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에의 끝없는 도전
모든 것은 안전성의
추구로부터 시작된다. 

안전성이란 “사람이 숨쉬는 것”을
일상에 있어서 의식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마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 이라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것 입니다. 
이러한 기본이념과 오랜 세월에 걸친
높은 기술에 의한 제품 만들기가
고객 여러분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며 우리 하마이는
향후 더욱 높은 정밀도, 높은 안전성을
위해서,연구, 개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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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에서활약하는하마이고압가스밸브

일반고압가스용용기밸브 고순도가스용용기밸브

자동차용용기밸브 소화기, 소화장치용용기밸브

산소, 질소, 헬륨 등에 대표적인 범용성의 높은 가스에
사용하는 밸브 입니다. 여러가지 용도에 대응 가능한
라인 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코스트 퍼포먼스에도
뛰어나 품질, 가격 양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
다. 구조는 백시트 타입으로되어 있으며 취급도 간단
합니다. 메인터넌스에 필요한 부품류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혼합 가스에도 대응되므로 꼭 상담해 주십시오.

일반 고압 가스에서 고순도 가스로 불리는 고순도질
소, 고순도 산소나 반도체용 특수 가스로 불리는 모노
실란, 액화 암모니아 등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가스에
사용하는 밸브입니다. 본체 재질에 대응하는 가스에
의해 황동, 스텐레스, 하스텔로이등이 있으며 그리고
더 구조는 백시트 타입, 다이어프램 타입등 다방면에
걸칩니다. 하마이의 고순도가스용 밸브는 가공, 조립
도 포함 최신 설비로서 하나하나 어려운 체크에 패스
한 퀄리티 높은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자동차용 에너지인 가솔린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천연
가스, 전기, 연료 전지 등 새로운 시도를한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 자동차, 압축천연가스(CNG) 차 등의 실용화
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마이는「자연과의 공생」을
회사의 테마로 하여 압축천연가스(CNG)의 안전밸브나
연료 전지차(에코카)용 수소밸브의 개발에 임하고 있
습니다. 차세대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밸브 공급을 테마로 날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질소 가스
소화 설비 등에 대응하는 밸브입니다. 일본 소방 설비
안전 센터 인정품 제조공장에 인정되어 있으므로 소화
설비에 관한 여러가지 밸브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격대에 비하여 성능면에서도 뛰어나며 또한 부품의
공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비용밸브

수출용밸브

가스 충전 설비나 여러가지 플랜트등의 구축에 사용하
는 밸브입니다. 용도에 맞추어 황동 타입, 스테인리스
타입이 있습니다. 배관의 종류에 맞추어 대형 배관 밸
브도 공급 가능합니다. 종류별로 일본정부 인정 공장
에 인정되고 있으므로 인정 밸브의 공급도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백시트 타입, 다이어
프램 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 환경에 의한 여
러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제
안 하겠습니다.

수출용 밸브는 주로 CGA, US. STANDARD 미국, 캐
나다 방면의 DOT-Cylinder에 장착되어 있는 것, BS
규격, 영국, 아시아 방면에도 공급하고 있어 높은 평
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한국에 현지 스탭을
두어 발빠른 대응도 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