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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6 나사산의 규격  

1) 각 국가별 나사 규격 

각 국별로 관용 나사를 제작하는데 기준이 되는 규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KS B0222 관용 테이퍼나사  

●  BS21  
●  DIN 2999 part1  
●  ISO 7/1  
●  ANSI/ASME B1. 20. 1  
 

2) BSP 와 NPT  

관용나사의 제작시 나사와 나사 사이의 간격 즉, 골과 마루의 각도가 중요하다.  

●  KS, JIS, BSP, ISO 등을 대표하는 BSP 나사의 각도는 55°이며  

●  API, NPT 나사의 각도는 60° 이다.  

따라서 두개의 나사는 서로 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는 BSP(KS, JIS) 규격에 의한 관용 나사를 주로 일반 산업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NPT 나사는 

주로 석유화학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 KSB 0222, BS21 및 ISO 7/1에서 규정한 관용 테이퍼 나사규격은 서로 동일하다.  

    

KSB 0201 에서 지정하는 일반나사 규격은 각도가 60° 이므로 관용나사 규격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S(BSP)  NPT(API) 
 

아래의 표는 호칭 구경별 나사산의 숫자를 비교한 것이다. 관경이 20mm 이하의 경우 BSP 와 NPT 의 

숫자가 서로 같아 일단 강제로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합된 상태에서 한번 분해하면 다시 연결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호칭관경 
인치당 나사산의 수 

(TPI) 

나사 부분의 최소 길이 

mm 

피치 P (나사산의 간격)

mm 

mm inch BSP NPT BSP NPT BSP NPT 

10 3/8" 19 18 11.4 10.5 1.337 1.41 

15 1/2" 14 14 15 13.6 1.814 1.81 

20 3/4" 14 14 16.3 13.9 1.814 1.81 

25 1" 11 11.5 19 17.4 2.309 2.21 

32 11/4" 11 11.5 21.4 18 2.309 2.21 

40 11/2" 11 11.5 21.4 18.4 2.309 2.21 

50 2" 11 11.5 25.7 19.2 2.309 2.21 

65 21/2" 11 8 30 29 2.309 3.175 

80 3" 11 8 33.3 30.5 2.309 3.175 

 

60 ° 55 ° 
 



 

 

3) 평행나사와 테이퍼 나사  

KSB 0222-1987 규격에서 이 규격은 관, 관용 부품, 유체 기계 등의 접속에 있어 나사부의 내밀성을 

주목적으로 한 나사(유정관 등 특정용도 제외)에 적용하며, 관용 테이퍼 나사에는 관용 테이퍼 수나사 

(R), 관용 테이퍼 암나사(Rc) 및 관용 평행암나사(Rp)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BS21, ISO7/1 

등의 규격에도 동일하다.  

    

 

관용 평행 암나사(Rp)는 관용 테이퍼 수나사(R)에 대응한 것으로 KSB 0221 의 관용 평행 암나사와는 

치수 허용차가 서로 틀리다.  

스파이렉스사코의 제품에 있는 모든 암나사는 Rp 방식으로 제작된다.  

Rc 규정에 의해 테이퍼 암나사는 특별히 요청시 제작 공급한다.  

미국 나사 규격(NPT,API)의 경우 암나사와 숫나사가 모두 테이퍼 나사로 가공 결합되도록 되어 있다.   

NPT 와 API 나사의 제반 규격은 모두 같으므로 서로 혼용되나 나사산의 골과 마루의 절단 상태가 약간 

틀리므로 측정계기만 틀리다.  

 

4) PT, JIS PT, BSP 등의 규격 과 R 규격 나사  

KSB 0222 (및 BS, ISO ) 등 규격에 의하면 나사의 규격중 과거에 사용하던 PT 규격은 R 규격으로 대체 

되었으며 새로운 규격 R 은 1/16″부터 6″까지 적용된다.  

과거에 사용하던 PT(테이퍼나사) 및 PS(평행나사)는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에 있던 3 1/2″, 7-12″ 

까지는 그대로 PT 와 PS 를 적용하지만 ISO 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BSP 나 PT 등의 말 대신에 Rp 또는 R, Rc 라고 표시해야 한다.  

KS 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들 R, Rc 및 Rp 의 표시를 생략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   

 

5) API 와 NPT 나사의 차이  

NPT 관용나사의 경우 암나사와 숫나사 모두 테이퍼 나사만 사용하고 평행나사가 없다. 

API 와 NPT 는 나사의 마루와 골의 절단면에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규격은 서로 같아 혼용할 수 있다. 

단. API 암나사의 가공시 ‘인입(Lead-in)’ 가공이 되고 측정시 테이퍼 프러그 게이지로 측정하여 “오차 

(stand-off)”가 발생한다. NPT 나사는 NPT 테이퍼 프러그 계기로 측정한다.  

 
(주의) 

그동안 사용하던 스파이렉스사코 제품의 API는 단지 영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 나사규격의 의미에서 붙혀 졌던 

단어로 실제로는 NPT 나사였고 앞으로도 NPT이다.  

따라서 이제는 제품에 NPT라고 표시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에 제작된 제품에는 A라는 스탬프가 되어 

있는데 이 역시 NPT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