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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인트는 어떻게 
변해가나요?
도막 노후화의 주요 원인은 결합제 및 특정 안료 
등 여러 가지 성분의 기능 저하입니다. 이는 자외선, 
습기 또는 특정 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도막에 자유라디칼(분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디칼은 반응성이 매우 높으며 물질의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거나 분해합니다. 노출 시 페인트 
내구성의 경우, 자유라디칼은 실제로 도막을 
손상시키고 결합제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발생 징후는 변색 및 광의 소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광 견뢰도(양호한 색상 보유력)
가 좋지 않은 안료의 단순 변색으로 인한 도막의 
백악화와 결합제 기능 저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밝은 빨간색 라벨, 범퍼 
스티커, 도막도 밝은 핑크색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백악화와 변색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외관 변화는 도막이 백악화되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백악화가 일어나면 기능 저하로 인한 
결합제의 소실로 인해 표면에 백색/백악화한 
물질이 생깁니다. 이는 검은 천을 사용하거나 
표면을 손으로 문질러 천이나 손에 도막의 
백악화한 잔류물이 묻어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염색 견뢰도가 좋지 
않은 안료의 선택으로 인해 백악화 없이 발생하는 
색상 변화와는 다릅니다. 

그림 1에는 노란색 선 아래 C 부분의 색상이 크게 
변했으며 도막에 백악화한 백색의 잔류물이 
보입니다. 노란색 점선 위 부분은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원래의 파란색을 

띄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점선 아래 부분은 
자외선에 노출되어 과도한 백악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검은 천을 사용해 더 밝은 
부분을 문지르면 도막의 백악화 정도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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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화가 없는 실제 변색의 경우, 결합제는 사실 
기능이 저하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도막의 
성능과 광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변색의 경우, 
도막의 외관이 이러한 색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심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림 3의 경우 노란색 점선 아래 자외선에 노출된 
부분이 왼쪽(P12)에서 변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P11)의 경우 심한 변색을 보이지만 
백악화 흔적은 없습니다. 이는 색상 안료 차이 
때문으로, 왼쪽이 색상 보유력이 더 우수하고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페인트마다 지속력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페인트가 균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합제 유형, 안료 선택, 다양한 제형 특성이 
페인트의 궁극적인 수명과 내구성을 결정합니다. 
모든 페인트가 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듯이 모든 
결합제와 안료도 품질 면에서 균일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페인트의 품질 수준이 다르듯 선택하는 
수지와 안료도 품질 수준이 다양합니다. 고품질의 
외부용 페인트를 사용하면 성능과 내구성이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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