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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색 공사업체는 
코팅될 표면의 수분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재, 콘크리트, 치장벽토, 석조물 또는 금속 등의 
표면에 존재하는 수분 함량을 측정하여 이에 맞춰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표면의 수분 
함량은 수분계, 콘크리트용 플라스틱 시트 테스트 
또는 횡형 콘크리트용 염화칼슘 테스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분계 유형
수분계는 사용자가 자재의 수분 함량을 감지할 수 
있는 코팅 업계의 필수 도구입니다.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분계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핀타입(Pin-Type), 핀리스(Pin-less) 및 
올인원(All-in-One) 수분계입니다.

핀타입 수분계 또는 파괴/침습식 
수분계는 원하는 깊이에서 표면을 
침투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개의 접촉 
핀으로 수분 함량의 백분율(%MC)
을 측정합니다. %MC의 판독 값은 두 
핀의 끝 사이 전기 저항을 측정하여 
결정됩니다. 이 수분계 유형은 목재, 
콘크리트 및 건식벽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핀리스 수분계 또는 비파괴/비침습식 
수분계는 표면을 침투하지 
않고 작동합니다. 이 유형의 
수분계는 목재를 비롯해 
콘크리트 및 석고와 같은 
기타 표면을 측정해 줍니다. 
핀리스 수분계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하부바닥과 바닥재 및 
기타 부분에 사용되어 마감된 
표면 뒤에 생길 수 있는 수분 
축적률을 확인해 줍니다.
 

올인원 수분계는 앞선 두 유형의 
수분계를 모두 활용합니다. 이 
유형의 수분계로 사용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식별하고, 수분 손상 
또는 수분 축적이 발생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MC 
측정은 목재 및 비목재 표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용 대체 테스트
ASTM 표준 D4263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방법은 
콘크리트에 존재하는 모세관 수분을 표시해 주는 
테스트를 설명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플라스틱 
시트(약 18인치 x 18인치(46 x 46 cm)) 조각을 콘크리트 
표면에 단단히 
붙이고 최소 16시간 
동안 둡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시트의 
밑면과 콘크리트 
표면에 습기가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합니다.

ASTM 표준 F1869는 무수 염화칼슘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하부바닥의 수증기 방출률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횡형 콘크리트, 특히 
바닥에만 적합합니다. 요약하면, 염화칼슘이 
담긴 용기의 
무게를 측정하여 맨 
콘크리트에 놓은 다음 
플라스틱 돔으로 덮고 
실링합니다. 3일 
후, 용기 무게를 
다시 측정하여 수분 
방출률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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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수분 함량
여러 종류의 수분계를 사용하는 경우 도색 가능한 
다양한 표면의 수분 함량은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The Master Painters Institute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수분 함량 비율입니다. 

콘크리트: 코팅 작업을 진행하려면 수분 함량이 12% 
미만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수분은 고알칼리성 및 
백태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점착성 문제 및 
박리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토 및 콘크리트 석조물: 페인트 도포 전에 
표면 수분은 12% 이하여야 합니다.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고알칼리성 및 백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막에 수분을 가두면 
잠재적으로 도막의 경화, 점착성 및 전반적인 
무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재: 내부용 목재는 도색 전 수분 함량이 12% 
이하여야 합니다. 외부용 목재는 15% 이하의 
수분 함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목재 가구 또는 
캐비닛류의 경우 수분 함량이 6% 정도로 낮아야 
합니다. 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목재에 도색 
작업을 하는 경우 점착성 감소, 기포 형성, 벗겨짐, 
균열 및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재, 목재판/케이스: 수분 함량은 내부용 도포 시 
12%, 외부용 도포 시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식벽: 건식벽은 습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1%를 초과하면 "수분 위험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식벽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코팅이 변색되고 사상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회반죽: 코팅을 도포하기 전에 회반죽의 수분 
함량이 12% 이하인지 수분 판독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치장벽토: 치장벽토에 허용되는 수분 함량은 12% 
이하입니다. 수분이 많으면 코팅이 변색되고 박리 
현상이나 점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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