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장 

나사 

 

작은 규격의 파이핑 시스템 부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사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

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프 나사 

경사 나사는 나사산의 상호 “접촉”에 의하여 밀폐 기능을 수행합니다. 나사산의 각도, 길이 

및 높이 등의 공차를 엄격하게 관리할지라도 완벽한 밀폐는 불가능합니다. 파이프 수나사는 밀

폐제 없이 파이프 암나사의 경사면과 밀착되어 밀폐가 가능할 만큼의 정밀한 공차로 가공될 

수 없습니다.  

우수한 나사 밀폐제가 필수적입니다. 테프론 테이프와 같은 밀폐제는 나사산 사이의 공간을 

메워주는 동시에, 나사 표면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작은 규격의 파이프 산업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형태의 파이프 나사들입니다.  

 

1. NPT 경사 파이프 나사 

 

그림 1 

미국 표준 파이프 나사 (NPT) 

 

NPT(National Pipe Tapered)는 ANSI B1.20.1에 개괄적으로 서술된 규격에 따라 제조됩니

다. SWAGELOK 제품 바인더 상에 “NPT”라는 약어로 표시된 SWAGELOK 튜브 피팅의 파이

프 연결형태는 이 규격에 따라 가공되었습니다. 

SWAGELOK 사는 ANSI B1.20.1(드라이씰을 제외한 파이프나사) 기준을 초과하는 NPT 파

이프 연결형태를 제조합니다. 파이크 나사 밀폐제는 뭔가 한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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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GELOK 테프론 테이프는 파이프나사 밀폐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SWAGELOK 

SWAK 은 테프론을 함유한 혐기성의 파이프 나사 밀폐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WAGELOK 지정 판매 대리상에게 문의하십시오. 

2. NPTF (National Pipe Tapered Dryseal) 는 ANSI B1.20.3의 규격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이 

파이프 나사 연결 형태는 유압 장비 또는 군사 장비에 주로 사용됩니다.  

 

“드라이씰” 나사에서는 나사산의 골이 마루보다 짧은 원뿔 모양이어서 상대 나사산의 마루

를 압착하여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두 나사가 체결될 때 마루, 골 및 측면이 완전하게 접촉됩

니다. 스텐레스강이나 니켈 합금 재질의 경우 윤활제나 밀폐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찰로 인한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SWAGELOK 튜브 피팅에는 드라이씰 파이프 나사 연결형태가 없습니다.  

 

3. IS0 7/1 경사 파이프 나사 

 

그림 2 

국제 표준 공인 (IS0 7/1)  경사 나사 

ISO 경사나사는 DIN 2999, BSPT, JIS B0203과 동등 규격입니다. 

 

 

ISO 나사는 NPT 나사와 외관상 비슷하므로 ISO 나사와 NPT 나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ISO 나사산의 각도는 55˚이나 NPT 나사산의 각도는 60˚입니다. 나사 피치는 

보통 밀리미터로 표시되나 인치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치 당 나사산의 

수 및 골과 마루의 형태가 NPT 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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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O 228/1 평행 파이프 나사 

 

그림 3 

국제 표준 공인 (ISO 228/1) 평행 나사 

ISO 평행나사는 DIN ISO 228/1, BSPP, JIS B0202와 동등 규격입니다. 

 

이 파이프 나사는 경사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7/1 나사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ISO 

7/1이나 NPT 경사 파이프 나사와 같은 상호 접촉에 의한 밀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행한 

암나사 부품을 밀폐하기 위하여 가스켓이나 O-링을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각면이 암나

사에 들어갈 때까지 몸체를 조여야 합니다. 평평한 표면이 나사 축과 수직을 이루는 것이 필수

적입니다.  

평행나사는 절대 나사산 밀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나사 밀폐제를 사용하

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밀폐를 할 수 없습니다.  

ISO 228/1 수나사를 암나사에 밀폐하는 네 가지 방법이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1. 수나사의 육각 몸체면과 암나사 쪽의 평면(SWAGELOK “RP” 나사)에서 금속 대 금속 

밀폐를 합니다 (그림 4 참조).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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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속 가스켓(주로 구리)이 몸체면과 암나사 쪽의 평면(SWAGELOK “RP” 나사) 사이에서 

밀폐합니다 (그림 5 참조). 

 

그림 5 

 

3. 수나사 육각 몸체면에 경사면을 만들어 암나사의 표면에 접촉시킴으로써 밀폐합니다. 밀폐 

시 경사면의 가운데에 합성 고리(보통 금속 또는 탄성체)가 위치하게 됩니다 (SWAGELOK 

“RS” 나사) (그림 6 참조). 

 

그림 6 

 

4. 가장 안쪽의 평평한 부분에 가스켓을 넣는 방법입니다. 수나사면이 이 가스켓을 눌러 밀폐

가 이루어집니다 (SWAGELOK “RG” 나사) (그림 7 참조).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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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파이프 나사 

공칭 규격 인치당 나사산 수 파이프 외경 나사산 각도 나사산 간격 

1/16” NPT/NPTF    27 

ISO           28 

0.312” 

0.312” 

60˚ 

55˚ 

0.037” 

0.036” 

1/8” NPT/NPTF    27 

ISO           28 

0.405” 

0.398” 

60˚ 

55˚ 

0.037” 

0.036” 

1/4” NPT/NPTF    18 

ISO           19 

0.540” 

0.535” 

60˚ 

55˚ 

0.057” 

0.053” 

3/8” NPT/NPTF    18 

ISO           19 

0.675” 

0.672” 

60˚ 

55˚ 

0.057” 

0.053” 

1/2” NPT/NPTF    14 

ISO           14 

0.840” 

0.843” 

60˚ 

55˚ 

0.071” 

0.071” 

3/4” NPT/NPTF    14 

ISO           14 

1.050” 

1.060” 

60˚ 

55˚ 

0.071” 

0.071” 

1” NPT/NPTF 11-1/2 

ISO           11 

1.315” 

1.331” 

60˚ 

55˚ 

0.087” 

0.091” 

1-1/4” NPT/NPTF 11-1/2 

ISO           11 

1.660” 

1.669” 

60˚ 

55˚ 

0.087” 

0.091” 

1-1/2” NPT/NPTF 11-1/2 

ISO           11 

1.900” 

1.900” 

60˚ 

55˚ 

0.087” 

0.091” 

2” NPT/NPTF 11-1/2 

ISO           11 

2.375” 

2.374” 

60˚ 

55˚ 

0.087” 

0.091” 

 

유니파이 스크루 나사 

 

그림 8 

미국 표준 유니파이 스크루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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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루 나사는 나사 업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거의 모든 튜브 피팅과 밸브

의 너트, 연결부위, 밸브 스템, 잠금 너트, 고정 너트 등에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사 나사

가 아닌 평행 나사이며 나사의 외경과 인치 당 나사산의 수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공칭 

3/8인치 SAE 연결부위는 9/16-18 UNF-2A로 표시합니다.  

 

부호 매기는 법: 

 

그림 9 

 

“UNF”의 “F”는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F”는 가는 피치를 뜻합니다. 나사를 UN (표준), 

UNC (거친), UNF (가는) 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나사 직경과 인치 당 나사산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5/16-20 은 UN 나사 

 5/16-18 은 UNC 나사 

 5/16-24 은 UNF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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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의 예와 같이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1/4-20 은 UNC (거친) 나사 

 5/16-20 은 UN (표준) 나사 

 7/16-20 은 UNF (가는) 나사 

따라서 거친, 표준 또는 가는 나사를 결정하는 요인은 단지 인치 당 나사산의 수가 아니고, 

나사 직경과 인치 당 나사산 수의 관계입니다.  

모든 SWAGELOK 피팅에서 너트와 나사 몸체가 함께 작용하여 너트를 전진시키고 페럴을 

튜빙에 밀착시킬 때 미국 표준 스크루 나사가 사용됩니다.  

유니파이 나사는 유압 장비나 군사 장비에 많이 사용됩니다. SWAGELOK SAE/MS 평행 나

사 피팅들은 탄성체 O-링으로 SAE/MS 포트를 밀폐시킵니다. 

SAE J1926 규격에 따른 SAE 포트의 나사 규격 등의 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SAE/MS  평행 나사 내부 Boss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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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 포트 치수 (그림 10 참조) 

 

모든 치수는 인치 단위입니다. 

 

*U 직경은 나사 피치 직경과 0.005 Full Indicator Reading (FIR) 내에서 중심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로 또는 나선형의 공구 흠집이 없어야 합니다. 고리형 공구 흠집은 100 

Micro 인치 이하여야 합니다. 

 

  •피팅 또는 잠금 너트를 적절히 조이기에 충분한 렌치 지지를 가능케 하는 최대 Spotface 

깊이 

 

♣Boss 면이 기계 가공되었다면, Y와 S의 치수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정된 길이의 나사산 가공을 위하여 필요한 Tap Drill (나사의 예비 구멍을 뚫는 드릴) 깊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Bottoming Tap (다듬질 탭)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표준 

Tap을 사용할 때에는 Tap Drill 의 깊이가 커집니다.  

 

註: MS16142 포트는 Spotface 치수를 제외하고는 SAE 포트와 치수가 거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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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규격 스크루 나사 (ISO 261) 

 

그림 11 

국제 표준 공인 ( ISO 미터 규격) 

 

미터 규격 스크루 나사는 평행 나사(경사 나사 아님)이며, 미터 규격 나사 장치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앞의 유니파이 스크루 나사와 시스템이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이 부호가 매

겨집니다. 10mm 외경 × 1.5mm 피치 나사의 경우:  

 

부호 매기는 법 

 

그림 12 

 

미터 규격 스크루 나사를 암나사와 밀폐하기 위하여는 가스켓이나 O-링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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