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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부의 페인트칠은 큰 투자인 만큼 색상 선택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용 색상을 선택할 때는 
지속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색상 선택은 페인트 
성능과 코팅 수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어두운 
색상은 분위기를 풍길 수 있으며 보기 좋은 대비 효과를 
선사하고 건축적인 디테일로 시선을 끌 수 있지만, 밝은 
색상보다 환경적 조건에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노출
어두운 색상은 밝은 색상보다 열과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여 결합제와 도막의 기능 저하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합제의 기능 저하는 변색 및/또는 광택 
소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그림 1). 밝은 색상은 빛과 
유해한 자외선을 더 많이 반사하며 많은 열과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도막 내구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색상 선택에 따라, 사용된 안료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색상 선택 시, 색상의 빛 반사 정도에 대한 
유용한 지표는 '입사광과 반사광의 에너지 비율의 값(Light 
Reflectance Value, LRV)'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값이 클수록
(100에 가까움) 더 많은 빛을 반사하고 햇빛에 노출될 경우 
더 시원하게 유지되는 색상임을 의미합니다.

양생 시간 지연
어두운 색상의 페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더 어두운 색상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착색제가 필요하므로 착색제 안료/수지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양생 과정 중에 도막이 더 
물러지고 이 상태는 코팅이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착색된 안료가 고함량인 어두운 색상의 
경우 밝은 색상의 페인트보다 양생 시간이 더 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면활성제와 같은 점포 혼합 착색제에 
함유된 첨가제는 어두운 색상인 경우 양생 과정을 더욱 
지연시켜 오랜 시간 끈끈한 상태를 유지하며 물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광과 같은 저광택은 완전히 양생된 
후에도 습기에 더 취약합니다.

기포 형성
기포는 밝은 색상과 어두운 색상 모두에서 다양한 유형의 
코팅에 나타날 수 있지만 기포 비율과 범위는 어두운 
색상에서 더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상은 밝은 
색상보다 열을 더 많이 흡수하므로 도막과 심지어 표면의 
증가된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기존 페인트 시스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페인트칠이 된 표면이 가장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기존 페인트 시스템 위에 어두운 색상의 
페인트를 도포하면 일반적으로 이전 코팅 또는 표면까지 
기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그림 2).

그림1: 수평 표면에서 어두운 색상 페인트의 조기 기능 저하

그림 2: 이전 코팅 및/또는 표면까지 생긴 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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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는 또한 용제 또는 갇힌 습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밝은 색상보다 어두운 색상이 더 많은 열을 
흡수하므로 어두운 색상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기포는 보통 태양열로 인해 새로 도포된 
코팅 표면이 코팅막 중심부보다 더 빨리 건조되므로 
형성됩니다. 이렇게 빠른 표면 건조 과정으로 단단하거나 
"피막이 형성된" 표면층이 생성되어 코팅막 내 낮은 
쪽 내에 있는 용제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하층의 
용제가 열에 노출됨에 따라 휘발 및 팽창하여 코팅막 내에 
증기압을 생성합니다. 기포가 형성되는 원인이 바로 이 
증기압입니다.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
기포가 열에 의한 것인지, 습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막을 조심스럽게 절개해야 하며, 
표면과 기포가 생긴 페인트의 뒷면도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바른 페인트 코팅에만 기포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기포의 원인은 열입니다. 벗겨진 기포에 몇몇 
페인트 코팅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래 표면이 노출된 
경우, 가능한 기포의 원인은 습기입니다. 

열로 인해 기포가 발생한 경우 페인트 또는 프라이머 아래 
코팅까지(도색 가능하며 온전한 표면) 긁거나 고압 세척을 
하여 기포를 제거합니다. 표면 온도가 화씨 90°(섭씨 
32°) 미만이 되도록 한 상태에서 고품질 페인트로 표면을 
재도색할 수 있습니다. 도색될 표면은 코팅 도포 전, 동안, 
후에 그늘진 상태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로 인해 기포가 발생한 경우 재도색 전에 과도한 
수분의 원인을 확인 후 보수해야 합니다. 들뜬 코킹을 
제거하고 보수한 다음 바탕칠과 도색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건물 환기를 개선하여 문제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래의 온전한 표면까지 긁거나 사포질을 
하여 모든 기포를 제거합니다. 원래의 표면은 바탕칠 
이후 고품질의 페인트로 재도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표면의 수분 함량은 도색 전에 허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림 3: 어두운 색상 페인트의 기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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