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게시판

외부용 도색 작업을 시작할 때, 온화한 기온은 도색 
공사업체나 도포자가 선호하는 것은 물론 페인트 
상태에도 선호되는 조건입니다. 춥고 습기 찬 
환경은 페인트의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극도의 고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으로, 
대부분의 라텍스 페인트는 대기 및/또는 표면 
온도가 화씨 50°(섭씨 10°) 미만이거나 화씨 90° 
(섭씨 32°)를 넘는 경우에는 도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 하는 도색 작업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방 조치를 알려 
드립니다.

라텍스 도막 형성
라텍스 페인트는 분산 안료, 수지, 첨가제 및 주로 
수성 성분인 액체로 구성됩니다. 페인트가 액체 
상태인 동안에는 안료와 수지의 입자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포 후, 수분은 증발하기 

시작하고 안료와 수지 입자는 더 밀착됩니다. 남아 
있는 액체가 증발하면 수지 입자는 점점 더 치밀한 
밀도를 보이며 융합하여 안료를 결합시켜 균일한 
도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합착(coalescence)
이라고 하며, 아래에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출처: DOW Paint Quality Institute(페인트 품질 연구소))

너무 빨리 건조되는 페인트에는 진흙 균열과 
유사한 도막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건조된 
도막은 건조된 진흙에서 형성되는 깊고 불규칙한 
균열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또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에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포를 통해 페인트를 
도포할 경우 드라이 스프레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표면이 오돌토돌하거나 
깔깔하며 광택과 결이 고르지 못한 마감이 됩니다.

오픈 타임(붙임 시간)은 페인트가 표면에 쉽게 도포 
또는 칠해지는 시간(작업성)을 말합니다. 표면이 
너무 뜨겁거나 대기 온도가 너무 높으면 페인트의 
유동성 및 고르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브러시와 롤러 자국이 남게 
됩니다. 건조 도막에 과도한 페인트 자국이 남고 
불량한 광택 균일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 조치
•  일기 예보를 확인합니다. 페인트칠 하는 날의 

날씨 패턴을 확인합니다. 도포 및 건조 단계에서 
온도가 최대 표시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수행하여 도포 문제나 도막 형성에 좋지 않은 
결과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젖은 페인트

수분과 첨가제 안료 입자 라텍스 입자

수분 속에 분산되어 있는 입자

페인트 건조

입자의 밀도가 더욱 치밀해짐

수분수분

라텍스 입자가 융합하며 
튼튼하고 균일한 도막 안에 

안료 입자를 가두게 됨

건조 도막

더운 날씨에 하는 도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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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을 따릅니다. 여름에는 해 아래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지 않고 주택이나 건물 주변 그늘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  습도나 이슬점이 낮은 경우, 가능하면 아침 일찍 
도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한낮에는 도색 작업을 피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늦은 오후 시간대에 그늘진 곳을 
따라가며 도색 작업을 재개합니다.

•  특히 주의를 기울여 개봉된 페인트 용기를 
덮어야 합니다. 직사광선과 고온으로 롤러 
트레이 또는 용기 속 페인트의 피막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사람도 고온에서 수분 공급이 필요하듯, 라텍스 
페인트의 작업성을 유지하려면 깨끗한 물을 최대 
4-6온스(118-177ml)(갤런당)까지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하는 도색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