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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설비나 건축설비의 배관에서 불순물 유입을 막아 유동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스
트레이너를 개발하기 위함에 있다. 스트레이너는 청수 또는 기름, 가스가 유입되는 배관라인의 밸브, 기기, 펌프 전
단에 설치되는 장치로 형태에 따라 Y형, U형, T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Y형 스트레이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보다 개선된 새로운 모델 “유입․유출구가 일직선상에 있는 C형 스트레이너”를 개발하여 실물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시험은 기존 Y형과 C형 스트레이너 50A 실물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유동실험실에서 4가지 상
황별 실물시험으로 유동특성을 고찰하였다. 실험결과 C형 스트레이너가 Y형 보다 여과망이 없을 때는 74.9%, 여과
망에 불순물이 없을 때는 54.5%, 불순물이 15% 쌓였을 때는 54.2%, 불순물이 30% 쌓였을 때는 52.4%가 용량계수
(Kv)값이 높았다. 실물제작의 한계로 50A 한 종류만 시험했지만 결과로 볼 때 Y형보다 C형 스트레이너가 유동특성
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어 향후 건축,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제어 : 스트레이너, 유동시스템, 성능시험, 유동해석, 유동특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rainer that could protect a flow system by blocking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ubstances into the pipe of industrial or architectural facilities. Strainers are installed 
at the front tip of valves, machines, or pumps in the piping line of clean water, oil, or gas. There are Y-type, 
U-type, and T-type strainers. The study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Y-type strainers, develop a "C-type 
strainer with its inlet and outlet on a straight line" as a more improved new model, and compared them in 
functions in a full-scale strainer test. The study conducted a full-scale strainer test according to four situations 
at the flow laboratory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by using the old Y-type strainer 
and C-type strainer 50A.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C-type strainer had a higher capacity coefficient(Kv) 
than the Y-type one, recording 74.9% when there was no screen, 54.5% when there were no foreign 
substances in the screen, 54.2% when there was a 15% accumulation of foreign substances, and 52.4% when 
there was a 30% accumulation of foreign substances. The investigator conducted a test only with the 50A type 
due to the limitations of life-size strainers, but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C-type strainer had better flow 
characteristics than the Y-typ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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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설비나 건축설비의 배 에는 불순물 제거를 목

으로 스트 이 (strainer)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는 배 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각종 기기의 손을 방

지하기 해서이다.

스트 이 는 청수 는 기름, 가스 등이 유입되는 배

의 밸 , 기기, 펌  등의 단부에 설치하여 불순물 유

입을 방지하고, 내부 기 의 안 운 을 보장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 이 는 건축․ 랜트기계시설, 

소방시설, 선박취수구, 자동차 연료라인, 가스정압시설 

등 산업시설 반에 사용되고 사용처에 따라 형태도 다

양하다. 스트 이 에 한 기존 연구는 주로 해양설비, 

발 설비, 환경설비, 석유화학설비  자동차 등 산업 

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1,2].

배 계에서 사용되는 스트 이 의 종류는 본체의 형

태에 따라 Y형, U형, T형 등이 있고 Y형이 배 설비에

서 주로 쓰이고 있다. 

STRA IN ER

FLX-TU BE

[Fig. 1] space problem of Y-type strainer 

그러나 기존 사용품인 Y형 스트 이 는 건축물에 따

라 설치공간의 여건과 불순물이 쌓 을 때 수시로 청소

하기 한 분해에 불편함이 있어 보다 개선된 새로운 모

델을 고안하 다[Fig. 1].

고안된 모델은 유입구와 유출구가 일직선상에 치하

여 있고 여과망(screen)의 여과면이 C자형으로 되어있어 

불순물이 여과망에 끼었더라도 유체의 항을 덜 받고, 

불순물 제거하기가 쉬운 구조이다[Fig. 2].

배  내 작동유체가 정상 으로 순환하기 해서는 

배  계통의 마찰 손실과 기기의 압력손실을 감안하여 

정한 여과망을 선정하여야 한다[3,4]. 

[Fig. 2] schematic diagram of C-type strainer

배 계통에 스트 이 가 있는 경우 이의 압력손실 

 유량변화는 실물 시험이나 산유체역학(CFD)  유

동해석방법으로 알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Y형과 C형 

스트 이  실물시험을 통한 시험성 서를 기 으로 스

트 이  내에 여과망이 없는 경우와 불순물이 0%, 15%, 

30% 쌓 을 경우의 네 가지 조건에서 유동특성을 연구

하 다.

2. C형 스트레이너의 설계

2.1 설계요건

스트 이 는 건축설비 배 이나 랜트 등 산업설비 

배 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시설물의 난방, 수도, 소

화, 가스 배 의 기기나 펌 단 등 사용되는 곳이 다양

하고 범 하다. 스트 이 는 사용되는 곳의 유체의 

상태와 압력범 (최고사용압력) 불순물의 크기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 한국산업표  KS B 1538 : 2013과 KS 

B 2101 : 2009에 의해 구조  건 성이 입증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2.2 본체의 설계

스트 이 의 형태  장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Y

형은 설치여건, 불순물 제거에 따른 문제 이  있고, U형 

스트 이 는 상부 기포(air pocket)발생과 불순물 제거

를 해 스트 이 를 분해해야 한다[5]는 단 이 있어 

개선된 여과면이 C자형인 C형 스트 이 를 고안하여 

설계하 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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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sign drawing of C-type strainer

C형 스트 이 는 유입구와 유출구가 일직선상에 

치하고 있어 유체의 항이 고 상부에 덮개가 있어 불

순물 제거와 여과망 청소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안되

었으며 분해, 조립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3 여과망의 설계

고안된 C형 스트 이 는 유입, 유출구가 Ø50, 여과망

의 여과면 크기는 142x142, 타공구멍은 KS B 1538 부표1 

기 에 따라 지름 1.0, 피치 2.0, 구멍수가 면 당(in2) 199

개이다. 스트 이 의 여과망은 유동시스템을 보호하도

록 구멍크기가 설계되어야하고 유체역학 으로 작동 유

체가 흐를 때 압력강하가 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순물을 설계기 까지 걸러내면서 보다 

은 압력 강하를 일으키게 하고 배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6] 여과면을 C자형으로 설계 하 다. 그

리고 여과망 보호를 해 여과구멍을 60° 지그재그로 배

열하 는데 여과망의 투과율 계산은 [Fig. 4]의 식을 

용하 다[7].

              

 ÷




                




[Fig. 4] perforated screen with zigzag shape

여기서 d는 타공여과망의 지름, p는 구멍간의 간격이

며 타공망은 일반 인 펀칭법으로 제작된다. 구멍의 크

기는 <Table 1>과 같다[8].

size of

strainer

size of

screen

holes per unit 

area

access 

method
material

under Ø 25mm  Ø0.8 331EA/in
2

screw

STS

underØ 50mm  Ø1.0 199EA/in2

underØ 100mm  Ø1.2 134EA/in2

flangeunderØ 150mm  Ø1.5 103EA/in
2

underØ 250mm  Ø2.5 32EA/in2

※on the basis of KS B 1538

<Table 1> size of perforated screen by pipe diameter

의 두께는 체로  ≤  의 계를 가진다. 

2.4 여과망의 압력손실

[Fig. 5]와 같이 유입 을 (1), 여과망을 통과한 유출

을 (2)라 할 때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을 용

하면 식①과 같다.

  

[Fig. 5] front view of fluid flow of C-type strainer 

  ①  

여기서 마찰손실은 무시한 상태로 에 지 보존법칙을 

용하면 베르 이 방정식 ②와 같다. 









 







②

식①과 식②를 조합, 여과망을 지난 속도에 해 정리

하면 식 ③과 같다. 여기서 는 속도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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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식 ③을 여과망을 지난 유량 계식으로부터 차압에 

해 정리하면 식 ④와 같다.

∆  

 ④

여기서 C는 단면수축율에 한 압력손실계수이며 식 ⑤

와 같이 표시된다[9,10,11].

 




 






⑤

여기서 압력손실은 단면 의 변화에 향 받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면 의변화가 을수록 압력손실도 다. 

3. Y형과 C형 스트레이너의 유동 특성

3.1 Y형 스트레이너 개요

Y형 스트 이 는 본체 형태가 Y형으로 배 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던 모델로 재 주로 쓰이고 있다. Y형 

스트 이 는 직선 유로상에 설치되며 유동손실을 게

하기 해 45°경사진 방향으로 원통형 여과망이 장치된

다[12][Fig. 6].

[Fig. 6] front view of fluid flow of Y-type strainer 

이러한 Y형 스트 이 는 유체가 45° 경사면으로 흐

른 후 유출되기 때문에 유로의 변형이 있다. 

3.2 C형 스트레이너 개요

C형 스트 이 는 Y형과 U형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고안된 것으로 하부가 막힌 원형통의 본체 양측

에 유입구와 유출구가 일직선상에 형성되어있다. 본체 

내부는 우각(優角)의 호(弧)양단이 바깥쪽으로 곡된 C

자형 평단면의 여과망이 설치되어 있고, 개방부가 유입

구를 향하도록 되어있다. 본체 상부에는 여과망 청소와 

불순물 제거를 한 덮개가 있다[Fig. 2].

유출구 측 내주면에는 여과망의 외주면과 일치하는 

형상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압력에 의한 여과망의 변형을 

막고 본체의 심원(C)에서 유입구측으로 이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Fig. 7], [Fig. 10]. 

[Fig. 7] Cross sectional view of the inside of 
         C-type strainer

3.3 C형 스트레이너 특징

C형 스트 이 는 하부가 막힌 원형통의 본체 양측에 

유입구와 유출구가 일직선으로 형성되고, 본체 내부에는 

우각(優角)의 C자형 평단면의 여과망이 설치된다. 원호

양단 사이의 개방부가 유입구를 향하도록 장치하되 여과

망 양단사이의 원호각(θ)은 여과망의 양단부분이 유입구

를 가로막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Fig. 8].

[Fig. 8] Subtended angle of C-type s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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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망은 양단의 바깥쪽으로 곡된 부분  본체의 

돌출부에 의하여 여과망의 심선(C’)이 본체의 심선 

(C)에서 유입구 측으로 이격되어 설치되며 본체의 상부

에는 덮개로 막 있다. 여과망의 하단에는 불순물 꺼

기 등을 제거하는데 용이하도록 원형포집 이 달려있다

[Fig. 9], [Fig. 10]. 

[Fig. 9] Screen of C-type strainer

유입구의 내경(D1)과 본체의 내경(D2)의 비율이 1:1.8

이상으로 본체 내부의 일정한 공간에서 여과망의 양단이 

유입구를 가로막지 않는 범 내의 여과면 을 최 화 할 

수 있는 원호각의 임계각이 원주각(360°)의 3/4인 270°로 

되어있다[Fig. 10]. 

[Fig. 10] Plan view of fluid flow of C-type strainer

C형 스트 이 의 핵심특징인 여과망은 양단부분이 

유입구를 막지 않고 여과면 이 최 화되도록 우각으로 

되어있으며, 양측단부에 유체의 흐름방향과 거의 평행한 

방향으로 한 공간의 양측부(兩側部) 통과면(S)이 형

성 다.

유체의 압력으로 불순물이 앙으로 집  되더라

도 여과망 양측의 측부통과면(S)를 통하여 유체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여과망 심원(C’)의 편심설치에 의한 여

과망 후측이 차로 확 되는 유로에 의해 유체가 항

을 받지 않고 유출된다.

4. Y형, C형 스트레이너 성능비교 시험 

4.1 시험방법

[Fig. 11]은 Y형 스트 이 와 C형 스트 이 의 성능

시험을 하기 한 시험 장치도이다[13]. 

[Fig. 11] Testing device and section

시험방법은 스트 이 에 한 별도의 시험규정이 없

기 때문에 한국표 과학연구원 유량시험실에서 KS B 2101 

: 2009 밸 의 용량계수 시험방법(test procedures for flow 

coefficient valves)을 용하여 시험하 다[Fig. 12][14].

[Fig. 12] Testing Y-type, C-type strainer at KRISS

Y형과 C형 스트 이 의 시험 실물 규격은 50A이고 

재료는 주철 제품으로 하 다. 배 속은 Y형은 나사식, 

C형은 랜지식으로 하 다. Y형과 C형의 여과망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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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 크기는 142 x 142이고 타공 구멍의 크기는 KS B 

1538 부표1 기 에 따라 지름 1.0, 피치 2.0이고 면 당

(in2) 타공 구멍수는 199개로 하 다[15].

측정유체는 물이고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유

속을 다르게 한 후 8회씩 측정하여 차압(Pa)과 유량

(m
3/h) 용량계수(Kv), 항계수(ζ)를 각각 구하 다. 용

량계수는 스트 이 (밸 )의 유량과 압력손실을 나타내

는 규정값이며 유체유동(수송)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Kv, Cv, Av식 등 3가지 방식이 있는데1) 본 실험에서는 

Kv식으로 하 다[16]. 

  

∆


,    ∆


여기서 Q: 유량(m3/h), V: 유량(m3/h) △p: 차압(bar), G:

유체의 비 (물1)이다. 

4.2 실물 시험결과

4.2.1 Y형 스트레이너 실물시험 결과

N.of 

exper-

iments

① without 

screen
② 0% blocked

③ 15% 

blocked

 ④ 30% 

blocked

pressure

(bar)

flow

(m3/h)

pressure

(bar)

flow

(m3/h)

pressure

(bar)

flow

(m3/h)

pressure

(bar)

flow

(m3/h)

1 0.040 18.10 0.050 11.91 0.052 10.95 0.061 11.09

2 0.055 21.25 0.072 14,23 0.075 13.17 0.100 14.28

3 0.079 25.35 0.099 16,71 0.101 15.23 0.163 18.21

4 0.107 29.50 0.140 19,93 0.145 18.31 0.224 21.35

5 0.131 32.80 0.198 23.66 0.200 21.47 0.336 26.15

6 0.162 36.50 0.286 28.46 0.330 27.63 0.442 29.96

7 0.211 41.60 0.484 36.98 0.488 33.63 0.636 35.98

8 0.277 47.74 0.628 42.16 0.707 40.40 0.790 40.09

*testing fluid : water,  

*size of strainer : 50A, Kv = flow rate(m3/h)/differential pressure(bar)0.5,  

resistance coefficient(ζ) : h/(V2/2g)  h=differential pressure(mH20), 

V=velocity of flow(m/s) g=gravity(m/s2)

*testing institution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RISS) flow laboratory

<Table 2> differential pressure/flow rate changes
by screen blockage

1) * Cv계수 : 60°F(15.6°C) 청수를 밸브 입․출구 전후 차압 
1psi로 유지하한 상태로 1분 동안 흐른 유량을 US 
Gallon/min으로 표시한 계수

  * Kv계수 : 5～30°C 청수를 밸브 입․출구 전후차압 
1Kgf/Cm2 으로 유지한 상태로 일정시간 흐른 유량을 
m3/h로 표시한 계수

  * Av계수 : 자동유량밸브의 유량계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모든 단위를 국제단위인 SI단위로 환산하여 표시한 계수 

  * 관계식 :    

[Fig. 13] graph of flow rate/differential pressure 
changes by screen blockage 

4.2.2 C형 스트레이너 실물시험 결과 

N.of 

exper-

iments

① without 

screen
② 0% blocked

③ 15% 

blocked

 ④ 30% 

blocked

pressure

(bar)

flow

(m
3
/h)

pressure

(bar)

flow

(m
3
/h)

pressure

(bar)

flow

(m
3
/h)

pressure

(bar)

flow

(m
3
/h)

1 0.039 31.21 0.021 11.99 0.027 12.10 0.031 12.05

2 0.049 34.78 0.032 14.65 0.039 14.65 0.042 14.12

3 0.058 38.11 0.061 20.26 0.056 17.48 0.057 16.25

4 0.070 41.77 0.093 25.09 0.076 20.43 0.083 19.86

5 0.080 44.79 0.126 29.28 0.107 24.37 0.127 24.50

6 0.084 45,92 0.193 35.98 0.158 29.45 0.182 29.29

7 0.090 47,43 0.268 42.49 0.226 35.35 0.261 35.12

8 0.102 50.63 0.327 47.03 0.380 45,80 0.431 45.15

*testing fluid : water,  

*size of strainer : 50A , Kv = flow rate(m
3
/h)/differential 

pressure(bar)
0.5
,  resistance coefficient(ζ) : h/(V2

/2g)  h=differential 

pressure(mH20), V=velocity of flow(m/s) g=gravity(m/s
2
)

*testing institution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RISS) flow laboratory

<Table 3> differential pressure/flow rate changes 
by screen blockage

[Fig. 14] graph of flow rate/differential pressure 
changes by screen blo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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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g. 13], <Table 3>, [Fig. 14]에서 Y형

과 C형 스트 이 는 여과망이 없을 때 유로의 형상과 

변형에 따라서 유량과 압력의 변화가 있었고 스트 이

에 불순물 쌓임 정도에 따라서도 차압과 유량이 변화

됨을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4.2.3 Y형, C형 스트레이너 실물시험 결과 비교

[Fig. 15] comparison graph of flow rate/differential 
pressure changes by screen blockage 

sortation
without

screen

0% 

blocked

15% 

blocked

30% 

blocked

Y-type

strainer

Kv value 89.9 52.8 47.8 44.8

weighted 

value
100% 58.7% 53.0% 49.8%

C-type

strainer

Kv value 157.2 81.6 73.7 68.3

weighted 

value
174.8% 90.8% 82.0% 76.0%

* ‘weighted value 100%’ is assumed when the Y type strainer does 

not have a screen.

<Table 4> flow coefficient(Kv) comparison by 
screen blockage

[Fig 15], <Table 4>에서 실물시험 데이터와 그래

를 통해서 보면 스트 이  내 여과망이 없었을 때 C형 

스트 이 의 Kv값이 Y형에 비해 74.9%(157.2/89.9) 더 

높게 나타나 유로의 형상과 변형이 없을 때 유량 흐름이 

더 양호했다. 한 여과망의 불순물 쌓임 정도에 따라 각

각 유사한 비율로 유량 흐름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Fig. 16] 그래 에서 E1는 유로의 형상과 변형에 따

른 압력손실 격차를 나타내며, E2는 여과망의 불순물 쌓

임에 따른 압력손실 격차를 나타낸다.

[Fig. 16] Graph of flow coefficient by screen blockage

<Table 4>에서 여과망에 불순물이 0% 쌓 을 때 C

형이 Y형 보다 54.5%(81.6/52.8), 불순물이 15% 쌓 을 

때 54.2%(73.7/47.8), 불순물이 30% 쌓 을 때 52.4% 

(68.3/44.8)로 Kv값이 높아 유량 흐름이 더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5. 결론

스트 이 의 유동특성(여과성능)을 알기 해서는 

실물 시험이나 CFD유동해석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Y형과 C형 스트 이  50A 실물로 4

가지 상황별 비교시험을 해 C형 스트 이 가 Y형보다 

여과망이 없을 때 74.9%, 여과망에 불순물이 0% 쌓 을 

때는 54.5%, 불순물이 15% 쌓 을때는 54.2%, 불순물이 

30%쌓 을 때는 52.4% 용량계수 Kv값이 높았다. 

시험결과를 분석, 검토한 결과 첫째, 스트 이  용량

계수 Kv값을 결정하는 것은 본체의 유로형상과 여과망 

불순물 쌓임정도가 가장 크게 향을 주었다.

둘째, Y형 스트 이 는 여과망 내부에 불순물이 쌓

여 되면 유출구쪽을 막아 압력손실이 많았다.

셋째, C형 스트 이 는 유입․유출구가 일직선상에 

있어 유로 변형이 없고, 불순물이 앙에 쌓이더라도 좌

우 양측부의 우회 유로가 형성되어 여과면이 크게 확보

되므로, 압력손실도 상 으로 었다.

결론 으로 Y형 보다 C형이 동일한 크기의 스트 이

에서 용량계수 Kv값이 5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동성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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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험용 실물 제작의 한계성 때문에 50A 한 모

델만 KRISS에서 성능시험 할 수 밖에 없었다. C형 스트

이 를 상용화 해 설비배 장에 용하기 해서는 

다양한 모델 개발과 성능시험결과가 요구되고, ‘ 한기계

설비 건설 회지’ 고게재, ‘한국종합건설 기계설비 의

회’학술세미나, 배 련업체 DM을 통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 한 제조업체 발굴로 양질의 제품이 생산

된다면 향후 건축․산업 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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