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게시판

부피 기준 고형분
모든 페인트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피 기준 고형분에
대한 진실
고품질의 페인트 포뮬라는 최적량의 고품질 원료(안료, 결합제,
첨가제)에서 시작합니다. 고품질 원료를 사용하면 페인트 갤런당
가격은 상승하지만 성능상 이점이 훨씬 많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의 페인트에 대한 정의는 회사마다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성능 지표는 부피 기준 고형분
백분율입니다. 이 지표는 포뮬라 내 실제 수지와 안료 양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즉, 페인트 마감을 만들기 위해
벽면에 점착되는 성분). 백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분을
의미합니다. 이 백분율을 파악하려면 제조사가 제공한 기술
데이터 시트 또는 제품 정보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최고 품질의
라텍스 페인트는 부피 기준 고형분이 35%에서 45% 사이입니다.
경제적인 페인트는 부피 기준 고형분이 30% 미만입니다.
고품질 페인트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가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 A의 갤런당 비용은 더 높을 수
있지만 페인트 B는 저품질의 커버력으로 인해 더 많은 갤런을
구매해야 합니다. 둘째, 더 많은 갤런을 도포하는 데 들이는
노동으로 비용이 늘어납니다. 인건비는 작업에서 가장 비싼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90%를 차지합니다.
셋째, 고품질 페인트의 터치업 기능 역시 페인트 A가 더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성이 강한 페인트는 도색 빈도를

아래 차트의 수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600평방피트/갤런 x 부피 기준 고형분 %
1.5밀 건조 도막 두께
부피 기준 평방피트/
고형분
갤런
(%)

차트를 이용하여 커버력이 우수한 고품질 페인트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다음의 부피 기준
고형분 백분율(1.5밀 건조 도막 두께 기준)인 페인트로 얻을 수
있는 평방피트 커버력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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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있는 경우 부피 기준 고형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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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인 페인트를 사용하면 17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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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평방피트 / 299평방피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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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됩니다. 이는 부피 기준 고형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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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인 페인트를 사용하면 11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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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평방피트 / 448평방피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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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저함량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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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고형분 페인트 비용이 갤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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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인 경우, 페인트에 $493가 소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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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도포하는 데 드는 노동비는
별도입니다. 대조적으로, 고함량 부피
기준 고형분 페인트 비용이 $35일 때
페인트에 $385가 들며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갤런당 더 높은 가격으로 고품질
페인트를 구입하는 것이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저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줄이게 되므로 노동비가 절감됩니다.

평방피트 커버력과 평방피트당 비용
계산 도구

예를 들어, 5,000평방피트 규모의

주의사항:
•	페인트는 특정 적용 분야와 용도에 맞게 제조됩니다.
공사업체는 페인트 제조사의 영업 담당자와 최상의 결과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도색 공사업체는 고객의 기대치와 원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더 빨리 더 적은 양의 페인트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고 더 만족스러운 마감을 선사하는 고품질의 페인트 사용
시, 향후 프로젝트 주문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