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게시판

살균제와 세척제가 도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유독성 화학 물질과 마찬가지로 세척제와 

살균제는 도막에 손상을 가해 연화 작용을 

유발하거나 기포를 형성하며, 광택 마감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모든 세척제와 

살균제가 도막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라벨 지침을 따르고 신중하게 테스트를 하면 세척제 

또는 살균제가 도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혼합된 분무형 세척제 및 
살균제를 위한 지침

•  모든 라벨 지침을 꼼꼼히 읽습니다.

•  전체 표면에 분무하기 전에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세척제/살균제를 테스트합니다.

•  젖은 천이나 비연마성 스폰지로 표면의 때, 자국, 

얼룩을 없애고 과잉 사용된 세척제/살균제를 닦아 

냅니다. 

  제거하려는 종류에 따라 문질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절대로 세척제 또는 살균제가 표면에서 건조되지 

않도록 합니다. 세척제 또는 살균제가 표면에 

오래 남아있을수록 도막이 손상되고 원치 않는 

잔여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필요한 경우, 그리고 세척제/살균제 제조사의 

지침에서 권장하는 경우 표면을 물로 헹굽니다. 

아래 이미지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면, 특히 도막에 

화학 물질을 접촉시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래 사진에는 30분 및 

1시간 동안 도막에 세척제/살균제를 접촉시켰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을 

도막에 흡수시키기 위해 정사각형의 종이 타월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분 동안 접촉했을 

때는 도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액을 1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작은 기포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1 – 도막에 살균제/세척제를 흡수시키는 경우 
노출 시간에 따른 영향의 예

세척제 및 살균제가 도막에 미치는 영향

30분 동안 흡수

1시간 동안 흡수



그래프 1 – 품질 및 광택이 다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한 도해

아래 도해에는 제거하기 전에 단시간 동안 코팅에  
접촉시킨 친수성 얼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1에 표시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고광택의 고품질  
제품(그래프의 오른쪽 상단)의 표면은 쉽게 세척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얼룩을 흡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품질 반유광

페인트마다 세척용이성이 다른 이유
는 무엇인가요?

모든 페인트가 균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
다. 결합제 유형, 안료 및 다양한 제형 변수가 페인
트의 세척용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모든 페
인트가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듯이 결합제와 안
료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수지와 안료의 품질 수준
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다른 건축 자재보다 페인트에 더 어울리는 말
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광
택 마감(예: 무광)을 고광택(예: 계란광 또는 반유
광)으로 변형시키면 도막의 다공성이 낮아져 세척
이 용이해집니다. 이는 표면을 거칠게 하고 마감에
서 광을 없애는 체질 안료(일반적으로 탄산칼슘, 
점토 등 입자 크기의 무기질 침전물)의 첨가로 마
감의 광택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광을 없애는 과
정에서 코팅 다공성이 높아지고 표면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도막의 다공성과 친수성의 상관 관계(니그로신)

저품질 무광 고품질 무광저품질 반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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