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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착성은 코팅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코팅 시스템의 장기 성능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됩니다. 장식용 및/또는 보호용 페인트 코팅은 
효과를 유지하려면 점착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페인트 코팅의 내구성 및 성능은 코팅의 사용 
기간에 걸친 표면 점착력이 좌우합니다. 페인트 
점착성 테스트는 코팅이 도포되는 표면에 적절히 
점착되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점착성 테스트 전 양생 시간
코팅이 양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인은 환경 조건, 코팅 유형, 착색제 로딩, 
코팅막 두께 및 코팅되는 표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코팅을 건조시킬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으로 인해 점착성 
테스트를 수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도막을 양생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 코팅 점착성 테스트
작업 현장에서 코팅 점착성을 테스트할 경우, 
선호되는 방법은 테스트 방법 A - X-컷 테이프 
테스트인 ASTM D3359입니다. 이 테스트 방법은 
코팅의 표면 점착성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페인트 점착성을 위한 현장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다음 도구가 필요합니다.

•  절삭 공구 – 예리한 면도날, 메스, 나이프 또는 
기타 절단 기기.  절삭 날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절삭 유도장치 – 직선 절삭을 위한 강철 또는 
기타 단단한 금속 직선자

•  테이프 – 공급 업체와 사용자가 동의한 점착 
강도를 가진 1인치(25mm) 폭의 접착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  고무 지우개 – 연필 끝 부분

•  조명 – 광원은 도막부터 표면까지 절삭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테스트 절차
1.  흠집이 없고 표면 결함이 경미한 코팅 부분을 

테스트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테스트할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여야 합니다. 극한 온도 
또는 상대 습도는 테이프 또는 코팅의 점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날카로운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약 1.5인치 
(40mm) 길이로 중앙 부분을 30-45°의 
작은 각도로 교차시켜 X자가 
되도록 도막에 두 개의 절삭을 
냅니다. 도막 절삭 시, 직선자를 
사용하여 안정된 동작으로 한 
번에 표면의 코팅을 가로지르며 
절삭합니다.  
(그림 1)

3.  절삭 부분을 살피며 코팅막을 뚫고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표면에 닿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자리에서 X자를 다시 만듭니다. 절삭 부분의 
점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에 한 
절삭을 더 깊게 파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4.  약 3인치(75mm) 길이로 접착 테이프를 자릅니다. 
(그림 2)

5.  교차되는 절삭 부분에 
테이프 중앙을 갖다 
붙입니다. 절삭 부분에 
손가락으로 테이프를 
매끄럽게 펴 붙인 다음 
연필 끝의 지우개로 
단단히 문지르며 
고정시킵니다.

 
 

그림 1

그림 2

현장 점착성 테스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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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포 후 90 ± 30초 
이내에 테이프의 
미접착 끝단을 잡은 후 
재빠르면서도 균일하게 
잡아당기면 테이프가 
약 180° 각도로 
분리됩니다.

 (그림 3)

7.  표면 또는 이전 코팅에서 분리되는 X-컷 부분의 
코팅 양을 살피며 점착성을 평가합니다.

점착성 평가
코팅의 점착성을 평가할 때는 다음 척도를 
사용해야 합니다(그림 4).

그림 4

그림 3

 5 코팅이 벗겨지거나 제거되지 않음

 4 절삭 부분 또는 교차점에서 벗겨짐 또는 
제거 흔적

 3 양쪽 절삭 부분을 따라 최대 1/16인치(1.6mm)
가 들쭉날쭉하게 제거

 2 양쪽 대부분의 절삭 부분을 따라 최대 1/8
인치(3.2mm)가 들쭉날쭉하게 제거

 1 테이프 아래 대부분의 X자 제거

 0 X자 범위를 넘어서까지 제거

이상적으로는 새로운 코팅의 경우 4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3등급은 최저 허용 등급이며,  
2등급 이하는 불량으로 간주됩니다.

 

테스트한 각 부분에 하나 이상의 평가판을 만들어 
그 결과가 전체 표면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스트된 코팅, 테스트 수행 횟수, 각 
평가판 결과, 각 평가판이 수행된 자리 및 테스트 
당시의 환경 조건을 보고합니다.

현장 점착성 테스트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