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게시판

바탕칠의 중요성
페인트가 "자체 바탕칠"을 하므로 바탕칠과 건조
단계가 사라짐에 따라 도색 작업 시간이 감축되고
프라이머 구매 비용을 줄여 준다고 주장하는
페인트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시트는
이러한 마케팅용 주장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믿음을 종식시키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전문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먼저
바탕칠을 하세요

특정 표면(예: 건식벽, 금속, 콘크리트 등)에
적합하거나 특정 문제(예: 커버 얼룩, 탄닌 번짐 및
곰팡이 번식 예방)를 해결해 주는 프라이머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새 건식벽은 기포가
많으며 처음에 바탕칠을 하지 않으면 페인트를
흡수합니다. 프라이머는 기공을 채우므로 필요한
페인트 코팅 수를 줄여 줍니다. 또는 금속 울타리를
도색하는 경우, 금속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녹을
방지하여 후속 코팅 시 탄탄한 기초 역할을 해
줍니다.

페인트 도포 전 표면을 적절히 바탕칠하는 것은
업계 최고의 관행입니다. 바탕칠은 얼룩을
가리고, 매끈하고 고른 마감을 완성해 주며,
도색하는 상도층과 표면 사이에 우수한 점착성을
보장합니다. 바탕칠은 색상이 어두운 표면을 밝은
색상의 페인트로 칠할 때도 좋습니다. 표면에
바탕칠을 하여 백색 처리하거나 새로운 페인트
색상에 색조를 가미하면 어두운 색상이 비치지
않습니다.

점착성 등급(10=실패 없음, 0=완전한 실패)

Behr 사의 Premium Plus Ultra Interior 페인트와 같은
"자체 바탕칠"이 되는 페인트라고 주장하는 경쟁사
제품은 얼룩 방지와 같은 바탕칠 특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외부용 페인트의 경우, 바탕칠을 하지
않으면 균열, 떨어짐, 벗겨짐, 기포 형성, 곰팡이,
얼룩 내비침, 백악화, 퇴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립 산업 연구 그룹인
페인트 품질 연구소(Paint Quality Institute)에서 실시한
테스트에 따르면 적절하게
프라이머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상도층 상태 비교
바탕칠이 된 표면 위에 1회 상도층
풍화된 스트로부스소나무에 점착성 테스트를 위해 남쪽 45°도 방향으로 노출
코팅을 하는 것이 목재에 직접 2회
상도층 코팅을 한 것보다 더
상도층 코팅 2회,
프라이머 코팅 1회
뛰어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실패선
재도색 필요
상도층 코팅 1회,
프라이머 코팅 1회

상도층 코팅 2회,
프라이머 미사용

노출 개월 수

최상의 결과를 위해 2회
코팅하세요
전국의 일부 페인트 회사에서는
고객에게 단 1회 코팅만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도색 작업에는
보다 우수한 내구성과 커버력을
위해 2회 코팅이 필요합니다.

기술게시판

바탕칠의 중요성
아래의 테스트 패널은 프라이머로 1회 상도층
코팅한 패널이 프라이머 없이 2회 상도층 코팅한
패널보다 우수함을 보여 줍니다.
바탕칠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은 단계로, 이로
인해 도색 실패를 바로잡거나 더 일찍 재도색해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아집니다. 적합한 유형의
프라이머를 선택하여 도포하면 오래 가는 전문적인
도색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05CN, 30개월 된 목재판, 풍화된 흰색 소나무판

코팅 2회(프라이머 미사용)

프라이머 코팅 + 상도층 코팅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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