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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게시판

레벨 5 매끄러운 벽이란?
건식벽 마감은 넉다운(knockdown), 오렌지 껍질, 
기타 시각적 효과 등 다양한 결이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결이 있는 건식 벽면은 내부용 벽의 
장식적 미관을 개선할 뿐 아니라 도색 작업 시, 
미미한 표면 결함을 보다 편리하게 은폐하고 
조합하여 보다 균일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GA 214-10: Recommended Levels of Gypsum Board Finish 
(석고 보드 마감 권장 수준) 최신 버전에 설명된 
대로, 레벨 5 매끄러운 벽은 모든 접합부와 
내각에 테이프가 사용되고 접합제 안에 박히게 
하는 설치입니다. 그런 다음 벽을 추가 스킴 
코팅으로 코팅하여 테이프 선이나 패스너를 한층 
더 은폐합니다. 스킴 코팅 벽은 거의 완벽하게 
매끄러운 마감으로 연마됩니다. 매끄러운 표면 
부분을 거칠게 해 주는 결이 없기 때문에, 
조명이 강하면 고광택 페인트에서 균일성 문제가 
드러납니다.

또한, 매끄러운 표면을 준비하는 스킴 코팅으로 
사용된 일부 건식벽 접합제는 안료가 진합니다. 
안료가 진한 건식벽 접합제는 사포질이 매우 
용이하지만 마스킹 테이프와 플라스틱 시트를 
사용하여 칠이 된 표면을 보호할 때 균열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잡아당길 때 테이프의 
점착성이 건식벽 스킴 코팅의 응집력보다 
강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균열되고 표면에서 
당겨지는 것이 스킴 코팅인 경우 페인트 점착성이 
불량해 보입니다.

레벨 5 매끄러운 벽의 올바른 도색 
방법 및 팁:
1.  건식 벽면의 먼지를 적절히 털고 닦아내 

과도한 사포 먼지를 제거합니다. 스킴 코팅 
벽을 깨끗이 닦는 중에도 계속 먼지가 나는 
경우 사용된 접합제의 안료가 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유성 건식벽 프라이머/실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수성 프라이머/실러를 도포할 경우 깨끗한 
물로 희석(10%)해 프라이머 침투율을 
높입니다. 스킴 코팅에 보다 쉽게 
침투함으로써 프라이머가 실제로 결합제 
역할을 하여 접합제의 응집력을 강화합니다.

3.  가능한 경우 특히 높은 천장에서, 철저한 
무광택 상도층을 권장하여 조명으로 인한 
광택 균일성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4.  칠이 된 스킴 코팅 벽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프와 플라스틱 시트가 필요한 경우, 
테이프를 사용하기 전에 바탕칠과 상도층 
마무리칠이 된 건식 벽면이 7일 동안 
양생되도록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3M 
2080 Scotch Blue Painter’s Tape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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