 취득1980

   한국산업표준 KSB 6405 (난방용방열기 부속품) 허가 취득1981

   미국 KECKLEY社에 YOKE ARM 개발 수출1984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594-3으로 확장이전 (반월공단) 
   주물자동조형기 및 자동 사처리 라인 자체제작 설치

1986

   미국 MUELLER STEAM SPECIALTY社에 Y형 청동스트레이너 개발수출
   미국 KECKLEY社에 Y형 청동스트레이너 개발수출
   수평형 머시닝센타 (대우중공업 BMC-63)설치

1987

   미국 CMB DOUBLE CHECK 밸브 수출1988

   CNC선반 (PUMA8) 및 수직형 머시닝센타 (ACE-V30) 설치1990

   한국산업표준 KSB1538 (주철스트레이너) 허가 취득1993

   수평형 머시닝센타 (대우중공업BMC-63) 2호기 설치
   산업자원부 지정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
   지 에스 밸브 (Globe strainer valve) 개발

1994

   신일밸브산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지 에스 밸브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N.T획득, 의장등록, 미국특허 등록지 에스 밸브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N.T획득, 의장등록, 미국특허 등록
   지 에스 밸브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E.M획득

1995

   대한주택공사 납품업체 등록 (지 에스밸브)
   지 에스 밸브 “S"형 (Y형 스트레이너밸브) E.M획득
   우량기술기업지정 (기술신용보증기금)

1996

   지 에스 밸브 현대기술상(현대그룹)수상
   지 에스 밸브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실용신안등록
   자동AIR VENT (CHECK 내장형) E.M획득

1997

   이물질 부상 포집형 “상향식 스트레이너”E.M획득
    벤쳐기업 지정 (특허기술개발사업):1차

   국산개발 우수자본재 대통령 표창 수상국산개발 우수자본재 대통령 표창 수상
1998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중소기업청)1999

   벤처기업 지정(신기술개발사업):2차
   파이브 원 첵크밸브 E.M획득
   밸브 일체형 썩션 디퓨자 E.M획득
   경기도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

   신기술실용화 대상 산업포장 수상신기술실용화 대상 산업포장 수상

2000

   수평형 머시닝센타(두산인프라코어 HM800)설치
   미국 Peerless社와 수출계약(파이브 원 첵크밸브, 썩션 디퓨자)

2001

   벤처기업 지정(신기술 개발 사용) : 3차
   ISO 9001 : 2000/KSA 9001 : 2001인증 획득

2002

   터닝센타(두산인프라코어 PUMA 400) 설치2003

   안산 본사 공장동 증축2013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 인증 획득(공동주택 급수용 갑압 밸브)2016

   CE인증 획득
   “감압 일체형 수도용 앵글 밸브” NeP 획득2004

   한국산업표준 KSB2373(물용자동공기배출밸브) 허가취득
   Q마크 인증 획득(통합 온수조절시스템 분배기)

200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선정(중소기업청)2006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획득 (에너지관리공단)2008

   한국 상하수도 협회 단체 표준인증 획득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지 에스 감압밸브 개발

2009

지에스 밸브(Globe Strainer Valve)"B" Type 개발
파이브 원 첵크밸브(Five-Duty Check Valve)"B" Type 개발

2014

   물류센타 준공(이천지점)
   “감압 일체형 수도용 앵글밸브” 대한주택공사 신자재 등록
   수평형 머시닝 센타 (두산인프라코어 HM800)설치

2007

   물류센타 증축(이천지점)
   환경경영시스템인증 (KSI ISO 14001:2009 / ISO 14001:2004)

2010

   수도용위생안전기준(Kc) 인증획득 (한국상하수도협회): 10품목19종2012

   수평형 머시닝 센타 (두산인프라코어 NHM5000)설치2013

   수평형 머시닝 센타 (두산공작기계 NHM1000)설치2017

   안산본사 2공장동 증축2019

   KFI 성능인증획득(       소방용 릴리프 밸브)2018

2020
제 2시험실 증축
지에스 차압유량조절밸브(GㆍS Multi-Functional Pressure 
Differential Control Valve) 개발

   INNOBIZ 인증 획득 INNOBIZ 인증 획득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1

   수평형 머시닝센타 (두산공작기계 NHM6300)설치
   수평형 머시닝센타 (두산공작기계 VC430)설치

   중소기업중앙회 대통령 표창 수상중소기업중앙회 대통령 표창 수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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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지 에스 복합 감압밸브는 1, 2차측 차단밸브, 스트레이너, 감압밸브, 보조 감압밸브, 릴리프밸브, 

      바이패스라인을 하나로 일체화 한 다기능 밸브로서 소방 라인에 사용되며 균압방지용이다.

●  1차측 조절밸브에 여과망이 내장되어 이물질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고 청소가 편리하다.

●  감압밸브 배관에 별도의 릴리프 밸브 설치 없이 몸체 2차측에 소구경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 시스템 압력

      변화에 의한 2차측 압력 상승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균압방지 SI-821FR, SI-821FRP)

형식 NO SI-821FR, 821FRP
SIZE L H H1 W W1 W2

 80A  (3˝) 623.0 487.0 105.0 316.0 338.0 520.0
100A(4˝) 720.0 625.0 117.5 345.0 365.0 586.0
125A(5˝) 820.0 743.0 140.0 424.0 414.5 635.0
150A(6˝) 950.0 857.5 162.5 462.5 458.5 676.0

UNIT：mm

20kgf/cm2

[ 2 MPa ]  

1, 2차측 차단밸브+스트레이너+감압밸브+

보조 감압밸브+릴리프밸브+바이패스 라인 

기능을  내장한 제품으로 설치시 필요한 공간,  

자재비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 성능 인증품한국소방산업기술 성능 인증품

(소방용 릴리프밸브)(소방용 릴리프밸브)

▶ 특허등록 특허등록

SISI-821FR 균압방지용
릴리프밸브

SISI-821FRP

보조 감압밸브
스테인리스 스틸

균압방지용
릴리프밸브
후면에 장착

[ GㆍS  MULTI-FUNCTIONAL FIRE PRESSURE REDUCING VALVES ]

지 에스 복합감압밸브 [소    방    용]
[균압방지용]

SISI-803PS 

특 징

사 양

MAX, 2Mpa(20kgf/cm2 )

냉ㆍ온수

0℃ ~ 80℃

0.5 kgf/cm2

0.5~5 kgf/cm2, 4~7 kgf/cm2

6~11 kgf/cm2,10~16 kgf/cm2
7 ~ 15 kgf/cm2

GCD450

SSC13 and STS303 (스테인리스 스틸) STS304 (스테인리스 스틸)

SSC13 (스테인리스 스틸)

BRONZE and SSC13 (스테인리스 스틸) SSC13 (스테인리스 스틸)

스프링용 강(HSW) 스프링용 강(HSW)

EPDM EPDM

KS 20K  RF 플랜지 KS 관용 테이퍼 나사

형식 NO SI-821FR SI-821FRP SI-803PS

수압 MAX, 3 Mpa(30kgf/cm2)

BODY

DISC

SEAT

SPRING
DIAPHRAGM

적 용 유 체

적 용 압 력

적 용 온 도

최 소 작 동 차 압

압 력 조 절 범 위

접  속  방  법

내  압  시  험

주
요
재
질

외형도

H

L

H
1

L

H
H

1

L

W
1

L

W
2

H
1

d

dd

d

L2L1

H
2

H
1

H
2

양 니플형 양 소켓형 

SI-803PS

SI-821FRP

SI-821FR

치 수

형식 NO SI-803PS
SIZE L1 L2 H1 H2 d1

   25A(1″) 267.5 243.5 209.5 287.5  Rc 1″
   32A(11/4″) 280.5 244.5 209.5 287.5  Rc 11/4″
   40A(11/2″) 299.5 269.5 247.0 338.0  Rc 11/2″
   50A(2″) 374.0 321.0 284.0 393.5  Rc 2″

UNIT：mm

※  보조 감압밸브※  보조 감압밸브(스테인리스 스틸)(스테인리스 스틸)

외관이 미려하고 내식성이 강하며

인체에도 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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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압방지용+바이패스1,2 차  차 단 밸 브 + 스 트 레 이 너 + 감 압 밸 브
+ 릴 리 프 밸 브 + 바 이 패 스  라 인

▶ 종전 설치 예 ▶ SI-821FR 예

※ 균압방지용+보조 감압밸브+바이패스1,2 차  차 단 밸 브 + 스 트 레 이 너 + 감 압 밸 브
+ 보 조  감 압 밸 브 + 릴 리 프 밸 브 + 바 이 패 스  라 인

▶ 종전 설치 예 ▶ SI-821FRP 예

지 에스 복합 감압밸브

SIZE 80A 100A 125A 150A

Cv 55 72 105 130

스테인리스 스틸 감압밸브

SIZE 25A 32A 40A 50A

Cv 10 13 18 25

1. 운반 및 배관 설치시 충격으로 인한 제품에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2. 지 에스 복합 감압밸브 설치전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3. 몸체의 화살표를 확인하여 유체 흐름 방향과 일치하게 설치합니다.

4. 수평ㆍ수직 설치가 가능하나, 수평 설치를 권장합니다.

5. 2차측 압력은 주문에 의해서 설정되어 출고됩니다. 설정압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 문의 바랍니다.

6. 바이패스 밸브 Open 전 반드시 릴리프밸브를 잠근 후에 사용하십시오.

   (SI-821FR, 821FRP)

7. 우측 그림과 같이 1차측 차단밸브를 닫고 핸들과 덮개를 분리한 후 여과망(Screen)을

   빼내어 청소할 수 있으므로 설치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GㆍS  MULTI-FUNCTIONAL FIRE PRESSURE REDUCING VALVES ]

지 에스 복합감압밸브 참고자료[소    방    용]
[균압방지용]

핸들너트

핸들

멈춤링
인디게이터

누르개

덮개

여과망

링

※ 이물질 제거시
     여과망 분해도

Cv  Table

설치 예

취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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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ㆍS  PRESSURE REDUCING VALVES ]

●  지 에스 감압밸브는 1차측 조절밸브, 스트레이너, 감압밸브를 하나로 일체화한 다기능 밸브로서 
상수도 배관, 냉난방 배관, 플랜트 등에 사용된다.

●  빌딩의 고가 수조로부터 각층의 급수 압력 제어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상수도용으로 사용되는 지 에스 감압밸브는 주로 외부의 동력 없이 작동하여 압력, 유량 등을 

조절한다.
●  기존 감압밸브 설치시 보다 자재비, 인건비 등의 시공비를 절감되게 하였고 설치공간의 축소와 제품의 
     경량화를 이루었다.
●  1차측 조절밸브를 닫고 덮개를 분리하면 여과망(SCREEN)이 내장되어 있어 이물질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고 청소시 매우 편리하다.
●  유량조절 범위가 넓고 소량의 유량제어가 가능하며 스프링(SPRING)이 압력조절별로 되어있어 미세 

압력 조절도 가능하다.
●  Diaphragm에 특수 부직포가 삽입되어 내구성이 우수하고 설정압력의 오차가 거의 없으며 2차측의 

부하 변동에도 신속히 반응하여 정밀 감압이 유지된다.
●  배관에 설치된 상태에서도 압력조절이 가능하고 1차측과 2차측에 압력계 (주문사양)를 부착하면 

배관내의 압력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  Indicator가 부착되어 밸브의 개도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고 EyeBolt 가 장착되어 취급이 편리하다.
      (※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형은 주문사양으로 생산됨. 별도 가격)(※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형은 주문사양으로 생산됨. 별도 가격)
      (※ 압력조절 범위 (※ 압력조절 범위 13kgf/cm13kgf/cm22이상 제품은 별도 가격이상 제품은 별도 가격))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 사용가능함.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 사용가능함. (0℃ ~ 30℃)(0℃ ~ 30℃)

1차측 조절밸브ㆍ스트레이너ㆍ감압밸브를 

하나로 일체화한 물용 직동식 감압밸브로 

감압이 필요한 곳, 고압으로 인한 관로 및 

배관의 파손, 누수량감소, 캐비테이션 손상을 

완화 시켜야 하는 곳 등에 사용되며 압력

변동이 적고, 소유량에서 대유량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직동식 감압밸브이다. 

건축설비, 소방설비, 공장설비, 상수도 설비 

등의 급수 압력 제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0kgf/cm2,

[ 1 MPa ] ,

    20kgf/cm2

[ 2 MPa ]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

SISI-804, 805 (플랜지식)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 예 (별도 가격)

※  상수도용 플랜지(주문사양)※  상수도용 플랜지(주문사양)

지 에스 감압밸브

MAX, 1Mpa(10kgf/cm2 ) MAX, 2Mpa(20kgf/cm2 )

냉ㆍ온수

0℃ ~ 30℃

0.5 kgf/cm2

0.5 ~ 5 kgf/cm2, 4 ~ 7 kgf/cm2, 6 ~ 11 kgf/cm2,10 ~ 16 kgf/cm2

KS 10K  FF 플랜지 KS 20K  RF 플랜지

형식 NO SI-804 SI-805

수압 MAX, 2 Mpa(20kgf/cm2) 수압 MAX, 3 Mpa(30kgf/cm2)

적 용 유 체

적 용 압 력

적 용 온 도

최 소 작 동 차 압

압 력 조 절 범 위

접  속  방  법

내  압  시  험

SI-804, 805 (플랜지식)

H
 (

O
P
E
N

)

H
1 

L

d1

압력
용온도
공기 °C

10

80
K

UNIT：mm

형식 NO SI-804, 805
SIZE L H H1 d1 타공크기

25A(1″) 238.0 135.0 236.0 Rc 1/4″ Ø0.8
32A(11/4″) 259.0 146.0 236.0 Rc 1/4″ Ø1.0
40A(11/2″) 285.0 174.0 270.0 Rc 1/4″ Ø1.0
50A(2″) 396.0 257.5 367.0 Rc 1/4″ Ø1.0
65A(21/2″) 420.0 271.0 357.0 Rc 1/4″ Ø1.2
80A(3″) 452.0 331.0 381.0 Rc 1/4″ Ø1.2
100A(4″) 539.0 359.5 412.0 Rc 1/4″ Ø1.2
125A(5″) 655.0 447.0 616.0 Rc 1/4″ Ø1.5
150A(6″) 746.0 517.0 603.0 Rc 1/4″ Ø1.5
200A(8″) 842.0 596.0 769.0 Rc 1/4″ Ø2.5

특 징

사 양

단면도

치 수



76

[ GㆍS  PRESSURE REDUCING VALVES ]

※  상수도용 플랜지(주문사양)※  상수도용 플랜지(주문사양)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인증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인증품

한국소방산업기술 성능 인증품한국소방산업기술 성능 인증품

(소방용 릴리프밸브)(소방용 릴리프밸브)

10kgf/cm2,
[ 1 MPa ] ,

20kgf/cm2

[ 2 MPa ]  

지 에스 감압밸브 몸체의 2차측에 릴리프 

밸브를 별도 부착하여 2차측의 상승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한다. 

●  소방용 감압밸브에 별도의 바이패스 배관을 구성하여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지 에스 감압밸브 몸체의 

2차측에 소구경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 시스템의 압력 변화에 의한  2차측 압력 상승을 릴리프 밸브를 

통해 압력을 효과적으로 해소 시킬 수 있다. (균압방지)(균압방지)

●  릴리프 밸브에는 스트레이너가 내장되어 이물질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가 용이하다.

 ※ 소방 시스템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압밸브의 2차측은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 소방용수 1차측(공급측) 라인의 압력변화.  - 감압밸브의 누설에 의한 압력 상승.

      - 감압밸브 작동후 발생할 수 있는 압력상승.

   문제점으로 인해 2차측의 압력은 설정 압력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오랜시간 후에는 감압밸브 1, 2차측의

   압력이 같아지는 동압상태가 된다. 이 문제점을 릴리프 밸브 부착형 지 에스 감압밸브릴리프 밸브 부착형 지 에스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해결하면 된다.

   (※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형은 주문사양으로 생산됨. 별도 가격)(※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형은 주문사양으로 생산됨. 별도 가격)

   (※ 압력조절 범위    (※ 압력조절 범위 13kgf/cm13kgf/cm22이상 제품은 별도 가격.이상 제품은 별도 가격.  ))

      (※ 릴리프 밸브 몸체 및 내부품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및 황동임(※ 릴리프 밸브 몸체 및 내부품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및 황동임  ))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0℃ ~ 30℃)※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0℃ ~ 30℃)

SISI-809, 810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 예 (별도 가격)

릴리프 밸브

지 에스 감압밸브

MAX, 1Mpa(10kgf/cm2 ) MAX, 2Mpa(20kgf/cm2 )

냉ㆍ온수

0℃ ~ 30℃

0.5 kgf/cm2

0.5 ~ 5 kgf/cm2, 4 ~ 7 kgf/cm2, 6 ~ 11 kgf/cm2,10 ~ 16 kgf/cm2

KS 10K  FF 플랜지 KS 20K  RF 플랜지

형식 NO SI-809 SI-810

수압 MAX, 2 Mpa(20kgf/cm2) 수압 MAX, 3 Mpa(30kgf/cm2)

적 용 유 체

적 용 압 력

적 용 온 도

최 소 작 동 차 압

압 력 조 절 범 위

접  속  방  법

내  압  시  험

[균압방지용]

SI-809, 810 (플랜지식)

H
 (

O
P
E
N

)

H
1 

L

d1

압력
용온도
공기 °C

10

80
K

※ 릴리프밸브는 20mm 단일제품입니다.

133

212

특 징

사 양

단면도

UNIT：mm

형식 NO SI-809, 810
SIZE L H H1 d1 타공크기

50A(2″) 396.0 257.5 367.0 Rc 1/4″ Ø1.0
65A(21/2″) 420.0 271.0 357.0 Rc 1/4″ Ø1.2
80A(3″) 452.0 331.0 381.0 Rc 1/4″ Ø1.2
100A(4″) 539.0 359.5 412.0 Rc 1/4″ Ø1.2
125A(5″) 655.0 447.0 616.0 Rc 1/4″ Ø1.5
150A(6″) 746.0 517.0 603.0 Rc 1/4″ Ø1.5
200A(8″) 842.0 596.0 769.0 Rc 1/4″ Ø2.5

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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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ㆍS  PRESSURE REDUCING VALVES (Pilot V/V Type)]

10kgf/cm2,

[ 1 MPa ] ,

20kgf/cm2

[ 2 MPa ]  

1차측 조절밸브, 스트레이너, 감압밸브를 

하나로 일체화 한 물용 직동식 감압밸브인 

주 밸브와 파일롯트 밸브인 보조 밸브로 

구성되어있다.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

●  파일롯트식 지 에스 감압밸브는 주로 상수도설비, 소방설비 등 대용량 배관에 적합하다.
●  보조 밸브인 파일롯트 밸브는 소형 감압밸브로 되어 있고 2차측의 수압과 스프링의 힘에 의해 밸브가 

개폐되고 이때 통과되는 물에 의해 외부의 동력 없이 작동하여 압력, 유량 등을 조절한다.
●  1차측 조절밸브, 스트레이너, 감압밸브를 하나로 일체화 한 다기능 밸브로 기존 감압밸브 설치시 보다 

자재비, 인건비 등의 시공비를 절감되게 하였고 설치공간의 축소와 제품의 경량화를 이루었다.
     (※      (※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형은 주문사양으로 생산됨. 별도 가격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형은 주문사양으로 생산됨. 별도 가격))
     (※ 압력조절 범위      (※ 압력조절 범위 13kgf/cm13kgf/cm22이상 제품은 별도 가격.이상 제품은 별도 가격.  ))
     (※ 파일롯트 밸브 몸체 및 내부품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임)     (※ 파일롯트 밸브 몸체 및 내부품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임)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0℃ ~ 30℃)※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0℃ ~ 30℃)

지 에스 감압밸브 [파일롯트식]

※  상수도용 플랜지(주문사양)※  상수도용 플랜지(주문사양)

MAX, 1Mpa(10kgf/cm2 ) MAX, 2Mpa(20kgf/cm2 )

냉ㆍ온수

0℃ ~ 30℃

0.5 kgf/cm2

0.5 ~ 5 kgf/cm2, 4 ~ 7 kgf/cm2, 6 ~ 11 kgf/cm2,10 ~ 14 kgf/cm2

KS 10K  FF 플랜지 KS 20K  RF 플랜지

형식 NO SI-806 SI-807

수압 MAX, 2 Mpa(20kgf/cm2) 수압 MAX, 3 Mpa(30kgf/cm2)

적 용 유 체

적 용 압 력

적 용 온 도

최 소 작 동 차 압

압 력 조 절 범 위

접  속  방  법

내  압  시  험

SI-806, 807(플랜지식)

H
 (

O
P

E
N

) H
1

 

d1

L

UNIT：mm

형식 NO SI-806, 807
SIZE L H H1 d1 타공크기

25A(1″) 238.0 135.0 236.0 Rc 1/4″ Ø0.8
32A(11/4″) 259.0 146.0 236.0 Rc 1/4″ Ø1.0
40A(11/2″) 285.0 174.0 270.0 Rc 1/4″ Ø1.0
50A(2″) 396.0 257.5 367.0 Rc 1/4″ Ø1.0
65A(21/2″) 420.0 271.0 357.0 Rc 1/4″ Ø1.2
80A(3″) 452.0 331.0 381.0 Rc 1/4″ Ø1.2
100A(4″) 539.0 359.5 412.0 Rc 1/4″ Ø1.2
125A(5″) 655.0 447.0 616.0 Rc 1/4″ Ø1.5
150A(6″) 746.0 517.0 603.0 Rc 1/4″ Ø1.5
200A(8″) 842.0 596.0 769.0 Rc 1/4″ Ø2.5

SISI-1421

[ RELIEF VALVES ]

릴리프 밸브 한국소방산업기술 성능 인증품한국소방산업기술 성능 인증품

20kgf/cm2

[ 2 MPa ]  

SI-1421

L

d

d1

H
1

H ※ 압력조절 범위 ※ 압력조절 범위 17kgf/cm17kgf/cm22이상 제품은 별도 가격.이상 제품은 별도 가격.22

MAX, 2Mpa(20kgf/cm2 )

냉ㆍ온수

0℃ ~ 80℃

7 ~ 16kgf/cm2

KS 관용테이퍼나사

형식 NO SI-1421

수압 MAX, 3 Mpa(30kgf/cm2)

적 용 유 체

적 용 압 력

적 용 온 도

압 력 조 절 범 위

접  속  방  법

내  압  시  험

UNIT：mm

형식 NO SI-1421
SIZE L H H1 d1 d1

20A(3/4″) 67.5 166.5 103.5 Rc 3/4″ Rc 3/4″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 예 (별도 가격)

(플랜지식)SISI-806, 807

특 징

사 양

사 양

단면도

단면도

치 수

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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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ㆍS  PRESSURE REDUCING VALVES]

지 에스 감압밸브

0.01 0.10 1.00 10.00

200A

150A

125A

100A

80A

65A

50A

40A

32F

50A(나사식)

40A(나사식)

32A(나사식)

25A(나사식),25F

1000

500

100

50

10

5

1

0

유
량
(㎥

/h
r)

차압(kgf/㎠)

  

Size

25F

32F

40F

50F

65A

80A

100A

125A

150A

Cv

7

11

20

34

45

66

95

132

180

200A 242

플랜지식

UNIT：mm

번호 번호
재         질

SI-804, 806, 809 SI-805, 807, 810

1 몸                    통 Ductile lron Ductile lron

2 덮                    개 Ductile lron Ductile lron

3 스크린(여과망)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4 밸       브       대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5 디       스       크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6 오                    링 EPDM EPDM

7 감압부  디스크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8 감압부  밸브대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9 감압부 시트 Cast Bronze Cast Bronze

10 LOW  스프링 Spring Steel Spring Steel

11 HIGH  스프링 Spring Steel Spring Steel

12 스프링  덮개 Ductile lron Ductile lron

13 다이아후렘 EPDM EPDM

14 핸                    들 Cast lron Cast lron

15 플       러       그 Forged Brass Forged Brass

16 인디게이터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종전 설치 예 지 에스 감압밸브 설치 예
플랜지식

압력
용온도
공기 ° C

10

80
K

7 98

14
12

11

13

10

6

1

5

3

2

4

16

15

주요부품

Cv  Table

설치 예

유량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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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측 압력(입구측 압력)1차측 압력(입구측 압력) 지 에스 감압밸브 본체 내의 입구측 압력 또는 가까운 입구측의 배관 내 압력

2차측 압력(출구측 압력)2차측 압력(출구측 압력) 지 에스 감압밸브 본체 내의 출구측 압력 또는 가까운 출구측의 배관 내 압력

설정압력설정압력 최소 조절 가능 유량에 있어서의 2차측 압력

Offset 압력Offset 압력
1차측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유량을 최소 조절 가능한 유량에서부터 정격 유량까지 점차로 증가시켰을 경우 

변화하는 2차압력과 설정 압력과의 차이

체절(Lock up) 압력체절(Lock up) 압력 지 에스 감압밸브의 출구측 밸브를 차단시킬 때 상승하는 압력과 설정 압력과의 차이

최소조절 가능 유량최소조절 가능 유량 안정된 유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최소유량

정격유량(Cv값)정격유량(Cv값) 입구측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소정의 Offset 내에서 보장할 수 있는 최대유량

1.  호칭지름 선정에는 압력 손실 등을 고려하여 10~20%의 유량을 여유 있게 선정하여 주십시오. 특히 감압비가 큰 경우나 설정 압력이 1kgf/cm2  이하의 

경우에는 충분한 여유를 고려하여 주십시오.

2.  감압밸브의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지만 유량에 대해서도 변화됩니다. 체절 승압, OFF-SET를 고려한 다음 설정 압력을 결정하고 

호칭지름을 선정하여 주십시오. 

3.  1차측 압력과 2차측 압력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범위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차압이 최소가 되는 1차압력 및 2차압력으로 호칭 지름을 선정하여 주십시오.

4.  호칭지름이 너무 작으면 유량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커도 핸칭이나 채터링현상이 발생되어 이상 마모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감압밸브의 최소 조정 가능 유량은 정격 유량의 5%이므로 이 이하의 유량으로 사용하는 호칭지름 선정은 피하여 주십시오.  여름과 겨울에 유량이 심하게

   변화할 경우에는 크고 작은 감압밸브 2개를 부착하여 필요 유량에 맞는 밸브로 바꾸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1. 주문에 의해서 2차측 압력은 신일밸브산업(주)에서 설정되어 출고된다.

2. 설계변경으로 2차측 압력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구측 1차측 조절밸브를 닫고 2차측 압력을 0kgf/cm2 으로 만든 다음 2차측 조절밸브를 열어준다.

   ② 입구측 1차측 조절밸브를 열어준 후 지 에스 감압밸브 상부의 보호개를 열고 고정너트를 풀어준다.

   ③  2차측 압력계를 보면서 조절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2차측 압력은 서서히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압력이 감소한다. 

       (설정 압력 확인시 2차 조절밸브를 열었다가 다시 닫아야 함) 설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조절 볼트의 회전을 멈추고 고정너트를 잠근 후 보호개를 닫아 준다.

   ④ 압력 설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구측 2차 조절밸브를 열었다가 서서히 닫으면서 2차측 압력계를 확인한다.

   ⑤ 설정 압력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출구측 2차 조절밸브를 완전히 열고 사용하면 된다.

1. 지 에스 감압밸브는 수평 배관에 수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지 에스 감압밸브를 설치하기 전 분해/보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지 에스 감압밸브 몸체의 화살표를 확인하여 유체 흐름 방향과 일치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지 에스 감압밸브 설치시 전, 후의 압력계가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 압력의 재설정에 대비해야 한다.

5.  지 에스 감압밸브 전후에 배관경의 5배 이상의 직관 거리를 유지하여 유체의 난류 현상을 방지 하도록 한다. (권장사항)

6.  2차측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지 에스 감압밸브의 오작동시 배관 및 기기 보호를 할 수 있게 한다.

7.  감압밸브의 고장은 대부분 이물질이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관내를 후레싱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8.   지 에스 감압밸브는 우측 그림과 같이 1차측 조절밸브를 닫고 핸들과 덮개를 분리한 후 여과망 (Screen)을 빼내어 이물질 

    청소를 편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설치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여과망

1차측
조절밸브

덮개

핸들

보호개
조절볼트

고정너트

스프링

다이아후렘

지 에스 감압밸브  참고자료

최소조절가능유량

체절압력

(0.2kgf/㎠)이내

Offset Pressure

0.5kgf/㎠ 이내

(0.5~4.0kgf/㎠)

0.7kgf/㎠ 이내

(4.1~7.0kgf/㎠)

설정압력

(Setting Pressure)

2차
 압

력
[k

gf
/㎠

]

2차
 압

력
[k

gf
/㎠

]

유 량(%) 1차 압력[kgf/㎠]

정격유량(Cv)값 0

100
0.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0kgf/㎠ Setting 시

1. Model No. 

2. 유체 

3.  압력조건 
- 최고 사용압력 
- Setting 압력 
- kgf/㎠ 

4. 최고사용온도(℃) 

5. 배관구경 및 배관 연결방법

6. 최대 유량 (㎤ /hr, LPM)

최소조절가능유량

체절압력

(0.2kgf/㎠)이내

Offset Pressure

0.5kgf/㎠ 이내

(0.5~4.0kgf/㎠)

0.7kgf/㎠ 이내

(4.1~7.0kgf/㎠)

설정압력

(Setting Pressure)

2차
 압

력
[k

gf
/㎠

]

2차
 압

력
[k

gf
/㎠

]

유 량(%) 1차 압력[kgf/㎠]

정격유량(Cv)값 0

100
0.9

1.0

1.1

1.2

1.3

1.4

1 2 3 4 5 6 7 8 9 10

1.0kgf/㎠ Setting 시

용어설명

주문시 필요사항

배관설치방법

2차압력 조절방법

설정압력 전ㆍ후에서의 유량 변화 1차압력 상승 및 하강에 따른 설정압력변화

지 에스 감압밸브 선정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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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의 디스크 부분을 Teflon ring으로 하여 시트 누설이 전혀 없어 대구경 배관에도 적합하며,

     내열성이 우수하다.

●  배압공간이 거의 없어 원활한 유로 형성이 되도록 설계하여 유량의 증가를 이루었고 유량조절도

     가능하다. 

●  SI-506 제품은 소화 라인에 적합한 밸브로 Bonnet 부분이 O,S & Y식으로 되어있고 개폐 여부에 따라 

탬퍼 스위치(주문사양)가 작동하여 수신반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밸브대의 상승량

    으로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상향식 2단 걸름형 스크린 Type도 생산됨. (주문생산)상향식 2단 걸름형 스크린 Type도 생산됨. (주문생산)

▶ ▶ 에폭시수지 분체 도장 제품도 생산됨. (SI-506)에폭시수지 분체 도장 제품도 생산됨. (SI-506)

※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0℃ ~ 30℃)(0℃ ~ 30℃)

냉ㆍ난방 배관에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밸브와 스트레이너 기능을 동시에 갖춘 밸브로서

 배관공간과 공수를 최대한 줄여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국ㆍ내외  최초 개발품이다.

▶ 미국특허등록     미국특허등록    ▶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SISI-506 

※ 탬퍼 스위치 부착은 별도 가격 

10kgf/cm2

[ 1 MPa ]

EMEM인증품인증품NTNT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에폭시수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제품과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분체도장 제품과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 GㆍS  VALVES ] :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지 에스 밸브 G형 [상표등록]

SI-506

H
2

H
1

L

d

특 징

사 양

단면도

※ ※ 300A 300A 이상은 이상은 “S”“S”형으로 제작됨.형으로 제작됨. ※ 메쉬※ 메쉬(MESH)(MESH)망은 주문생산.망은 주문생산.

UNIT：mm

형식 NO SI-506
SIZE L H1 H2 d 타공크기

50A(2″) 290 151 293 Rc 1/2″ Ø1.0
65A(21/2″) 322 185 316 Rc 1/2″ Ø1.2
80A(3″) 366 200 337 Rc 1/2″ Ø1.2
100A(4″) 429 230 354 Rc 1/2″ Ø1.2
125A(5″) 478 277 408 Rc 3/4″ Ø1.5
150A(6″) 559 322 412 Rc 3/4″ Ø1.5
200A(8″) 677 401 552 Rc 3/4″ Ø2.5
250A(10″) 841 463 607 Rc 1″ Ø3.0

치 수

형식 NO SI-506
적 용 유 체 냉ㆍ온수, 기름, 증기(주문사양)

적 용 압 력 MAX, 1Mpa(10kgf/cm2)

적 용 온 도 0℃ ~ 120℃(120℃ 초과~220℃주문사양)

내 압 시 험 수압 MAX, 2Mpa(20kgf/cm2)

접 속 방 식 KS 10K FF플랜지 

주

요

재

질

  BODY, COVER DUCTILE IRON or CAST IRON

  BONNET DUCTILE IRON or CAST IRON

  SCREEN STS304 (스테인리스 스틸)

  DISC SSC13 and TEFLON, DUCTILE IRON and TEFLON

  SEAT BRONZE or BRASS

TAMPER SWITCH 마그네트 리드 릴레이식 스위치(DC 2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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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와 스트레이너 기능을 동시에 갖춘 

밸브로서 고온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두께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다.

▶ 미국특허등록     미국특허등록    ▶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등록

▶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  지역난방공사 시방지역난방공사 시방에 적합하도록 Body와 여과망 덮개의 조립 부위를 볼트, 너트로 조립하여 

장기간 경과 후에도 분해 조립이 편리하다.

●  SI-507은 Bonnet가 O.S & Y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밸브의 열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형도 주문사양으로 생산됨. 별도 가격,  (※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형도 주문사양으로 생산됨. 별도 가격, SI-507)SI-507)

▶ ▶ 에폭시수지 분체 도장 제품도 생산됨. (에폭시수지 분체 도장 제품도 생산됨. (SI-507SI-507))

※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0℃ ~ 30℃0℃ ~ 30℃))

※ 메쉬(※ 메쉬(MESHMESH)망은 주문생산.)망은 주문생산.

UNIT：mm

형식 NO SI-507

SIZE L H1 H2 d 타공크기

65A(21/2″) 354 193 312 Rc 1/2″ Ø1.2

80A(3″) 404 207 334 Rc 1/2″ Ø1.2

100A(4″) 448 244 349 Rc 1/2″ Ø1.2

125A(5″) 520 293 408 Rc 3/4″ Ø1.5

150A(6″) 597 339 440 Rc 3/4″ Ø1.5

200A(8″) 708 413 551 Rc 3/4″ Ø2.5

250A(10″) 851 467 607 Rc 1″ Ø3.0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에폭시수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제품입니다.     분체도장 제품입니다.

※ 탬퍼 스위치 부착은 별도 가격 

SISI-507 

SISI-507 (에폭시 수지분체도장 제품)

20kgf/cm2

[ 2 MPa ]

EMEM인증품인증품NTNT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

[ GㆍS  VALVES ] :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지 에스 밸브 G형 [상표등록]

특 징

사 양

단면도

치 수

형식 NO SI-507

적 용 유 체 냉ㆍ온수, 기름, 증기(주문사양)

적 용 압 력 MAX, 2Mpa(20kgf/cm2)

적 용 온 도  0℃ ~ 120℃(120℃초과 ~ 220℃주문사양)

내 압 시 험 수압 MAX, 3Mpa(30kgf/cm2)

접 속 방 식 KS 20K RF 플랜지

주

요

재

질

  BODY, COVER GCD or CAST STEEL

  BONNET GCD or CAST STEEL

  SCREEN STS304 (스테인리스 스틸)

  DISC STS420J2 or GCD450

  SEAT BRONZE or BRASS

SI - 507

H
1

 
H

2

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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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f/cm2

[ 1 MPa ] ,

20kgf/cm2

[ 2 MPa ]  

,

최신 제품으로 차단 밸브(Butterfly)와 

스트레이너(상향식) 기능을 동시에 갖춘 밸브

로서 초경량이고 컴팩트하여 배관 공간과 

공수를 최대한 줄여 설치할 수 있다.

▶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  차단 밸브(Butterfly)와 스트레이너(상향식) 기능을 갖춘 밸브이다. 

● 기존 G형 제품보다 유량이 대폭 증가 유량이 대폭 증가 되었다.

●  초경량이며 컴팩트하여 배관 공간을 종전보다 더 줄여 설치할 수 있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  내부품이 스테인리스 스틸(STS304)로 되어 있어 내구성 및 내식성 이 우수하다.

●  스크린을 상향으로 탈착할 수 있어 이물질 청소시 편리하며 바닥 배관에 아주 용이하다.

●  레버식(40mm~200mm)과 기어식(전 규격)이 있으며 기어식은 비주얼 인디게이터 장착으로

    개폐 표시되어 식별이 편리하고 소화용 템퍼 스위치(주문사양)장착 제품도 있다.

▶ ▶ 지역난방공사 시방에 적합하도록 지역난방공사 시방에 적합하도록 Body, CoverBody, Cover의 조립 부위를 볼트, 너트로 조립된 제품도 생산됨.의 조립 부위를 볼트, 너트로 조립된 제품도 생산됨.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0℃ ~ 30℃0℃ ~ 30℃))

형식 NO SI-511, 512(레버식) SI-511, 512 (기어식)

SIZE L H d L H L1 d
40A(1 1/2″)   166.0 154.0 Rc 3/8″   166.0   218.0   174.0 Rc 3/8″
50A(2″)   181.0 161.0 Rc 1/2″   181.0   225.0   174.0 Rc 1/2″
65A(2 1/2″)   192.0 171.0 Rc 1/2″   192.0   235.0   174.0 Rc 1/2″
80A(3″)   204.0 183.5 Rc 1/2″   204.0   248.0   174.0 Rc 1/2″
100A(4″)   236.0 206.5 Rc 1/2″   236.0   271.0   205.0 Rc 1/2″
125A(5″)   261.0 213.0 Rc 3/4″   261.0   278.0   205.0 Rc 3/4″
150A(6″)   297.0 231.0 Rc 3/4″   297.0   296.0   205.0 Rc 3/4″
200A(8″)   336.0 266.5 Rc 3/4″   336.0   332.0   267.0 Rc 3/4″
250A(10″)   - - -   418.0   411.0   276.0 Rc 3/4″

UNIT：mm

SISI-511, 512 (레버식)

SISI-511, 512 (기어식)

※ 소화용 배관시 탬퍼 스위치 부착 (별도 가격)

형식 NO SI-511 SI-512

적 용 유 체 냉ㆍ온수

적 용 압 력 MAX, 1Mpa(10kgf/cm2 ) MAX, 2Mpa(20kgf/cm2 )

적 용 온 도 0℃ ~ 120℃

내 압 시 험 수압 MAX, 2Mpa(20kgf/cm2 ) 수압 MAX, 3Mpa(30kgf/cm2 )

접 속 방 식 KS 10K FF 플랜지 KS 20K RF 플랜지

주

요

재

질

  BODY(상ㆍ하부) DUCTILE IRON

  COVER DUCTILE IRON

  SCREEN STS304 (스테인리스 스틸)

  DISC SSC13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패킹 및 O-RING EPDM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에폭시수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제품과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분체도장 제품과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

특 징

사 양

단면도

치 수

[ GㆍS  VALVES ] :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지 에스 밸브 B형 [상표등록]

SI-511, 512(레버식) SI-511, 512(기어식)

123
4

5
6

7
8

O
P

E
N

H

L
d

L1

d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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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밸브 하나를 설치하여 밸브와 스트레이너 2가지 기능을 제공.

2. 밸브와 스트레이너를 일체화시켜 경량이며 구조가 간단.

3. 배압 공간이 거의 없게 설계되어 원활한 유로를 형성하며 유량이 증가.

4. 공급수의 압력을 단계적으로 분산하여 개폐 조작이 용이.

5.  밸브대 구동 부위에 패킹 또는, 특수 설계 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동이 원활(밸브의 파워핸들).

6. 밸브에 Indicator가 부착되어 유량조절 및 개폐 상태를 확인.

7. 배관 공간과 공수를 줄여 주며 설치가 매우 간편.

8. 밸브 가격이 저렴하고 배관 작업시 부품 및 설치비는 50%이상 절감.

9.  S형은 덮개를 분해하지 않고도 스크린 내부의 이물질을 수시로 제거

 (특별사양)

10. NT, EM품질 인증마크 획득으로 제품의 신뢰성 실현.

11. 사용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확실한 A/S처리.

플랜지식
Size 50F 65A 80A 100A 125A 150A 200A 250A

Cv 44.0 65.0 110.0 190.0 280.0 418.0 670.0 934.0

나 사 식
Size 15F 20A 25A 32A 40A 50A

Cv 4.0 5.0 8.0 12.0 17.0 27.0

Size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200A 250A

Cv 30.0 59.0 139.0 214.0 372.0 665.0 957.0 1664.0 2772.0

지 에스 감압밸브  참고자료

Cv값 및 유량 계산 공식

지 에스 밸브"G"형 Cv Table

지 에스 밸브"B"형 Cv Table

지 에스 밸브“G”형 유량특성곡선

지 에스 밸브“B”형 유량특성곡선 지 에스 밸브가 드리는 11가지 만족

유
량
(㎥

/h
r)

차압(kgf/㎠)

1.000.100.01
1

10

100

1000

10000

250A

200A

150A

125A

100A

80A

65A

40A

50A

 ”

유
량
(㎥

/h
r)

차압(kgf/㎠)

250A

200A

150A

125A

100A

80A

65A

50A

40A

32A

25A

20A

15A

50F

1.00.50.1
1

10

5

100

50

500

1000

지 에스 밸브 “B”형 유량특성곡선지 에스 밸브 “G”형 유량특성곡선

유
량
(㎥

/h
r)

차압(kgf/㎠)

1.000.100.01
1

10

100

1000

10000

250A

200A

150A

125A

100A

80A

65A

40A

50A

 ”

유
량
(㎥

/h
r)

차압(kgf/㎠)

250A

200A

150A

125A

100A

80A

65A

50A

40A

32A

25A

20A

15A

50F

1.00.50.1
1

10

5

100

50

500

1000

지 에스 밸브 “B”형 유량특성곡선지 에스 밸브 “G”형 유량특성곡선

CV계산식 유량 계산식

K :1+(0.0013×과열도)

P1: 1차측 압력 Kgf/㎠ abs
P2: 2차측 압력 Kgf/㎠ abs
△P:P1-P2 Kgf/㎠
W: 유량 N㎥/hr

P1: 1차측 압력 Kgf/㎠ abs
P2: 2차측 압력 Kgf/㎠ abs
△P:P1-P2 Kgf/㎠
Q : 유량 N㎥/hr
G : 비중 Air=1
 t : 온도(℃)

P1: 1차측 압력 Kgf/㎠ abs
P2: 2차측 압력 Kgf/㎠ abs
Q : 유량 (N㎥/hr)
G : 비중 물=1

△P(P1 + P2)
W=Cv

K
13.67

W=Cv
K

11.9   P1  

G(273 + t )
Q=Cv 249 P1

△P(P1 + P2)
G(273 + t )

Q=Cv 287

Q=Cv P1 - P2

2.167    G

1. STEAM

2. GASES

3. LIQUIDS

Cv=
△P(P1 + P2)13.67

WK
1) △P ＜ 일때 

P1 
2 

287

Q

△P(P1 + P2)

G(273 + t )Cv=1) △P ＜ 일때 
P1 
2 

Cv=
11.9   P1  

WKP1 
2 

2) △P ≧ 일때 

Cv= G(273 + t )Q
249 P1  

P1 
2 

2) △P ≧ 일때 

Cv=
P1 - P2

1.167 Q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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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DUTY CHECK VALVES ]

배관 방향이 자유로운 신개념 첵크 밸브로서 

5가지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며 특히 

“앵글형”은 Line 펌프 배관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등록

●  펌프의 출구측에 설치되어 유체의 역류방지용으로 사용되며, 종전 쓰리원 첵크밸브에 기능을 추가한 
밸브로서 5가지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한다. (스모렌스키 첵크 밸브, (스모렌스키 첵크 밸브, O.S & Y STOPO.S & Y STOP밸브, 밸런싱밸브, 밸브, 밸런싱밸브, 
BY-PASSBY-PASS기능, 유입구 연결의 다방향 기능) 기능, 유입구 연결의 다방향 기능) 

●  밸브 하부의 분리 기능이 있어 유체가 유입되는 연결구 방향 (일자형, 앵글형)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배관할 수 있다. (※ 특히 앵글형은 (※ 특히 앵글형은 LineLine 펌프 배관시 간편히 사용됨) 펌프 배관시 간편히 사용됨)
●  By-Pass 밸브가 내장되어 있어 출구측 배관내의 물을 배출시켜 배관의 동파방지시 또는 입구측의진공
    발생시 안내수의 보충 역할도 한다. 
●  밸브의 열림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깥 나사식(O.S & Y Type)으로 되어 있어 유량 조절시(밸런싱기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형도 주문사양으로 생산됨, 별도 가격)(※ 소화용 탬퍼 스위치 부착형도 주문사양으로 생산됨, 별도 가격)
▶ 밸런싱 밸브의 기능은 밸브 개도를 ▶ 밸런싱 밸브의 기능은 밸브 개도를 50%50%이상 열고 사용해야 가능함.이상 열고 사용해야 가능함.
▶  ▶  음용수 음용수 LineLine에 적합한 수지 분체도장 제품도 생산됨. (주문사양)에 적합한 수지 분체도장 제품도 생산됨. (주문사양)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0℃ ~ 30℃)(0℃ ~ 30℃)

형식 NO SI-604 SI-605
적 용 유 체 냉ㆍ온수

적 용 압 력 MAX, 1Mpa(10kgf/cm2) MAX, 2Mpa(20kgf/cm2)

적 용 온 도 0℃ ~ 120℃

내 압 시 험 수압 MAX, 2Mpa(20kgf/cm2) 수압 MAX, 3Mpa(30kgf/cm2)

접 속 방 식 KS 10K FF플랜지, ANSI 플랜지(주문사양) KS 20K RF 플랜지, ANSI 플랜지(주문사양)

작 동 최 소 차 압 0.04~0.07kgf/cm2

주

요

재

질

 BODY, COVER DUCTILE IRON

 SPRING STS304 (스테인리스 스틸)

 DISC SSC13 (스테인리스 스틸) or GCD, EPDM

 SEAT EPDM or BRONZE

TAMPER SWITCH 마그네트 리드 릴레이식 스위치(DC 24V)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에폭시수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제품과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분체도장 제품과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SISI-604, 605 (앵글형)

※ 소화용 배관시 탬퍼 스위치 부착 (별도 가격)

SISI-604, 605 (일자형)

※ 소화용 배관시 탬퍼 스위치 부착 (별도 가격)

CECE인증품인증품EM인증품EM인증품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

10kgf/cm2

[ 1 MPa ] ,

20kgf/cm2

[ 2 MPa ]  

, 파이브원 첵크밸브 O.S&Y Type

특 징

사 양

단면도

※ SI-604, 605앵글형은 유입구 이경 규격도 생산됨(100mm이상)※ SI-604, 605앵글형은 유입구 이경 규격도 생산됨(100mm이상)

SI - 604, 605 SI - 604, 605 SI - 604, 605

일자형 앵글형 앵글형(이경 규격)

H
1 

H

dH2

L
 

H

d

H
1 

H2

H

d

UNIT：mm

형식 NO SI-604 SI-605
SIZE L H H1 H2 d L H H1 H2 d

40A(11/2″) 233 201 161 72 Rc 3/8″ 233 201 161 72 Rc 3/8″
50A(2″) 238 201 161 77 Rc 3/8″ 238 201 161 77 Rc 3/8″
65A(21/2″) 280 224 191 89 Rc 1/2″ 280 224 191 89 Rc 1/2″
80A(3″) 296 244 205 91 Rc 1/2″ 296 244 205 91 Rc 1/2″
100A(4″) 337 276 232 105 Rc 1/2″ 337 276 232 105 Rc 1/2″
125A(5″) 369 302 263 106 Rc 1/2″ 369 302 263 106 Rc 1/2″
150A(6″) 439 367 315 124 Rc 1/2″ 439 367 315 124 Rc 1/2″
200A(8″) 514 424 359 155 Rc 1/2″ 514 424 359 155 Rc 1/2″
250A(10″) 634 544 437 197 Rc 1/2″ 642 544 441 201 Rc 1/2″
300A(12″) 697 583 478 219 Rc 1/2″ 709 583 486 223 Rc 1/2″
350A(14″) 757 664 532 225 Rc 1/2″ 771 664 539 232 Rc 1/2″
400A(16″) 850 725 599 251 Rc 1/2″ 882 725 615 267 Rc 1/2″
450A(18″) 943 828 671 272 Rc 1/2″ 975 828 687 288 Rc 1/2″
500A(20″) 1026 867 741 285 Rc 1/2″ 1060 867 758 302 Rc 1/2″
550A(22″) 1124 985 795 327 Rc 1/2″ 1124 985 795 327 Rc 1/2″
600A(24″) 1215 1039 870 345 Rc 1/2″ 1215 1039 870 345 Rc 1/2″

형식 NO SI-604 SI-605
SIZE

H H1 H2 d H1 H2
IN OUT

65A(21/2″) 100A(4″)   276 232 158 Rc 1/2″ 232 158
80A(3″) 100A(4″)   276 232 158 Rc 1/2″ 232 158
80A(3″) 125A(5″)   302 263 170 Rc 1/2″ 263 170
100A(4″) 125A(5″)   302 263 170 Rc 1/2″ 263 170
100A(4″) 150A(6″)   367 315 190 Rc 1/2″ 315 190
125A(5″) 150A(6″)   367 315 190 Rc 1/2″ 315 190
125A(5″) 200A(8″)   424 359 232 Rc 1/2″ 359 232
150A(6″) 200A(8″)   424 359 232 Rc 1/2″ 359 232
150A(6″) 250A(10″)   544 437 300 Rc 1/2″ 441 300
200A(8″) 250A(10″)   544 437 300 Rc 1/2″ 441 300
200A(8″) 300A(12″)   583 478 338 Rc 1/2″ 486 338
250A(10″) 300A(12″)   583 478 338 Rc 1/2″ 486 338
250A(10″) 350A(14″)   664 532 360 Rc 1/2″ 539 360
300A(12″) 350A(14″)   664 532 360 Rc 1/2″ 539 360
300A(12″) 400A(16″)   725 599 376 Rc 1/2″ 615 376
350A(14″) 400A(16″)   725 599 376 Rc 1/2″ 615 376
350A(14″) 450A(18″)   828 671 420 Rc 1/2″ 687 420
400A(16″) 450A(18″)   828 671 420 Rc 1/2″ 687 420
400A(16″) 500A(20″)   867 741 450 Rc 1/2″ 758 450
450A(18″) 500A(20″)   867 741 450 Rc 1/2″ 758 450

치 수 이경규격치수
UNI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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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밸브(Butterfly) 기능과 워터햄머 방지형

첵크기능을 동시에 가진 밸브로 컴팩트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최신 제품이다.

▶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10kgf/cm2,

[ 1 MPa ] ,

20kgf/cm2

[ 2 MPa ]  

형식 NO SI-611 SI-612
적 용 유 체 냉ㆍ온수

적 용 압 력 MAX, 10kgf/cm2 MAX, 20kgf/cm2

적 용 온 도 0℃ ~ 120℃

내 압 시 험 수압MAX, 20kgf/cm2 수압MAX, 30kgf/cm2

접 속 방 식 KS 10K FF플랜지 KS 20K RF플랜지

작 동 최 소 차 압       0.04 ~ 0.07kgf/cm2

주
요
재
질

 BODY DUCTILE IRON

 DISC SSC13 (스테인리스 스틸)

  SEAT EPDM

  CHECK DISC SSC13 (스테인리스 스틸), EPDM

  CHECK SEAT SSC13 (스테인리스 스틸)

 SPRING STS304 (스테인리스 스틸)

●  펌프의 출구측에 설치되며 아주 컴팩트하여 배관 공간을 종전보다 더 줄여 설치할 수 있는 

보급형이다.

●  BY-PASS 밸브가 내장되어 배관의 동파 방지시, 또는 펌프측 진공 발생시 안내수 보충 역할도 한다.

●  밸브의 내부품이 스테인리스스틸(STS304)로 되어 있어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다.  

●  레버식(40mm~200mm)과 기어식(전 규격)이 있으며 기어식은 비주얼 인디게이터 장착으로 

개폐 표시 식별이 편리하고 소화용 템퍼 스위치(주문사양)장착 제품도 있다.

▶ ▶ 버터플라이밸브와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기능을 동시에 가진 밸브.버터플라이밸브와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기능을 동시에 가진 밸브.

※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0℃ ~ 30℃)※ 에폭시도장 제품은  냉수에만사용가능함. (0℃ ~ 30℃)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에폭시수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제품과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분체도장 제품과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

[ FIVE-DUTY CHECK VALVES ]

파이브원 첵크밸브 B형

특 징

사 양

단면도

UNIT：mm

형식 NO SI-611, 612(레버식) SI-611, 612 (기어식)

SIZE L H L H L1

40A(1 1/2″) 124.0 154.0 124.0 218.0 174.0

50A(2″) 144.0 161.0 144.0 225.0 174.0

65A(2 1/2″) 169.0 171.0 169.0 235.0 174.0

80A(3″) 198.5 183.5 198.5 248.0 174.0

100A(4″) 210.0 206.5 210.0 271.0 174.0

125A(5″) 248.0 213.0 248.0 278.0 174.0

150A(6″) 289.0 231.0 289.0 296.0 174.0

200A(8″) 364.0 266.5 364.0 332.0 183.0

250A(10″)  - - 464.0 411.0 191.0

치 수

SISI-611, 612 (기어식)

※ 소화용 배관시 탬퍼 스위치 부착 (별도 가격)

SISI-611,612 (레버식)

SI-611, 612(레버식) SI-611, 612(기어식)

H

L 

L1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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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gf/cm2,

[ 1 MPa ] ,

20kgf/cm2

[ 2 MPa ]  

●  디지털 유량센서를 부착하여 정밀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

●  옥내소화전 화재 안전 기준과, FM1046 (Fire Pump Flow meter System)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량측정

     오차 ±2%를 보장한다.

●  유량센서의 불량확인, 배터리 교체시기 등 가독성이 뛰어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채용하여 저렴하며 

정밀하다 .

●  회로간소화 및 블록화 설계기술 적용으로 유지보수가 편리하다. 

형식 NO SI-1716, 1717
SIZE L 유량범위 (ℓ/ min )

        40A(1 1/2″) 250 100 ~    550
        50A(2＂) 250 220 ~ 1,100
        65A(2 1/2″) 250 450 ~ 2,200
        80A(3＂) 250 700 ~ 3,300
        100A(4＂) 250 900 ~ 4,500
        125A(5＂) 250 1,200 ~ 6,000
        150A(6＂) 250 2,000 ~10,000

UNIT：mm

형식 NO SI-1716 SI-1717

적 용 유 체 물

적 용 압 력 MAX, 1Mpa(10kgf/cm2) MAX, 2Mpa(20kgf/cm2)

적 용 온 도 0℃ ~ 40℃

내 압 시 험 수압 MAX, 2Mpa(20kgf/cm2) 수압 MAX, 3Mpa(30kgf/cm2)

접   속   방   식 KS 10K FF 플랜지 KS 20K RF 플랜지

최 대 정 밀 도 ±2.0%

주

요

재

질

  BODY SS275(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or DUCTILE IRON

  ORIFICE SS275(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METER BASE STS304 (스테인리스 스틸), ABS

  PACKING EPDM

유량계 몸체의 내부 구멍을 이용해 통과되는 

유체를 전자식 유량센서로 측정하여 액정화면에 

표출하며 핸드폰 앱으로도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 소방용 전자식 유량계는 실시간 측정시 전용 앱※ 소방용 전자식 유량계는 실시간 측정시 전용 앱

        [Bluetooth Terminal HC-05]을 다운로드하여[Bluetooth Terminal HC-05]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IN번호:1234)(PIN번호:1234)기타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기타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블루투스 타입 제품은 별도 가격)    (블루투스 타입 제품은 별도 가격)

[ FIRE ELECTRIC FIOW METER ]

소방용 전자식 유량계

유체

PCB(Bluetooth)

유량체크 센서

SISI-1716, 1717

특 징

사 양

외형도

치 수

건전지 교체방법

SI - 1716, 1717

※ 사용설명서가 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니, 설치 후 소비자가 보관하여 제품을 관리하는데 참고하십시오.

L

① 십자드라이버 사용

② 십자드라이버 사용

③ 방전된 9V 건전지 교체.

     LCD 커버 탈착

     Plate 탈착.

     미사용시  전원을
PLATE 9V 건전지LCD 커버      차단바랍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

※ 유량 확인시 전원을 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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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ial Pressure & Variable area Flow Meter ]

●  고압, 과부하에도 잘 견디도록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며 압력손실이 적은 장점이 있다.

● 배관 내 순간유량 측정을 별도 환산 없이 간단명료하게 읽을 수 있다.

●  배관에서 분리가 간단하여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  설치 공간이 별로 필요치 않고 간단하다.

●  설치 후 파손의 우려와 위험이 없다.

●  유량측정의 정확도를 위해 배관상 일정 이상의 직관부를 필요로 한다. (설치시 유의사항 19p참조)

UNIT：mm

형식 NO SI-1701 SI-1706, 1707 SI-1708

SIZE L L L

32A(1 1/4″)   90 - -

40A(1 1/2″)   90 200 194

50A(2″)   90 200 194

65A(2 1/2″) 100 200 194

80A(3″) 100 200 194

100A(4″) 100 200 194

125A(5″)  - 200 194

150A(6″)  - 200 194

200A(8″)  - 200  -

형식 NO SI-1701 SI-1706 SI-1707 SI-1708

적 용 유 체 물

적 용 압 력 MAX, 10kgf/cm2 MAX, 10kgf/cm2 MAX, 20kgf/cm2

적 용 온 도 상온(0℃ ~ 50℃)

내 압 시 험 수압 MAX, 20kgf/cm2 수압 MAX, 20kgf/cm2 수압 MAX, 30kgf/cm2

접 속 방 식 KS 관용테이퍼나사 KS 10K FF 플랜지 KS 20K RF 플랜지 그루브 조인트식

최  대  정  밀  도 ±2.0% (최대 유량시)

주

요

재

질

 BODY SS275 or DUCTILE IRON

 ORIFICE SS275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METER BASE SS275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METER COVER STS304 (스테인리스 스틸)

 FLOAT STS304 (스테인리스 스틸)

 PACKING EPDM

유체가 흐르는 관로 중간부분의 단면적을 

감소(Orifice)시켜, 유체가 오리피스를 통과 

할 때 나타나는 차압을 측정하는 차압 방식과, 

수직으로 설치된 투명 테이퍼관의 Float가 

유체로 인해 상하로 부유되는 움직임을 검출하여

유량을 구하는 면적방식을 혼용하여 만든 

차압 면적식 유량계이다.

10kgf/cm2 ,

 [ 1 MPa ] ,

20kgf/cm2       

 [ 2 MPa ]

SISI-1701

나사식

SISI-1706,1707

플랜지식

SISI-1708

그루브조인트식

소방용 차압 면적식 유량계[Orifice Type]

특 징

사 양

외형도

치 수

SI-1701 SI-1706,1707 SI-1708

L

2
2
0

30

L

22
0

30

L

22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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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사양은 10kgf/cm2(기타사항은 주문 제작)

●  소방법 시행령(소방시설의 설치 유지에 관한 내무부령 제419호 제8조)

    - 배관의 구경이 정격 토출압력 65% 이하에서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할 것과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펌프의 정격 토출량이 1분당 200ℓ이하로서 노즐 및 소방용 호스를 이용하여 쉽게 펌프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펌프정격 토출량이 700이면예) 펌프정격 토출량이 700이면
            700 X 1.75 = 1,225 700 X 1.75 = 1,225 
      1,225 이면 SI-1701(나사식) 65A나 SI-1706(플랜지식) 65A를 사용 하면 됨      1,225 이면 SI-1701(나사식) 65A나 SI-1706(플랜지식) 65A를 사용 하면 됨

1. 차압 면적식 유량계를 설치할 시 일정 거리의 직선 배관 부분이 필요하다. 

2. 주배관과 시험배관의 직경이 같을 필요는 없으며, 시험용 배관과 유량계 배관은 반드시 동일한 배관과 규격을 사용 한다.

3. 유량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정밀도는 유입부와 유출구의 원활한 유체 흐름에 있으므로, 이물질 등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4. 유량측정은 플로트의 상부를 기준으로 하고 기체일 경우 중간부분으로 기준 한다.

5. 40A~125A 에서 유량계의 최대 눈금이 85% 이상일 경우, 또한 150A 이상일 경우 그림의 Valve B 와 Valve C로 설치한다.

※ 아래 그림은 소화펌프의 주배관과 가지배관으로 되어 있는 시험배관에 소화용 유량계를 설치한 시험용 배관이다.※ 아래 그림은 소화펌프의 주배관과 가지배관으로 되어 있는 시험배관에 소화용 유량계를 설치한 시험용 배관이다.

유량범위

유량계 선정 방법

유량계설치방법 및 유의사항 

주배관 시험용 배관

유량계

8D2이상
5D2이상

Valve-B

Valve-B를 전부를 열고

Valve-C

Valve-C로 유량을 조절

D1

D
2

 

  
  

Pump

소방용 차압 면적식 유량계  참고자료

형식 NO SIZE 유량범위 (ℓ/ min ) 1 눈금 값 접 속 방 식

SI-1701
(나사식)

              32A(1 1/4̋ )           10

KS 관용테이퍼나사

              40A(1 1/2̋ )           10

              50A(1̋ )           10

              65A(2 1/2̋ )           50

              80A(3̋ )         100

              100A(4̋ )         100

SI-1716
SI-1717
(전자식)

SI-1706
SI-1707

(플랜지식)

SI-1708
(그루브조인트식)

              40A(1 1/2̋ )           10

KS  10K  FF 플랜지
KS  20K  RF 플랜지

              50A(2̋ )           10

              65A(2 1/2̋ )           50

              80A(3̋ )         100

              100A(4̋ )         100

              125A(5̋ )         100

              150A(6̋ )          200

              200A(8̋ )          200

70

110

220

450

700

900

110

220

450

700

900

1,200

2,000

3,000

-

-

-

-

-

-

-

-

-

-

-

-

-

-

360

550

1,100

2,200

3,300

4,500

550

1,100

2,200

3,300

4,500

6,000

10,000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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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격 방지기는 워터해머를 흡수 또는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계적 장치이며, 그 종류는 크게 

4가지(스프링식, 가스(에어)식, 다이아후렘식, 피스톤식)로 분류하며 본 제품은 스프링식스프링식이다.

● 수격 방지기의 방식 장단점

     - 스프링식스프링식: 단순한 구조라 고장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음 발생 요인이 다소 있다.

● 워터해머 주요 발생 원인

     - 펌프의 기동시에 출구측에 배압이 작용하는 경우

     - 펌프의 정지에 따라 펌프 토출구에 순간적으로 진공 부분이 발생하고 상승중이던 유체가 진공

       부위를 타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

     - 주로 밸브의 급 폐쇄, 펌프가 정지하여 첵크밸브가 급폐쇄 됨으로서 발생되며, 유속의 14배에 해당

       하는 충격파로, 주요 배관 계통과 기계적 장치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한다.

UNIT：mm

형식 NO SI-1801 SI-1806, 1807, 1806S, 1807S

SIZE H H1(참고) ØD d H H1(참고) ØD

32A(1 1/4″) 134 74    Ø61    PF 1 1/4＂ - - -

40A(1 1/2″) 155 74    Ø61    PF 11/2＂ 135 74   Ø61

50A(2″) 162 74    Ø61    PF 2＂ 135 100   Ø61

65A(2 1/2″) 200 100    Ø77    PF 2 1/2＂ 140 100   Ø77

80A(3″) 215 109    Ø90    PF 3＂ 150 109   Ø90

100A(4″) 240 127    Ø115    PF 4＂ 164 127   Ø115

125A(5″) - - - - 180 135   Ø140

150A(6″) - - - - 200 156   Ø166

200A(8″) - - - - 250 220   Ø217

형식 NO SI-1801 SI-1806 SI-1806S SI-1807 SI-1807S

적 용 유 체 물

적 용 압 력 MAX, 10kgf/cm2 MAX, 10kgf/cm2 MAX, 20kgf/cm2

적 용 온 도 0℃ ~ 60℃

내 압 시 험 수압MAX, 20kgf/cm2 수압MAX, 20kgf/cm2 수압MAX, 30kgf/cm2

접 속 방 식 KS관용평행나사(PF) KS 10K FF 플랜지 KS 20K RF 플랜지

주요
재질

  BODY SS275(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TS304 SS275 STS304

  SPRING SWP STS304 SWP STS304

※  사용압력 ※  사용압력 20kgf/20kgf/㎠㎠  초과제품은초과제품은  주문사양 입니다.주문사양 입니다.

아파트, 호텔,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의 소방용 배관에 적용한다.

▶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 워터 해머 현상워터 해머 현상
     관로에서 유속이 급격히 변화되면 그에 따라      관로에서 유속이 급격히 변화되면 그에 따라 
     관내 압력의 상승 또는 강하하는 현상을      관내 압력의 상승 또는 강하하는 현상을 
     수 충격      수 충격 (Water Hammer)(Water Hammer)현상 이라 한다.현상 이라 한다.

SISI-1801

나사식

SISI-1806, 1807

플랜지식

SISI-1806S, 1807S

플랜지식(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SI-1806S,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 SI-1806S,  
    SI-1807S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SI-1807S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10kgf/cm2,

[ 1 MPa ] ,

20kgf/cm2

[ 2 MPa ]  

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수도용 위생안전기준 인증품

[ Water Hammer Arrester ]

수격 방지기 [스프링식]

특 징

사 양

외형도

치 수

SI-1801 SI-1806, 1807 SI-1806S, 1807S

H H
1

ØD
ØD

d

H
1

H

ØD

H H
1



資材承認願
자 재 승 인 원



SHIN IL VALVE SHIN IL VALVE SHIN IL VALVE SHIN IL VALVE 2322

인증서 및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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