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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료 일반

  흔히 페인트라고 불리는 도료는 단순히 색을 입히기 위해 칠하는 것으로 생각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도료는 첨단 과학기술이 살아 숨 쉬는 대표적인 종합 

화학제품이다. 

  도료가 처음 사용된 것은 약 40,000년 전으로 호모 사피엔스들이 숯가루나 돌가

루를 짐승의 피, 나무 진액 등에 섞어 고분의 벽화에 사용할 정도로 매우 오래전부

터 사용되어 왔다.

  이후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를 발전시켜 여러 가지 안료를 카세인(Casein)에 섞어 

도료를 제조해 사용하였으며 중세에는 보석의 일종인 호박을 식물성 기름에 녹여 

투명 도료를 제조한 기록도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도료, 즉 천연수지나 합성수지를 

용제에 희석시킨 도료는 18세기경부터 전문적으로 제조되었다. 

  특히 1920년대 산업혁명 이후 점도가 낮은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Lacquer)가 합

성돼 자동차용 도료로 사용되면서 도료공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림 1-1]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들소 벽화1)

1) http://en.wikipedia.org/wiki/Image:Lascaux-aurochs.jpg : 벽화는 기원전 3만 5000년에서 기원전 1만 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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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처음 도료가 들어온 것은 약 1,400여 년 전으로 중국에서 불교가 전

파되었을 때에 불상 등의 제작에 필요한 도금, 옻칠 기술이 함께 들어왔으며 고종

황제 때 서양 건축법이 도입되면서 서양식 조합페인트가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그림 1-2] 경복궁 근정전의 단청

  이렇게 도료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도료의 형태를 갖춘 것은 세계 2

차 대전 후로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합성수지분야가 크게 발전하여 도료의 

성능도 크게 개량되었으며 비닐수지도료, 에폭시 도료, 에멀션(Emulsion) 도료 등이 

개발되어 실용화되었다.

  도료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며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고가의 생산설

비가 요구되지 않는 관계로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생산에 참여하

고 있다. 

  우리나라 도료 생산업체는 범용도료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친환경성과 

고기능성의 도료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이 취약하며 주요 원재료와 특수 도료는 선

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이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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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료의 정의

   도료(페인트) : KS M 5001 ‘도료 용어’

     

도료를 포함하는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물질로 바탕에 도장하면 바탕 

보호 및 겉모양 장식 가능, 또는 특수한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물체 표면의 보호, 겉모양이나 모양의 변화, 그 밖의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는 재료의 일정 유동상태에서 물체의 표면에 바르면 얇은 막이 되

고, 해당 건조방법에 따라 건조시키면 물체 표면에 고착되어 고체의 연속

적인 도막이 형성되는 것이다.

   PAINT (ISO 4618 Paints and Varnishes : Terms and Definitions)

    

pigmented coating material which, when applied to a substrate, forms 

an opaque film having protective, decorative or specific technical 

properties

   PAINT (ASTM D 4618 Standard Terminology for Paint)

a liquid, liquefiable or mastic composition that is converted to a solid 

protective, decorative, or functional adherent film after application as a 

thin layer.

   도료를 사용해서 물체의 표면에 퍼지게 하는 조작을 ‘칠한다.’라고 말하고, 

고체의 막이 생기는 과정을 ‘건조’라고 말하며, 고체의 피막을 ‘도막’이라고 

한다. 유동상태란 액상, 융해성, 공기 현탁제 등의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안료를 함유한 도료를 ‘페인트’라고 말하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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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료의 특징 및 기능 

1.2.1. 도료의 특징

  물체의 표면을 피복하여 그 물체를 보호하고 미화하는 것은 도료  뿐만 아니라 

도금, 벽지, 타일 등이 있다.

  그러나 도료가 이러한 재료와 다른 점은 물체의 표면을 피복하기가 간단하고 용

이할 뿐만 아니라 피막의 갱신이 자유롭고 경제적이란 점이다. 또한 도료는 붓 도

장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도장하기 쉬우며 유동체이기 때문에 물체에 부착하여 

얇은 도막을 형성하는 성능이 있어, 이렇게 형성된 도막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

만 일반적으로 기계적 강도가 크고 화학적인 면에도 안정하여 물체의 보호 및 미장

의 목적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1.2.2. 도료의 기능

   물체의 보호기능 : 방습, 방청, 방식, 내유, 내약품성 등

   외관이나 형상의 미장기능 : 색․광택의 변화, 미관, 표식, 입체화 등

   광학적 기능 : 형광, 축광, 발광, 태양열 반사 또는 흡수 등

   열적 기능 : 내열, 방화, 색에 의한 온도의 지시 등

   기계적 기능 : 탄성, 윤활, 경도부여 등

   전기․전자적 기능 : 전기절연, 대전방지, 전파흡수, 전자파 차폐 등

   생물 저항 기능 : 곰팡이 방지, 항균, 살충, 방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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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료의 구성요소 및 특징

료란 유동상태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엷은 막을 형성, 고체화하여 그 

물체를 보호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제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도

료의 주성분은 도막(塗膜, Film of Paint)2) 형성  성분인 전색제(展色劑, Vehicle)와 

안료 성분으로 되어 있다.

  전색제는 투명 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료 등을 분산시켜 도료에 유동성을 주

는 성분이며, 안료는 도막에 색채를 부여하는 성분이다. 

[그림 2-1] 도료의 구성성분

2) 도막 : 물체의 표면에 칠한 도료의 얇은 층이 건조, 고체화, 밀착되면서 연속적인 피막이 된 것으로 수지, 

식물성기름, 건조제, 셀룰로오스유도체, 안료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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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예

안  료

  착색안료   Tio2, Carbon Black

  금속분   Al Paste

  체질안료   Talc3)

  소광안료   합성 Silicar

  방청안료   ZnO, Zn Dust 

수지

액체

  건성유   아마인유, 대두유

  개량건성유   말레인산화유

  액체 합성수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천연페놀

고체

  천연수지   레진, 쉘락, 단말고무

  가공수지
  에스테르 고무, 석탄로진

  마레인산화 레진

  고체합성수지
  알키드수지, 아미노수지

  아크릴수지, 에폭시수지

  섬유소유도체   니트로셀루로이즈

  고무유도체   염화고무

  수용성 결합체   수용성수지

첨가제
  분산제, 가소제,

  건조제
  색분리 방지제

용  제
  물, 알코올, 에스테르, 케톤

  탄화수소

[표 2-1] 도료의 주원료

3) Talc : Talcum Powder, 활석(滑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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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지(樹脂, Resin) 

   주로 소나무와 전나무 따위의 침엽수에서 분비된 점도가 높은 액체 또는

     그것이 공기 중에서 굳어진 물질을 말한다.

   송진과 호박 등이 수지에 해당하는데 물에는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Ether)

     등의 유기성 용매에는 녹는 성질을 갖고 있어 전기 절연재로 많이 쓰이며

     나뭇진이라고도 한다.

   천연수지와 합성수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도료에 사용되는 수지는 성질에 따라 천연수지와 합성수지로 구분되며, 천연  

수지는 주로 식물에서 추출되거나 분비되는 것으로 바니시(Varnish)4), 래커

(Lacquer) 등의 도료에 사용되고, 합성수지는 각종 화학원료로 화학반응에   

의하여 합성되는 수지류를 총칭하는 것으로, 천연수지와 비교하여 아주 큰  

분자량을 갖는 유기화합물이다. 

[그림 2-2] 수지의 종류인 호박5)

4) 바니시(Vanish) : 니스[수지(樹脂) 등을 용제에 녹여 만든 투명 내지 반투명의 점액]

5)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2/Amber.insect.800pix.0502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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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의 종류

[그림 2-3] 수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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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료(顔料, Pigment) 

   물이나 기름, 용제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가루로 무기화합물6)(무기

안료) 또는 유기화합물7)(유기안료)이다. 
  

   안료는 수천내지 수만의 색소분자로 구성된 일정한 크기의 입자로 크기가 0.3 

~40㎛에 이르는 것도 있다. 또한 형상도 구형, 막대 모양, 바늘 모양, 박편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그 자체로는 물체에 염착되는 성능이 없지만 전색제에 의해 물체에 고착

되거나 또는 물체에 미세하게 분산되어 착색되는 것이다.
  

   안료는 입자 상태로 사용되므로 입자의 크기, 입도 분포, 결정형태, 표면성질 등 

물리적 또는 화학적 요인에 따라 사용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안료는 착색, 보강, 중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 인쇄잉크, 플라스틱 등에 사용되며 

도막에 색채와 은폐력을 부여하고 내구력, 기계적 강도를 보강하며 도료에 유동

성을 주어 도장하는데 적당한 점도를 갖게 한다.

[그림 2-4] 안료 그림8)

6) 무기화합물(無機化合物, Inorganic Compounds) :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의 총칭이다. 

7) 유기화합물(有機化合物, Organic Compounds) : 탄소가 주성분인 탄소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8) http://www.southlondonartsupplies.com/earth-pigment-char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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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료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눠지며 무기안료는 착색안료, 

체질안료, 방청안료 및 금속안료 등으로 분류된다.

[그림 2-5] 안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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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제(溶劑, Solvent) 

   용제는 용질을 녹여 용액을 만드는 액체를 말한다.
  

   단독으로 용해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 일반적으로 원액 도료에 혼합되어 

있는 액체이다.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된다. 

좁은 의미로는 도막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 희석제가 있다.
  

   본래는 증발 속도의 대소에 의하여 구분하지만 끓는점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고 ․ 중 ․ 저 끓는점 용제로 분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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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첨가제(Additive) 

   도료의 제조에서부터 도료 도장 후 건조되어 내구력을 지속시킬 때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도료에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첨가되는 성분이다.
  

   첨가제는 유기물질, 무기물질 등으로 되어 있으며 소량을 첨가하여 도료, 도막의 

물리적 ․ 화학적 기능을 부여하여 물성을 향상시키는 원료이다.  
  

   첨가제의 종류

종  류 사용 목적

분산제
안료를 조색제 중에 균일하게 안정한 상태로 분산 시키는데 

사용

침강 방지제 도료가 저장 중에 응집하여 침전되는 것을 방지 

건조제
도장 후 도막의 건조를 촉진하여 건조시간 단축 및 경화

성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

가소제 도료에 유연성, 내구성, 내한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

소포제
도료를 제조할 때나 도장 시에 발생 가능한 기포를 방지

하기 위해 사용  

색분리 방지제

도료의 저장 중에 분산된 안료가 응집하여 색이 변하거나, 

도장시의 색 분리 현상을 방지하여 목적하는 색상을 얻기 

위해 사용 

소광제 도막의 광택을 감소시켜 무광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함

방부제 보관시 부패방지 및 곰팡이 번식 감소

  [표 2-2] 첨가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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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료의 분류

료의 분류방법은 분류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도

장 방법, 건조 조건, 도막의 성상 및 성능, 피도장물, 도장 장소, 도장 공정, 

용도, 도료의 상태, 도료의 유통경로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산업규격(KS규격)에서는 주로 도료를 구성하고 있는 주성분(도막 주요소)에 의해 

도료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규격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료를 

분류할 때 도막 주성분에 의한 분류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표 3-1] 도료의 분류 및 명칭의 예

분  류 명칭의  예

 도막 주성분에 의한

 분류

 유성도료, 수성도료, 알키드 수지도료,

 에폭시 수지도료, 우레탄 수지도료 등 

 도료형태에 의한 분류  조합페인트, 분체도료, 용제형도료 등

 도막형성 방법에 의한

 분류

 자연건조형도료, 강제건조형도료

 자외선 경화도료, 전자선 경화도료 등

 도장방법에 의한 분류
 붓칠도장용, 스프레이도장용, 정전도장용,

 침지도료, 전착도료 등

 도막상태에 의한 분류  광택도료, 무광택도료, 투명도료, 형광도료

 도막성능에 의한 분류
 방청도료, 내산도료, 내유도료, 시온도료,

 내열도료 등

 용도에 의한 분류 
 자동차용, 항공기용, 선박용, 건축용,

 목재용, 중방식용 도료 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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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형태 및 수지종류에 의한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건조기구 수지종류 특징(장․단점) 용도

1액형

산화건조
오일

알키드

가격이 저렴하다.

내약품성이 불량

내구성이 떨어짐

일반 철재용

건축용

휘발건조

염화고무비닐
작업성이 우수

내약품성이 우수

보수도장이 용이

내열성이 나쁨

중방식용

아크릴 건축용

래커
목재용

자동차용

2액형 상온경화

에폭시

우레탄

실리케이트

내약품성이 우수

내수성이 우수

중방식용

건축용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내유성이 우수

기계적 물성 우수

고가

FRP용

목재용

콜탈에폭시

콜탈우레탄

내수성이 우수

색상에 제한

침수부위용

Tank 내부용

1액형 가열경화

아미노 알키드

가열건조형 에폭시

분체도료

열경화 아크릴

실리콘

물성이 우수

양산작업이 가능

열처리 설비 필요

공업용

PCM용

[표 3-2] 건조형태 및 수지종류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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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성분에 의한 분류

3.1.1. 유성 도료(油性塗料, Oil Base Paint)

3.1.1.1. 유성 도료란?

  콩기름, 들기름, 아마인유, 오동나무기름, 물고기 기름 등을 가열시켜 만든 기름에 

건조제를 첨가한 보일유(Boiled Oil)와 안료를 서로 잘 혼합한 유색 불투명한 도료이다.

3.1.1.2. 종류

   에나멜(Enamel)  : 철재 및 목재에 칠하는 일반적인 유성도료

   래  커(Lacquer) : 주로 목재에 칠하는 도료

   바니시(Vanish)  : 목재 및 장판에 칠하는 투명한 도료

3.1.1.3. 특징

   도장이 용이하며 도막은 유연성 및 내후성이 좋다.

   휘발성분이 적기 때문에 1회에 후도막이 가능하고, 용제휘발에 기인하는

     핀 홀(Pin Hole)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도장에 미치는 온도, 습도의 영향이 적다.

   철재 표면에 대해 도장성이 좋기 때문에, 철재에 잘 부착하여 녹 방지 효과가 

     좋다.

   건조 시간이 길다.

   내수성․내용제성․내약품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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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수성 도료(水性塗料, Water Paint)

3.1.2.1. 수성 도료란?

  도료를 칠하기 쉽게 하는 데 쓰는 희석용제로 물을 사용하는 도료를 총칭하여 수

성 도료라고 한다. 보통 안료와 카세인(Casein)9) 같은 수용성 호재(糊材)의 수용액을 

혼합한 도료를 일컫는다. 보통 안료와 카세인, 젤라틴, 녹말 등의 수용성 호재의 수

용액을 혼합한 도료를 말한다. 

3.1.2.2. 종류

   에멀션(Emulsion)10)계

   골재를 넣은 에멀션(Emulsion)계

   수용성 합성수지계

   도막 형성방법에 따라 열 경화형과 자연 경화형으로 분류

 열 경화형에는 스티렌-부타디엔계와 아크릴산-에스테르계가 있으며 자동

차 차체 하부도장용 전착도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소재와의 밀착을 

좋게 하기 위해 표면에 미리 도포하는 초벌칠용 도료로 사용된다. 또한 

식품이나 음료용 깡통의 코팅용 도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자연 경화형에는 아세트산비닐계 등이 있으며 주로 건축물의 실내, 실외

용 도료로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에멀션 도료가 이용

되고 있다. 

9) 카세인(Casein) : 포유류의 젖 속에 약 80%가 들어 있는 인단백질의 하나. 유즙(乳汁) 속에서는 칼슘염으로 

되어 있어 산을 첨가하면 굳어 가라앉는다.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상 중요하며, 의약품·접

착제·인조 섬유를 만드는 데 쓴다. 

10) 에멀션(Emulsion) : 잘 섞이지 않는 두 액체가 다른 매개체에 의하여 고르게 섞인 점도가 있는 용액을 말하

며 우유, 라텍스, 그리스, 버터, 크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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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특징

   물이 용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화재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 

   도막은 일단 마르면 내수성이 있고 내염기성도 좋기 때문에 콘크리트, 

     모르타르(Mortar)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에멀션을 형성하고 있는 수지의 작은 입자가 융합해서 도막을 이루기 때문에 

광택은 별로 없다. 

 

3.1.3. 알키드 수지 도료(Alkyd Resin Paint)

3.1.3.1. 알키드 수지 도료란?

  다염기산(주로 무수푸탈산)과 다가 알코올(글리세린 및 펜타에리스리톨)의 에스테

르(Ester)를 기재로 해서 다시 각종 기름 또는 지방산에 변성한 합성수지를 도막 주

요소로 한 상온 건조 도료를 총칭한 것이다.

  알키드 수지는 알키드 수지 도료의 주원료일 뿐만 아니라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

료, 니트로 셀룰로오즈 래커, 인쇄 잉크용 등으로도 아주 중요한 원료로서 도료용 

합성수지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3.1.3.2. 종류

   로진11)변성 알키드 수지도료(Rosin Modified alkyd Resin)

     건조, 경도, 광택이 좋고 가격이 싸나 유연성 및 내후성이 나쁘다. 하지도료, 

완구용, 농기구용 및 인쇄 잉크용으로 사용된다.

  
   페놀변성 알키드 수지도료(Phenol Modified alkyd Resin)

     경도, 부착성, 내약품성이 우수하나 내후성이 나빠서 하지도료, 농기구용 및 

공업용으로 사용된다.

11) 로진(Rosin) : 송진을 증류하여 얻는 천연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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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렌12)변성 알키드 수지도료(Styrene Modified alkyd Resin)

     건조성이 매우 좋으나 다른 도료와 혼합되지 않고 층간 부착 및 내용제성이 

좋지 않다. 빠른 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및 보수용, 인쇄용 잉크, 광택 니스 

등에 사용된다.

3.1.3.3. 용도

   건축용 : 옥내․외 및 피도물의 재질에 관계없이 건재, 철 구조물, 설비, 합판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선박용 : 주로 장유성 도료를 사용한다.   

   차량용 : 대형 차량의 내․외장, 프레임용 흑색 에나멜 등에 사용

3.1.3.4. 특징

   도막이 강하고 부착성 및 내후성이 좋다.  

   색조 및 광택이 좋고 색상 보유성이 좋다.  

   도막의 내수성, 내용제성, 내열성 등이 비교적 좋다.  

   사용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  

   내알칼리성이 약하다.

12) 스티렌(Styrene) :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의 하나로, 화학식 C8H8인 무색의 액체인데, 

현재 새집증후군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취급된다. 때죽나무(Styrax)의 천연수지로 발견되었으며 이 나무의 

이름이 스티렌이란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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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에멀션 도료(Emulsion 또는 Latex Paint)

3.1.4.1. 에멀션 도료란?

  에멀션 도료는 비닐계, 아크릴계, 비닐 아크릴 공중합계 라텍스13)를  도막형성 주요

소로 하고 있다. 에멀션 도료는 라텍스에 점도 부여제 및 분산제, 습윤제, 곰팡이 방

지제, 방부제, 소포제 등이 첨가되어 제조된다.

3.1.4.2. 종류 및 용도

   초산 비닐계 에멀션 도료 : 하부 도장용 

   아크릴계 에멀션 도료 : 일반 건축용 수성도료

 

3.1.4.3. 특징

   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제 냄새가 없고 화재 및 위생상의 염려가 적다.  

   붓 작업이 쉽고 건조가 빠르다.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틱 등 알칼리성 피도면에도 도장이 가능하다.  

   저온에서 연속도막 형성되지 않고 광택 도막이 얻기 어렵다.

3.1.5. 에폭시 수지 도료(Epoxy Resin Paint)

3.1.5.1. 에폭시 수지 도료란?

  수지 말단에 반응성이 풍부한 에폭시기가 있고 또한 적당한 지점에 OH기가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관능기를 이용해 다양한 변성 및 가교 반응을 행하는 것이 가능

한 도료이다.

13) 라텍스(Latex) : 고무나무의 껍질에 흠을 내었을 때에 분비되는 우윳빛 액체. 30~40% 고무를 함유한 콜로

이드로, 포름산을 가하여 생고무를 만드는 원료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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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종류 

   상온 건조 에폭시 수지도료

   저온/고온 건조 에폭시 수지도료 

3.1.5.3. 용도 

   철재 소재 하부도장(Primer)용 및 내약품성 도료에 사용된다.

 

3.1.5.4. 특징

   부착성이 좋으며 특히 내약품성, 내식성이 뛰어나다.

   옥외 폭로 시 광택소실 및 Chalking 현상이 발생한다.

3.1.6. 우레탄 수지 도료(Urethane Resin Paint)

3.1.6.1. 우레탄 수지 도료란?

  우레탄 결합(-OCONH-)을 도막 중에 갖은 도료를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막형

성 요소 중에 우레탄 결합을 포함하지 않아도 도막형성 반응과정에서 우레탄 결합

이 만들어지는 도료도 우레탄 도료라고 한다. 

3.1.6.2. 종류 및 용도

   2액형 우레탄 수지도료 : 콘크리트 주차장의 바닥재용

   블록형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 전기 절연재료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 목공, 플라스틱 도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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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특징

   부착성이 우수하다.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내마모성이 뛰어나다.

   황변되기 쉬우나 무황변 이소시아네이트 경화제를 사용하면 방지할 수 있다.

3.1.7.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Resin Paint)

3.1.7.1. 아크릴 수지 도료란?

  아크릴 수지는 아크릴산이나 메타크릴산 등의 에스테르로부터의 중합체를 말한

다. 메타크릴산메틸에스테르의 중합체가 대표적인데 무색, 투명하며 빛 특히 자외선

이 보통 유리보다도 잘 투과한다. 옥외에 노출시켜도 변색하지 않고 내약품성도 좋

으며 전기절연성, 내수성이 모두 양호하다. 

3.1.7.2. 종류

   아크릴 래커

   가열 건조 도료

   에멀젼 도료

3.1.7.3. 용도

   금속 마감용 도장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제품류, 가드레일, 사무용 기기 등

   기계 부품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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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특징

   내후성이 특히 우수하며 광택 및 색상 보유력이 우수하다.

   도막의 제반 물성이 양호하다.

   내약품성, 부착성이 뛰어나다.

3.1.8. 불소 수지 도료(Fluorocarbon Resin Coatings)

3.1.8.1. 불소 수지 도료란?

  불소수지는 C-C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폴리올레핀과 같은 결합인데 폴리올레핀의 

수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소원자로 대치된 구조를 가진 합성수지이다.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8종류의 불소(Fluorine) 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0%인 폴리테트라 플

루오르 에틸렌(PTFE)이 대표적이다. 불소수지는 실리콘 수지 이상으로 불활성, 안정

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한 각종의 특수 기능성 코팅재가 개발되어 있다.

3.1.8.2. 용도

   고내후성 외장 판넬용 불소도료

   칼라강판(Pre-coated Metal) 불소도료

   화학, 플랜트, 강교, 건축물 등 심한 부식환경 및 장기 내구성을 요구하는 

부위에 상도 마감용

 

3.1.8.3. 특징

   내열성, 내한성이 우수하다.

   비점착성이다.

   내마모성이 뛰어나다.

   내후성, 내약품성, 내구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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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불소수지 도장14)

3.1.9.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 Resin Paint)

3.1.9.1. 실리콘 수지 도료란?

  실리콘 수지는 내열성, 내한성, 내후성이 좋고 우수한 전기적 특성 및 특이한 계

면특성을 갖고 있어 공업용 재료로서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실리콘 수지는 

본래 열이나 빛에 대한 안정성이 좋아 도막의 황변현상, Chalking, 광택의 소실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한 성능을 나타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

3.1.9.2. 용도

   전기절연 도료

   내열도료

   고내구성 도료

14) http://www.auri.co.kr/dojang/j-image/불소수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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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특징

   내열성이 특히 우수하다.

   내후성이 우수하고 안료 분산성이 좋다.

   내한성이 우수하여 저온 시의 물성 변화가 적다.

   전기 절연성이 좋고, 내수성이 우수하다.

   가격이 높으며 밀착성이 약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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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료형태에 의한 분류

3.2.1.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3.2.1.1. 조합 페인트란?

  조합 페인트는 착색안료, 체질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

여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배합한 것으로서 용해할 필요 없이 용도에 적합하

도록 완성품으로서 제조되어 있는 도료이다.

  조합페인트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유성페인트의 거의 전부가 

조합페인트이다.

3.2.1.2. 종류 및 용도

   겉칠용 조합 페인트

     겉칠용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조합 페인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로 겉칠 및 재벌칠용으로 사용되며 광택이 있다. 희석제는 

미네랄스피릿·등유·테레빈유 등을 사용하며, 색상의 종류도 된 반죽 페인트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무광택 조합 페인트 

     무광택 면을 요구하는 겉칠 및 재벌칠용이며, 안료 및 휘발성의 희석제의 함

유량이 많다. 무광효과가 있는 알루미늄 스테아레이트, 징크 스테아레이트 등

의 금속비누 및 고착력을 증가시키는 수지니스·유성니스를 배합한다. 도막은 

내후성이 약하여 옥내 도장용으로 쓰인다.
  

   목재 초벌칠용 조합 페인트 

     목재가 다공질이고 도료의 흡수량이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

로서, 목재 바탕에 잘 스며들고 부착력이 좋아야 한다. 안료분이 많고, 연백(鉛白 

: 탄산수산화납Ⅱ), 아연화(亞鉛華 : 산화아연)와 같은 활성 안료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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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분체 도료(粉體塗料, Powder Paint)

3.2.2.1. 분체 도료란?

  유기용제 및 물을 사용하지 않은 불휘발분 100%의 분말상태의 도료로서 정전 스

프레이, 용사 또는 유동 침적법에 의해 피도물에 도장한 다음 이를 가열 건조시켜 

도료를 융용15), 유동, 경화시켜 연속 도막을 형성시키는 도료이다.

3.2.2.2. 종류 및 용도

   에폭시계 분체도료 : 전기제품, 파이프 내면, 컨테이너 등

     도막의 기계적 성질, 특히 부착성, 방식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나 

내후성은 좋지 않다.

   아크릴계 분체도료 : 자동차, 가드레일, 건재 등

     에폭시계에 비해 내후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하다.

   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료  

     내후성, 내식성, 물성, 내약품성, 도면상태 등 모든 성질간의 균형성이 좋고 

박막화가 쉬우며 경제성 또한 좋다.  

   에폭시/폴리에스테르계 분체도료 : 가전제품, 건축자재, 차량부품용

     에폭시계의 특징과 폴리에스테르계의 특징을 함께 조합시킨 혼합형으로 

사용된다.

3.2.2.3. 특징

   무용제이기 때문에 화재위험이나 위생상의 문제가 적고 저공해이다.  

   1회 도장으로도 도막 두께 조절이 가능하다.  

   도장 공정의 자동화가 용이하여 점도조절 및 세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도장관리가 쉽다.  

   도료를 회수 및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착 효율이 좋아 경제적이다.  

   일반적인 도장방식과 틀리기 때문에 분체도장을 위한 설비가 필요하다.

15) 용융(熔融) : 고체가 열에 녹아 액체로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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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막형성(경화) 방법에 의한 분류

3.3.1. 자연 건조형 도료

3.3.1.1. 자연 건조형 도료란?

  도료의 도막이 일정한 시간동안 자연방치 후 건조되어 형성되는 도료를 자연 건

조형 도료라 한다. 대부분 용제의 휘발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다.

3.3.1.2. 종류

   휘발 건조 : 건축용 에멀션 도료 등

   산화 건조 : 공기 중 산소를 흡수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조합페인트 등

3.3.1.3. 특징

   건조설비가 필요치 않으며 상온에서 건조도막이 얻어진다.

   큰 피도물, 가열이 불가능한 피도물에 적당하다.

   완전한 경화 도막이 되기까지 시간을 요한다.

3.3.2. 가열 건조형 도료 

3.3.2.1. 가열 건조형 도료란?

  도료를 도장 후 열을 가해서 가교반응이 진행되어 도막이 형성되는 도료를 말한다.

3.3.2.2. 종류

   가열 건조형 액상 아크릴, 멜라민 도료

   분체도료

   가열 건조형 액상 불소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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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특징

   단 시간에 건조 도막이 얻어진다.  

   다량 생산이나 Line 도장에 적당하다.  

   도막은 도료 중의 성분에 가열건조에 의해 화학 반응하여 얻어진다. 

     이 때문에 밀착성, 내식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막이 얻어진다.  

   건조로 등 경화 설비가 필요하다.  

   현장 도장이 어려우므로 설비가 갖추어진 Line에서만 도장이 가능하다.

[그림 3-2]  가열 건조 설비16)

16) http://img.alibaba.com/photo/200314965/Paint_Booth_Spray_Booth_Bake_Ove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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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막상태에 의한 분류

3.4.1. 발광 도료(發光塗料, Luminescent Paint)

3.4.1.1. 발광 도료(야광도료)란?

  어두운 곳에서도 도막이 발광하도록 만든 도료로 야광도료라고도 한다. 발광도료

는 광선을 받았을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어두운 곳에서 인광을 발산한다. 그 발

광성은 안료로 인광체의 분말을 사용함으로써 생기게 된다.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

은 것을 조사하면 가시광선을 발하는 형인광체를 안료로서 전색제에 섞어 만든다.

[그림 3-3] 각종 도로 표지판

  발광도료에는 축광도료와 액광도료 등도 있는데 축광도료(蓄光塗料)는 도막에 태

양광이나 전등광을 조사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장시간 발광하는 도료를 말하고 액광

도료는 미량의 라듐 등 방사성 물질을 혼합하면 이것으로부터 발하는 α선에 의하

여 도막 속의 형인광체가 저절로 발광하는 도료를 말한다.

3.4.1.2. 용도

   광고나 도로표지, 시계의 문자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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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반사 도료(反射塗料, Reflection Paint)

3.4.2.1. 반사 도료란?

  도면에 빛으로 한 방향을 조사했을 때 그 입사한 빛의 방향을 향해 강한 빛을 반

사하는 도료를 반사도료라고 한다. 

  반사도료를 도장한 표지를 헤드라이트로 조사하면 조사한 사람의 방향으로 강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표지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다. 

  반사도료의 원리는 도면의 표면에 살포되어 고착한 무색투명의 유리 또는 불용성 

수지의 작은 구형입자(직경 0.1~0.2㎜ 정도)가 렌즈 작용을 하여 빛을 일정한 방향

으로 반사하는 것이다. 살포된 작은 구형입자의 뒷면에서는 빛은 도막의 색에 따라 

선택 반사되기 때문에 도면으로부터 반사광은 도면 고유의 색을 띄게 된다. 

3.4.2.2. 용도

   가드레일, 방호벽, 도로 경계석, 소화전, 펜스,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시선유도

시설 등의 표지와 자동차의 번호판 등에 도장시 사용된다. 

[그림 3-4] 야간의 활주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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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형광 도료(螢光塗料, Fluorescent Paint)

3.4.3.1. 형광 도료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이것을 가시광선으로 바꿔 반사하는 

도료를 형광도료라고 한다.

  형광도료는 형광성 안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데 형광성 안료에는 형광등의 

경우와 같이 무기물인 형광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기 형광성 

물질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안료에 따라 청색, 녹색, 노란색, 주황색, 적색 등 다양

한 형광색을 나타낸다. 형광안료는 보통의 안료와 같은 빛을 반사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형광을 발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색체를 나타내고 보통안료로 볼 수 없는 

특이한 빛을 가진 색을 얻을 수 있다.

  단, 유기 형광안료는 일반적으로 내광성 및 내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퇴색이 조

기에 발생한다.

3.4.3.2. 용도

   표지, 간판 등에 주로 사용되며 밝은 도면을 얻기 위해 백색 하도를 한 후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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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막성능에 의한 분류

3.5.1. 방청 도료(防錆塗料, Rust Resisting Paint)

3.5.1.1. 방청 도료란?

  각종 금속, 특히 철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이다. 공기, 물, 이산화탄소 

등과 금속면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또 화학적으로 녹의 발생을 막는 두 가지 작용을 

해야 한다. 초벌칠용은 바탕금속에 대한 부착력이 특히 강해야 하며, 덧칠용은 특히 

도막이 공기나 수분을 통과시키지 않고 흡수성이 좋으며, 균열이 잘 생기지 않고 

내후성과 내구력이 커야 한다. 유성 페인트가 주가 되며, 광명단 페인트가 널리 사

용된다.

3.5.1.2. 종류

  건성유와 방청안료를 조합한 유성 페인트가 주가 되며, 광명단(사삼산화납)과 보

일유를 조합한 광명단 페인트가 널리 사용된다. 

  광명단 대용 방청도료로는 아연분말, 아산화납, 염기성 크롬산아연(아연황), 염기

성 크롬산납(징크크로마이트) 등의 안료를 사용하는데, 뒤의 두 가지는 화학적 방청

작용이 있다. 이 밖에 산화철분이나 벵갈라 단독 또는 아연화, 광명단과의 혼합물을 

안료로 하는 것이 있다. 또 전색재로는 덧칠이나 초벌칠에 각각 알맞은 것을 사용

하는데, 보일유 외에 오일 니스, 합성수지 니스 등이 많이 사용된다. 

  근래에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의 금속에 대한 방식처리에 염기성 크롬산아연과 

인산과 부티랄 수지를 알코올, 케톤, 물로 된 혼합용제로 분산시킨 도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에팅 프라이머라 불린다. 선박, 차량, 일반 금속재의 도장을 우선 이것으로 

방식처리하고 이어서 도장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선박 바닥을 바닷물

이나 고착생물의 부착으로부터 보호하는 도료도 방청도료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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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시온 도료(示溫塗料, Thermo Paint)

3.5.2.1. 시온 도료란?

  특정한 온도에서 분명하게 변색되는 화합물 혹은 녹아서 상태가 변화하는 화합물

을 안료로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할 목적에 사용하는 도료이다.

3.5.2.2. 종류

   불가역성 시온도료

     열분해에 의해 변색을 하는 화합물을 시온안료로 사용한 도료 

   가역성 시온도료

     결정형의 전이에 의하여 가역적인 변색을 하는 안료를 사용한 도료

   용융형 시온도료

     용융형 시온재가 가열에 의해 변화하는 도료

3.5.2.3. 용도

   고체의 표면온도 측정, 각종 기기장치의 표면온도 측정, 온도관리를 필요로 

하는 각종 분야에 사용한다.

3.5.3. 내열 도료(耐熱塗料, Heat Resistance Paint)

3.5.3.1. 내열 도료란?

  고온 환경 하에서도 박리, 부풀음, 갈라짐, 변색, 분해 등의 이상을 나타내지 않고 

도막으로서 미장효과를 유지하며 소재의 열화를 방지하는 도료이다.



36 방위사업청 l DAPA

3.5.3.2. 종류

   실리콘 수지계 내열도료

     실리콘 수지는 탄소를 주체로 한 유기계 수지와 달리 규산과 산소를 골격으로 

하는 열에 안정한 무기질 축합체이다. 
  

   변성 실리콘 수지도료

     실리콘 수지를 알키드 수지, 에폭시 수지, 아크릴 수지, 폴리에스텔 수지, 멜라

민 수지 등과 혼합하거나 또는 공축합하면 비변성 실리콘 수지의 경화온도인 

200~250℃에 비해 경화온도를 150℃ 전후 혹은 낮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변

성형에 비해 내열성은 약간 떨어지거나 혼합비에 따라 좌우된다. 
  

   기타

     실리콘 수지계 외 내열도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유기 티탄계 및 무기질계 

내열도료가 있다. 그 밖에 최근 우주개발의 산물로 새로운 내열도료가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표적인 수지로서 폴리이미드 등이 있다.

3.5.3.3. 용도

   가정용 또는 업무용 난방기구, 각종 엔진의 커버, 자동차 배기관, 화학공장 또

는 석유정제공장 등의 고열부위, 전기기기 등 각 분야에 걸쳐 사용된다.

온도범위 용  도 사용수지

상온~150℃ 조명기구, 전기기기
푸탈산수지계, 페놀수지계,

알키드멜라민수지계 등

200~300℃ 전기기기, 배기관, 석유․화학공장, 
엔진외곽, 난방기구

변성 실리콘 수지 등

300~600℃ 난방기구, 전기기기,
배기관, 보일러

비변성 실리콘 수지계

600℃이상 미사일 티탄산계, 무기물계

    [표 3-3] 내열도료의 온도범위별 용도 및 사용수지



도료(페인트)규격실무편람 37

3.6. 용도에 의한 분류 

3.6.1. 자동차용 도료

[그림 3-5] 마이바흐 자동차

3.6.1.1. 자동차용 도료란?

  자동차 표면에 도장하는 도료는 녹이나 부식으로부터의 소재 보호, 아름다운 색

채를 통한 외관 향상, 기능, 의미, 소속 등에 있어 다른 차종과의 차별화 등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자동차들은 자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기후와 환경조건 

속에 오랜 기간 사용되기 때문에, 도장공정은 더욱 높은 수준의 품질과 기술을 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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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자동차 도장 공정

  자동차 도장은 일반 도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공정을 갖고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방청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처리 공정, 외관은 물론 차체 

내부까지 균일하게 도장하여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는 전착공정, 차체와 패널이 겹

치는 부분 등 실러를 도포하는 실러공정, 차체 바닥이나 도어 내부에 언더코팅을 

하여 주행 시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키는 언더코팅, 상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간

칠 작업인 중도공정, 차체 표면의 미관 색채감을 고려하여 외관품질을 결정하는 상

도공정, 그리고 조립공정에서 긁힘 등의 상체가 생겼을 경우 이를 부분적으로 마무

리하는 공정 등을 들 수 있다.

   도장 공정

[그림 3-6] 자동차 도장 공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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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도막의 구성

[그림 3-7] 자동차 도막의 구성17)

  자동차 도막은 [그림 3-7]과 같이 기능을 달리하는 3~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도장 공정별 사용되는 도료 및 도장방법이 다르므로 전형적인 자동차 도장 

공정별로 사용되는 도료를 알아보고자 한다.

3.6.1.3. 자동차 도장 공정별 사용되는 도료

   전착도장과 도료

     현재 자동차 도장 라인에서는 대부분 하도를 전착도장으로 하고 있다. 전착공

정은 차체(Body)를 전착도료가 담긴 탱크에 완전히 담가 외판은 물론 차체 내

부까지 균일하게 도장하는 공정으로 방청성능을 향상시켜 차체의 부식을 방지

하기 위한 중요한 공정이다. 

     전착도료 탱크에는 수용성 혹은 수분산형의 도료가 들어있으며 차체를 ―○극으

로 하고 +○전하를 가진 수지 입자를 전기에 의해 차체로 이동시켜 전착하게 

하는 원리이다.

17) http://www.poscoauto.co.kr/images/kor/rnd/rnd_prod07_img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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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차체 전착도장 장면18)

     전착도료에 사용되는 안료는 착색용에는 산화티탄, 카본블랙, 산화철 등이 있

으며 체질안료에는 크레이, 바리다 등이 이용된다.

  중도나 상도도장은 일반적으로 정전 스프레이도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

도의 목적은 강판이나 전착도막표면의 요철부를 채워주면서 차체가 평활성을 나타

내줌으로써 결국은 그 위 상도도막의 외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3-9] 정전 스프레이 도장원리19)

18) http://www.carbuyersnotebook.com/archives/1104971Tauchlackierung.jpg

19) http://www.poscoauto.co.kr/images/kor/rnd/rnd_prod07_img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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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도장과 도료

     경차 및 트럭 등 상용차는 차종에 따라 하도에서 상도의 2회 도장으로 마감하

는 것도 있으나 승용차에서는 중도를 포함하여 보통 3회를 도장한다. 도장은 

대부분 정전도장기기에 의해 행해지며 수작업으로 보정도장이 이루어진다.

     안료는 산화티탄에 소량의 카본 블랙 및 벤가라 등을 배합하여 회색 계통으로 

있는 것이 많고 체질안료는 크레이, 바리다 등이 병용되는 것이 있는데 최근

에는 중도의 연마를 극히 줄여서 상도를 도장하는 경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체

질안료의 사용은 감소하고 있다.

     중도에 사용되는 수지는 알키드 수지, 폴리에틸렌 수지 또는 이를 조합시킨 

주체에 가교제로 아미노 수지를 병용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도도장과 도료

     상도도장은 크게 솔리드계(solid type) 도료와 운모나 알루미늄 등의 금속분을 

함유하고 있는 메탈릭계(metallic type) 도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솔리드계는 베

이스 수지에 다양한 색상의 안료를 분산시킨 형태의 것이고, 메탈릭계 도료는 

안료와 금속입자를 동시에 분산시켜 금속성의 광택을 발휘하도록 한 것으로 

다시 안료와 금속입자가 혼합된 베이스 코팅 층과 투명한 코팅 층으로 구성된

다. 요구되는 특성으로는 특히 내자외선성과 같은 내후성, 내스크레치성, 선영

성, 광택성, 산성비나 부식성 물질에 대한 내약품성 등이 요구된다. 사용되는 

도료는 최근 대기 및 수질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분체도장이 실

시되거나 VOC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성도료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솔리드계(Solid Type) 도료

   알루미늄 분을 포함하지 않고 착색안료로만 구성 되어있기 때문에 색상이 

도막 표면의 반사광만 발하게 된다. 일반적인 적색, 청색 등 착색 안료가 

나타내는 원색이 그대로 표현 되는 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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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릭계(Metallic Type) 도료 

   반투명 에나멜에 알루미늄 분을 혼합한 것으로 도막 중에 있는 알루미늄

분의 부상 또는 진열방향에 의해 에나멜 층을 통과하여 금속의 독특한 

빛을 발한다. 

   또한, 알루미늄 분은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만 하며 흡수하지는 못한다.

 마이카(MICA) 도료 

   메탈릭 도료의 알루미늄 대신에 티타나이즈드 마이카 안료가 함유된 것으

로 이 안료의 특성은 진주광택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Pearl 입자

의 특징은 알루미늄 입자와 달리 반사와 흡수를 동시에 시키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틀려지는 화려한 도료이다. 

[그림 3-10] 차체 상도도장 장면

  상도도장은 정전도장 방식이 일반적이며 수동식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방식으로 

급속히 변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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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수용 도료

차량이 애초에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올 때 자동차 메이커에서 도장 되어 제

공되는 색상이외에 교통사고나 기타 요인 등에 의해 재 도장이 요구되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도료 및 외관의 재 도장이나, 미적 변화를 주기 위하여 기

존의 색상이 아닌 특수 도료로 도장을 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자동

차용 도료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그 사용량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이제 자동차 메이커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칼라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

성을 나타내고자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메이커에

서 신차에는 적용하기 힘든 소량 다품종의 다양한 특수 칼라를 적용하는 것 

또한 이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림 3-11] 포르셰(Porsche) 자동차 도장장면20)

20) www.ridestory.com/files/Porsche_pain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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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특징

   전형적인 대량 생산 방식의 공업 라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양질의 도막으로 만들어져야만 된다. 

   아주 복잡한 형상 및 구조의 피조물일지라도 도장되지 않고 남는 부분 없이 

마감 되어야한다. 

   우수한 외관과 고도의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색의 종류가 매우 많으며 차의 모델 변경에 따라 교체된다. 

   자동차 차체에 적용되는 기타의 재료들(접착제, 필러, 고무, 플라스틱, 방음재, 

왁스, 유류 등)과의 접촉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생산 라인 및 시장에서 보수 도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몇 년이 지

난 후 재도장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경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림 3-12] 상도도장 대기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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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항공기용

[그림 3-13] Airbus社의 A380 1호기 처녀비행 후 착륙장면

3.6.2.1. 항공기 도료란

  항공기에 적용되는 도료 및 도장 방법은 항공기의 각종 비행 조건(비, 바람, 온도, 

강한 자외선, 속도) 하에서 구조물을 보호하거나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된다.

3.6.2.2. 항공기 도료의 구비조건

   내식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 기체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알루미늄은 이종 금속과의 접촉에 의해 부

식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러한 부위는 특수한 표면처리나 도장을 통하여 완

전 절연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내식성을 유지할 수 있다.

  

   도막이 견고해야 한다.

     항공기의 속도증가에 따라 대기 중에 존재하는 먼지 등의 입자와 충돌 시 충

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상에서와는 달리 높은 고도에서의 심한 온도차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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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막이 매끄러워야 한다.

     도장의 거칠기는 고속 비행 시 공기와의 표면의 마찰력을 증가시키고 효율을 

저하시킴으로 도장 후 표면 상태는 가능한 매끄러운 표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도막의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

     항공기 전면에 적용되는 도막의 무게는 비행중량을 증가시키고 연료의 소모량

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비행 효율을 저하 시킨다.

     따라서 도막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고성능 도료의 개발과 두께를 최소화

하여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도료의 건조속도가 빨라야 한다.

     항공기의 가동률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장의 건조는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건조속도가 빠른 도료를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다.

[그림 3-14] 항공기 외부도장 장면21)

21) http://www.amtonline.com/article/photos/1172695844928_cs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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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기능에 따른 항공기 도료 분류

   내부식, 내화학, 내방수성

     에폭시(Epoxy), 우레탄(Urethane), 에나멜(Enamel) 등의 일반적인 자재에 적용된

다.

   
   내마멸성

     테플론(Teflon) 자재가 해당이 되며 운행 중 미끄럼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에 

적용하면 제품 표면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다.

   
   윤활성

     Solid Film Lubricant 자재가 해당되며 미끄럼 작용이 일어나는 부위에 적용이 

되어 마찰을 줄여주고 제품 표면의 마모를 줄여준다. 자재는 아주 미세한 원

형 형태의 탄소입자 물질로 되어있다.

  

   전도성

     Conductivity Coating 자재가 해당되며 항공기 외면에 장착되는 복합소재 제품의 

표면에 적용되어 운행 중 발생하는 정전기의 흐름을 도와준다. 

  

   미끄럼 방지

     Walkway Paint 자재가 해당되며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제품의 표면에 거친 

형태의 표면을 만들어 줌으로써 미끄럼을 방지한다.

  

   표식자료 보호

     Clear Coating 자재가 해당이 되며 마킹된 표면에 본 자재를 적용하여 적용된 

마킹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표면을 보호해 준다. 

   
  내연료성

     연료탱크 Coating 자재가 해당이 되며 항공기 연료로부터 제품이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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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선박용

[그림 3-15] Oasis of Seas 크루즈선

3.6.3.1.선박용 도료란?

  선박은 육상 구조물과 달리 혹독한 부식 환경에 잘 견뎌야 함은 물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선체의 일부분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

  특히 운항 중에는 선체의 대부분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며, 대기 중에 노출된 부

분도 끊임없이 파도와 강한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있어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

한 방오․방청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박용 도료는 이러한 작용으로부터 선박

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료이다.

  선박의 밑면에 부착생물들이 붙게 되면 선체표면이 거칠어져 자주 보수를 해야 

하며, 선체표면이 0.01mm 거칠어질 때마다 연료소모가 0.3~1%씩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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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선박의 경우 연료비가 선박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차지하게 되므로 선박 밑

면의 부착생물 문제는 심각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방오 도료를 사용할 경우 보수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료비용과 선박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 

유조선, 화물선 등의 대형선박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방오 도료를 사용하

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22) 선박용 도료는 방오 도료, 탱크용 도료, 갑판 도료, 화물

용 선창용 도료 등이 있다.

3.6.3.2. 종류

   선저부용 도료

 선저도료

         선저, 수선 및 외부의 방청용으로 사용된다. 이전에는 비닐계, 염화고무계

가 많았으나, 현재는 콜타르 에폭시, 콜타르 우레탄 및 에폭시계가 많이 

사용된다.
  

 선저 방오도료(Conventional A/F)

         방오도료란 선체외부에 해중 생물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부착방지제

(Antifoulant)를 첨가한 도료이다. 성분은 도막강도를 부여하는 바인다, 방

오제의 용출을 돕는 로진과 방오제로 구성된다.
  

 선저 방오도료(Self Polishing Copolymer-SPC A/F)

          1970년대의 석유 파동으로 연료비 절약차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도료로 아크릴 수지와 트리부틸 주석의 코폴리마에 이산화

동 등을 병용한 것이다. 

          종래의 A/F 도료에서는 바인다가 해수에 용해하기 때문에 로진과 방

오제가 방출된 후 표면이 거칠게 되어 방오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

항도 증가한다. 

22) 설동일, 김인수, 이국진, 박상호, 김동근, "IMO-AFS협약 체결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 연구", 한국항해항만학

회 11월호, p4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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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연마형 방오 도료에서는 주행 중에 점차 표면이 평활하게 되어 

저항이 좋고 코폴리마 전체가 균일하게 용해하기 때문에 방오성이 계속 

유지되고 우수하며 수명도 도막에 비례하여 3~5년 이상도 가능하다.

          연비 소비가 높은 고속선등을 중심으로 모든 선박에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으나 최근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Tin 사용 규제로 적용의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Tin Free 방오 도료가 많이 개발되어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수선부용 도료

     수선부는 건습이 교대로 반복되며 내수, 내후성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방오

성도 요구된다. 사용도료는 염화고무, 비닐 및 순수 에폭시계로 나누어진다. 

외현부는 에폭시, 우레탄 도료 등이 많이 사용되며 내후성이 요구될 때는 우

레탄 도료가 추천된다.
  

   탱크용 도료

     Blast 탱크, 원유 및 해수 병용 Blast 탱크, Cargo 탱크 등이 있으며 각각에 적

합한 도장계가 필요하며 징크 실리케이트, 순수 에폭시, 타르 에폭시 등이 주

로 사용된다.

    
   갑판용 도료

     수선부 및 외현부와 유사한 도료가 사용된다. 징크 실리케이트와 염화고무, 

비닐, 에폭시의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모래 또는 특수한 

플라스틱을 도료에 혼합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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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건축용

[그림 3-16]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건설 중인 버즈 두바이23)

3.6.4.1. 건축용 도료란?

  건축물의 보호와 미장을 목적으로 공사현장에서 현장도장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

에 여름철 및 겨울철에 있어서 온도, 습도 등의 자연환경 조건하에서의 건조․경화를 

필요로 한다.

  건축용 도료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장의 목적, 피도물의 재질 및 입지

조건에 적합한 도료의 선정, 도장 방법의 선정, 경제성의 검토(재료비와 기대 내용

연수)를 파악한 도장계획의 설정이 중요하다.

23) http://image.moneytoday.co.kr/image_display.php?ImageID=2008040709070931144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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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종류

   유성도료

 대표적인 건축용 도료이나 점차 고성능 합성수지 도료로 대체되고 있으며 

무공해성 측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

 작업성이 좋고 도막이 한 번에 두껍게 도장되므로 흡입성이 있는 곳이나 

상자 등 목재의 도장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합성조합 도료

 철재, 목재를 불문하고 사용되나 내알카리성은 약간 떨어지므로 새 몰탈

면이나 플라스터면에는 쓸 수 없다.  
  

   에멀션 도료

 일반적으로 물에 불용수지, 건성유 또는 바니시를 수중에 분산시킨 윤활

액을 주 전색제로 하여, 여기에 안료를 혼합한 도료를 말한다.

 요즘 많이 쓰이는 에멀션 도료는 거의 합성라텍스를 주전색제로 하고 있

다. 에멀션 도료는 거의 유기용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안전하며 무공해

이고 무취성으로 작업성이 좋다. 그래서 건축의 내벽, 외벽, 천정을 비롯

하여 바닥, 목부에도 쓰이고 있다. 
  

   무늬도료

 보통 도료는 통상 단일채색으로 평평한 도면에 도장된다. 그래서 도면은 

단조해 보일 수 있으며 소지, 하도에 결함이 있는 경우 눈에 띄기 쉽다. 

 그러나 무늬도료 칠하는 횟수를 줄여도 쉽게 얻고자하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도료로 건축용 도료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방화도료

 크게 분류하여 도막이 난연성을 나타내는 것과 가열에 의해 발포하여 단

열층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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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에 해당하는 도료는 철이나 콘크리트 등 불연성 물체에 도장하고, 후

자에 해당하는 도료는 목재 등 가연성 물체에 도장한다.

 방화도료는 평상시에는 일반 도료와 같은 도막 외관으로 보이지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목재와 같은 가연성 물체가 발화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또는 발화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하는 기능이 있다.   
  

   상온 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불소수지 도료는 내후성, 가공성, 내약품성이 일반적인 옥외용 도료와 비

교하여 월등하게 우수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Maintenance 

Free 도료로서 커텐월 및 PCM(Pre-Coated Metal) 등의 분야에 응용되어 왔

는데 이 불소수지는 유기용제에 거의 용해하지 않기 때문에 분산상으로 

사용되어 고광택이 얻어지지 않는 점과 200℃ 이상의 고온 가열 건조가 

필요하여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에스테르 및 방향족계 용제에 용해되며 또한 이소시아네이트로서 상

온가교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고광택을 얻을 수 있는 4불활에틸렌 공중합

체가 개발되어 건축용 Maintenance Free의 초내후성 도료로서 적용되기 시

작하고 있다.  
  

   탄성 도재(塗材)

 도막이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 고무탄성을 보이기 때문에 벽면에 생기는 

균열에 추종성을 보여 적극적인 방수기능을 가지며 더 나아가 미장성도 

갖는 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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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목재용

[그림 3-17] 충북 청원 미동산 수목원에 만들어진 목재문화체험장의 내부 모습24)

3.6.5.1. 종류

   일반목재용 상도용․하도용(래커계 제외)

     일반목재에 도장되며, 에폭시/아크릴/우레탄/알키드 수지를 사용하여 목재로부

터 송지 차단, 부착성 향상, 샌딩성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연건조형 도료

  

   일반목재용 상도용․하도용(래커계)

     일반목재에 도장되며 목재로부터 송지차단, 부착성 향상, 샌딩성 향상 등을 위

해 사용되는 자연건조형 래커계 도료

24) http://news.chosun.com/site/data/img_dir/2007/10/17/200710170003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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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특징

   피도물이 되는 목재(나무)의 종류가 아주 많고 온도, 습도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구조상으로 소재가 균일하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도장을 하려면 피도물인 목재에 대한 성질이나 조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적절한 도료를 선택해야 한다.  

3.6.5.3. 목재용 도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

   상온 또는 60℃ 이하에서 건조되어야 한다.

   수축과 팽창을 견딜 수 있는 도막을 형성해야 한다.

   친수성 물질인 재질에 대해 부착성능이 좋아야 한다.

   도막은 열 가변성이 적어야 한다.

   도막의 경도가 높아야 한다. 

   투명도장이 많기 때문에 마감상태가 좋으며 촉감이 좋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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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중방식용 도료

3.6.6.1. 중방식용 도료란?

  중방식 도료 및 도장이라는 말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Heavy Duty Coating 또는 

High Performance Coating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교량, 해상 구조물, 원자력 

발전소, 각 종 플랜트, 컨테이너, 선박 등 심한 부식 환경에 놓여있는 대형 철 구조

물을 부식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방식도장 시스템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다.

  방식도료의 첫 번째 목적은 금속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방식뿐만 아니라 미

관을 기초로 다양한 성능을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방식 도료란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동체 및 날개

의 침식작용 방지에서부터 지하의 파이프라인 부식보호를 위한 도료에 이르기까지 

각종 도료를 총망라한 것이다.

[그림 3-18] 부산 광안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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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종류

   아연말 도료(Zinc Rich Paint)

   염화고무계 도료(Chlorinated Rubber Type Paint)

   MIO 도료(Micaceous Iron Oxide Paint)

   에폭시 수지계 도료(Epoxy Resin Type Paint)

   폴리우레탄 수지계 도료(Polyurethane Resin Type Paint)

   탈에폭시 수지계 도료(Tar-Epoxy Resin Type Paint)

   염화비닐 수지계 도료(Chlorinated Vinyl Resin Type Paint)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Resin Type Paint)

   유성 도료(Oleoresinous Paint)

   알키드 수지계 도료(Alkyd Resin Type Paint)

   실리콘 수지계 도료(Slicon Resin Type Paint)

   수용성 도료(Paint)

3.6.6.3. 특징

   해상, 해중, 수중, 해안공업지역 등과 같이 심한 부식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도료로서 5~10년 이상의 장기 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도장 시스템이다.  

   후도막 도장이 가능하여 도장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방청성 외에 내수성, 내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등이 우수하여 보수 

     도장비용을 줄일 수 있다.

   두꺼운 도막형성이 가능

   내수성, 내염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등이 우수

   자원절약, 저공해 가능성을 가진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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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주용도

성      능

건

조

성

내

수

성

내

산

성

내

알

카

리

성

내

성

NH3

내

성

SO2

내

광

성

내

열

성

내

용

제

성

색

상

제

한

유성도료 건축목재부, 철재 × △ △ × × × △ △ × 無

알키드수지도료 철구조물 △ ▲ ▲ × × × ○ ▲ × 無

페놀수지도료 화학공장철물 △ ○ ○ △ △ △ ▲ ▲ × 無

실리콘알키드도료 교량, 철구조물 △ ▲ ▲ × × × ◎ ▲ × 無

실리콘수지도료 내열조건부위 △ ▲ △ △ △ ○ ◎ × 無

에폭시에스텔도료 철구조물 △ ○ ○ △ ▲ ▲ ▲ ○ × 無

열화고무도료 교량, 탱크외부 ○ ○ ○ ▲ ○ ○ ◎ △ × 無

염화비닐수지도료 교량, 수문, 철구조물 ○ ◎ ◎ ○ ◎ ○ ◎ △ △ 無

역청질도료 교량내부, 지하매설물 × ◎ ○ ○ ○ ○ × × × 有

에폭시수지도료 수문, 철구조물 △ ◎ ◎ ◎ ◎ ◎ ▲ ○ ◎ 無

우레탄수지도료 교량, 철구조물 ○ ○ ◎ ◎ ◎ ◎ ◎ ◎ ○ 無

탈에폭시 도료 수관, 수문, 매몰물 △ ◎ ◎ ◎ ◎ ◎ × △ × 有

탈우레탄도료 수관, 수문, 매몰물 ○ ◎ ◎ ◎ ◎ ◎ × △ × 有

유기징크리치도료 교량, 수문, 콘테이너 ○ ◎ × × × × ○ ○ ○ 有

무기징크리치도료 교량, 철구조물, 선박 ○ ◎ × × × × ○ 有

  주) ◎ : 우수, ○ : 양호, ▲ : 약간양호, △ : 좀 나쁨, × : 나쁨

[표 3-4] 중방식 도료의 종류별 용도 및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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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장 절차 및 방법

4.1. 도장 절차

  도장이라 함은 보호, 미장 등을 위해 물체의 표면을 피복할 목적으로 도료를 사

용하여 도막 또는 도막 층을 형성시키기 위해 행하는 조작의 총칭이라 말할 수 있

다. 단지 기기를 사용하여 도료를 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도물의 소지 조정, 도료 

조정, 도장기기의 조정, 건조 조건의 조정, 도장 Line 조건 전체의 조정 등 소위 최

종 도막을 마무리하기까지의 일관된 조작이다.

4.1.1. 피도물의 소지 조정 

  도장하려고 하는 물체의 소지25)는 도료를 도장한 경우 균일하고 아름다운 외관을 

내기 위해서는 표면의 수분, 유분, 오염물, 녹 등을 미리 충분히 제거해 놓아야 한다. 

또 도막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표면처리를 행한다.

4.1.1.1. 표면처리

  표면처리는 도장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흔히 현장에서 표면처리의 중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취급하기 때문에 일어난 도장 결함을 도료 자체의 

결함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면처리는 피도체가 놓이는 환경, 비용 및 수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지기 때

문에 표면처리 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25) 소지(素地) : 본래의 바탕. groundwork; a foundation; a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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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표면처리의 목적

   소지면을 안정화시켜 내식성을 향상시킨다.

   소지면에 부착, 생성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도료의 밀착성을 높인다.

   소지면과 도료의 친화력과 습윤성을 준다.

   소지면의 돌출부를 제거하여 소지면을 평탄하게 한다.

[그림 4-1] 금속제품의 가공과정에서 부착되는 이물질

  금속가공 제품에는 기름, 녹, 먼지 등 많은 이물질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이물질을 도장 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제거 작업 중 기름종류의 이물

질 제거작업을 탈지라고 한다.

  탈지가 끝나면 금속 표면에 생성, 부착되어 있는 산화물이나 수산화물 층이 제거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청 또는 탈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아주 불안정하여 공기 중의 산소나 물을 흡착하여 화합하기 

때문에 탈청 후 곧 금속표면을 안정한 피막으로 화성시켜, 금속의 내식성을 증대시

킴과 동시에 도료의 밀착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화성처리라 한다.

  이와 같이 표면처리작업은 탈지, 탈청, 화성처리의 3가지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며 

이중 한 가지 과정이라도 불안전하게 이루어지면 표면처리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므

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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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철판 소지의 표면조정 일반 예

  피막 화성처리는 내식성, 밀착성 등 도막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빠뜨릴 수 없

는 공정이다. 동시에 피막 화성처리가 결함 없이 되었는지가 도막에 관한 하자발생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4.1.2. 도료의 조정

  도료를 피도물에 도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장기기를 사용하거나 상도외관, 

도막두께 그리고 작업성 등을 결정짓는 것은 도료의 조정기술에 속한다. 가열 건조 

도장 Line에 있어서 사용 희석제나 도장 점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

래와 같다.

   피도물의 형상과 표면상태(하도유무 등) 및 물체온도

   도장기종과 대수(토출량과의 관계) 

   컨베이어 속도와 Hanger 방식

   온도(Booth 내 온도)

   Setting 시간과 Setting Room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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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교반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용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MIO계열의 도료나 아연말계의 녹 방지 도료 

등과 같이 비중이 큰 금속안료를 다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료에서는 안료의 침전

응집을 방지하기 위해 교반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다액형 도료나 고점도 도료의 교반은 도료를 균일화시켜 얼룩을 방지하기 위해 

교반기를 이용해 사용해야 한다.

4.1.2.2. 가사 시간26)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 경화제, 아연말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

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겔(Gel)화 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다액형 도료 중에는 혼합 후 일정한 숙성 시간을 두고 도료를 숙성시키고 나

서 사용하는 것도 있다. 

  가사 시간이나 숙성 시간은 도료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액형 도료

를 사용할 때에는 혼합 후의 가사시간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4.1.2.3. 점도와 희석

  도료의 점도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온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저온이 될 수록 점도는 높아지며 도료의 점도가 작업성에 미치는 영향은 도장 방법

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점도가 높아지면 작업성은 저하된다. 

  점도가 높으면 요철부위가 큰 면에서는 도장의 도막두께가 균일해지기 어렵고 너

무 두꺼워진 부분은 표면건조를 일으키고 주름이나 오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오목면 부분에는 도료가 붙지 않고 도막 밑으로 틈새(브릿지)가 생긴다.

  점도가 너무 낮으면 도막에 흘러내림 현상이 발생하며 오모한 부분에는 도료가 

붙지 않고 도막의 빈틈으로 틈새가 생기고 도막도 엷어져서 방청효과나 은폐력이 

떨어진다.

26) 가사 시간(Pot Life, Pot Stability) : 다액형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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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도불량에 의한 이러한 도막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고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료를 희석제로 희석시켜 작업시의 온도, 도장 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도료

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1.3. 건조 조건의 조정

  도료는 도장 후 실온에 방치하여 건조시키는 것과 도막에 열을 가하여 건조시키는 

것이 있으며 전자를 자연건조형 도료, 후자를 가열건조형 도료라 말하며 후자는 가

열건조 공정이 필요하다.

종   류 열 분포도
도면에의

영   향
안정성 설비성 운용비용 조  작

간접 열풍로 ◎ ◎ O 높다 낮다
약간 

어렵다

직접 열풍로 O △ △ 보통 보통 어렵다

Gas 적외선로 △ △ △ 낮다 높다
약간 

어렵다

전구 적외선로 △ O O 보통 높다 쉽다

원적외선로 O O ~ ◎ O 높다 보통 쉽다

 ※ ◎ : 좋음,  O : 양호,  △ : 보통

[표 4-1] 가열 건조로의 비교

4.1.4. 도장 Line 조건 전체의 조정

  도장을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결함이 없는 도막을 마무리 했다고 하는 것이다. 

즉 도장 Line 전체의 조정과 관리가 되어야 비로소 도장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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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장 방법

료는 도장용구를 사용하여 물체의 표면에 균일하고 얇게 도포한다. 도료가 

건조된 피막을 도막이라 하며 도료는 도막이 되어 처음으로 그 성능을 발

휘하게 된다. 도장이란 이처럼 피막을 계획적으로 몇 번에 걸쳐 도포하여 도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도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장이 적절

해야 한다.

  도장 방법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명 칭 점 도 도료종류 방 법 특 징 

 붓 도장 
 가소성이

 작은 것
 각종  붓 사용  일반적

 주걱 도장
 가소성이

 큰 것
 Putty  주걱(헤라) 사용  1회로 후막

 롤러 도장
 점성이 크지

 않을 것

 합성수지

 Enamel
 롤러(Roller) 사용  대량 연속작업

 스프레이 

 도장 

 점성이

 작은 것

 Enamel
 래커

 Spray Gun 사용  작업능률 양호

 가열

 분무도장

 열유동성이

 큰 것

 합성수지

 Enamel
 Spray Gun 사용

 신나 사용량 

 감소 

 정전도장
 점성이

 작은 것

 합성수지

 Enamel

 정전도장기사용

 1)정전 Spray Gun
 2)고압발생 장치

 3)가압탱크

 대량연속도장

 도료효율양호

 작업능률양호

 작업면적축소

 침지도장
 점성이 크지 

 않을 것

 합성수지

 Enamel
 침지조 사용

 작업간단

 도료효율양호

 수성

 전착도장  

 점성이  

 작은 것

 수성

 Emulsion

 전착조

 수세조

 격막조

 UF System
 정류기

 열교환기 

 도료효율 양호

 내부 균일도장

 밀착성 양호

 내식성 양호

 설비비가 높다.

[표 4-2] 도장 방법 및 특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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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붓 도장

  가장 오래되었고 보편적인 도장방법이다. 도료의 종류, 용도, 피도면의 종류 및 

형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붓을 사용한다.

4.2.1.1. 도장 방법

  ① 도장 대상 및 도료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붓을 선택한다.

  ② 새 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료를 붓에 묻혀 널빤지에 여러 번 문질러 

     붓끝이 가지런히 모아지고 붓 끄을림이 좋아지도록 한 다음 사용한다.

  ③ 도료를 붓에 흠뻑 적시지 말고 약 6부 정도 적셔 사용한다.

  ④ 일정한 면적에 필요한 도료를 적당히 도포한다.

  ⑤ 적당히 칠하고 난 후 골고루 넓게 칠한다.

  ⑥ 최종으로 붓 자국이 나지 않도록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4.2.1.2. 붓의 종류

   페인트 붓

     도료를 충분히 적셔주며 탄성이 강한 모질을 쓴 붓으로써 주로 말 털, 돼지털

을 사용한다. 요즘은 합성모인 나일론 붓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붓 자국 제거 붓

     도료 도장 시에는 실제 붓 자국이 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말 꼬리털로 된 

3~5인치의 평 붓을 사용한다.
  

   바니시(Vanish) 붓

     붓 허리가 강한 붓으로서 양털이나 말 털이 주로 쓰인다. 양털 자체로는 붓 

허리가 약해 탄성이 적으므로 돼지털이나 말 털을 섞어 사용한다.  
  

   에나멜 붓

     일반 도료용 붓과 같으며 통상 바니시 붓, 얼룩 제거용 붓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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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커(Lacquer) 붓

     도료를 충분히 적셔 주어야 하고 붓끝이 부드러우며 어느 정도 붓 허리의 탄

성이 좋아야 하는데 주로 양, 염소, 말털 등이 많이 쓰인다.
  

   수성 붓

     도료를 충분히 적셔주며 털끝이 부드러울 필요가 있는데 통상 양털을 사용한다.

 

[그림 4-3] 붓 종류27)

4.2.1.3. 붓 도장의 특징

   누구나 손쉽게 취급할 수 있다.

   도장 목적물을 임의대로 골고루 도장할 수 있다.

   옥내․외를 가리지 않고 또 피도물의 크기 및 형상에 관계없이 칠할 수 있다.

   사용 후 뒤처리가 쉽다.

   점도가 높은 도료를 칠하기에 용이하다.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 능률적이지 않다.

   붓 자국이 생긴다.

   속건성의 도료는 칠하기 어렵다.

   균일한 도막을 얻기 힘들다.

27) http://brushhou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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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롤러 도장(Roller Coating) 

4.2.2.1. 롤러 도장 종류

   롤러 브러시(Roller Brush)

     원통의 바깥 면에 동물 또는 인조털을 접착시킨 것으로 도료를 묻혀서 피도물 

위를 굴려 도장하는 방식이다.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붓을 롤러로 바꾸면서 작업 능률도 크게 향상되었다. 특

히 건축공사에서는 도장 면적의 대부분이 평면이므로 롤러 브러시 도장이 가

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림 4-4] 수성 Roller(좌)와 유성 Roller(우)28)

   압송식 롤러 브러시

  도료를 압력 탱크 내에 넣어두고 도료를 롤러에 공급하는 압송식 롤러 브러시

가 있다.

4.2.2.2. 도장 방법

① 도료를 트레이(Tray)에 넣고 롤러를 ½ 정도 도료에 적신 다음 트레이에서 

   여러 번 문질러 커버 털에 도료를 충분히 묻힌다.

② 신문지나 합판 위에서 롤러를 문질러 커버 털에 충분히 베이도록 한다.

③ 도료를 묻혀 트레이에 문질러 도료를 균일하게 묻힌 다음 도장한다.

28) http://brushhou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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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롤러를 W자 형으로 가볍게 움직여 도료를 피도면에 골고루 분배한 다음 

롤러를 겹쳐서 상하로 하여 도료를 퍼지게 한 다음 롤러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자국 등을 없앤다.

4.2.2.3. 롤러 도장의 특징

   특별한 숙련을 요하지 않으면서 작업능률이 좋다.

   롤러 자국이 도면에 남지 않는다.

   요철이 심한 도면이나 입체물의 구석 등에는 도장이 어렵다.

4.2.3. 롤러 코터 도장(Roller Coater Coating)

4.2.3.1. 롤러 코터 도장이란?

  여러 개의 롤러를 조합하여 회전시키면서 도료를 롤러에 공급시키고 롤러 사이에 

피도물을 통과시켜 도장하는 것을 말한다. 인쇄용 롤러와 같은 방식으로 평편하고 

넓은 면을 도장하는데 적합하여 합판, 플라스틱판, 동판, 종이 등의 표면을 고속으

로 연속 도장하는데 적합하다.

4.2.3.2. 롤러 코터 도장의 종류

   정상식 로러 코터(Natural Roller Coater)

     판의 진행과 같은 방향으로 코팅 롤러와 픽업 롤러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판에 

롤러가 압력을 가하면 도료가 묻어 내리면서 도장이 된다. 도장되는 도료의 

량이 적어 도막이 얇으나 통상 코터를 2개 연결하여 설치하며 2회 통과시킨다.

    
   역행식 로러 코터(Reverse Roller Coater)

      판의 진행과 반대 방향으로 코팅 롤러가 회전하는 것으로 판면에는 롤러의 

압력이 가해져서 정지된 상태에서 도료가 칠해지는데 도장되는 도료의 량

이 많아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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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식에서는 롤러의 회전속도가 일정하여 도막 두께도 일정한데 비해 역

행식의 경우에는 각 롤러의 회전속도를 변화시켜 도막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2.3.3. 롤러 코터 도장의 특징

   도료의 손실이 적다.

   롤러간의 틈을 조정함으로써 도막의 두께 조정이 용이하다.

   고속 자동작업으로 1면 또는 2면 도장이 가능하다.

   도막이 균일하다.

   도료의 점도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막 두께가 10~20μ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피도물의 형상, 표면상태가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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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4.2.4.1. 스프레이 도장이란?

  스프레이 도장 방식은 크게 나누어 에어 스프레이(Air Spray) 방식과 에어리스 스

프레이(Airless Spray) 방식으로 구분된다.

  에어 스프레이 방식은 분무기와 같은 원리로 도료를 공기에 의해 안개처럼 만들

어 피도면에 도포하는 방법이고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식은 물총과 같은 원리로 직

접 압력을 가하여 구경이 작은 노즐을 통하여 도료를 분무하여 피도면에 도포하는 

방식이다.

[그림 4-5] 자동차 스프레이 도장 장면

4.2.4.2.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에어 스프레이(Air Spray) 도장

      속건성 도료의 대표 격인 래커의 개발과 더불어 붓 도장에 대신하여 편리

한 도장법이 필요하여 연구 개발된 것이 분무기의 원리를 이용한 스프레이 

도장이다.

      스프레이 도장 중 약 80~90%가 에어 스프레이 도장이며 도장속도가 광범

위하고 두께도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다.

      상온식 에어 스프레이와 가열식 에어 스프레이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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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도장

      도료에 직접 압력을 가해 아주 작은 노즐로 미립화하여 스프레이 하는 방

법이다.

      노즐에서 도료를 미립화할 때 공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장 시 도료 

입자가 피도면에서 튀어 나오는 율이 적어 매우 이상적인 도장 방법으로 

스프레이 노즐 쪽의 작은 구명으로 고압의 도료가 압송되어 안개처럼 되는 

원리로 적당한 미립화를 위해 도료의 점도와 압축을 조절한다.

      상온식 에어리스 스프레이와 가열식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이 있다.

[그림 4-6] 건물 외부 Spray 도장

4.2.4.3. 도장 방법

  에어 스프레이는 붓 도장에 비하면 작업 능률이 좋고 넓은 면에 균일하게 도장할 

수 있어 현재 제조업의 80~90%가 스프레이 도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도료의 손실이 많다는 단점이 있으나 작업능률이 좋다는 장점만으로도 보충

할 수 있어 가장 보편적인 도장 방법에 속한다. 장비로는 스프레이건, 에어컴프레

서, 도료 탱크, 도장 부스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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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는 좌우로 스프레이 하는 편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평평한 면은 좌우로 스프레이 한 다음 상하로 스프레이 한다.

   끝부분을 도장할 때는 노즐의 중심을 끝선에 맞추고 한다.

   큰 물체는 앞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더스트(Dust)가 도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각 진 물체는 각진 부분을 먼저 도장하는데 거리를 약간 접근시키고 빠른 

     속도로 스프레이 한다.

   원형의 물체는 회전대로 회전하면서 아래위로 천천히 도장하며 얼룩지지 않게 

한다.

4.2.4.4. 스프레이 장비

   스프레이 분무기(Spray Gun)

     도료의 공급방법에 따라 흡상식, 중력식, 압송식으로 나누며 공기의 혼합방법

에 따라서도 내부 혼합형과 외부 혼합형으로 나눈다.

      흡상식

  분무기 밑 부분에 장착된 도료 저장용기에서 도료를 빨아올리는 형태로 도료 

교환이 간단하고 안정성은 있으나 도료 용량이 1ℓ 이하로 한정되어 있고 도료의 

점도에 따라 분출량의 변화가 크다.

      중력식

  도료 용기가 분무기의 윗부분에 달려있어 도료가 중력으로 노즐까지 흘러

나오게 되어있다. 도료 분출량에는 변화가 거의 없으나 안정성이 떨어지고 

웟 부분을 도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용기의 용량이 0.5ℓ 이하여서 

조그만 물체나 보수 도장 등에 사용된다.

      압송식

  도료 저장탱크에서 호스로 도료를 압송시켜 공급하는 것으로 많은 량의 도

료로 지속적으로 도장하는데 적합하며 도료의 분출량 조정범위가 넓고 상

하측면 도장도 가능하나 도장 후 세척작업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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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상식 중력식 압송식

[그림 4-7] 스프레이 분무기의 종류

   스프레이 부스(Spray Booth)

     도료 적용을 위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온도,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스프레이 부스의 특징은 온도, 습도 이외에 일정한 조명시설과 도료의 미세한 

입자를 잡아주기 위하여 용수순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림 4-8] 도장 부스(Booth)29)

29) www.airx.com/images/pain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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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정전 도장(靜電塗裝, Electrostatic Coating) 

4.2.5.1. 정전 도장이란?

  대기는 전기적으로 절연체이나 항상 방사능 물질과 자외선에 의해 조금이 나마 

전리되고 있으므로 전자와 이온이 존재하게 되어 여기에 따라 대전 입자가 대기 중

에 지배되어 이동도 가능하며 약간 도체성을 갖게 된다. 대기 중에 2개의 도체성을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 전극으로서 대면하여 2개의 고압을 크게 하면 대기 가스가 

이온화 되어 ＋, - 이온으로 나뉘어져 그 극과 다른 이온은 곧 방전하여 그 전극에 

끌려 들어가고 같은 이온은 반발하여 다른 극으로 향하여 전기력선을 따라 이행한다.

  그러한 현상에 도료입자를 부유시키면 이온에 의해 대전되어 피도물에 부착한다.

(단, 코로라 방전에서는 직류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정전 도장에서는 70 ~ 90kv의 

전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분  류 고정식 수동식

무화방식 정전 무화 공기 무화 공기 무화

도 장 기 No.2 Disk Minibell Cyclone 나가야식 REA REH

전    압

(kv)
90 90 90 90 60 60

공 기 압 0.5 0.8~1.5 3 -

회 전 수

(Rpm)
2,000~5,000 800~1,200 1,000

도료점도 15 ~ 25sec 15 ~ 22 15 ~ 20 15 ~ 20 17 ~ 22 25 ~ 60

도출량

(cc/min) 100 ~ 600 100 ~ 300 10 ~ 40 10 ~ 40 50 ~ 250 300 ~ 600

분사거리

(cm) 20 ~ 45 25 ~ 35 15 ~ 30 15 ~ 30 25 ~ 30 25 ~ 40

[표 4-3] 정전도장의 종류와 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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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특징

   정전 도장은 미립화된 도료를 전기적으로 피도물에 부착시키는 것으로 도료의 

     비산이 적고 도착효율이 좋다.

   도료의 손실이 적어 도료비가 절약된다.

   도료의 비산이 없으므로 작업자의 위생환경에 좋다.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고 양산형이다.

   외관이 균일하다.

   설비비가 높다.

   고전압을 사용하므로 위험성이 있다.

   피도물의 형상에 따라 보수도장을 필요로 한다.

   도료의 선택성이 있다.(Lacquer, Polyester, Urethane은 곤란하다)

4.2.5.3. 정전 도장에 있어서의 도장요인

   피도물

      형상 : 요철이 적은 쪽이 좋고 볼록 부위에 도료가 집중된다.

      재질 : 물질의 표면 저항치가 낮을수록 양호하다.

   도장방법

      도장기의 배열 : 물체의 형상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 선택

      코로라핀 사용 : Pattern 변경시켜 막후 균일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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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정전 도장시의 불량 주요인

분   류 도   료 신  나 도 장 조 건 도장기피도물 공   정 환   경

요인

문제점

수

지

안

료

M
Ω

이

물

질

혼

합

증

발

속

도

M
Ω

용

해

력

전

압

공

기

압

점

도

토

출

량

교

환

구

조

배

열

표

면

처

리

상

태

표

면

온

도

형

태

막

후

하

도

S  
e
t
t
i
n
g

환

기

습

기

배

기

습

도

온

도

미립화 불량 ◎ ○ ○ ○ ○ ◎ ◎

되돌아옴 ◎ ◎ ○ ○

정전

효과불량
◎ ○ ◎ ○ ○ ○ ○ ○ ○

얼    룩 ○ ◎ ○ ○ ○

Spark ○ ◎ ○ ○ ○

Silking ○ ◎ ○ ◎ ○ ○ ◎

맺    힘 ○ ◎ ◎ ○ ○ ○ ○

기    포 ○ ○ ◎ ○ ○ ○ ○

은폐불량 ◎ ○ ○ ○ ○ ○ ○ ◎

흐    름 ◎ ◎ ◎ ○ ◎ ◎ ○

Orange 

Peel
○ ○ ◎ ○ ○ ◎ ○ ○ ○ ◎ ○

색    차 ○ ○ ◎ ○

색분리 ○ ○ ○ ○

Pinhole ○ ◎

Cratering ◎ ○ ○ ○ ○

먼    지 ◎ ○ ○ ◎

Sand Mark ○ ○ ○

[표 4-4] 정전 도장시의 불량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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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침적 도장(沈積塗裝, Dipping Coating)

4.2.6.1. 침적 도장이란?

  피도물의 도료 탱크 속에 침적시켜 올려서 남은 도료를 떨어뜨리어 제거하여 그

대로 건조시켜 도막을 얻는 방법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도료 손실이 없으며 형상이 

복잡한 것이나 대형, 소형 부품 등의 내․외면을 도장하는데 적합하다.

  주로 가열 건조 도료의 경우가 많이 쓰이는데 유성에나멜, 합성에나멜, 래커 스테인 

등에도 이용된다. 침적도장용 도료는 저점도이며 안료의 침전이 없어야 하고 피막

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탱크 중에 장기간 있게 되므로 저장 안정성이 좋아야 한다. 

4.2.6.2. 도장 장비

  피도물을 침적할 도료 탱크, 도료 침전방지를 위한 교반기, 순환장치 등이 필요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에 건조로를 연결한 장비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9] 침적도장 장비30)

4.2.6.3. 도장 방법

  ① 도료 점도를 일정하게 희석한다.

  ② 도료 표면의 먼지나 거품을 제거한다.

  ③ 도장하지 않을 부분은 Masking한다.

  ④ 피도물을 천천히 넣은 후 서서히 꺼낸다.

  ⑤ 도료가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매달아 놓는다.

  ⑥ 아래에 고인 도료를 브러시로 닦아 내거나 정전제적31)을 한 후 행거에 매단다.

30) http://www.doerken-mks.de/typo3temp/pics/abe15c0b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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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전착 도장(電着塗裝, Electrodeposition Coating)

4.2.7.1. 전착 도장이란?

  전착 도장이라 함은 물을 매개로 해 전달된 전착 도료의 고분자 수지가 직류 전

기의 작용으로 물의 전기분해(Electro Lysis) 반응을 수반해 전기영동(Electro 

Phoresis), 전기석출(Electro Deposition), 전기삼투(Electro Endosmosis)의 전기 화학적 

반응에 따라 수불용성 도막을 형성한 후 고온에서 가열 건조돼 내식성이 강한 도막

을 형성하는 도장방법이다.

  이 같은 성질을 이용한 전착도장 시스템은 경제성 및 자동화가 뛰어나 오래전부터 

하도용 도료로써 사용되었으며 지난 1973년 양이온(Cation) 전착도료가 국내에 소개

되면서 그 수요가 확대돼 현재는 약 90% 이상이 하도용 도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도체에 전기 전도성만 주어진다면 전 부분에 균일하게 도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고도의 방청성이 요구되는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분야 등에서 주목 받고 있

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림 4-10] 자동차 차체 전착도장 장면

31) 정전 제적 : 침적도장에서 제일 곤란한 문제는 피도물 아래쪽에 묻은 도료의 처리인데 통상 도료는 자연 적

하를 하는데 끝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지장을 초래한다. 정전 제적은 정전 도장과 같은 원리인데 한

쪽 끝을 접지시켜 컨베이어에 피도물을 달고 고전압격자극을 통과하면 피도물과의 전위차가 50~100kv가 

되어 유동상태로 있는 도료에 전하가 대전되어 고전압격자극을 향하여 비산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제적을 

하면 15~30초 내에 제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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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해(Electrolysis)

     전해질 용액 중에 직류 전류를 통하면 양극과 음극사이에서 각각 방전하여 화

학 분해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기분해라 한다. 전착도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기분해가 일어나 양극과 음극에서 각각 이온을 방출하게 된다. 

  
   전기영동(Electro-phoresis)

      전해질 용액 속에서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된 입자에 전장을 주면 분산질의

해리, 이온의 흡착 등에 의해 전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반대전하를 띤 

전극을 향하여 운동한다. 이러한 운동을 영동(Migration)이라 하며, 이러한 

현상을 전기영동이라 한다.

      전착도장의 경우에도 도료의 수지 성분이 안료 입자를 둘러싸고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되어 있으며 전기 이중층(Stern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장

을 주면 그 대극을 향하여 이동하게 된다. 

  
   전기석출(Electro-deposition)

      양극과 음극으로 이동한 입자가 각각 반응하여 분자 상태로 석출하게 되는

데 이러한 현상을 전기석출이라 한다. 전착도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며 도료 입자가 피도물 표면에서 전기적으로 석출하게 된다. 

  
   전기침투(Electro-osmosis)

      물을 다공질 판으로 분리한 후, 각각에 전극을 설치하고 전위차를 주면 물

이 그 전위차에 의해 다공질 판을 통하여 이동하게 되어 두 액면 사이의 

높이가 다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전기침투라고 하며, 이는 음이온보다 양이온이 쉽게 다공질 

판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전착도장에 있어서도 전기석출로 인해 형성된 전

착도막이 다공질판과 같이 작용하여 탈수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전착도

막 속에 남아 있는 물이 전착도막을 뚫고 용액 속으로 방출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전착도장에서는 전착 후 세팅 등이 필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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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4가지 현상 중 전기분해와 전기영동 현상은 주로 전극 부근에서 일

어나는 도료입자의 이동에 관계되며 전기석출과 전기침투 현상은 주로 피도물 표면

에서 부착과 관계된 현상이다.

4.2.7.2. 도장방법

  크게 피도물을 양극으로 하는 Anion형과 피도물을 음극으로 하는 Cation형이 있

다. 최근까지는 방식 향상을 목적으로 납을 함유한 도료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지금

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대부분 납을 포함하지 않은 도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4-11] Cation형 자동차 전착도장 개략도32)

4.2.7.3. 특징

   우수한 방청성

   도장 자동화 / 공정 단축 및 합리화

   도료 손실의 최소화 및 저공해성 도장 방법

   도막두께의 관리가 가능하므로 일정한 도막관리가 가능함

   우수한 균일 부착성으로 복잡한 피도물도 완전 피복 가능

32) http://www.poscoauto.co.kr/images/kor/rnd/rnd_prod07_img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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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도장 적용 사례

5.1. 전차

[그림 5-1] K1A1 전차

차는 1916년 3월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

서 지상전의 왕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전차의 이점

인 대구경의 화력과 장갑에 의한 방호력, 그리고 신속한 기동력이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전차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전차에 대한 도장 절차 및 사용되고 있는 도료의 종류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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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도장 절차

  전차 도장 절차는 기골 및 부품과 완성 전차로 나눠 이루어지며 [그림 5-2]와 같

이 진행된다.

       기골 및 부품                  완성 전차

[그림 5-2] 전차 도장 작업 공정도

5.1.2. 도장 방법

5.1.2.1. 전처리

  금속표면에 부착 또는 생성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금속의 내식성 및 도료의 밀착

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탈지, 제청 및 화성피막의 3가지 작업으로 전처리를 한다.

   탈지

     금속표면 위에 방청을 할 목적으로 도포한 그리스나 기계 가공 중의 절삭유, 

담금질유 등의 기름성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Steam Cleaning 및 Solvent 

Cleaning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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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Masking

  도장 작업시 전면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위만 칠하는 경우

가 있으며 이때 ‘도장되지 않아야할 부문을 덮어주는 작업’을 Masking이라고 한다.

  Masking 작업은 각종 테이프(종이, 알루미늄, 테플론 재질)나 혹은 고무종류의 마

스컨트가 활용되며 Hole 등을 막기 위한 각종 Plug 혹은 종이 등이 사용되며 

Masking 재질은 도료 중의 희석제(Thinner) 성분과 반응하지 않는 재료로 되어 있어

야 한다.

  Masking해야 할 부위는 기계 가공부위의 Bolt 및 Bolt Hole 부위, 특히 전기 접지

를 요하는 부위이다. 

[그림 5-3] General Dynamics사의 M1A1 Abram 전차 조립장면33)

33) http://jdds.dtaq.mnd.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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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하부도장

전차 도장용 하도로는 Epoxy-Poly Amide와 Epoxy Primer 등이 있다.

   Epoxy-Polyamide 도료

     일반 및 심한 부식 환경하의 모든 철재 구조물 보호용으로 우수한 내수성, 내

윤활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 부품 하도용으로 사용된다.  
  

   Epoxy Primer 도료 

     내구성이 뛰어나며 주로 내화학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며 기골 내․외부 

및 외부 부품 하도용으로 사용한다.  
  

   Paint Primer 

     철재 제청 후 녹 방지용으로 사용한다.

[그림 5-4] 전차 도장

5.1.2.4. 건조

  건조기는 대형 Dry-Oven 및 소형 Dry-Oven을 사용하고 Oven 내부 온도를 80~10

0℃로 조절하여 사용하며 Seat Cushion 및 열에 약한 부품은 자연건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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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Dry-Oven

     기골, Top Deck, Rotor 등 대형부품 및 각종 JIG(고정식 대형 공작기계)를 사용

하여 도장하는 부품 건조에 사용한다.  
  

   소형 Dry-Oven

     Conveyor에 걸 수 있는 부품 건조에 사용한다.

5.1.2.5. 상부도장

  전차용으로 사용하는 상부도장 도료로는 우레탄(Urethane) 도료와  에폭시(Epoxy) 

도료 등이 있다.

   Urethane 도료 

     내한성 및 접착력이 우수하며 알루미늄 및 철재 마감 도료로서 기골 내부 및 

내부 부품 상도용으로 사용한다.  
  

   Aliphtic Poly Urethane 도료 

     내화학성 및 부착력이 좋으며 대기오염에 효과적인 도료로 전차 외부 상도로 

사용한다.  
  

   Epoxy 도료 

     에폭시 중합제 도료로 Battery실 내부 상도용으로 사용한다.  
  

   화학 작용제 저항성(CARC) 도료

      화학 작용제 저항성(CARC)34) 도료는 내구성이 강하고 수명이 길며, 화학 작

용제가 잘 침투되지 않고 제독 시 쉽게 씻겨 내려가는 도료이다. 

      CARC 도료의 화학명은 폴리우레탄이며 폴리우레탄은 분자구조 내에 우레탄

결합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화합물(Polymer)로서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재료로 하여 얻어지는 생성물이다.

34) CARC : Chemical Agent Resistant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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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CARC 도료로 도색되는 M1A1전차

5.1.2.6. Touch-up 도장

  상부도장 시 누락된 부위 및 불량 부위는 수정 후 도장한다.

5.1.2.7. Masking 제거

  강제 건조를 끝마치고 기골 및 부품 등이 아직 온기를 가지고 있을 때 Masking 

Tape을 제거한다. Tape을 떼고 난 다음 Taping 자국은 희석제 및 용제(Solvent)로 제

거한다.

5.1.2.8. 방청유

  Masking한 부위는 방청유를 붓으로 도포한다.

5.1.2.9. 위장도색 Masking

  전차의 위장도색을 위해 얼룩무늬로 Masking 한다.



도료(페인트)규격실무편람 87

5.1.2.10. 위장도색

   Urethane 도료 

     4가지 색상의 적외선 흡수 우레탄 도료로 위장도색을 한다.

     

색 상 명 색상번호 색상

산림녹색 FS-34094

흑    색 FS-37030 

모 래 색 FS-33303

황 토 색 FS-33105

   [표 5-1] 전차에 적용되는 우레탄 도료색상

  야외 도장작업 시 도료가루(Paint Dust)가 생기지 않도록 피도물과 Spray Gun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특히 하절기에는 희석제의 비율을 조금 많게 하여 Gun에 의한 도

료가루를 방지한다.

[그림 5-6] 이스라엘의 Merkava Mk 4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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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프랑스의 Leclerc 전차

5.1.2.11. 내부 Touch-up 도장

  조립 시 각종 오물, 먼지, 기름 등을 세척제로 제거하고 Cable, 유압 Tube, Seat 

Cushion, 도금부위 및 도장하지 않을 곳은 주의하면서 도장한다.

[그림 5-8] M1A2 Abram 전차의 포탑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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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2. 기타작업

   Plastisol 도료

     금속물질의 코팅부식 및 마모를 방지하며 만졌을 때 좋은 촉감을 요하는 곳에 

사용한다.  
  

   고체 윤활유 피막

     내마모성을 요하는 마찰 부위에 사용한다.  
  

   Non Slip Coating 도료 

     Walkway Paint에 해당되며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부분의 표면에 거친 형태의 

표면을 만들어 줌으로써 미끄럼을 방지한다. 이런 종류의 도료는 고형분이 많

으므로 잘 교반하여 사용해야 한다.   
  

   내열 도료

     Exhaust Assembly의 Flange Exhaust Grill에 적용하며 하도 없이 Top Coating 방

식으로 도장한다.

[그림 5-9] K1 전차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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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전차용 도료 종류

순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관련규격 색상 용 도

1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
제보호용

FS-34094 상도

2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
제보호용

FS-37030 상도

3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

제보호용
FS-33303 상도

4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
제보호용

FS-33105 상도

5 MIL-PRF-85285 Polyurethane, Aircraft And 
Support Equipment 구)MIL-C-83286 백색 상도

6 MIL-C-22750 Coating, Epoxy, High Solids 국방색 상도

7 MIL-P-53022 Primer, Epoxy Coating, Corrosion 
Inhibiting, Lead And Chromate Free 백색 하도

8 MIL-PRF-23377 Primer Coatings: Epoxy, 
High-Solids MIL-P-23377 황색 하도

9 TT-P-1757
Primer Coating, Alkyd Base, 

One Component 방청

10 A-A-59464 Plastic Plastisol
(For Coating Metallic Objects) 구)MIL-P-20689 코팅

11 MIL-P-14105 Paint, Heat-Resisting
(For Steel Surfaces) 내열

12 MIL-T-81772 Thinner, Aircraft Coating 희석

13 A-A-59166 Coating Compound, Nonslip 
(For Walkways) 구)MIL-W-5044 마찰

14 MIL-PRF-3150 Lubricating Oil, Preservative, 
Medium MIL-L-3150 윤활유

15 MIL-PRF-46010
 Lubricant, Solid Film, Heat 
Cured, Corrosion Inhibiting  MIL-L-46010 윤활유

[표 5-2] K1 전차 도장에 사용되는 도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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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함정

  

[그림 5-10] KDX Ⅲ 함정

  이번 장에는 선박건조 시 도장절차가 아닌 해군에서 함정을 운용하면서 선저부분

에 재도장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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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도장 절차

  함정 선저 부분 도장은 표면처리, 방청도료 도장 후 방오도료 도장 순으로 진행

되며 [그림 5-11]과 같다.  

[그림 5-11] 함정 선저 도장 절차

5.2.2. 도장 방법

5.2.2.1. 표면 처리 (선저 도료 제거)

  선박의 조선소 Dry-Dock시 선저 외판에 붙은 해중의 동․식물, 이물질 및 손상된 

외판의 도료 제거 방법으로는 Disk Grinding, Sand Blast 및 산세척 등이 있다.  

   Disk Grinding

     디스크 판으로 녹이 많이 난 곳이나 조개류가 붙은 곳은 깎아내고 방청도료가 

손상이 안갈 정도로 녹난 곳만 갈아낸다. 이후 표면을 공기로 불어 내고 깨끗

한 표면에 새로운 도료를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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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 Blast

      모래와 공기를 혼합 분사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샌드 블라스트는 

자재를 쉽게 채취하여 운반할 수 있으므로 설비비가 저렴한 반면 등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 결점이 있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모래 입자의 크기는 1.5~2.5㎜이고, 호스는 직경 50㎜, 길이는 100m 정도이

다. 공기 압력은 6㎏/㎠ 이상 되어야 한다.

      

   산세척

      약품을 이용하여 금속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산세라

고 하며, 보통 금속의 표면의 밀 스케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어 진다.

      조선소에서는 알루미늄에 산성 용액이나 Power Tool로 표면 처리한다.
  

표면 처리규격은 스웨덴에서 산업규격으로 정한 것을 국제규격으로 쓰고 있다.35)

  

[그림 5-12] 영국 해군함정의 Dry-Dock 수리장면

35) 조영일, 김광렬, 최재완 공역, “환경공학”, 동화기술, p128~12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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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선저 도장 방법

   도장 작업은 방청도료 3회, 방오도료 4회, 만재 흘수선36) 1회의 순서로 Airless 

Spray를 이용하여 피도면에 고르게 도장한다.  
  

   청락 후 하도 도장시간은 표면온도와 공기의 상대습도에 따라 다르다. 보통 

조건하에서 하도 도장은 청락 작업이 끝난 후 8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도료의 양에 따라 Airless Gun 대수를 결정하고 Air Hose를 설치한다.  
  

   Airless Gun을 점검 및 설치한다.  
  

   도료를 교반한다.  
  

   모서리, 구멍, 구석진 곳 등은 Spray 도장을 한 경우 도장이 제대로 안되었거나 

도막이 미달되기 쉬우므로 붓으로 도장한다.

[그림 5-13] 현측 도장 완료 모습

5.2.2.3. 흘수 도장 방법

   만재 흘수선(B/T) 도장이 완료되면, 2인 1조로 하여 설계된 흘수선에 맞춰 

     비닐 테이프를 부착시킨다.

   비닐 테이프 작업이 완료되면 함정에서는 흘수선 상부에 원색 도장을 한다.

   원색 도장이 끝나면 비닐 테이프를 제거 한다.

   비닐 테이프 제거 후, 미비한 부분은 붓으로 도장한다.

36) 흘수선(吃水線) :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 흘수(吃水) : 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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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흘수선 (선체 가운데의 검정색 선)

[그림 5-15] 흘수선 작업 장면

   흘수선 마무리 손질 2시간 후 함정 요원은 백색, 흑색으로 흘수 Marking을 한다.

[그림 5-16] 흘수 Marking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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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함정 도료 

  함정에 사용되는 도료는 크게 방청도료(Anti-Corrosion)와 방오도료(Anti-Fouling)로 

나누어진다.

5.2.3.1. 방청도료의 종류 및 특성

   알키드 수지도료

     알키드 수지는 다염기산과 다가 알코올의 축합에서 얻어진 폴리에스테르 수지

의 일종인데 도료용 합성수지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알키드 수지는 

구성 성분 중에 식물유 성분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료용으로 취

급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에폭시 수지도료

     에피크로드 히드린과 비스페놀 A를 축합시킨 고분자 수지로서 분자 구조 중

에 에폭사이드기와 수산시가 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많은 우수한 성능을 

가지며 해수 환경에서의 중방식 도료로서 폭넓게 사용된다.  
  

   비닐수지 도료

     염화 비닐수지와 아세트산 비닐과의 혼성 중합제로 염화비닐의 비율이 많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비닐 수지 도료보다도 도막 성능이 우수한 점이 

많다. 이 도료는 에폭시계 도료의 내후성을 보충하기 위해 마무리 칠 도료로 

사용된다.
  

   염화고무계 수지도료

     염화고무는 천연고무를 염소화하여 얻은 4염화 고무와 3염화 고무의 혼합물

로, 염화 고무에 합성수지를 병용한 타입이다. 천연고무의 분자량을 저하시켜 

4염화탄소로 용해시켜 염소화 시킨 수지이다.

     선저 외판, 갑판 및 상부 구조물 등에 사용되나 최근에는 함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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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탈 에폭시계 도료

     내수성이 강한 콜타르와 밀착성, 경도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진 에폭시 수지의 

장점을 이용하여 혼합 제조된 도료이다.  
  

   무기 아연말 도료

     전색제는 Silicate(규산)이고 안료는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커서 철 구조물에 사

용했을 때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아연말을 다량 함유시켜 제조한 도료로서 일

시 방청용(Shop Primer)이나 장기 방청 Primer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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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도료의 장단점과 특성에 대한 상대 비교는 [표 5-3]과 같다.

특성

계열 
장   점  단   점

알키드 계

- 내후성 우수

- 색 및 광택 보유성 우수

- 가격 저렴

- 작업성이 우수함

- 내약품성이 약함

- 내해수성, 내수성이 약함

- BUBBLE 현상 발생

에폭시 계

- 내화학 약품성 우수

- 기계 물리적 내성우수

  (경도, 굴곡, 마모내성)
- 피도체에 대한 접착성 우수

- 내열성 우수

- 내수성 우수

- 광택 및 색 보지성이 나쁨

- 저온 경화성 불량

- 2액형 도료로 사용 불편

- 재도장성이 나쁨

- 내후성 부족

비닐 계

- 비교적 속건성

- 재 도장성 우수

- 내약품성 우수

- 내후성 우수

- 내수성 우수

- 내열성이 낮음

- 염소 함유

염화고무 계

- 내수성 우수

- 내화학 약품성 우수

- 층간 접착성 우수

- 내후성 우수

- 염소 함유

- 황변 현상 발생

콜탈

에폭시 계

- 내수성, 내해수성 우수

- 내약품성 우수

- 층간 접착성 우수

- 후도화 가능

- 색상이 한정

- 후속도장시 Bleeding이 발생

- 내열성이 낮음

- 건조가 느림

무기

아연말 계

- 내후성 우수

- 내열성 우수

- 방청성 우수

- 모든 도료를 상도도료로 사용

- 내마모성 우수

- 가격이 비싸다

- 도장 작업성이 나쁨

- 표면처리가 까다로움

  (엄격한 소지 처리)

[표 5-3] 방청도료의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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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방오도료의 종류 및 특성

  방오도료란 함정의 수선부와 선저부 외판 표면에 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

해한 생물 등의 부착 및 서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지에 강력한 독성 물질이 함유

되어 있는 방오제를 첨가한 도료를 말한다. 방오도료가 방오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서는 방오제의 적정량이 계속적으로 도막으로 부터 해수 중에 용출하는 것이 필요

하다.

  방오도료는 방오제가 해수 중에 용출되어 가는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3가지

로 나눌 수 있다. 

   비 마모성 용해형(Soluble Matrix Type)

     방오제(독극물)의 입자들이 해수에 수용성인 Binder 도막 속에 분포되어 있어 

Binder가 해수에 녹으면 독극물은 계속 도막 표면에 노출되어 연속적으로 용

해되어 가는 형태이다. Binder는 약알칼리인 해수 중에서 서서히 용해되는 산

성계통의 Rosin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비 용해형(Insoluble Matrix Type)

     해수에 불용성인 수지가 다량의 독극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도막표면에서 독

극물이 서서히 용출되면 연속적으로 서로 연결된 독극물들이 해수에 노출되므

로 지속적으로 방오 효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독극물의 함유량이 높으므로 방오 성능이 비 마모성 용해형 보다 우수할 뿐만 

아니라 도막도 단단하다.
  

   자기 마모형(Self Polishing Co-Polymer Type)

     독극물을 효과적으로 용출시키기 위해 아크릴 수지나 비닐 수지와 

Tri-Organotins을 공중합 시켜 제조한 Binder에 독극물을 분포시킨 형태이며 오

늘날 방오 효과가 가장 좋다는 평이 나있는 도료이다. 해수 중에서 가수분해

와 용해작용이 일어나면서 방오제가 유속에 따라 연마되어가는 형태이다. 용

출비(Reaching Rate)를 조절할 수 있어 도료의 수명은 물론 해수의 오염지역에 

따라 적절히 도료의 구성을 조절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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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함정 선저 도장에 사용되는 방오도료 

   콜타르 프리 에폭시 프라이머(A/C)

      후막형 Coaltar Epoxy 종류의 도료로서 화학반응에 의해 경화되어 우수한 

내수성과 방청력을 바탕으로 선박의 해수접촉 부위 중 선저 부위와 Ballast 

Tank의 장기 보호용으로 가장 적합한 도료이다. 침수되는 부위의 장기보

호, 윤활유, 연료유의 저장 Tank 및 곡물창고의 방청도료로 널리 사용된다.

      적용 : Side Bottom, Flat Bottom, Bottop, 외현부(Topside), Deck

  
   콜타르 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A/C)

      하도로 도장된 Coaltar Epoxy Aluminum Primer와 상도의 Vinyltar Primer 사

이에 도장하여 우수한 내수성, 방청력과 부착력을 증진시키는 Vinyl 변성 

Coaltar Epoxy 방청도료이다.

      적용 : Side Bottom, Flat Bottom, Bottom

   콜타르 프리 변성 비닐 프라이머(A/C)

      Vinyl 변성 Coaltar Epoxy 도료와 자기마모형 방오도료 사이에 중간 부착력

을 증진시키는 방청성능을 우수하게 발휘하는 Vinyltar Primer 로서 선저 침

수 부위의 방청성 전용으로 사용되는 도료이다.

      적용 : Side Bottom, Flat Bottom, Bottom

  
   비주석계 자기마모형 방오도료(A/F) 

      특수한 수지와 유기 방오제인 Tbt를 공중합 시켜 특수공중합체 방오제로 

된 자기 마모형 방오 도료로서 해수에 존재하는 해중 생물체가 선체 표면

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체 외부 표면의 매끄러움을 유지시켜 선박의 

연료절감 효과를 비롯한 많은 경비를 절감시켜 주는 특수한 방오 도료이

다.

      적용 : Side Bottom, Flat Bottom, Bottom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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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함정에 사용되는 도료의 종류

순번 재고번호 품명 규격번호 관련규격 색상 용도

1 8010-001605794 희석제, 페인트용 KS M 6060 A-A-3007 투명 희석제

2 8010-005508474 희석제, 에나멜용 KDS 8010-1027 TT-M-268 투명 희석제

3 8010-005587026 희석제, 페인트용 KS M 6060 A-A-3007 투명 희석제

4 8010-375046819 페인트 라텍스  KPIC 1004-1269 FS-26270 선체상단
도장

5 8010-375046820 페인트 라텍스  KPIC 1004-1269 FS-26081 선체하단
도장

6 8010-375046817 에폭시 프라이머 
피복키트

KPIC 1006-1217 FS-32169 하도

7 8010-375002345 갑판피복제 
폴리레탄 중도

KPIC-1011-1733 FS-14110 갑판피복

8 8010-375085985 갑판피복제 
폴리우레탄 하도

KPIC 1011-1733 FS-30099 하도

9 8010-375002359 갑판피복제 하도 
및 중도 희석제

KPIC-1005-1270 투명 희석제

10 8010-375118378 희석제, 페인트용 KPIC 1005-1270 투명 희석제

11 8010-375118379 희석제, 페인트용 KPIC 1005-1270 투명 희석제

12 8010-37A185578 코비닐 에나멜  VT536-1999 특수선박용

13 8010-37A185577 코비닐 에나멜 VT536-1000 특수선박용

14 8010-375118375 에폭시 코팅 키트 KPIC 1008-1736 FS-26081 갑판통로 
도장

15 8010-375118374 폴리우레탄 피복제 KPIC 1008-1735 FS-26270 현측도장

16 8010-375118380 에폭시 프라이머 
피복 키트

KPIC 3011-1221 Black 바닥도장

17 8010-375118381 에폭시 프라이머 
피복 키트

KPIC 3011-1221 Brown 바닥도장

[표 5-4] 함정에 사용되는 도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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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항공기

[그림 5-17] F-15K 전투기

  항공기 도장절차는 항공기 제작회사에서 항공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도장절차

가 아닌 공군에서 항공기를 운용 중 창정비 등 재도장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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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도장 절차

  항공기 창정비 시 도장절차는 항공기 입고 후 분해 및 세척, 계통별 분해된 부품

의 도장 제거, 도장 전 표면처리, 도장 순으로 [그림 5-18]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5-18] 항공기 창정비시 도장절차

5.3.2. 도장 방법

5.3.2.1. 세척

  Cleaning Compound 등을 이용해 도장 제거를 위한 사전세척 작업을 수행한다. 세

척 방법에는 증기탈지, 용제 및 알칼리 세척 방법 등이 있다.

   증기 탈지 세척

     유기 용제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로 부품을 세척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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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제(Solvent) 세척

     MEK(Methyl-Ethyl-Ketone), MPK(Methyl-Propyl-Ketone), 이소프로필알코올,

     톨루엔, 아세톤 등의 유기 용제로 브러시나 천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방법

   알칼리 세척

     알칼리 용액 탱크에 부품을 침지 시켜서 세척하는 방법

5.3.2.2. 항공기 및 부품 도장 제거

  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F-16C/D, F-15K 등)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기체의 많은 

부분이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있다. 이러한 항공기의 기체표면을 보호하면서 외부

도장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적 제거방법 및 기계적 제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화학적(습식) 방법

     산성의 물질로 이루어진 용액으로 세척하여 표면을 활성화하는 방법(산세척)

   기계적(건식) 방법

     Plastic Media Blasting, Sanding, Grit Blast, Liquid Hone 등

  현재 공군에서는 기계적 도장 제거장비인 PMB(Plastic Media Blasting) 시설을 구

축하여 운용 중에 있다. PMB란 플라스틱 소립자(Plastic Media)를 압축 공기와 함께 

항공기 표면에 분사시켜 외부 도장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림 5-19] PMB를 이용한 F-16 전투기 외부 도장 제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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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PMB를 이용한 F-15E 전투기 외부 도장 제거

[그림 5-21] PMB를 이용한 F-15E 전투기 외부 도장 제거37)

37) www.sw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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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Robins 미 공군기지의 Robotic De-paint System38)

  미 공군 Warner Robins 기지에 F-15E 전투기 외부도장 제거를 위해 설치되어 있

는 Three-Robot De-paint System 모습이다. Ogden 미 공군 기지에는 F-4, F-16 전투기 

및 C-130 수송기 외부도장 제거를 위한 Two-Robot De-paint System이 갖춰져 있다.

[그림 5-23] Robotic De-paint System의 Nozzle 및 소립자 모양

38) www.sw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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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밀(Wheat) 입자를 이용한 B-2 항공기 외부도장 제거

  곡물인 밀(Wheat) 입자를 고압의 공기를 사용하여 복합소재로 된 항공기 표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환경적으로도 안전하게 외부도장을 제거할 수 있는 Wheat 

Starch Blasting 방법을 적용하여 B-2 항공기 외부도장을 제거하고 있다.

5.3.2.3. 도장 전 표면처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등으로 이루어진 재질에 대해 부식 처리제로 부식제거 

및 화학적 표면 처리 작업을 수행한다.  

   아노다이징(Anodizing)

     알루미늄 재질에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내부식성 증가와 도료의 접착력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알로딘(Alodine)

     알루미늄 재질에 화학적 반응만을 이용하여 산화피막을 형성한 것이다. 내부

식성 증가와 도료의 접착력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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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태 처리(Passivation)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대해서 적용된 표면처리의 종류로서 표면의 에너지 

준위를 감소, 부동태화 하여 부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용한다.  
  

   크롬(Chrome) 도금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일반 탄소강에 대하여 내마멸성 및 내부식성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크롬을 전기, 화학적 방법으로 도금한다.  
  

   이온 증기 증착도금(IVD39))

     철, 비철금속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식 도금의 방법으로서 도금 하

고자 하는 금속을 증발시킨 후 전기적 방법으로 재질에 부착시키는 방법이다.
  

   드라이 블라스트(Dry blast)

     금속 재질 표면에 대하여 알루미늄 입자로 표면을 세게 때려서 이물질을 제거

한 상태이다.  
  

   티타늄 화성피막 처리

     티타늄에 적용된 화성피막 처리(알로딘)로서 도료의 접착력을 향상 시키거나 

혹은 유압유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면처리의 종류이다.  
  

   인산염, 망간염 처리

     스틸 제품의 솔리드 필름 루브리컨트 적용 전 적용하는 표면처리의 종류이다.

  제품의 표면처리 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취급 시 오염방지이다. 오염은 작업 후 

오염된 장갑이나 이동용 기구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오염이 되며 또한 불량한 주변 

환경 및 장기간 방치 상태에서 일어난다. 도료의 접착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임으로 오염 방지를 위하여 집중 관리가 되어야 한다.

  제품의 표면 처리후장기간 방치는 불가피한 오염을 유발함으로 가능한 빨리 도장

작업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는 표면처리 후 도장적용까지의 시간규제가 있

으면 이를 어길 경우 재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39) IVD : Ion Vapor Depo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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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항공기 및 부품 도장 방법

항공기 하도, 상도 및 특수 도장은 스프레이 방법 등이 적용된다.

   스프레이(Spray) 방법

      페인트 자재를 분무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사용하여 공기와 같이 균일하게 

분사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균일한 두께와 매끄러운 외관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다.

      가압된 공기와 페인트 자재를 미립화하여 스프레이 건으로 제품에 도포하

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제품과 스프레이 끝단과의 거리는 15~25 센티미

터가 적절하다.  
  

   터치업(Touch-Up) 방법

      스프레이 방법으로 적용이 힘든 후미진 곳이나 기 적용된 페인트 부위에 

도장이 손상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붓 등에 페인트 자재를 묻혀서 

적용한다. 두께가 불균일하게 적용되며 외관으로도 매끄럽지 못하다.  
  

   침전식(Immersion) 방법

      상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이 힘든 제품(튜브류 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커다란 침전 통에 제품을 집어넣었다가 꺼내어서 잔유 페인트 

성분을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으로서 두께가 불균일하게 적용되며 외관으로

도 매끄럽지 못하다.

5.3.2.5. 하부도장(Priming)

  금속의 표면처리만으로는 외부환경(물리적, 화학적)에 대한 내식저항성, 마찰저항

성 등에 한계가 있고 또한 상부도장 작업을 수행할 경우, 도장 상호간의 강한 접착

력 유지를 위하여, 금속과 상부도장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위해 하부

도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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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화성피막은 60°C 이상의 온도에 노출될 경우 내식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내마멸성 역시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금속의 표면 피막처리만으로는 외부환경, 부식 

환경 노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보다 심각한 외부 환경에 견디기 위해 상부도장을 수행할 경우 금속의 표면 피막 

위에 직접 상부도장을 수행할 경우에는 매우 낮은 도장접착력을 가지기 때문에 금

속과 상부도장에 순응하고 서로를 연결해주는 하부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부도장만을 수행할 경우 금속의 재질과 노출환경, 사용목적에 따라 하부도장이 

결정되고 하부도장 위에 상부도장을 적용할 경우는 위의 조건들과 함께 도장 상호 

간이 조화될 수 있어야하고 이와 함께 하부도장 종류별 특성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

하다.

  하부도장은 저항특성이 우수하고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도 견딜 수 있게 도막이 유연하여야 하며 작업도 용이한 것이 적절하다.

[그림 5-25] F-16 전투기 외부 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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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자동화된 도장 시스템을 이용한 B-2 폭격기 도장 모습

5.3.2.6. 상부도장(Top coating)

   도막 두께의 영향

     도막이 얇을 시 내구성, UV 저항성, 부식방지기능 약화 및 도료 접착에 영향

을 주며 반대로 도막이 두꺼울 때는 무게증가 및 Peeling 현상을 유발한다.  
  

   사용 전 저장용기 손상여부 및 용액상태 검사

      부풀거나 외부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저장용기는 습기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표시이므로 개봉 시 주의해야 한다.

      용액에서 입자가 보이거나 색상이 흰색 또는 탁하게 변질된 것은 저장용기 

속에 습기가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이다.  
  

   혼합

      비율을 정확히 혼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화제나 촉매제는 물질이 응고되도록 Base에 첨가되어야 하고  최종 수행 

특성에 도달하도록 Base에 천천히 촉매제를 넣고 저어야 한다.

      촉매제는 규정된 이상이나 이하로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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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택 도장

1차 도장은 중간 두께로 하고 2차 도장 전 Tack Free40)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충분히 Wet Coat 되도록 2차 도장을 해야 한다.
  

   무광택 도장

가벼운 1차 도장 적용 후 2차 도장은 1차 도장의 방향을 가로질러 적용해야 

하며 2차 도장은 중간 두께가 되도록 해야 한다.

5.3.2.7. 상도의 유형

  미 공군 및 해군의 상부도장 표준 사양은 MIL-C-85285 우레탄 도장이다.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도료

      대부분의 항공기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고광택 금속이나 화학적/생물학적 저

항, UV 저항성능 등을 제공한다.

      폴리우레탄은 습도, 케톤(Ketone), 알코올에 반응하므로 세척이나 장비건조에

만 사용하고 Polyurethane 도료 희석제만을 사용한다.

    
   Self Priming Topcoat(SPC)

      Polyurethane계열로 부식 억제물과 접착 증진제를 갖고 있는 자가적 Primer 

기능이 첨가되어있다.

      Priming 단계를 생략하므로 저장물질 감소, Cycle 시간의 감소, 무게 감소, 

폐기물 감소, 노동력 절감, Non-chromate 억제물의 효과를 갖게 된다.

    
   High Gloss Topcoat

     폴리우레탄의 또 다른 계열로 외형이 주목적인 항공기 고광택 적용을 위한 

형태를 갖는다.

      이는 표면적용, 접착과 유연성을 갖도록 하며 인산 염 Ester 용액에 저항하

도록 첨가되었다.

40) 도료를 제품에 도장한 직후에는 도료에 함유된 용제(Solvent) 때문에 끈적임이 있으며 쉽게 묻어 나게 된다. 

끈적거림이 없어져서 묻어나지 않게 되는 시간을 Tack Free 시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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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식과 전기적인 요구조건에 맞게 포함되어 있다. 

      유연성은 다른 제품들 보다 20~30% 더 높다.

      Salt Spray와 Filiform은 비슷하지만 빗물부식과 전기저항은 확장된 작업 수

행성을 갖는다. 
  

   Epoxy

      1960년대에는 Epoxy Topcoat가 표준 도료계열이었다.

      큰 접착과 용액저항이 있으며 쉽게 적용되며 Recoat 된다.

      결점은 풍화작용에 약하며 세월이 지남에 유연성의 계속된 손실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항공 산업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지원 장비에 최적으

로 사용한다.

5.3.2.8. Masking

  도장작업 시 전면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위만 칠하는 경우

가 있으며 이때 ‘도장이 되지 않아야할 부문을 덮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마스킹의 

작업은 각종 테이프(종이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테프론 테이프)나 혹은 고무종류

의 마스컨트가 활용되며 홀(Hole)등을 막기 위한 각종 플러그(Plug) 혹은 종이 등이 

사용된다.

  마스킹 재질은 페인트중의 신나 성분과 반응하지 않는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5-27] 항공기 외부 Mas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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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F-18 전투기 위장도색 사례

  위장도색은 전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은 캐나다의 F-18 전투기 

위장도색 사례로 적군 조종사를 혼동시키기 위한 시도로 항공기 밑면을 조종실 형

태로 위장 도장했다.

5.3.2.9. 항공기 기관 부품 내열 방식용 도료 및 도장

   유기 내열도료

     Enamel Aluminium, Nubelon, Glyptal 등 비교적 내열정도가 낮은 부위에 적용되

며 내열성을 가진 수지에 적절한 안료를 혼합하여 만든 재료로서 열처리 온도 

또한 대부분 500℉ 이하가 대부분으로 주로 엔진의 인접된 온도가 높지 않은 

부위에 내부식성 부여를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무기 내열도료

      Ceramic 계통 : Soloramic 진흙성분의 안료와 수용성 액에 안정되게 혼합된 

내열도료로서 엔진(Compressor Casing)에 사용되고 있는 비교적 높은 내열 

부위에 적용되며 열처리 온도는 1,040±20℉이다. 내구성은 뛰어나나 작업성

이 나빠 최근에는 사용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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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metel 계통 : 광범위한 목적에 다양하게 적용되도록 수많은 제품으로 현

재 다양한 형태의 엔진 내열부위에 넓게 적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그림 5-29] F100-PW-229 엔진

  엔진부품의 대표적인 도장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Sermetel 계통의 

무기 도료의 특징은 미세한 Aluminium Powder가 주성분으로 하여 산(Acid)기 용액

에 화학적으로 안정되게 희석시킨 재료로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유기물 도료와 달리 내열성이 높은 반면에 작업조건이 까다롭고 재료

별, 목적별 열처리(650℉~1,700℉) 절차를 거쳐 완성된 도막을 형성하게 된다.

  Sermetel W의 한 가지 재료의 작업 절차에도 각 부위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작업절차가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Sermetel Coating과 열처리 절차 이후 

Burnishing41) 절차의 유무 또는 Burnishing 이후 Seal Top Coating42) 수행 절차 유무

에 따라 작업 성격이 상이하다.

41) 완성된 Sermetel W Coating 비전도성 표면에 Galvanic Corrosion (전위차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Peening 작업을 수행한 것을 말한다.

42) Sermetel Coating 표면에 Sealing 효과는 주는 Coating을 추가로 수행하여 Sermetel Coating 보호 내부식 

수명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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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0. 스텔스(Stealth) 도료

 

[그림 5-30] F-22 스텔스 전투기

  항공기, 함정 무기체계 등에서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텔스 코팅제 기술은 구조물의 형상을 최적화시켜서 RCS(Radar Cross Section)를 최소화

시키는 형상화 기술과 함께 레이더의 피탐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그림 5-31] F-117 전투기의 RCS 감소기법

  전파 흡수성능은 뒷면에 금속판이 부착된 전파 흡수체에 입사되는 평면 전자파의 

입사 에너지와 반사 에너지의 비율로 정의되며, 재료의 유전율, 투자율, 두께, 입사파

의 주파수 및 편파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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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레이더 전파 흡수원리

  스텔스 코팅제는 입사된 레이더 파를 열에너지로 변화시켜서 반사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파 흡수 물질 기술과 고성능 고분자 수지시스템 기술에 기초하여 레이더 파 

흡수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조된다. 즉, 스텔스 코팅제는 이와 같

은 주요 성분 외에 전파흡수 재료가 배합되어 일정 규격이상의 스텔스 기능발휘와 동

시에 코팅제가 적용되는 각각의 용도 및 환경에 적합한 도막 특성을 발휘할 수 있어

야 한다.

  스텔스 코팅제는 주로 하도, 중도 및 상도로 이루어지는 도장 시스템 중에서 중도에 

해당한다. 코팅제의 전색제로는 폴리우레탄계 수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는 우레탄 결합을 도막 중에 갖는 도료의 총칭으로 도막형성 요

소 중 우레탄 결합을 함유하지 않아도 도막형성 반응과정에서 우레탄 결합이 만들어

지는 도료도 폴리우레탄 도료라 한다. 

[그림 5-33] F-22 전투기의 시험비행장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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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F-22 전투기 외부 Marking44)

  스텔스 코팅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파 흡수 특성 외에도 코팅제의 

비중, 고형분 함량, 점도, 저장 안정성, 가사 시간, 건조 특성, 경도, 도장 방법, 하도 

및 상도와의 적합성, 인장 강도, 신율, 부착 강도, 내습성, 내염수분무성, 내유성 등의 

물성이 요구된다. 

43) F-22 전투기 각 부분별 다른 용도와 색상의 도료가 도장되어 있다.

44) F-22 전투기 동체 전체는 항공기의 적외선 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 스텔스 도료로 도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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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1. 항공기에 적용되는 도료색상

색 상 명 색상번호
재 고 번 호

색 상 
5ℓ 20ℓ

흑  색 FS-37038 8010-011462646 8010-011449879

회  색 FS-36300 8010-011278908 8010-011449876

녹  색 FS-34031 8010-011316255 8010-011316262

휘장 청색 FS-35044 8010-011462648 8010-011449880

적  색 FS-31136 8010-011449873 8010-011449878

백  색 FS-37875 8010-011449872 8010-011449877

황  색 FS-33538 8010-012358059 8010-012355079

흑  색 FS-37038 8010-011316254 8010-011316261

갈  색 FS-30051 8010-011606745 8010-011606746

암녹색 FS-34082 8010-011303343 8010-011310611

암사암색 FS-33510 8010-375022734 8010-375022735

황토색 FS-33245 8010-011303346 8010-011310612

필드 드래브 FS-33105 8010-011303345 8010-011483662

녹  색 FS-34094 8010-011606742 8010-011625578

항공기 내부흑색 FS-37031 8010-011462647 8010-011464376

항공기 내부회색 FS-36231 8010-011462649 8010-011700132

올리브 드래브 FS-34088 8010-010552319 8010-011449875

모래색 FS-33303 8010-011303347 8010-011316259

황갈색 FS-33446 8010-012600909 8010-012600908

[표 5-5] 항공기에 적용되는 도료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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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항공기 도료 현황

순번 재고번호 품명 규격번호 관련규격 색상 용도

1 8010-000822450 Epoxy Primer KDC 8010-R0016 MIL-PRF-23377 하도

2 8010-013371378  Epoxy  Primer FMS-3027 하도

3 8040-013477596 프라이머, 접착제용 FMS-1058 하도

4 8010-013577868  Primer Coating TT-P-2760 하도, 중도

5 8010-014415849 Epoxy Primer MIL-P-23377 하도

6 8010-37A258680  활성제(Activator) TH 34B 빗물침식
방지용

7 8010-012659151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375 외부마감

8 8010-012659152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320 외부마감

9 8010-013456535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173 외부마감

10 8010-013055551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118 외부마감

11 8010-013363034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4092 외부마감

12 8010-013363036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4102 외부마감

13 8010-01397396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0219 외부마감

14 8010-013973997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4079 외부마감

15 8010-01329726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12197 외부마감

16 8010-002234037  Dope KDC 8010-R0012 MIL-D-5549 Fabric 
Doping

17 8010-012555414 피복키트, 비내식성 P5438-1-1  FS-36270 빗물침식
방지용

18 8010-012555415 피복키트, 비내식성 P5438-1-2  FS-16270 빗물침식
방지용

19 8010-012428159 피복키트, 비내식성 5-294-2L  FS-36375 빗물침식
방지용

20 8010-992252125 
활성제, 페인트, 

마무리용
F210-752

빗물침식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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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재고번호 품명 규격번호 관련규격 색상 용도

21 8010-37A258683 페인트 침식방지제 F407-672 FS-34079
빗물침식

방지용

22 8030-013454858  Sealing Compound FMS-3049 RAM

23 8010-01265914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17925
Air Inlet

 Duct, 부품

24 8010-013296752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231
외부 

Marking

25 8010-013443218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270
외부 

Marking

26 8010-01380171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7925
외부 

Marking

27 8010-01397397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0544
외부 

Marking

28 8010-013801759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1136
외부 

Marking

29 8010-01397398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7038  좌석 내부

30 8010-004591756 피복키트, 비내식성 MIL-C-83231
빗물침식

방지용

31 8010-011261427 피복키트, 비내식성 P6173-5 FS-36270
빗물침식

방지용

32 8010-011271960 피복키트, 비내식성 P6173-3 FS-36270
빗물침식

방지용

33 8010-006647468  페인트, 내열용 TT-P-28 내열부위

34 8010-006410427 피복제, 미끄럼방지용 A-A-59166 MIL-W-5044 Black
미끄럼

방지용

35 8030-000627580 부식방지제 MIL-C-27725 부식방지

36 8010-004825649 폴리우레탄 피복제 KDS 8010-1004 MIL-PRF-85285 FS-11136
기체내부/ 
부품상도

37 8010-001818282 폴리우레탄 피복제 KDS 8010-1004 MIL-PRF-85285 FS-17925
기체내부/ 
부품상도

38 8010-001818281 폴리우레탄 피복제 KDS 8010-1004 MIL-PRF-85285 FS-17925
기체내부/
부품상도

39 8010-005272884 래커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7038
기체내부/ 
부품상도

40 8010-005306383 래커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1136
기체내부/ 
부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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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재고번호 품명 규격번호 관련규격 색상 용도

41 8010-005273198 에나멜 KS M 6020 TT-E-489 FS-11136
기체내부/ 
부품상도

42 8010-006644761 에나멜 KS M 6020 TT-E-489 FS-17875
기체내부/ 
부품상도

43 8010-005825318  Primer Coating KS M 6060 TT-P-1757 FS-34151
기체내부/ 
부품하도

44 8010-010306160  페인트, 내열용 S1193 Gray
기관부품

도장

45 8030-014255329 부식방지제 SERMETEL W
기관부품

도장

46 8030-011236659 Sealing Compound SERMETEL 570A
기관부품

도장

47 8010-997564413 페인트, 마감용 580-0097-6
기관부품

도장

48 8010-37A264742
Two Pack

Epoxy Yellow
EC75R/356

기관부품

도장

49 8030-37A200716  Enamel White PL205
기관부품

도장

50 8010-001818080 희석제 KDS 8010-1001 MIL-T-81772
우레탄도료

희석제

51 8010-001605788 희석제 KS M 6060 TT-T-266
래커도료

희석제

52 8010-001605787 희석제 KS M 6060 TT-T-266
래커도료

희석제

53 8010-001605794 희석제 KS M 6060 A-A-3007
에나멜도료

희석제

54 8010-005272897 희석제 KS M 6060 MIL-T-19544
래커도료

희석제

55 8010-995152281 희석제 T209C1
기관부품도료

희석제

[표 5-6] 항공기 도장에 사용되는 도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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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함

6.1. 도료저장 중에 일어나는 결함

   엉김(Gelation, Livering)

현상 아교풀 같이 엉기는 현상 비  고

원인

∙ 장기간 저장했을 때

∙ 부적합한 희석제를 사용했을 때

∙ 다른 종류의 도료를 혼합했을 때

∙ 용제가 휘발됐을 때

∙ 2액형 도료혼합 후 가사 시간 경과 시

대책

∙ 지정기간 내 도료사용

∙ 지정된 희석제 사용

∙ 계통이 다른 도료 혼합하여 사용금지

∙ 충분히 밀봉 후 저장

∙ 필요한 양만 혼합하여 사용

  
   시딩(Seeding) 

현상
도료 도막에 서로 다른 형태, 크기로 된 알갱이가 

들어 있는 상태
비  고

원인

∙ 저장 기간이 지나 덩어리진 도료를 사용했을 때

∙ 경화제나 희석제 사용이 잘못됐을 때

∙ 2액형 도료일 경우 가사시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했을 때

∙ 분산이나 교반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

대책

∙ 규정된 희석제나 경화제를 사용

∙ 가사 시간에 대해 주의

∙ 사용 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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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전(Settling, Caking)

현상
안료와 전색제가 분리되어 안료가 용기 밑바닥

으로 침전하는 현상
비  고

원인

∙ 장기간 저장했을 때

∙ 희석된 도료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 희석을 많이 했을 때

대책

∙ 지정기간 내 도료 사용

∙ 지정시간 내 도료 사용

∙ 적정량의 희석제 사용

∙ 보관시 수시로 뒤집어서 보관

  
   피막(Skinning)

현상 도료의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는 현상 비  고

원인

∙ 뚜껑이 열린 채 저장되었을 때

∙ 공기 중의 산소와 산화 반응할 경우

∙ 큰 통에 적은 량의 도료를 보관시

대책

∙ 뚜껑을 잘 봉해서 보관

∙ 지정시간 내 도료 사용

∙ 용기에 가득 채워 보관

  
   가스발생

현상 용기 내에 가스가 발생하여 부풀어 오르는 현상 비  고

원인

∙ 도료 성분간 화학 반응할 경우

∙ 너무 오래된 도료의 경우

∙ 고온 상태에서 보관했을 때

대책
∙ 조기 사용

∙ 냉암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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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색(Discoloration)

현상
도막이 외부환경 및 에너지의 영향으로 다른

색으로 변하거나 본래 안료의 색상을 잃는 현상
비  고

원인

∙ 건조제 과잉사용 및 변색이 심한 건조제 사용

∙ 피도물의 화학적 성분과 안료의 반응

∙ 햇빛, 화학약품 등에 의한 안료 변질

대책

∙ 적정 건조제 선택과 정량 사용

∙ 피도물에 따른 적정 완료 선택

∙ 내후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한 안료사용

  
   점도상승(Fattening)

현상
도료 사용 중 혹은 보관 중에 점도가 상승하는

현상
비  고

원인

∙ 도료를 부적합한 희석제로 희석했을 때

∙ 저장 중 산화 및 중합에 의함

∙ 희석제가 증발했을 경우

∙ 주제와 경화제가 반응했을 경우

∙ 안료와 수지가 반응했을 경우

대책

∙ 지정된 희석제로 희석

∙ 보관상태, 보관기간 준수 및 유의

∙ 밀폐보관

∙ 기사시간내 사용 및 필요량만큼 배합

∙ 도료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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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장 및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오렌지 필(Orange peel)

현상 건조된 도막모양이 귤껍질 같이 나타나는 현상 비  고

원인

∙ 스프레이건과 피도체 사이의 거리가 멀 때

∙ 스프레이건 압력을 낮게 하고 토출 시

 미립자화가 잘 안될 때

∙ 상도 도막이 너무 얇을 때

∙ 스프레이건에서 공급되는 도료량이 적을 때

∙ 도료 점도가 너무 높을 때

∙ 희석제 건조가 너무 빠를 때

∙ 표면온도나 스프레이시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대책

∙ 도료에 따라 적당한 스프레이건 사용

∙ 온도에 따라 적당한 희석제 선정

∙ 스프레이 점도 조정

  
   색 분리(Floating, Flooding)

현상 도막의 표면과 하층의 색이 다른 현상 비  고

원인

∙ 과량 희석

∙ 표면의 불균형

∙ 불충분한 교반

∙ 안료의 분산 불량

대책

∙ 적당량 희석

∙ 표면을 충분히 샌딩

∙ 충분히 교반

∙ 적정 도료의 선택과 안료의 충분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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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Sagging, Running) 

현상
수직으로 흐르는 자국이나 방울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비  고

원인

∙ 노출이 너무 큰 스프레이건 사용시

∙ 스프레이건을 도장물에 너무 가까이하여 
  도장하거나 이동을 너무 천천히 했을 때

∙ 너무 두껍게 도장하여 과도막이 형성

 되었을 때

∙ 세팅 시간을 짧게 주었을 때

∙ 스프레이실의 온도가 낮을 때

∙ 작은 물체에 도장시 희석제나 경화제의

  건조 속도가 늦은 것을 선택했을 때

대책

∙ 스프레이시 건의 거리를 적당히 하고 적합한

  건을 선택

∙ 희석제나 경화제 추가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작은 물체 도장 시는 노즐을 작게 하고

  고르게 분사

∙ 경화속도가 빠른 경화제나 희석제 사용

  
   미립화 불량(Bad Atomizing)

현상
스프레이 도장시 분무된 도료 입자가 작게 되지

않는 현상
비  고

원인

∙ 희석제가 부적당할 때

∙ 도료 점도가 높을 때

∙ 스프레이 장치 및 분사 압력 등이 부적당할 때

대책

∙ 적절한 희석제 첨가

∙ 적정 점도까지 희석제로 희석

∙ 공기압, 노즐 팁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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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보(Cissing, Fish eye)

현상
도료가 도장 면에 잘 부착되지 않고 구멍이나

구덩이가 생기는 현상
비  고

원인

∙ 도장 면에 물, 기름, 면지가 묻었을 경우

∙ 도장기구에 물, 기름, 면지가 묻어 도료와

  섞였을 경우

∙ 도장 면이 너무 미끄럽거나 하도가 너무

  굳었을 때

대책

∙ 전처리를 완전히 하고 도장기구를 잘

 세척하여 사용

∙ 압축공기에 혼입된 수분이나 유분 제거

∙ 도장 면의 표면장력을 낮추고 유동성을 조절

  
   기포(Bubbling)

현상
도료를 칠할 때에 생기는 기포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는 현상
비  고

원인

∙ 도료의 표면장력 및 유동성이 높을 때

∙ 소지에 수분이 잔존해 있을시

∙ 주조품 같이 소지에 기포가 있을 때

∙ 2액형 도료 사용시 숙성이 부족할 때

∙ 교반을 심하게 한 후 곧바로 사용시

∙ 스프레이 점도가 높을 때

대책

∙ 점도를 낮추어 작업

∙ 피도물을 청정하게 한다.
∙ 소지 조정 후 도장

∙ 충분히 숙성 후 도장

∙ 교반 후 자연 탈포 시까지 기다린다.
∙ 규정 점도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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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불량(Lack of Drying)

현상
도막이 규정된 시간을 경과해도 건조되지 않는 

현상
비  고

원인

∙ 통풍 조건이 나쁠 경우

∙ 표면에 기름이나 수분이 묻어 있을 때

∙ 2액형 도료에서 경화제 양이 부족시

∙ 도막을 두껍게 도장했을 때

∙ 점도가 높을 때

대책

∙ 도장조건을 잘 선별

∙ 청소를 깨끗이 할 것

∙ 규정된 량의 경화제를 첨가하고 충분히 교반

∙ 규정된 도막으로 도장

  
   브리딩(Bleeding)  

현상

하도의 착색안료가 상도 도료의 용제에 의해

상도 도막위로 용출하여 상도의 색이 다른 색으로

변하는 현상

비  고

원인

∙ 하도가 염료나 붉은 색 계통의 유기안료와 
  역청질 등의 가용성 수지 성분도료일 경우 

∙ 하도에 유지성분이 부착되었을 시

∙ 래커와 같이 용해력이 강한 용제를 함유시

∙ 덜 건조된 하도 위에 상도시

대책

∙ 바니시나 알루미늄 도료로 은폐 후 도장

∙ 청소를 깨끗이 할 것

∙ 도장 간격 유지

  
   줄무늬(Tailing)

현상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도장 시 스프레이 패턴의 

양끝에 굵은 선이 생기는 현상
비  고

원인
∙ 희석제가 부적절할 때

∙ 분사 압력이 부적절할 때

대책
∙ 적합한 희석제 사용

∙ 장비 정비 후 적당한 분사 압력으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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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 자국(Brush Mark)

현상 붓도장시 붓자국으로 굴곡이 생기는 현상 비  고

원인

∙ 붓털이 짧거나 거친 붓을 사용할 때

∙ 도료의 퍼짐상태가 부족할 때

∙ 희석제가 맞지 않을 때

대책

∙ 질 좋은 붓 사용

∙ 소량의 바니시나 희석제로 초벌칠 후 도장

∙ 지정된 희석제 사용

  
   리프팅(Lifting)

현상
상도도료가 하도도료를 들뜨게 하여 주름지게

하는 현상
비  고

원인

∙ 상도도료의 용제가 너무 강하거나 상도와 하도의

  조합이 적당치 않을 경우

∙ 하도와 상도의 도장간격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대책
∙ 이종 도료로 상도 도장 미실시

∙ 도장 간격 유지

  
   크래터링(Cratering)

현상
표면 주위가 둥글고 불록하게 나오며 가운데

분화구상의 구멍이 생기는 현상
비  고

원인

∙ 도료나 피도면에 먼지, 기름, 물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때

∙ 성분이 다른 도료의 스프레이 입자 부착

∙ 압송 공기에 수분이나 유분이 존재시

대책
∙ 철저한 전처리

∙ 가까운 곳에서 성분이 다른 도료 도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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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점착(After tack)

현상 건조된 도막이 다시 점착성을 초래하는 현상 비  고

원인

∙ 피도면에 산이나 알칼리가 묻었을 시

∙ 불휘발성 희석제나 질 나쁜 바니시 등을 
  첨가했을 시

∙ 낮은 온도에서 자연건조 후 갑자기 직사광선을

  받았을 시

∙ 미건조품을 포장 또는 포개어 적재시

대책

∙ 완전히 전처리하고 건조시킬 것

∙ 급격한 직사광선은 피할 것

∙ 완전 건조 후 적재

  
   백화(Blushing)

현상
도장시 도막이 주위의 습기를 흡수하여 하얗게 

되는 현상
비  고

원인

∙ 희석제 사용시 증발이 너무 빠를 때

∙ 기온과 습도가 높을 때 도장시 주위 공기 중

  수분을 흡수 응축하여 광택을 감소시킴

대책

∙ 지정된 희석제 사용

∙ Retard 희석제를 일부사용 또는 도장실내

  피도물, 건조실, 도장실을 따뜻하게 유지

  
   색 번짐(Flocculation)

현상 도막의 색상이 녹아 번지며 얼룩지는 현상 비  고

원인

∙ 희석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

∙ 도막이 불균일할 때

∙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지 않았을 때

∙ 조색이 충분하지 않을 때

대책

∙ 적당량의 희석제 사용

∙ 붓 자국 등이 생기지 않게 도장

∙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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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막 형성 후 일어나는 결함

   균열(Cracking)

현상 건조 도막이 갈라지는 현상 비  고

원인

∙ 하도 도막의 건조 불충분

∙ 하도 또는 상도 도료가 두껍게 도장

∙ 하도와 상도의 공정 부적합

∙ 2액형 도료의 경우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이

  맞지 않을 때

∙ 2액형 도료의 경우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이

  불충분할 때 

대책

∙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

∙ 규정된 건조온도와 시간 준수

∙ 도장사양 재검토

∙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된 비율로 사용

∙ 충분히 교반 후 도장

  
   핀 홀(Pin Hole)

현상
도료를 도장하여 건조시 도막에 바늘로 찌른

듯 한 조그만 구멍이 생긴 현상
비  고

원인

∙ 핀 홀이 발생된 하도 위에 상도 도장시

∙ 급격하게 가열했을 때

∙ 피도물 자체 온도가 높을 때

∙ 용제 증발이 너무 빠를 때

∙ 스프레이 점도가 높을 때

대책

∙ 하도 도막 핀 홀 제거 후 상도 도포

∙ 적정 온도로 가열

∙ 지정된 희석제 사용

∙ 지정 스프레이 점도 조절 후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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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택손실(Sinking, Clouding)

현상 도료자체의 특유 광택이 나지 않는 현상 비  고

원인

∙ 백화현상이 일어났을 때

∙ 주름현상이 일어났을 때

∙ 건조가 불충분한 하도 도막상에 도장시

∙ 안료는 많고 전색제가 적은 하도 도면에 도장시

∙ 도료의 교반 부족시

∙ 한번에 너무 두껍게 투명도장 했을 때

대책

∙ 베이스코트를 너무 두껍게 칠하지 않고 

 균일하게 도장

∙ 베이스코트 도장 후 자료집에 설명된

  충분한 셋팅 시간을 준다.

  
   녹(Rusting)

현상 도막 표면에 녹 발생 비  고

원인

∙ 도막의 균열 및 손상 부위로 습기가 침투하여

  금속 표면을 부식

∙ 보수 작업전 녹제거가 완전히 되지 않아 
  그 부위로 습기가 침투하여 녹을 형성.
∙ 습윤성이 있는 염이나 땀 등의 불순물이 금속

  표면에 남아 있을 때 침투한 습기와 결합하여

  녹과 수포를 형성

대책

∙ 도장시 구도막 청소를 깨끗이 실시

∙ 염 잔유물은 금속 이온을 포함하지 않은

  물로 세척

∙ 녹을 샌드 브라스트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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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퇴색

현상
도막이 다른 색으로 변하거나 본래의 색을 잃는

현상
비  고

원인

∙ 자외선, 화학약품, 대기오염에 의해 안료가

  변질될 때

∙ 내열성이 나쁜 수지나 착색제 사용

대책

∙ 내후성이 좋은 안료를 사용하고 용도에 맞는

  도료를 선택

∙ 변색이 잘 되지 않는 수지의 도료 사용

∙ 피도면의 성분과 반응하지 않는 안료를 사용한

  도료 선택

  
   주름(Wrinkling, Rivelling)

현상
건조과정에서 표면에 불규칙한 바퀴자국 모양의 

주름이 나타나는 현상
비  고

원인

∙ 페인트 작업시 상도가 너무 두껍게 도장

  되었을 때

∙ 실내 온도가 높거나 온도 조건이 좋지 못할 때

대책
∙ 도막 두께를 적합하게 올린다.
∙ 건조 조건을 적당하게 조절한다.

  
   얼룩(Gloss Shitting)

현상
광택이 나는 곳과 나지 않는 곳에서 얼룩이 지는 

현상
비  고

원인
∙ 도료의 흡입이 일정하지 않을 때

∙ 도막이 균일하지 않을 때

대책
∙ 중복하여 도장

∙ 균일하게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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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짐(Peeling) 

현상 도막이 피도물에서 벗겨지는 현상 비  고

원인

∙ 도료가 흡습성이 클 때

∙ 피도물에 왁스, 실리콘, 물, 오일 등이 묻어

  있을 때

∙ 평활성이 우수한 금속면에 도장시

∙ 건조가 너무되었거나 불충분할 때

∙ 희석제 휘발이 너무 빨랐을 경우

∙ 너무 저온에서 도장했을 때

대책

∙ 도장실내 적정온도 및 적정습도 관리

∙ 철저하게 이물질 제거

∙ 샌딩 등 표면 전처리

∙ 적정 건조시간 준수

∙ 지정 희석제 사용

  
   오염(Staining)

현상
산업 폐기가스, 수지, 오일 및 기타 화학물질 등이 

도막에 침투하여 오염이나 색상을 변화시키는 현상
비  고

원인

∙ 산업용 폐기가스, 화학물질, 타르 등이

  도장 표면으로 침투하여 상도 색상을

  변화시키고 안료와 화학적 반응하기 때문

∙ 특수 수지류, 가솔린과 같은 것들이

  도장 표면을 오염

대책
∙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 오일, 가솔린과

  같은 물질을 철저히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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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릭 얼룩(Metallic Mark)

현상

메탈릭도료(주로 알루미늄분 함유도료)를 칠했을 

때 금속분이 균일하게 배열되지 않고 물결모양 

등을 만드는 현상

비  고

원인

∙ 희석제의 증발이 너무 늦을 때

∙ 도료의 유전성이 너무 양호할 때

∙ 도장 점도가 낮을 때

∙ 한 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했을 때

대책

∙ 규정된 희석제 사용

∙ 압력은 높게, 유량은 적게, 스프레이건의 
  운행속도는 빠르게, 피도면과의 거리는

  멀리하여 도장

∙ 규정의 점도로 작업

  
   끓음, 발포(Bubble)

현상
도막 건조시 용제 증발에 의하여 도막 중에

기포의 끊음이나 구멍이 발생하는 현상
비  고

원인

∙ 피도물의 전처리가 불충분하여 잔류 용제,
  수분 등이 발포의 원인

∙ 하도의 경화가 불충분한 채 상도 건조시 하도의

  잔류용제, 반응생성물 Gas가 발생시 생성

대책
∙ 피도물의 전처리를 철저

∙ 하도 경화를 충분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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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 불량

현상
구도막이나 하도류 등의 색상이 도장 후 보이는 

현상
비  고

원인

∙ 하도가 균일하게 도장되지 않았을 때

∙ 상도 사용전 충분히 교반하지 않았을 때

∙ 희석제 선정이 잘못 되었을 때

대책

∙ 균일하게 하도 도장을 한다.
∙ 상도 사용 전에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

∙ 희석제 사용을 정확히 한다.

  
   황변(Yellowing)

현상 도막이 노랗게 변색하는 현상 비  고

원인

∙ 높은 온도에 가열 건조되었을 시

∙ 내열성이 나쁜 전색제나 착색제 사용

∙ 2액형인 경우 경화제에 기인

대책

∙ 지정 가열 건조온도 조건 준수

∙ 내열성이 우수한 전색제 및 착색제 사용

∙ 무황변 경화제 성분 사용

  
   백악화(Chalking)

현상
옥외 폭로된 도막이 표면 노화가 일어나 안료 등

이 가루현상이 되어 묻어나는 현상
비  고

원인
∙ 도막이 대기 중에 수분, 산소, 자외선 등에

  의하여 수지 화학결합이 분해됨으로써 발생

대책
∙ 도료 선정시 유의 

∙ 자외선 및 노화 방지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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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책킹(Gas Checking)

현상
도막 건조시 연소가스 발생의 영향으로 도막

표면에 광택소실이나 주름이 발생하는 현상
비  고

원인

∙ 연소가스 중 NO2, CO2 등의 산성가스 

  성분이 도막내부 건조보다 도막표면 건조를

  지나치게 촉진 시 발생

∙ 피도물 탈지에 이용되는 트리클로로 에칠렌이

  피도물에 잔존시나 건조로에 남아 있을 때

대책 ∙ 배기를 원활하게 하고 불완전 연소제거

  
   부풀음(Blistering)

현상
∙ 도막이 좁쌀알 크기 또는 분산 불량과 같이

  미세한 수포를 발생하는 현상
비  고

원인

∙ 작업시 손의 뜸 및 오염물 침투

∙ 층간 부착이 좋지 못한 도료 선택시

∙ 재도장 간격을 너무 많이 주었을 때

∙ 상도 표면의 손상에 의한 수분 침투

대책

∙ 깨끗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분사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한 뒤 제거

∙ 충분한 도막형성과 건조를 완전히 한 후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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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도료 규격

  현재 도료 분야의 국제 표준화 활동은 미국과 유럽 주도하고 있으며 다국적 생산

업체가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고 기존 제품의 성능평가 위주의 국제표준 제정에

서 품질기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표준이 활발하게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

제 표준화의 전체적 흐름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표준화로 예상되지만 분야별로 전

문화가 심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국내 표준화 방향은 친환경성의 KS규격 도입과 신기능성 제품의 표준

화가 주축이 될 것이다. 이미 유해성 문제가 거론되는 중금속 안료 규격은 단계적

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제품 규격의 중금속 기준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7.1. 국방규격

7.1.1. 정부규격이란?

  정부규격은 법적 근거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제정한 기술문서로서 강제기준이거나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된 임의기준으로 제품, 공정관리, 생산방법, 시공방법, 검사방

법 등이 규정된 기준, 규격, 지침, 기술규정 등을 말한다. 

   방사청 : 원자재, 수공구, 항공·선박부품 등 국방규격 
   환경부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 등 
   노동부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성능검정 규정 등 
   조달청 : 강제이동식 서랍, 학생용 책상․걸상 등 조달규격 
   소방청 : 소화기, 소방펌프, 방열복 등 소방관련 기술기준 
   식약청 : 기구 및 용기, 식품 일반 시험법, 첨가물 기준 등

[표 7-1] 정부규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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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국방규격이란?

  국방규격(KDS: Korean Defense Specification)이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규격이다. 

  국방규격은 제정 또는 운영 주체에 따라 정식규격, 약식규격으로 구분된다. 정식

규격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이며, 약식규격은 각각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 포장규격, 구매

규격, 도면규격으로 구분된다. 

  미국 국방부의 표준화 관련규정인 DoD 4120.24-M에서는 규격을 ‘요건이 충족되

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구매물자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적 요건을 설명하고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된 문서’로 정의하고, 표준을 ‘획일적인 공학적 또는 기

술적 기준, 방법, 프로세스, 활동을 규정하는 문서’로 정의45)하고 있으며 표기도 

MIL-STD(국방표준), MIL-SPEC(국방규격), MIL-HDBK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7.1.3. 규격서란?

  규격서(Specification)란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로서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다.

  규격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절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기술의 발전방향 및 속도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45) 미 국방부, DoD 4120.24-M, DSP Policies and Procedures(2000.3),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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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도료관련 국방규격

  도료관련 규격의 제정기관별 보유현황은 [표 7-2], 보유비율은 [표 7-3]과 같으며  

국방규격은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2008. 10월 현재 총 35건을 보유하고 있다. 

                                                   2008. 10월 현재 (단위 : 규격건수)

산업규격 단체표준
국방규격

소계 방위청 국과연 기품원 육군 해군 공군

198건 14건 35건 18건 10건 - - 7 -

[표 7-2] 도료관련 규격 기관별 보유현황

80%

6%

14%

산업규격

단체표준

국방규격

[표 7-3] 도료관련 규격 기관별 보유비율

  국방규격은 그 특성상 전투 환경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운용되는 장비의 규격으로

서 고도의 기술적 요구조건과 높은 신뢰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수품과 유사한 

품목이라도 전반적으로 품질수준이 높으며 성능시험 기준과 방법이 민간규격에 비

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전투장비/물자는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성 확보를 위하여 미군의 군사규격과 

표준의 기준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국방규격을 제정,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부 민간기술이 군수에 비해 우수하게 되고 무역장벽의 

해소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민수규격의 국제화 추진에 따라 민

과 군의 규격간 통일화를 위한 필요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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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대상이 되는 품목 중 KS규격에 유사한 품목이 있는 경우 KS규격으로의 

전환 혹은 추가하여 개정하며 사용실적이 오랫동안 없어 비활성으로 관리되는 규격

은 검토하여 폐지하고 있다.

  [표 7-4]는 연도별 도료관련 국방규격 폐지 및 전환실적으로 2000년 이후 39건, 

전환 품목은 286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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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환

폐지

[표 7-4] 연도별 도료관련 국방규격 폐지 및 전환실적

241품목
(45%)

286품목
(55%)

보유품목

전환품목

[표 7-5] 연도별 도료관련 국방규격 폐지 및 전환 품목수

  이와 같이 민․군규격의 표준 및 생산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재고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에 따른 품질을 안정시켜 궁극적

으로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며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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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도료관련 국방규격 (재고번호순)

 

순번 재고번호 규격서명 규격번호 관련규격 색상 실용량

1 5610-375002355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2 8010-000669438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6622 0.5ℓ

3 8010-000714969 유성도료 KS M 6020 구)TT-E-489 FS-11136 18ℓ

4 8010-000797145 수성도료 KS M 6010 구)8010-1018 FS-37875 18ℓ

5 8010-000822421 페인트계, 형광색 KDC 8010-R0015 MIL-P-21563 FS-38903 4ℓ

6 8010-000822450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KDC 8010-R0016 MIL-PRF-23377 FS-34052 4ℓ

7 8010-000822477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KDC 8010-R0016 MIL-P-23377 18ℓ

8 8010-000822479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4088 1ℓ

9 8010-000822598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구)KS M 5322 FS-33538 18ℓ

10 8010-000822599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구)KS M 5322 FS-37875 18ℓ

11 8010-001117930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KS M 5961 MIL-DTL-53039 Green 4ℓ

12 8010-001117937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KS M 5961 MIL-DTL-53039 Green 4ℓ

13 8010-001117943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KS M 5961 MIL-DTL-53039 Drab 4ℓ

14 8010-001117968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KS M 5961 MIL-DTL-53039 Yellow 4ℓ

15 8010-001117988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KS M 5961 MIL-DTL-53039 Sand 4ℓ

16 8010-001118005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KS M 5961 MIL-DTL-53039 Black 4ℓ

17 8010-001307579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5450 8ℓ

18 8010-001381760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3655 8ℓ

19 8010-001412950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3655 0.5ℓ

20 8010-001412951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4062 0.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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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재고번호 규격서명 규격번호 관련규격 색상 실용량

21 8010-001412952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1136 0.5ℓ

22 8010-001412958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6099 0.5ℓ

23 8010-001429279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KDC 8010-R0016 MIL-P-23377 Yellow 0.5ℓ

24 8010-001450164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S M 5708 MIL-PRF-24635 FS-27886 4ℓ

25 8010-001450165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S M 5708 MIL-PRF-24635 FS-27886 18ℓ

26 8010-001523245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KS M ISO 150 구)KS M 5966 4ℓ

27 8010-001594437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4087 8ℓ

28 8010-001605787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TT-T-266 4ℓ

29 8010-001605788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TT-T-266 18ℓ

30 8010-001605791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구)KS M 5319 0.5ℓ

31 8010-001605794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A-A-3007 4ℓ

32 8010-001605800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721 4ℓ

33 8010-001605852 바니시 KS M 6050 4ℓ

34 8010-001605856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0 Black 18ℓ

35 8010-001615718 방청도료 KS M 6030 18ℓ

36 8010-001617275 내락카성 방청 프라이마 구)TT-P-664 FS-22510 18ℓ

37 8010-001617419 방청도료 KS M 6030 TT-P-645 FS-33481 4ℓ

38 8010-001654784 도료용 건조제 KS M 5202 구)8010-R0001 4ℓ

39 8010-001655582 희석제 KDC 8010-R0013 MIL-T-6096A 4ℓ

40 8010-001656111 래커, 내부용, 광택 KDC 8010-R0005 A-A-3003 투명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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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010-001658557 방청도료 KS M 6030 TT-P-645 FS-33793 18ℓ

42 8010-001658574 프라이머 코팅 TT P 645 TT-P-645 18ℓ

43 8010-001660746 착색제 KDC 8010-R0010 구)TT-S-711 Oak, Light 4ℓ

44 8010-001661616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17038 4ℓ

45 8010-001661669 바니시 KS M 6050 구)KS M 5603 4ℓ

46 8010-001663145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5044 1ℓ

47 8010-001663147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7038 1ℓ

48 8010-001663150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1136 1ℓ

49 8010-001663151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1136 4ℓ

50 8010-001663152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7875 1ℓ

51 8010-001663155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4092 4ℓ

52 8010-001663158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3538 1ℓ

53 8010-001663160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6118 4ℓ

54 8010-001663164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무색 1ℓ

55 8010-001688812 도프(Dope) KDC 8010-R0012 구)MIL-D-5549 무색 4ℓ

56 8010-001688816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7038 18ℓ

57 8010-001697082 방청도료 KS M 6030 구)KS M 5323 FS-34128 4ℓ

58 8010-001697083 방청도료 KS M 6030 구)KS M 5323 FS-34128 18ℓ

59 8010-001711503 래커, 내부용, 광택 KDC 8010-R0005 A-A-3003 FS-14084 4ℓ

60 8010-001711509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7038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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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8010-001804981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26373

62 8010-001804982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0450

63 8010-001817109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7178 8ℓ

64 8010-001817782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6251 1ℓ

65 8010-00181778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6081

66 8010-001818079 신나, 항공기 코팅용 KDS 8010-1001 MIL-T-81772 18ℓ

67 8010-001818080 신나, 항공기 코팅용 KDS 8010-1001 MIL-T-81772 4ℓ

68 8010-00181825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6473 8ℓ

69 8010-001818277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7038 8ℓ

70 8010-001818281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7925 8ℓ

71 8010-001818282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7925 2ℓ

72 8010-001818283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5044 8ℓ

73 8010-001818292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3538 8ℓ

74 8010-001818296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2197 8ℓ

75 8010-001818300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3538 8ℓ

76 8010-001913113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24516

77 8010-002078561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20140

78 8010-002210611 아마인유 KDC 8010-R0002 ASTM-D-234 4ℓ

79 8010-002234037 도프(Dope) KDC 8010-R0012 MIL-D-5549 4ℓ

80 8010-002294813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KDC 8010-R0016 MIL-P-2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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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010-002418406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7178 4ℓ

82 8010-002422089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구)KS M 5319 4ℓ

83 8010-002426315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7875 4ℓ

84 8010-002426318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5044 1ℓ

85 8010-002426319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5044 4ℓ

86 8010-002445791 방청도료 KS M 6030 TT-P-0086 4ℓ

87 8010-002445792 방청도료 KS M 6030 TT-P-0086 18ℓ

88 8010-002448961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KS M ISO 150 구)KS M 5966 0.5ℓ

89 8010-00246611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구)KS M 5319 180ℓ

90 8010-002474347 도로용 안루미늄 안료 KS M 5604 TT-P-0032

91 8010-002482838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3538 1ℓ

92 8010-002482839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3538 4ℓ

93 8010-002516495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투명 4ℓ

94 8010-002516503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1136 1ℓ

95 8010-002516980 바니시 KS M 6050 TT-V-00119 18ℓ

96 8010-002575377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7875 1ℓ

97 8010-002801751 신나, 항공기 코팅용 KDS 8010-1001 MIL-T-81772 180ℓ

98 8010-002812071 오일형 착색제 목재 

내부용
KDS 8010-1023 TT-S-711 4ℓ

99 8010-002854868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KS M 5622 MIL-E-15090 FS-16307 4ℓ

100 8010-002854869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KS M 5622 MIL-E-15090 FS-16307 18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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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8010-002854870
갑판용 회색 

에나멜(외부용)
KS M 5621 DOD-E-700 FS-26231 4ℓ

102 8010-002854871
갑판용 회색 

에나멜(외부용)
KS M 5621 DOD-E-700 FS-26231 18ℓ

103 8010-002854872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14062 1ℓ

104 8010-002854896 갑판용 에나멜 검정색 KS M 5959 FED-STD-595 FS-27038 18ℓ

105 8010-002854897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Blue 1ℓ

106 8010-002854898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13538 1ℓ

107 8010-002854899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13538 4ℓ

108 8010-002854903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17038 1ℓ

109 8010-002857014 에나멜 비닐라이트 

그레이
KDS 8010-0312 MIL-E-15935 FS-26187 18ℓ

110 8010-002857016 에나멜 구)MIL-E-15933 Black 18ℓ

111 8010-002857019 유성도료 KS M 6020

112 8010-002858294 에나멜  FED-STD-595 FS-37038 18ℓ

113 8010-002863985
갑판용암 녹색 에나멜 ( 

내부용 )
KS M 5623  FED-STD-595 FS-34092 4ℓ

114 8010-002867727 유성도료 KS M 6020 구)TT-E-489 FS-14110 4ℓ

115 8010-002867731 유성도료 KS M 6020 구)TT-E-489 FS-16187 4ℓ

116 8010-002867742 유성도료 KS M 6020 구)TT-E-489 FS-11105 1ℓ

117 8010-002867743 유성도료 KS M 6020 구)TT-E-489 FS-11105 4ℓ

118 8010-002867838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27875 4ℓ

119 8010-002867839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27875 18ℓ

120 8010-002868491 유성도료 KS M 6020 구)TT-P-61 FS-17038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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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8010-002868496 유성도료 KS M 6020 TT-P-0024 FS-27875 18ℓ

122 8010-002869083
갑판용 회색 에나멜

(외부용)
KS M 5621 FED-STD-595 FS-26132 18ℓ

123 8010-002892302 유성도료 KS M 6020

124 8010-002901180 터펜틴유 KS M 5956 TT-T-00801 18ℓ

125 8010-002904049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312 FS-17886 4ℓ

126 8010-002904050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312 FS-17886 18ℓ

127 8010-002904079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MIL-PRF-680 1ℓ

128 8010-002904247 방오 비닐 페인트 KS M 5964 MIL-P-15931 FS-37056 18ℓ

129 8010-002906645
에나멜, 아연분말, 
담수탱크 보호용

KDC 8010-R0011 MIL-E-15145 Blue-White 4ℓ

130 8010-002906648 반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962 FS-24084 18ℓ

131 8010-002906651 상온형 선저 방오 

페인트
KS M 5624 구)MIL-P-19451 18ℓ

132 8010-002906983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구)TT-L-50 FS-17875 0.5ℓ

133 8010-002906984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구)TT-L-50 FS-17038 0.5ℓ

134 8010-002910599
조합 페인트 무광 흰색 

및 담색 (내부용)
KS M 5711 TT-P-0047 FS-37875 4ℓ

135 8010-002910601
조합 페인트 무광 흰색 

및 담색 (내부용)
KS M 5711 TT-P-0047 FS-37875 18ℓ

136 8010-002921127 방청 프라이머 구)TT-P-664 4ℓ

137 8010-002921812
갑판용 적색 에나멜

(내부용)
KS M 5625  FED-STD-595 FS-20109 4ℓ

138 8010-002921813
갑판용 적색 에나멜

(내부용)
KS M 5625  FED-STD-595 FS-20109 18ℓ

139 8010-002970547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72 FS-37038 1ℓ

140 8010-002972005 유성도료 KS M 6020 FS-14084 18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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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8010-002972100
갑판용 회색 에나멜

(외부용)
KS M 5621  FED-STD-595 FS-26132 4ℓ

142 8010-002972105 반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962 구)TT-E-485 FS-24084 4ℓ

143 8010-002972111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KS M 5958 구)TT-E-516 FS-37875 4ℓ

144 8010-002972112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KS M 5958 구)TT-E-516 FS-33538 4ℓ

145 8010-002972114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KS M 5958 구)TT-E-516 FS-31136 4ℓ

146 8010-002972116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KS M 5958 구)TT-E-516 FS-34088 4ℓ

147 8010-00297211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KS M 5958 구)TT-E-516 FS-35109 4ℓ

148 8010-002972120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KS M 5958 구)TT-E-516 FS-36231 4ℓ

149 8010-002972122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KS M 5958 구)TT-E-516 FS-37038 4ℓ

150 8010-002972124 반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962 구)TT-E-485 FS-24084 4ℓ

151 8010-002975827 방오 비닐 페인트 KS M 5964 MIL-P-15931 FS-20061

152 8010-002982292 유성도료 KS M 6020 FS-14084 4ℓ

153 8010-002982294 유성도료 KS M 6020 FS-13695 4ℓ

154 8010-002982302 유성도료 KS M 6020 구)TT-E-489 FS-15044 1ℓ

155 8010-002982304 유성도료         KS M 6020 FS-10076 4ℓ

156 8010-002983859 유성도료 KS M 6020 구)TT-E-529 FS-24525 4ℓ

157 8010-002985733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7875

158 8010-002990214 아스팔트 바니시 KS M 5960 TT-V-0051 Black 4ℓ

159 8010-003666701 수성도료 KS M 6010 구)8010-1018 FS-37875

160 8010-004035045 수성도료 KS M 6010 구)8010-1018 FS-3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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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8010-004035046 수성도료 KS M 6010 구)8010-1018 FS-33717

162 8010-004035059 수성도료 KS M 6010 구)8010-1018 FS-34554

163 8010-004035065 수성도료 KS M 6010 구)8010-1018 FS-37038

164 8010-004035066 수성도료 KS M 6010 구)8010-1018 FS-36081

165 8010-004591756 피복키트, 비내식성 MIL-C-83231 Black

166 8010-004825649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1136 8ℓ

167 8010-004825651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1136 2ℓ

168 8010-004825652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1136 8ℓ

169 8010-00482565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0279 8ℓ

170 8010-004825656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0219 8ℓ

171 8010-004825659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0140 8ℓ

172 8010-004825662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4102 8ℓ

173 8010-004825665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5044 8ℓ

174 8010-004825667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7875 8ℓ

175 8010-004825668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20400 8ℓ

176 8010-004825670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7038 8ℓ

177 8010-004825673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6622 8ℓ

178 8010-00482567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4079 8ℓ

179 8010-005151567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4187 4ℓ

180 8010-005152208 방청도료 KS M 6030 구)TT-P-1757 Yellow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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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8010-005152211 방청도료 KS M 6030 구)TT-P-1757 Yellow 18ℓ

182 8010-005152487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투명 0.5ℓ

183 8010-005261609 반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962 구)TT-E-485 FS-24084 4ℓ

184 8010-005272045 유성도료 KS M 6020 FS-13538 4ℓ

185 8010-005272050 유성도료 KS M 6020 FS-17038 4

186 8010-005272478 래커, 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4 MIL-PRF-81352 FS-16473 4ℓ

187 8010-005272493 래커, 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4 MIL-PRF-81352 FS-17875 4ℓ

188 8010-005272499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6231 4

189 8010-005272518 래커, 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4 MIL-PRF-81352 FS-13538 4ℓ

190 8010-005272884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7038 4ℓ

191 8010-005272888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4088 4ℓ

192 8010-005272897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MIL-T-19544 18ℓ

193 8010-005273198 유성도료 KS M 6020 TT-E-489 FS-11136 4ℓ

194 8010-005292045 유성도료 KS M 6020 FS-13538

195 8010-005305563 유성도료 KS M 6020 FS-14260 4ℓ

196 8010-00530638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1136 4ℓ

197 8010-005306387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3538 4ℓ

198 8010-005432085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7875 4ℓ

199 8010-005432129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5044 4ℓ

200 8010-005437826
조합 페인트 무광 흰색 

및 담색 (내부용)
KS M 5711 FS-34277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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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8010-005508305 선저 방청 도료 KS M 5341 구)MIL-P-19453 18ℓ

202 8010-005508474 에나멜 비닐 신나 KDS 8010-1027 TT-M-268 투명 4ℓ

203 8010-005517932 래커, 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4 MIL-PRF-81352 FS-11136 4ℓ

204 8010-005517933 래커, 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4 MIL-PRF-81352 FS-15044 4ℓ

205 8010-00558702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구)KS M 5319 18ℓ

206 8010-005587027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구)KS M 5319 18ℓ

207 8010-005593257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4672 18ℓ

208 8010-005774128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312 FS-26251 18ℓ

209 8010-005774225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312 FS-15177 4ℓ

210 8010-005774522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312 FS-26251 18ℓ

211 8010-005774523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312 FS-26251 4ℓ

212 8010-005774734
난연성 염화알키트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S M 5620  DOD-E-24607 FS-24585 4ℓ

213 8010-005774735
난연성 염화알키트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S M 5620  DOD-E-24607 FS-24585 18ℓ

214 8010-005774737
난연성 염화알키트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S M 5620  DOD-E-24607 FS-26307 18ℓ

215 8010-005774738
난연성 염화알키트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KS M 5620  DOD-E-24607 FS-27880 4ℓ

216 8010-005799202 수성도료 KS M 6010 구)8010-1018 FS-37855 4ℓ

217 8010-005825318 방청도료 KS M 6030 구)TT-P-1757 FS-34151 4ℓ

218 8010-005825382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37038 0.5ℓ

219 8010-005843011
유성 알키드 조합 

페인트 (외부용, 반광)
KS M 5965 구)TT-P-81 FS-14277 4ℓ

220 8010-005843087 유성도료  KS M 6020 FS-26251 4ℓ



154 방위사업청 l DAPA

 

 

순번 재고번호 규격서명 규격번호 관련규격 색상 실용량

221 8010-005843145
조합 페인트 무광 흰색 

및 담색 (내부용)
KS M 5711 TT-P-0047 FS-33695 4ℓ

222 8010-005843148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2197 0.5ℓ

223 8010-005843149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4064 0.5ℓ

224 8010-005843150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37875 0.5ℓ

225 8010-005843154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4491 0.5ℓ

226 8010-005843329 유성도료 KS M 6020 FS-14516 4ℓ

227 8010-005843356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3711 4ℓ

228 8010-005843357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2648 4ℓ

229 8010-005977847 유성도료 KS M 6020 FS-31136 4ℓ

230 8010-005977854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S M 5963 MIL-P-11414 Red 4ℓ

231 8010-005977860 유성도료 KS M 6020 FS-35044 4ℓ

232 8010-005977862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0118 1ℓ

233 8010-005978234
페인트 도막 박리제 

(불연성)
KS M 5721 TT-R-00251 Yellow 4ℓ

234 8010-005985054 유성도료 KS M 6020 MIL-V-13750 4ℓ

235 8010-005985159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4084 4ℓ

236 8010-005985460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0277 1ℓ

237 8010-005985472
유성 알키드 조합 

페인트 (외부용, 반광)
KS M 5965 TT-P-71 FS-14084 18ℓ

238 8010-005985730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7875 18ℓ

239 8010-005985733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7875 4ℓ

240 8010-005985736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1668 1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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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8010-005985737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5526 1ℓ

242 8010-005985741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4554 18ℓ

243 8010-005985927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15044 4ℓ

244 8010-005985945 유성도료 KS M 6020 구)TT-E-489 FS-13655 4ℓ

245 8010-005993257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246 8010-006160009 유성도료  KS M 6020 FS-20219 4ℓ

247 8010-006160014 유성도료 KS M 6020 FS-24516 4ℓ

248 8010-006160015 유성도료    KS M 6020 FS-24516

249 8010-006164010 유성도료 KS M 6020 Brown 4ℓ

250 8010-006167496 유성도료 KS M 6020 FS-16081 4ℓ

251 8010-006169143 유성도료 KS M 6020 FS-37038 0.5ℓ

252 8010-006347320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1136 4ℓ

253 8010-006410427 피복제, 미끄럼 방지용 A-A-59166 MIL-W-5044 Black 4ℓ

254 8010-006447465 바니시 KS M 6050

255 8010-006558458 페인트, 알루미늄, 
내열성

KDC 8010-R0014 TT-P-28 FS-17178 4ℓ

256 8010-006561639 아마인유 KDC 8010-R0002 18ℓ

257 8010-006642301
유성 알키드 조합 

페인트 (외부용, 반광)
KS M 5965 TT-P-71 FS-14084 4ℓ

258 8010-006644743 갑판용 에나멜 검정색 KS M 5959  FED-STD-595 FS-27038 4ℓ

259 8010-006644761 유성도료 KS M 6020 TT-E-489 FS-17875 4

260 8010-006644948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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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8010-006647468 페인트, 내열용 TT-P-28

262 8010-006647651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7038 4ℓ

263 8010-006647656 유성도료 KS M 6020 FS-37038 18ℓ

264 8010-006800143 래커도료 KS M 6040 A-A-3165 FS-13473 4ℓ

265 8010-006826437 방오 비닐 페인트 KS M 5964 MIL-P-15931 Red 18ℓ

266 8010-006848789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KS M ISO 150 18ℓ

267 8010-006874019 도로용 안루미늄 안료 KS M 5604 TT-P-00320 1LB

268 8010-007219479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2215 0.5ℓ

269 8010-007219483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4110 0.5ℓ

270 8010-007219487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7778 0.5ℓ

271 8010-007219742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0075 0.5ℓ

272 8010-007219743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1105 0.5ℓ

273 8010-007219744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3538 0.5ℓ

274 8010-007219745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3618 0.5ℓ

275 8010-007219746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5102 0.5ℓ

276 8010-007219747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5080 0.5ℓ

277 8010-007219748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5526 0.5ℓ

278 8010-007219749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6187 0.5ℓ

279 8010-007219750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6307 0.5ℓ

280 8010-007219751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7178 0.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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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8010-007219752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7043 0.5ℓ

282 8010-007219753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25184 0.5ℓ

283 8010-007219754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26134 0.5ℓ

284 8010-007227119 프라이머, 선박용, 
비닐연단

KDC 8010-R0008 MIL-P-24441 FS-22510 4ℓ

285 8010-007534714
프라이머, 선박용, 
비닐-크롬산 아연

KDC 8010-R0009 MIL-P-15930 FS-34096 18ℓ

286 8010-00776463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4102 4ℓ

287 8010-007823892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0219 4ℓ

288 8010-007823892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0219 4ℓ

289 8010-007828047 유성도료 KS M 6020

290 8010-007828047 유성도료 KS M 6020 FS-27886 4ℓ

291 8010-007829356 유성도료 KS M 6020 FS-37875 0.5ℓ

292 8010-008152692 페인트, 알루미늄, 
내열성

KDC 8010-R0014 TT-P-28G FS-17178 4ℓ

293 8010-008169947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KS M 5622 MIL-E-15090 FS-16307 1ℓ

294 8010-008171214 방청도료 KS M 6030

295 8010-008357215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6440 0.5ℓ

296 8010-008387092 에나멜 비닐라이트 

그레이
KDS 8010-0312 MIL-15935 FS-16251 4ℓ

297 8010-008470078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7875 4ℓ

298 8010-008531859 유성도료 KS M 6020 구)TT-E-489 FS-15123 4ℓ

299 8010-008652053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KS M 5622 MIL-E-15090 FS-16307 0.5ℓ

300 8010-008652054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KS M 5622 FS-26307 0.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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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8010-008791103 방오 비닐 페인트 KS M 5964 Red 18ℓ

302 8010-008835329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14187 0.5ℓ

303 8010-009000737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4079 4ℓ

304 8010-009000739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6622 4ℓ

305 8010-009011705 유성도료 KS M 6020 FS-27886 18

306 8010-009036806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0324

307 8010-009036807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3717

308 8010-009036808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4672

309 8010-009036809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1668

310 8010-009036811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5526

311 8010-009129525 에나멜 비닐테크 그레이 KDS 8010-0309 MIL-E-16188 FS-26008 18ℓ

312 8010-009143081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KS M 5958  MIL-DTL-53039 FS-34088 4ℓ

313 8010-009166226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3717

314 8010-009166227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4558

315 8010-009172256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S M 5708  MIL-PRF-24635 FS-26270 18ℓ

316 8010-009255084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KS M 5958 MIL-DTL-53039 FS-34088

317 8010-009357080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KDC 8010-R0016 MIL-P-23377 Yellow 1ℓ

318 8010-009418712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4088 0.5ℓ

319 8010-009437127 페인트 제거제 TT-R-248 Orange 180

320 8010-009437128 페인트 제거제 TT-R-248 Orange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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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8010-009652389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23722 0.5ℓ

322 8010-009652390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24233 0.5ℓ

323 8010-009652391 레커 에어로졸 KDS 8010-1013 TT-L-50 FS-26280 0.5ℓ

324 8010-010157339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5450 8ℓ

325 8010-010306160 페인트, 내열용 S1193 Gray 4ℓ

326 8010-01042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투명 8ℓ

327 8010-010552319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4088 5ℓ

328 8010-010683116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6440 8ℓ

329 8010-010789280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16081 2ℓ

330 8010-010842747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6320 4ℓ

331 8010-011261427 피복키트, 비내식성 P6173-5 FS-36270

332 8010-011271960 피복키트, 비내식성 P6173-3 FS-36270

333 8010-011278908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6300 5ℓ

334 8010-011303343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4082 5ℓ

335 8010-011303345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105 5ℓ

336 8010-011303346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245 5ℓ

337 8010-0113033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303 5ℓ

338 8010-011310611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4082 20ℓ

339 8010-011310612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245 20ℓ

340 8010-011316254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7038 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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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8010-011316255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4031 5ℓ

342 8010-011316259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303 20ℓ

343 8010-011316261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7038 20ℓ

344 8010-011316262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4031 20ℓ

345 8010-011449872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7875 5ℓ

346 8010-011449873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1136 5ℓ

347 8010-011449875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4088 20ℓ

348 8010-011449876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6300 20ℓ

349 8010-01144987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7875 20ℓ

350 8010-011449878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1136 20ℓ

351 8010-011449879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7038 20ℓ

352 8010-011449880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5044 20ℓ

353 8010-011462646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7038 5ℓ

354 8010-0114626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7031 5ℓ

355 8010-011462648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5044 5ℓ

356 8010-011462649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6231 5ℓ

357 8010-011464376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7031 20ℓ

358 8010-011483662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105 20ℓ

359 8010-011606742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4094 5ℓ

360 8010-011606745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0051 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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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8010-011606746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0051 20ℓ

362 8010-011625578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4094 20ℓ

363 8010-011656760 신나, 항공기 코팅용 KDS 8010-1001 MIL-T-81772

364 8010-011680684 신나, 항공기 코팅용 KDS 8010-1001 MIL-T-81772 180ℓ

365 8010-011700132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6231 20ℓ

366 8010-012002637 신나, 항공기 코팅용 KDS 8010-1001 MIL-T-81772 4ℓ

367 8010-012121704 신나, 항공기 코팅용 KDS 8010-1001 MIL-T-81772 18ℓ

368 8010-012355079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538 20ℓ

369 8010-012358059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538 5ℓ

370 8010-012419736 페인트, 선저방오, 
자기마모형

구)8010-1048 Black 4ℓ

371 8010-012428159 피복키트, 비내식성 5-294-2L FS-36375

372 8010-012478880 신나, 항공기 코팅용 KDS 8010-1001 MIL-T-81772 180ℓ

373 8010-012555414 피복키트, 비내식성 P5438-1-1 FS-36270

374 8010-012555415 피복키트, 비내식성 P5438-1-2 FS-16270

375 8010-012600908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446 20ℓ

376 8010-012600909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446 5ℓ

377 8010-01265914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17925 8ℓ

378 8010-012659151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375 8ℓ

379 8010-012659152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320 8ℓ

380 8010-012724050 희석제 구)8010-1046 18ℓ



162 방위사업청 l DAPA

 

 

순번 재고번호 규격서명 규격번호 관련규격 색상 실용량

381 8010-013055551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118 8ℓ

382 8010-013296752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231 8ℓ

383 8010-01329726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12197 8ℓ

384 8010-013363034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4092 8ℓ

385 8010-013363036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4102 8ℓ

386 8010-013371378 Epoxy Primer FMS-3027

387 8010-013443218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270 8ℓ

388 8010-013456535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6173 8ℓ

389 8010-013577868 프라이머 피복제 TT-P-2760 Yellow 4ℓ

390 8010-01380171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7925

391 8010-013801759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1136

392 8010-013802445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KS M 5963 MIL-P-11414 Red 18ℓ

393 8010-01397396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0219 8ℓ

394 8010-01397397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0544

395 8010-013973983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7038 8ℓ

396 8010-013973997 폴리우레탄 피복제 MIL-PRF-85285 FS-34079 8ℓ

397 8010-014415849 Epoxy Primer MIL-P-23377 18ℓ

398 8010-370050239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7875

399 8010-370050343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7875

400 8010-370050344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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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8010-370053714 페인트 제거제 구)8010-0316 Orange 18ℓ

402 8010-370054361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13690 4ℓ

403 8010-370054362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15042 4ℓ

404 8010-371805745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구)8010-1016 18ℓ

405 8010-374001271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7875

406 8010-374001272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10 FS-37875

407 8010-374003131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6622 4ℓ

408 8010-374005141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5237 4ℓ

409 8010-374005142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6375 8ℓ

410 8010-374005143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KDS 8010-1004 MIL-PRF-85285 FS-36320 8ℓ

411 8010-374005309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4ℓ

412 8010-374005310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4ℓ

413 8010-375002334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FS-34088

414 8010-375002335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FS-34088

415 8010-375002336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투명

416 8010-375002337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투명

417 8010-375002338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FS-30109

418 8010-375002339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FS-30109

419 8010-375002340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담황색

420 8010-375002341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담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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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8010-375002342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담황색

422 8010-375002343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FS-14110

423 8010-375002344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담황색 

투명

424 8010-375002345 갑판피복제 폴리레탄 

중도
KPIC 1011-1733 구)KDS 5610-1004 FS-14110

425 8010-375002345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FS-14110

426 8010-375002346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담황색 

투명

427 8010-375002347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담황색 

투명

428 8010-375002348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담황색 

투명

429 8010-375002349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FS-26081

430 8010-375002350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FS-26081

431 8010-375002351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FS-26081

432 8010-375002352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담황색 

투명

433 8010-375002353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담황색 

투명

434 8010-375002354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담황색 

투명

435 8010-375002356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투명

436 8010-375002357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투명

437 8010-375002358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투명

438 8010-375002359
갑판피복제 하도 및 

중도 희석제
KPIC 1005-1270 투명

439 8010-375002359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투명

440 8010-375020565
비닐 변성 콜타르 

에폭시 프라이마 선박용
구)8010-1045 2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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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8010-375020566 비닐타르 프라이마 

선박용
구)8010-1043 20ℓ

442 8010-375020567 페인트, 선저방오, 
자기마모형

구)8010-1048 20ℓ

443 8010-375020568 희석제 구)8010-1046 18ℓ

444 8010-375020573 희석제 구)8010-1046 18ℓ

445 8010-375020577
콜타르 에폭시 알루미늄 

프라이마 선박용
구)8010-1044 20ℓ

446 8010-375020578 비닐타르 프라이마 

선박용
구)8010-1043 5ℓ

447 8010-375020579 페인트, 선저방오, 
자기마모형

구)8010-1048 20ℓ

448 8010-375022734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510 5ℓ

449 8010-375022735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KDS 8010-1047 MIL-C-46168 FS-33510 20ℓ

450 8010-375046817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KPIC 1006-1271 FS-32169

451 8010-375046819
비닐 아크릴 

페인트(헤지그레이)
KPIC 1004-1269 FS-26270 18ℓ

452 8010-375046820
비닐 아크릴 

페인트(데크그레이)
KPIC 1004-1269 FS-26081 18ℓ

453 8010-375064361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7875 4ℓ

454 8010-375064362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3538 4ℓ

455 8010-375064363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KDC 8010-R0006 A-A-3164 FS-35044 4ℓ

456 8010-375064364 래커도료 KS M 6040 TT-L-32 FS-11136 4ℓ

457 8010-375064365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KS M 5708 FS-17875 4ℓ

458 8010-375064366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E56305 4ℓ

459 8010-375064367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E51822 4ℓ

460 8010-375064368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E40373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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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8010-375064369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E29382 4ℓ

462 8010-375064370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E29871 4ℓ

463 8010-375064371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E80140 4ℓ

464 8010-375064372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E80660 4ℓ

465 8010-375064373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E31799 4ℓ

466 8010-375064374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E80904 4ℓ

467 8010-375064375 유성도료 KS M 6020 구)KS M 5701 FS-14062 4ℓ

468 8010-375064376
에나멜외부용 비닐 

알키드형 흑색
구)8010-0305 Black 4ℓ

469 8010-375064396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KDC 8010-R0003 MIL-PRF-81352 FS-36173 4ℓ

470 8010-375064436 에나멜, 비닐, 신나 KDS 8010-1027 ASTM-D-1153 4ℓ

471 8010-375064437 도료용 희석제 KPIC 1005-1270 18ℓ

472 8010-375064451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구)KS M 5322 FS-33538 18ℓ

473 8010-375064547 유성도료 KS M 6020 E34890 4ℓ

474 8010-375071695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4094 1ℓ

475 8010-375071696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4094 4ℓ

476 8010-375071697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4095 18ℓ

477 8010-375071698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4095 200ℓ

478 8010-3750716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3105 1ℓ

479 8010-375071700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3105 4ℓ

480 8010-375071701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3105 18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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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8010-375071702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3105 200ℓ

482 8010-375071703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7030 1ℓ

483 8010-375071704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7030 4ℓ

484 8010-375071705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7030 18ℓ

485 8010-375071706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7030 200ℓ

486 8010-375071707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3303 1ℓ

487 8010-375071708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3303 4ℓ

488 8010-37507170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3303 18ℓ

489 8010-375071710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KDS 8010-0299 TT-E-527 FS-33303 200ℓ

490 8010-375081850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KDC 8010-R0016 MIL-P-23377 FS-34052 4ℓ

491 8010-375085985
갑판피복제 폴리우레탄 

하도(주제)
KPIC 1011-1733 FS-30099

492 8010-375085985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Brown

493 8010-375085986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Brown

494 8010-375085987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Brown

495 8010-375085988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Brown

496 8010-375085989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Brown

497 8010-375097270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4ℓ

498 8010-375118374 에폭시 코팅 키트 KPIC 1008-1735 FS-26270

499 8010-375118375 폴리우레탄 피복제 KPIC 1008-1736 FS-26081

500 8010-375118377 도료용 희석제 KPIC 1005-1270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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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8010-375118378 도료용 희석제 KPIC 1005-1270 4ℓ

502 8010-375118379 도료용 희석제 KPIC 1005-1270 4ℓ

503 8010-375118380
콜타르-프리 비닐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1-1221 Black

504 8010-375118381
콜타르-프리 비닐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KPIC 3011-1221 Brown

505 8010-376644948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506 8010-377744944 수성도료 KS M 6010 구)KS M 5320 FS-37875

507 8010-37A185577   코비닐 에나멜 VT536-1000

508 8010-37A185578   코비닐 에나멜 VT536-1999

509 8010-37A197758 유성도료 KS M 6020

510 8010-37A200656 페인트계, 형광색 KDC 8010-R0015 MIL-P-21563 FS-38903 4ℓ

511 8010-37A200743 도프(Dope) KDC 8010-R0012 MIL-D-5553 4ℓ

512 8010-37A258680 Activator Etch Primer TH 34B

513 8010-37A258683 페인트 침식방지제 F407-672 FS-34079

514 8010-37A264742 Two-Pack EC75R/356

515 8010-992252125 활성제, 페인트, 
마무리용

F210-752

516 8010-995152281 희석제 T209C1 5ℓ

517 8010-997564413 페인트, 마감용 580-0097-6

518 8030-000627580 부식방지제 MIL-C-27725

519 8030-001658577 세척용 프라이마 KDS 8030-0002 MIL-P-15328 Green 4ℓ

520 8030-011236659 Sealing Compound SERMETEL 570A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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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8030-013454858 Sealing Compound FMS-3049 2ℓ

522 8030-014255329 부식방지제 SEREMTEL W 4ℓ

523 8030-37A170644 부식방지제 KDC 8030-R0001 KS M 2212 360mℓ

524 8030-37A200716 Enamel White PL205

525 8040-013477596 프라이머, 접착제용 FMS-1058

526 9620-375002360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Black

527 9620-375002361 갑판 피복재 KDS 7220-4001 MIL-D-24613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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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C 8010-R0002 아마인유 8010-002210611 ASTM-D-234 4ℓ

2 KDC 8010-R0002 아마인유 8010-006561639 18ℓ

3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0669438 MIL-PRF-81352 FS-36622 0.5ℓ

4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0822479 MIL-PRF-81352 FS-34088 1ℓ

5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1817782 MIL-PRF-81352 FS-36251 1ℓ

6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1817783 MIL-PRF-81352 FS-36081

7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2078561 MIL-PRF-81352 FS-20140

8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272499 MIL-PRF-81352 FS-36231 4ℓ

9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272884 MIL-PRF-81352 FS-37038 4ℓ

10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272888 MIL-PRF-81352 FS-34088 4ℓ

11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306383 MIL-PRF-81352 FS-31136 4ℓ

12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306387 MIL-PRF-81352 FS-33538 4ℓ

13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432085 MIL-PRF-81352 FS-37875 4ℓ

14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432129 MIL-PRF-81352 FS-35044 4ℓ

15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7764633 MIL-PRF-81352 FS-34102 4ℓ

16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7823892 MIL-PRF-81352 FS-30219 4ℓ

17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7823892 MIL-PRF-81352 FS-30219 4ℓ

18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9000737 MIL-PRF-81352 FS-34079 4ℓ

19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9000739 MIL-PRF-81352 FS-36622 4ℓ

20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9418712 MIL-PRF-81352 FS-34088 0.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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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10842747 MIL-PRF-81352 FS-36320 4ℓ

22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374003131 MIL-PRF-81352 FS-36622 4ℓ

23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374005141 MIL-PRF-81352 FS-35237 4ℓ

24 KDC 8010-R0003 래커, 무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375064396 MIL-PRF-81352 FS-36173 4ℓ

25 KDC 8010-R0004 래커, 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272478 MIL-PRF-81352 FS-16473 4ℓ

26 KDC 8010-R0004 래커, 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272493 MIL-PRF-81352 FS-17875 4ℓ

27 KDC 8010-R0004 래커, 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272518 MIL-PRF-81352 FS-13538 4ℓ

28 KDC 8010-R0004 래커, 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517932 MIL-PRF-81352 FS-11136 4ℓ

29 KDC 8010-R0004 래커, 광택(아크릴계), 
항공기용

8010-005517933 MIL-PRF-81352 FS-15044 4ℓ

30 KDC 8010-R0005 래커, 내부용, 광택 8010-001656111 A-A-3003 투명 4ℓ

31 KDC 8010-R0005 래커, 내부용, 광택 8010-001711503 A-A-3003 FS-14084 4ℓ

32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001663145 A-A-3164 FS-35044 1ℓ

33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001663147 A-A-3164 FS-37038 1ℓ

34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001663150 A-A-3164 FS-31136 1ℓ

35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001663151 A-A-3164 FS-31136 4ℓ

36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001663152 A-A-3164 FS-37875 1ℓ

37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001663155 A-A-3164 FS-34092 4ℓ

38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001663158 A-A-3164 FS-33538 1ℓ

39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001663160 A-A-3164 FS-36118 4ℓ

40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006647651 A-A-3164 FS-37038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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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375064361 A-A-3164 FS-37875 4ℓ

42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375064362 A-A-3164 FS-33538 4ℓ

43 KDC 8010-R0006 래커, 무광택 및 반광택, 
항공기용

8010-375064363 A-A-3164 FS-35044 4ℓ

44 KDC 8010-R0008 프라이머, 선박용, 
비닐연단

8010-007227119 MIL-P-24441 FS-22510 4ℓ

45 KDC 8010-R0009
프라이머, 선박용, 
비닐-크롬산 아연

8010-007534714 MIL-P-15930 FS-34096 18ℓ

46 KDC 8010-R0010 착색제 8010-001660746 구)TT-S-711 Oak, Light 4ℓ

47 KDC 8010-R0011
에나멜, 아연분말, 
담수탱크 보호용

8010-002906645 MIL-E-15145 Blue-White 4ℓ

48 KDC 8010-R0012 도프(Dope) 8010-001688812 구)MIL-D-5549 무색 4ℓ

49 KDC 8010-R0012 도프(Dope) 8010-002234037 MIL-D-5549 4ℓ

50 KDC 8010-R0012 도프(Dope) 8010-37A200743 MIL-D-5553 4ℓ

51 KDC 8010-R0013 희석제 8010-001655582 MIL-T-6096A 4ℓ

52 KDC 8010-R0014 페인트, 알루미늄, 
내열성

8010-006558458 TT-P-28 FS-17178 4ℓ

53 KDC 8010-R0014 페인트, 알루미늄, 
내열성

8010-008152692 TT-P-28G FS-17178 4ℓ

54 KDC 8010-R0015 페인트계, 형광색 8010-000822421 MIL-P-21563 FS-38903 4ℓ

55 KDC 8010-R0015 페인트계, 형광색 8010-37A200656 MIL-P-21563 FS-38903 4ℓ

56 KDC 8010-R0016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8010-000822450 MIL-PRF-23377 FS-34052 4ℓ

57 KDC 8010-R0016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8010-000822477 MIL-P-23377 18ℓ

58 KDC 8010-R0016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8010-001429279 MIL-P-23377 Yellow 0.5ℓ

59 KDC 8010-R0016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8010-002294813 MIL-P-23377

60 KDC 8010-R0016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8010-009357080 MIL-P-23377 Yellow 1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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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KDC 8010-R0016
프라이머, 

에폭시폴리아마이드, 
내약품 및 내용제성

8010-375081850 MIL-P-23377 FS-34052 4ℓ

62 KDC 8030-R0001 부식방지제 8030-37A170644 KS M 2212 360mℓ

63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5610-375002355 MIL-D-24613

64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34 MIL-D-24613 FS-34088

65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35 MIL-D-24613 FS-34088

66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36 MIL-D-24613 투명

67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37 MIL-D-24613 투명

68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38 MIL-D-24613 FS-30109

69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39 MIL-D-24613 FS-30109

70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40 MIL-D-24613 담황색

71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41 MIL-D-24613 담황색

72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42 MIL-D-24613 담황색

73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43 MIL-D-24613 FS-14110

74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44 MIL-D-24613
담황색 

투명

75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45 MIL-D-24613 FS-14110

76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46 MIL-D-24613
담황색 

투명

77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47 MIL-D-24613
담황색 

투명

78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48 MIL-D-24613
담황색 

투명

79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49 MIL-D-24613 FS-26081

80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50 MIL-D-24613 FS-2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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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51 MIL-D-24613 FS-26081

82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52 MIL-D-24613
담황색 

투명

83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53 MIL-D-24613
담황색 

투명

84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54 MIL-D-24613
담황색 

투명

85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56 MIL-D-24613 투명

86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57 MIL-D-24613 투명

87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58 MIL-D-24613 투명

88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02359 MIL-D-24613 투명

89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85985 MIL-D-24613 Brown

90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85986 MIL-D-24613 Brown

91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85987 MIL-D-24613 Brown

92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85988 MIL-D-24613 Brown

93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8010-375085989 MIL-D-24613 Brown

94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9620-375002360 MIL-D-24613 Black

95 KDS 7220-4001 갑판 피복재 9620-375002361 MIL-D-24613 Yellow

96 KDS 8010-0100 바깥용 석탄산계 에나멜 구)TT-E-522

97 KDS 8010-0118 가열분무용 무광택 라카 MIL-DTL-11195

98 KDS 8010-0123
질산셀루로우즈 

반광택성라카(Iacquer)

99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08  FS-33303 4ℓ

100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07  FS-33303 1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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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002970547  FS-37038 1ℓ

102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005977862  FS-30118 1ℓ

103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005985460  FS-30277 1ℓ

104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695  FS-34094 1ℓ

105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696  FS-34094 4ℓ

106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697  FS-34095 18ℓ

107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698  FS-34095 200ℓ

108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699  FS-33105 1ℓ

109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00  FS-33105 4ℓ

110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01  FS-33105 18ℓ

111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02  FS-33105 200ℓ

112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03  FS-37030 1ℓ

113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04  FS-37030 4ℓ

114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05  FS-37030 18ℓ

115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06  FS-37030 200ℓ

116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09  FS-33303 18ℓ

117 KDS 8010-0299 무광택 알키드 수지 

에나멜
8010-375071710  FS-33303 200ℓ

118 KDS 8010-0308 페인트류 포장규격서

119 KDS 8010-0309 에나멜 비닐테크 그레이 8010-009129525 MIL-E-16188 FS-26008 18ℓ

120 KDS 8010-0312 에나멜 비닐라이트 

그레이
8010-002857014 MIL-E-15935 FS-26187 18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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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KDS 8010-0312 에나멜 비닐라이트 

그레이
8010-008387092 MIL-15935 FS-16251 4ℓ

122 KDS 8010-0505
광택 질산면 

래커(붓칠용)

123 KDS 8010-0506 나무 및 철재용 알키드 

프라이머
MIL-DTL-0053030

124 KDS 8010-0506 나무 및 철재용 알키드 

프라이머

125 KDS 8010-0507 내락카 방청 합성 

프라이머

126 KDS 8010-0508
주름살 부품용 자연 

건조형 래커

127 KDS 8010-0514
무광택 도장,철모 

방탄헬멧 및 화이바모용

128 KDS 8010-1001 신나, 항공기 코팅용 8010-001818079 MIL-T-81772 18ℓ

129 KDS 8010-1001 신나, 항공기 코팅용 8010-001818080 MIL-T-81772 4ℓ

130 KDS 8010-1001 신나, 항공기 코팅용 8010-002801751 MIL-T-81772 180ℓ

131 KDS 8010-1001 신나, 항공기 코팅용 8010-011656760 MIL-T-81772

132 KDS 8010-1001 신나, 항공기 코팅용 8010-011680684 MIL-T-81772 180ℓ

133 KDS 8010-1001 신나, 항공기 코팅용 8010-012002637 MIL-T-81772 4ℓ

134 KDS 8010-1001 신나, 항공기 코팅용 8010-012121704 MIL-T-81772 18ℓ

135 KDS 8010-1001 신나, 항공기 코팅용 8010-012478880 MIL-T-81772 180ℓ

136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307579 MIL-PRF-85285 FS-15450 8ℓ

137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381760 MIL-PRF-85285 FS-13655 8ℓ

138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594437 MIL-PRF-85285 FS-34087 8ℓ

139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817109 MIL-PRF-85285 FS-17178 8ℓ

140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818254 MIL-PRF-85285 FS-16473 8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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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818277 MIL-PRF-85285 FS-17038 8ℓ

142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818281 MIL-PRF-85285 FS-17925 8ℓ

143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818282 MIL-PRF-85285 FS-17925 2ℓ

144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818283 MIL-PRF-85285 FS-15044 8ℓ

145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818292 MIL-PRF-85285 FS-13538 8ℓ

146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818296 MIL-PRF-85285 FS-12197 8ℓ

147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1818300 MIL-PRF-85285 FS-33538 8ℓ

148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49 MIL-PRF-85285 FS-11136 8ℓ

149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51 MIL-PRF-85285 FS-11136 2ℓ

150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52 MIL-PRF-85285 FS-31136 8ℓ

151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54 MIL-PRF-85285 FS-30279 8ℓ

152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56 MIL-PRF-85285 FS-30219 8ℓ

153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59 MIL-PRF-85285 FS-30140 8ℓ

154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62 MIL-PRF-85285 FS-34102 8ℓ

155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65 MIL-PRF-85285 FS-35044 8ℓ

156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67 MIL-PRF-85285 FS-37875 8ℓ

157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68 MIL-PRF-85285 FS-20400 8ℓ

158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70 MIL-PRF-85285 FS-37038 8ℓ

159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73 MIL-PRF-85285 FS-36622 8ℓ

160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04825674 MIL-PRF-85285 FS-34079 8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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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10157339 MIL-PRF-85285 FS-35450 8ℓ

162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10421004 MIL-PRF-85285 투명 8ℓ

163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10683116 MIL-PRF-85285 FS-16440 8ℓ

164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010789280 MIL-PRF-85285 FS-16081 2ℓ

165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374005142 MIL-PRF-85285 FS-36375 8ℓ

166 KDS 8010-1004
코팅 우레탄, 아리파틱 

이소시아네이트, 항공
8010-374005143 MIL-PRF-85285 FS-36320 8ℓ

167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1412950 TT-L-50 FS-13655 0.5ℓ

168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1412951 TT-L-50 FS-14062 0.5ℓ

169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1412952 TT-L-50 FS-11136 0.5ℓ

170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1412958 TT-L-50 FS-16099 0.5ℓ

171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2906983 구)TT-L-50 FS-17875 0.5ℓ

172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2906984 구)TT-L-50 FS-17038 0.5ℓ

173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5152487 TT-L-50 투명 0.5ℓ

174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5825382 TT-L-50 FS-37038 0.5ℓ

175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5843148 TT-L-50 FS-12197 0.5ℓ

176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5843149 TT-L-50 FS-14064 0.5ℓ

177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5843150 TT-L-50 FS-37875 0.5ℓ

178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5843154 TT-L-50 FS-14491 0.5ℓ

179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479 TT-L-50 FS-12215 0.5ℓ

180 KDS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483 TT-L-50 FS-14110 0.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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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487 TT-L-50 FS-17778 0.5ℓ

182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42 TT-L-50 FS-10075 0.5ℓ

183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43 TT-L-50 FS-11105 0.5ℓ

184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44 TT-L-50 FS-13538 0.5ℓ

185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45 TT-L-50 FS-13618 0.5ℓ

186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46 TT-L-50 FS-15102 0.5ℓ

187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47 TT-L-50 FS-15080 0.5ℓ

188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48 TT-L-50 FS-15526 0.5ℓ

189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49 TT-L-50 FS-16187 0.5ℓ

190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50 TT-L-50 FS-16307 0.5ℓ

191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51 TT-L-50 FS-17178 0.5ℓ

192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52 TT-L-50 FS-17043 0.5ℓ

193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53 TT-L-50 FS-25184 0.5ℓ

194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7219754 TT-L-50 FS-26134 0.5ℓ

195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8357215 TT-L-50 FS-16440 0.5ℓ

196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8835329 TT-L-50 FS-14187 0.5ℓ

197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9652389 TT-L-50 FS-23722 0.5ℓ

198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9652390 TT-L-50 FS-24233 0.5ℓ

199 8010-1013 레커 에어로졸 8010-009652391 TT-L-50 FS-26280 0.5ℓ

200 8010-1023
오일형 착색제 목재 

내부용
8010-002812071 TT-S-711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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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8010-1027 에나멜 비닐 신나 8010-005508474 TT-M-268 투명 4ℓ

202 8010-1027 에나멜, 비닐, 신나 8010-375064436 ASTM-D-1153 4ℓ

203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0552319 MIL-C-46168 FS-34088 5ℓ

204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278908 MIL-C-46168 FS-36300 5ℓ

205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03343 MIL-C-46168 FS-34082 5ℓ

206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03345 MIL-C-46168 FS-33105 5ℓ

207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03346 MIL-C-46168 FS-33245 5ℓ

208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03347 MIL-C-46168 FS-33303 5ℓ

209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10611 MIL-C-46168 FS-34082 20ℓ

210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10612 MIL-C-46168 FS-33245 20ℓ

211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16254 MIL-C-46168 FS-37038 5ℓ

212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16255 MIL-C-46168 FS-34031 5ℓ

213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16259 MIL-C-46168 FS-33303 20ℓ

214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16261 MIL-C-46168 FS-37038 20ℓ

215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316262 MIL-C-46168 FS-34031 20ℓ

216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49872 MIL-C-46168 FS-37875 5ℓ

217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49873 MIL-C-46168 FS-31136 5ℓ

218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49875 MIL-C-46168 FS-34088 20ℓ

219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49876 MIL-C-46168 FS-36300 20ℓ

220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49877 MIL-C-46168 FS-37875 2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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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49878 MIL-C-46168 FS-31136 20ℓ

222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49879 MIL-C-46168 FS-37038 20ℓ

223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49880 MIL-C-46168 FS-35044 20ℓ

224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62646 MIL-C-46168 FS-37038 5ℓ

225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62647 MIL-C-46168 FS-37031 5ℓ

226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62648 MIL-C-46168 FS-35044 5ℓ

227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62649 MIL-C-46168 FS-36231 5ℓ

228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64376 MIL-C-46168 FS-37031 20ℓ

229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483662 MIL-C-46168 FS-33105 20ℓ

230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606742 MIL-C-46168 FS-34094 5ℓ

231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606745 MIL-C-46168 FS-30051 5ℓ

232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606746 MIL-C-46168 FS-30051 20ℓ

233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625578 MIL-C-46168 FS-34094 20ℓ

234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1700132 MIL-C-46168 FS-36231 20ℓ

235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2355079 MIL-C-46168 FS-33538 20ℓ

236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2358059 MIL-C-46168 FS-33538 5ℓ

237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2600908 MIL-C-46168 FS-33446 20ℓ

238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012600909 MIL-C-46168 FS-33446 5ℓ

239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375022734 MIL-C-46168 FS-33510 5ℓ

240 KDS 8010-1047
폴리우레탄 피복제, 
화학작용제 저항용

8010-375022735 MIL-C-46168 FS-33510 20ℓ

241 KDS 8030-0002 세척용 프라이마 8030-001658577 MIL-P-15328 Green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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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관련규격

1 A-A-1452 Lacquer (Spraying, Chemical Resistant) 

2 A-A-2787 Enamel (Aerosol - Low VOC) 

3 A-A-3003 Lacquer, Spraying, Clear And Pigmented For Interior Use

4 A-A-3007
Thinner:  For Phenol-Formaldehyde And Medium Oil And 

Styrenated Alkyd Paints And Varnishes

5 A-A-3108 Tinting Medium, Enamel: Universal Colorants

6 A-A-3130 Paint (For Application To Wet Surfaces) 

7 A-A-3132 
Coating System: Epoxy Primer/Urethane Topcoat For 

Minimally Prepared Atmospheric Steel

8 A-A-3164 Synthetic Lacquer, Camouflage, Exterior, VOC Compliant 

9 A-A-3165 Lacquer, Gloss, For Aircraft Use

10 A-A-3185 Paint, Latex (Containing Post-Consumer Material)

11 A-A-50542 
Coating System : Reflective, Slip-Resistant 

Chemical-Resistant Urethane For Maintenance Facility Floors

12 A-A-50557
Primer, Water-Borne, Acrylic or Modified Acrylic,

For Metal Surfaces

13 A-A-50570
Paint, Water-Borne, Acrylic or Modified Acrylic,

Semigloss, For Metal Surfaces 

14 A-A-50574
Enamel, Odorless, Alkyd, Interior, Semigloss,

White And Tints 

15 A-A-52408 Preservative Coating, Rubber: For Rubber Surfaces 

16 A-A-52465
Primer Coating, Synthetic, VOC Compliant

(For Brake Drums) 

17 A-A-52474 Electrocoating Primer 

18 A-A-59116 Primer, Silicone Rubber Sealant 

19 A-A-59166 Coating Compound, Nonslip (For Walkways) 

20 A-A-59261
Corrosion Removing Compound, Sodium Hydroxide Base; 

For Immers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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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A-59267
Phosphate Coating Compounds, Manganese or Zinc Base 

(For Ferrous Metals) 

22 A-A-59276 Wood Preservatives: Waterborne or Water Reducible

23 A-A-59387 Remover, Polyurethane/Epoxy Paint 

24 A-A-59785 Epoxy Coating Kit (Epoxy Resin System)

25 A-A-59800 Solids Aliphatic Polyurea Coating 

26 A-A-857 Thinner, Dope And Lacquer (Cellulose Nitrate) 

27 DOD-E-24607
Enamel, Interior, Nonflaming (Dry),
Chlorinated Alkyd Resin, Semigloss

28 DOD-P-15328 Primer (Wash), Pretreatment (Formula No. 117 For Metals) 

29 DOD-P-24555
Paint, Aluminum, Heat-Resisting (650 Deg. C), 

Low-Emissivity (0.40 Or Less)

30 FED-STD-141
Paint, Varnish, Lacquer And Related Materials: Methods Of 

Inspection, Sampling And Testing 

31 FED-STD-595 Colors Used In Government Procurement 

32 MIL-A-22262 Abrasive Blasting Media Ship Hull Blast Cleaning 

33 MIL-A-8625 Anodic Coatings For Aluminum And Aluminum Alloys

34 MIL-C-10578
Corrosion Removing And Metal Conditioning Compound 

(Phosphoric Acid Base)

35 MIL-C-14806
Coating, Reflection Reducting, For Instrument Cover 

Glasses And Lighting Wedges

36 MIL-C-15074 Corrosion Preventive, Fingerprint Remover 

37 MIL-C-16555 Coating Compound, Strippable, Sprayable

38 MIL-C-17504 Coating Compound, Acrylic, Clear 

39 MIL-C-18480 Coating Compound, Bituminous, Solvent, Coal-Tar Base 

40 MIL-C-21067
Coating Compound, Synthetic Rubber, For Exposed Steel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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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MIL-C-24782
Coating, Powdered Fluoropolymer For Use On High 

Pressure Gas Flask Interiors

42 MIL-C-29475 Coating, Water Borne Polyurethane Camouflage

43 MIL-C-3301 Compound, Asphaltic, Hot Melt (Cavity Lining) 

44 MIL-C-40084 
Corrosion Preventive Compound, Water-Emulsifiable, Oil 

Type

45 MIL-C-450
Coating-Compound, Bituminous Solvent Type, Black

(For Ammunition)

46 MIL-C-46110 Coating Compound, Oxide Black

47 MIL-C-47002 Coating, Polyurethane, Single Component System 

48 MIL-C-47069 Coating, Electrically Conductive, Air-Drying

49 MIL-C-47175
Compound, Polyurethane, For Conformal Coating Of 

Electronic Circuitry

50 MIL-C-47224
Compound Molding, Transfer, Epoxy Resin, 

Single-Component 

51 MIL-C-47244 Coating, Ablative Resistant 

52 MIL-C-47246 Coatings, Ablative, Application Of 

53 MIL-C-48497
Coating, Single Or Multilayer, Interference :

Durability Requirements For

54 MIL-C-5056
Coating, Permanent Resin ; Process For Application Of,

To Aircraft Parts 

55 MIL-C-52023
Coating:  Ceramic, Refractory, For High Temperature 

Protection Of Low Carbon Steel 

56 MIL-C-63198
Primer, Stab:  PA505 Parts For, And Loading, Assembling, 

And Packing 

57 MIL-C-675 Coating Of Glass Optical Elements (Anti-Reflection)

58 MIL-DTL-81706
Chemical Conversion Materials For Coating Aluminum

And Aluminum Alloys 

59 MIL-C-81751 Coating, Metallic-Ceramic

60 MIL-C-81904 Coating Compound, Thermal-Insulation, Ab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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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MIL-C-81945 Coating Compounds, Weapon Insulation, Intumescent 

62 MIL-C-82407 Coating, Epoxy, For Steel Structures 

63 MIL-C-82594
Corrosion Preventive Compound And Surface Sealer For 

Nonferrous Metals 

64 MIL-C-82604
Compound, Asphaltic, High Melting Hot-Melt

(Cavity Lining) 

65 MIL-C-82747 Coating, Polyurethane Clear, Safflower Oil Modified Alkyd

66 MIL-C-82807 Coating, Flameproof

67 MIL-C-83019
Coating, Polyurethane, For Protection Of Integral Fuel Tank 

Sealing Compound 

68 MIL-C-8507
Coating, Wash Primer (Pretreatment) For Metals, 

Application Of (For Aeronautical Use) 

69 MIL-C-8514 Coating Compound, Metal Pretreatment, Resin-Acid

70 MIL-C-85322 Coating, Elastomeric, Polyurethane, Rain-Erosion

71 MIL-C-85614
Coating, Fastener (Titanium And Cres Alloys),

Aluminum Pigmented, Organically Bonded
(For All Threaded And Unthreaded Fasteners)

72 MIL-C-87115 Coating, Immersion Zinc Flake/Chromate Dispersion

73 MIL-D-3134 Deck Covering Materials 

74 MIL-D-3135 Deck Covering Underlay Materials

75 MIL-DTL-53022
Primer, Epoxy Coating, Corrosion Inhibiting, Lead And 

Chromate Free

76 MIL-DTL-53030
Primer Coating, Epoxy, Water Reducible, Lead And 

Chromate Free

77 MIL-DTL-53084
Primer, Cathodic Electrodeposition, Chemical Agent 

Resistant

78 MIL-DTL-11195
Enamel, Lusterless, Fast Dry, Voc Compliant,
(For Use On Ammunition And Other Metals) 

79 MIL-DTL-12276 Varnish, Phenolic, Baking

80 MIL-DTL-13924 Coating, Oxide, Black, For Ferrous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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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MIL-DTL-1394 Primer, Electric: M52A3B1

82 MIL-DTL-15090 Enamel, Equipment, Light Gray, (Navy Formula No. 111)

83 MIL-DTL-16232 Phosphate Coating, Heavy, Manganese Or Zinc Base

84 MIL-DTL-24441 Paint, Epoxy-Polyamide, General Specification For

85 MIL-DTL-24631
Paint, Camouflage For Submarines,

General Specification For

86 MIL-DTL-53039
Coating, Aliphatic Polyurethane, Single Component, 

Chemical Agent Resistant 

87 MIL-DTL-53072
Chemical Agent Resistant Coating (CARC) System 

Application Procedures And Quality Control Inspection 

88 MIL-DTL-5541
Chemical Conversion Coatings On Aluminum And 

Aluminum Alloys 

89 MIL-DTL-64159
Coating, Water Dispersible Aliphatic Polyurethane,

Chemical Agent Resistant

90 MIL-DTL-700 Enamel, Deck, Interior, Gray (Formula No. 20L)

91 MIL-DTL-83488 Coating, Aluminum, High Purity 

92 MIL-DTL-85054 Corrosion Preventive Compound, Clear (Amlguard)

93 MIL-E-1115
Enamel, Interior And Exterior, Alkyd, White

(Formula No. 30)

94 MIL-E-16663
Enamel, Semigloss, (For Metal Surfaces Of Ammunition 

And Ammunition Containers) 

95 MIL-E-19603 Enamel, Baking, For Roller Coat Application 

96 MIL-E-2036
Enclosures For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Naval Shipboard 

97 MIL-E-22118 Enamel, Electrical-Insulating 

98 MIL-E-24763 Enamel, Emulsion Type, For Shipboard Use

99 MIL-E-52835 Enamel, Modified Alkyd, Camouflage, Lusterless 

100 MIL-E-52891 Enamel, Lusterless, Zinc Phosphate, Styrenated Alky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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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MIL-E-82401 Enamel, Exterior, Vinyl-Alkyd, Red 

102 MIL-L-10287 
Lacquer, Cellulose Nitrate, For Identification Of Small 

Arms Ammunition 

103 MIL-L-296 Lacquer, Purple 

104 MIL-L-46075 Lacquer, Red (For Ammunition Primers)

105 MIL-M-15173 Magnesium Silicate Pigment (Talc) 

106 MIL-P-11824 Primer, No. 1-1/2

107 MIL-P-14105 Paint, Heat-Resisting (For Steel Surfaces) 

108 MIL-P-149 
Plastic Coating Compound, Strippable

(Hot Dipping) 

109 MIL-P-15930 
Primer Coating, Shipboard, Vinyl-Zinc Chromate

(Formula No. 120) 

110 MIL-P-19602 Primer, Size Coating, Baking, For Roller Coat Application 

111 MIL-P-20486 Primer Elements, Detonators And Relays Metal Parts For 

112 MIL-P-21035 Paint High Zinc Dust Content, Galvanizing Repair 

113 MIL-P-21563 Paint System, Fluorescent, For Aircraft Application 

114 MIL-P-22332 Paint, Priming, Exterior And Interior (For Ammunition) 

115 MIL-P-23242 Plastic Coating Compound, Strippable, For Electroplating

116 MIL-P-23281 Primer, Vinyl-Red Lead (For Brush Or Spray) 

117 MIL-P-24380 Paint, Anchor Chain, Solvent Type, Gloss Black 

118 MIL-P-38336 
Primer Coating, Inorganic, Zinc Dust Pigmented, 

Self-Curing, For Steel Surfaces 

119 MIL-P-47215 Primer, Ablative Resistant Coating 

120 MIL-P-53022 
Primer, Epoxy Coating, Corrosion Inhibiting,

Lead And Chromat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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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MIL-P-53030 
Primer Coating, Epoxy, Water Reducible, Lead And 

Chromate Free 

122 MIL-P-53084
Primer, Cathodic Electrodeposition, Chemical Agent 

Resistant

123 MIL-P-63196 Polyurethane Elastomer Binder (For Use In Ammunition) 

124 MIL-P-63316
Primer, Battery, Electric Parts, For And Loading, 

Assembling And Packing 

125 MIL-P-70671 Primer, Electric, Loading, Assembling And Packing

126 MIL-P-85089 Painting Of Aircrew Escape Propulsion Systems(AEPS)

127 MIL-P-85499 Primer Material

128 MIL-P-85856/6
Powder Materials For Flame And Plasma Sprayed Coatings 

Cobalt Base, Type I, Class 2, Composition C

129 MIL-P-85856/7
Powder Materials For Flame And Plasma Sprayed Coatings 
Nickel Chromium Alloy, Type I, Class 1, Composition B 

130 MIL-P-85856/8
Powder Materials For Flame And Plasma Sprayed Coatings 
Nickel Chromium Alloy, Type I, Class 2, Composition B 

131 MIL-P-85856/9
Powder Materials For Flame And Plasma Sprayed Coatings 

Pure Molybdenum, Type I, Class 2, Composition A 

132 MIL-P-85891 Plastic Media For Removal Of Organic Coatings 

133 MIL-PRF-19565 
Coating Compounds, Thermal Insulation,
Fire- And Water-Resistant, Vapor-Barrier

134 MIL-PRF-22750 Coating, Epoxy, High Solids 

135 MIL-PRF-23236 Coating Systems For Ship Structures 

136 MIL-PRF-23377 Primer Coatings: Epoxy, High-Solids

137 MIL-PRF-24596 Coating Compounds, Nonflaming, Fire-Protective

138 MIL-PRF-24613 Deck Covering Materials, Interior, Cosmetic Polymeric

139 MIL-PRF-24635 Coating Systems, Weather-Resistant, Exterior Use 

140 MIL-PRF-24647 Paint System, Anticorrosive And Antifouling, Ship H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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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MIL-PRF-24667 
Coating System, Non-Skid, For Roll, Spray, Or 

Self-Adhering Application 

142 MIL-PRF-24712 Coatings, Powder

143 MIL-PRF-26915 Primer Coating, For Steel Surfaces 

144 MIL-PRF-3043 
Resin Coating, Permanent, For Engine Components And 

Metal Parts

145 MIL-PRF-32171 Deck Coatings, High Durability 

146 MIL-PRF-32239
Coating System, Advanced Performance, For Aerospace 

Applications

147 MIL-PRF-372 
Cleaning Compound, Solvent (For Bore Of Small Arms 

And Automatic Aircraft Weapons)

148 MIL-PRF-46187 
Prepreg, Unidirectional Tape, Carbon(Graphite) Fiber High 

Temperature Resin Impregnated, 316℃(600℉) 

149 MIL-PRF-46190 Prepregs, Woven Fabric, Carbon Fiber, Resin Impregnated

150 MIL-PRF-46197 
Laminate :  High-Strength Glass, Fabric- Reinforced, 

Polyester Resin Preimpregnated 

151 MIL-PRF-64154 Laminate :  Fiberglass-Fabric-Reinforced, Phenolic 

152 MIL-PRF-6799 Coatings, Sprayable, Strippable, Protective, Water Emulsion

153 MIL-PRF-6864 Cleaning Compound, Solvent, Oil Cooler

154 MIL-PRF-81352 Coatings, Aircraft Touch-Up 

155 MIL-PRF-81733 Sealing And Coating Compound, Corrosion Inhibitive

156 MIL-PRF-83936 
Remover, Paint, Tank Type; For Aircraft Wheels, Landing 

Gear Components, And Other Aircraft And Support Equipment

157 MIL-PRF-85285 Coating:  Polyurethane, Aircraft And Support Equipment

158 MIL-PRF-85582 Primer Coatings:  Epoxy, Waterborne

159 MIL-PRF-87895 
Compound, Polymeric Based, Hot-Melt (Cavity Lining), 

(For Internal Use In Ammunition)

160 MIL-PRF-87937 Cleaning Compound, Aerospac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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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MIL-PRF-87978 
Remover, Paint, Epoxy And Polyurethane Systems, Tank 

Type, Ambient Temperature, For Aircraft Wheels And 
Landing Gear Components

162 MIL-R-21607 Resins, Polyester, Low Pressure Laminating, Fire-Retardant

163 MIL-R-23444 Resin, Polyvinyl Chloride, Plastisol Grade 

164 MIL-R-23461 
Resin Compound, Thermosetting, Room Temperature 

Curing, For Metal Coating

165 MIL-R-24719 Resins, Vinyl Ester, Low Pressure Laminating 

166 MIL-R-25042
Resin, Polyester, High Temperature Resistant,

Low Pressure Laminating 

167 MIL-R-25506 Resin Solution, Silicone, Low-Pressure Laminating 

168 MIL-R-47004 Resin, Epoxy Base, Thixotropic

169 MIL-R-47025 Resin, Casting, Fire Retardant, Epoxy Base

170 MIL-R-7575 Resin, Polyester, Low Pressure Laminating

171 MIL-R-81294 
Remover, Paint, Epoxy, Polysulfide, And

Polyurethane Systems

172 MIL-R-81903 
Remover, Acid Activated, For Amine-Cured Epoxy Coating 

Systems 

173 MIL-R-82657 Resin, Epoxy, Trifunctional 

174 MIL-R-82664 Resin, Epoxy, Low Viscosity

175 MIL-R-83397 Rubber, Polyurethane, Castable, Humidity Resistant 

176 MIL-R-9300 Resin, Epoxy, Low-Pressure Laminating 

177 MIL-STD-1303 Painting Of Naval Ordnance Equipment 

178 MIL-STD-1503 
Preparation Of Aluminum Alloys For Surface Treatment 

And Inorganic Coating

179 MIL-STD-1687 
Thermal Spray Processes For Naval Ship Machinery 

Application 

180 MIL-STD-171 Finishing Of Metal And Wood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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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MIL-STD-1886 Tungsten Carbide-Cobalt Coating, Detonation Process For

182 MIL-STD-193
Painting Procedures And Marking For Vehicles, Construction 
Equipment, Material Handling Equipment, And Spare Parts 

183 MIL-STD-2138
Metal Sprayed Coatings For Corrosion Protection Aboard 

Naval Ships

184 MIL-STD-2161 
Paint Schemes And Exterior Markings For U.S. Navy And 

Marine Corps Aircraft

185 MIL-STD-2199 Glass Reinforced Plastic Coverings For Propeller Shafting 

186 MIL-STD-340 Coating, Pack Cementation, Chrome Aluminide, Process For

187 MIL-STD-642 
Identification Marking Of Combat And Tactical Transport 

Vehicles

188 MIL-STD-709 Ammunition Color Coding

189 MIL-T-81772 Thinner, Aircraft Coating 

190 MIL-V-13750 
Varnish, Phenol-Formaldehyde, Clear And Aluminum 

Pigmented

191 MIL-V-16399 Varnish, Moistureproof 

192 MIL-V-50433
Vinyl Alcohol - Acetate Resin Solution(VAAR)

(For Use In Ammunition)

193 MIL-W-5050 
Walkway, Coating And Matting, Nonslip, Aircraft, 

Application Of 

194 QPL-TT-P-2756
Polyurethane Coating: Self-Priming Topcoat, Low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 Content 

195 QPL-TT-P-2760 Primer Coating:  Polyurethane, Elastomeric 

196 QPL-TT-P-28 Paint, Aluminum, Heat Resisting (1200 Deg. F)

197 QPL-TT-R-248 Remover, Paint And Lacquer, Solvent Type 

198 QPL-TT-R-2918 Remover, Paint, No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199 TT-C-490 
Chemical Conversion Coatings And Pretreatments For  

Ferrous Surfaces (Base For Organic Coatings) 

200 TT-C-492 Coating Compound, Paint Anti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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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TT-E-2124 Enamel (Vinyl-Alkyd, Exterior) 

202 TT-P-1757 Primer Coating, Alkyd Base, One Component 

203 TT-P-1952 Paint, Traffic And Airfield Marking, Waterborne 

204 TT-P-2756 
Polyurethane Coating :  Self-Priming Topcoat,

Low Volatile Organic Compound(VOC) Content 

205 TT-P-2760 Primer Coating:  Polyurethane, Elastomeric, High-Solids 

206 TT-P-28 Paint, Aluminum, Heat Resisting 

207 TT-P-37 Paint, Alkyd Resin, Exterior Trim, Deep Colors

208 TT-P-595 Preservative Coating, Canvas 

209 TT-P-645 Primer, Paint, Zinc-Molybdate, Alkyd Type 

210 TT-P-650 
Primer Coating, Latex Base, Interior, White

(For Gypsum Wallboard, Or Plaster) 

211 TT-R-248 Remover, Paint And Lacquer, Solvent Type

212 TT-R-266 Resin, Alkyd; Solutions

213 TT-R-2918 Remover, Paint, No Hazardous Air Pollutants(HAPS) 

214 TT-T-2935 Thinner, Pu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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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도료관련 산업규격(Korea Standard)

순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재고번호 관련규격 색상 실용량

1 KS 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

2 KS A 0012 광원색의 색 이름

3 KS A 0061
XYZ 색표시계 및 

X10Y10Z10 색표시계에 

따른 색의 표시 방법

4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

5 KS A 0063 색차 표시 방법

6 KS A 0064 색에 관한 용어

7 KS A 0065
표면색의 시감 비교 

방법 

8 KS A 0066 물체색의 측정 방법

9 KS A 0067
L.'.B  표색계 및  L.U.V  
표색계에 의한 물체색의 

표시 방법 

10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 방법

11 KS A 0084 형광 물체색의 측정 

방법

12 KS A 0085
관측자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13 KS A 0089 백색도 - 표시 방법

14 KS A 0114
물체색의 조건 등색도의 

평가 방법

15 KS M 4821 아닐린 (염료)

16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17 KS M 5001 도료 용어

18 KS M 5014 축광 안료

19 KS M 5015 도료용 광명단

20 KS M 5016 도료용 군청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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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S M 5017 도료용 이산화티탄 안료

22 KS M 5019
크롬산 납 안료와 

몰리브테이트 안료

23 KS M 5020
크롬산아연안료-염기성크

롬산아연칼륨과 

사수산화크롬산아연연료

24 KS M 5102 도료용 산화철 (안료)

25 KS M 5103 아연화 (안료) 

26 KS M 5105 크롬 그린 안료

27 KS M 5107 감청 (안료)

28 KS M 5112 톨루이딘 레드 (안료) 

29 KS M 5114 카본 블랙 (안료)

30 KS M 5117 탄산칼슘 (도료용) 

31 KS M 5118 규조토 (도료용) 

32 KS M 5119 활석 (도료용) 

33 KS M 5128
퍼머넌트 레드 4R

(안료 )

34 KS M 5129
침강성 황산바륨 및 

중정석 분말 (안료)

35 KS M 5131 안료 시험 방법

36 KS M 5201 도료용 지방산

37 KS M 5202 도료용 건조제 8010-001654784 구)8010-R0001 4ℓ

38 KS M 5202 도료용 건조제

39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40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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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42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43 KS M 5328 건축용 방화도료

44 KS M 5330 목선 선저 유성 도료

45 KS M 5331 강선 외판용 유성 도료

46 KS M 5332
강선 외판용 염화비닐 

수지 도료

47 KS M 5334 발광 도료

48 KS M 5341 선저 방청 도료 8010-005508305 구)MIL-P-19453 18ℓ

49 KS M 5506
분광 광도계 측정치에 

의한 적외선 반사율 측정

50 KS M 5507 상도 적합성 시험 방법

51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52 KS M 5604 도로용 안루미늄 안료 8010-002474347 TT-P-0032

53 KS M 5604 도로용 안루미늄 안료 8010-006874019 TT-P-00320 1LB

54 KS M 5604 도료용 알루미늄 안료

55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56 KS M 5620
난연성 염화알키트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8010-005774734  DOD-E-24607 FS-24585 4ℓ

57 KS M 5620
난연성 염화알키트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8010-005774735  DOD-E-24607 FS-24585 18ℓ

58 KS M 5620
난연성 염화알키트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8010-005774737  DOD-E-24607 FS-26307 18ℓ

59 KS M 5620
난연성 염화알키트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8010-005774738  DOD-E-24607 FS-27880 4ℓ

60 KS M 5621
갑판용 회색 

에나멜(외부용)
8010-002854870 DOD-E-700 FS-26231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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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KS M 5621
갑판용 회색 에나멜 

(외부용)
8010-002854871 DOD-E-700 FS-26231 18ℓ

62 KS M 5621
갑판용 회색 에나멜

(외부용)
8010-002869083 FED-STD-595 FS-26132 18ℓ

63 KS M 5621
갑판용 회색 에나멜

(외부용)
8010-002972100  FED-STD-595 FS-26132 4ℓ

64 KS M 5622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8010-002854868 MIL-E-15090 FS-16307 4ℓ

65 KS M 5622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8010-002854869 MIL-E-15090 FS-16307 18ℓ

66 KS M 5622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8010-008169947 MIL-E-15090 FS-16307 1ℓ

67 KS M 5622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8010-008652053 MIL-E-15090 FS-16307 0.5ℓ

68 KS M 5622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8010-008652054 FS-26307 0.5ℓ

69 KS M 5623
갑판용암 녹색 에나멜

(내부용)
8010-002863985  FED-STD-595 FS-34092 4ℓ

70 KS M 5624 상온형 선저 방오 

페인트
8010-002906651 구)MIL-P-19451 18ℓ

71 KS M 5625
갑판용 적색 에나멜

(내부용)
8010-002921812  FED-STD-595 FS-20109 4ℓ

72 KS M 5625
갑판용 적색 에나멜

(내부용)
8010-002921813  FED-STD-595 FS-20109 18ℓ

73 KS M 5703 가열 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74 KS M 5705 캐슈 수지 도료

75 KS M 57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8010-001450164 MIL-PRF-24635 FS-27886 4ℓ

76 KS M 57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8010-001450165 MIL-PRF-24635 FS-27886 18ℓ

77 KS M 57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8010-009172256  MIL-PRF-24635 FS-26270 18ℓ

78 KS M 57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8010-375064365 FS-17875 4ℓ

79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80 KS M 5711
조합 페인트 무광 흰색 

및 담색 (내부용)
8010-002910599 TT-P-0047 FS-37875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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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KS M 5711
조합 페인트 무광 흰색 

및 담색 (내부용)
8010-002910601 TT-P-0047 FS-37875 18ℓ

82 KS M 5711
조합 페인트 무광 흰색 

및 담색 (내부용)
8010-005437826 FS-34277 4ℓ

83 KS M 5711
조합 페인트 무광 흰색 

및 담색 (내부용)
8010-005843145 TT-P-0047 FS-33695 4ℓ

84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85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

(불연성)
8010-001605800 4ℓ

86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

(불연성)
8010-005978234 TT-R-00251 Yellow 4ℓ

87 KS M 5724 목재 갑판용 합성 고무 

코킹제

88 KS M 5955 신문 잉크 시험 방법

89 KS M 5956 터펜틴유 8010-002901180 TT-T-00801 18ℓ

90 KS M 5957
콘크리이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페인트

91 KS M 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8010-002972111 구)TT-E-516 FS-37875 4ℓ

92 KS M 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8010-002972112 구)TT-E-516 FS-33538 4ℓ

93 KS M 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8010-002972114 구)TT-E-516 FS-31136 4ℓ

94 KS M 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8010-002972116 구)TT-E-516 FS-34088 4ℓ

95 KS M 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8010-002972119 구)TT-E-516 FS-35109 4ℓ

96 KS M 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8010-002972120 구)TT-E-516 FS-36231 4ℓ

97 KS M 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8010-002972122 구)TT-E-516 FS-37038 4ℓ

98 KS M 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8010-009143081  MIL-DTL-53039 FS-34088 4ℓ

99 KS M 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8010-009255084 MIL-DTL-53039 FS-34088

100 KS M 5959 갑판용 에나멜 검정색 8010-002854896 FED-STD-595 FS-27038 18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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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KS M 5959 갑판용 에나멜 검정색 8010-006644743  FED-STD-595 FS-27038 4ℓ

102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8010-001605856 Black 18ℓ

103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8010-002990214 TT-V-0051 Black 4ℓ

104 KS M 5961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8010-001117930 MIL-DTL-53039 Green 4ℓ

105 KS M 5961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8010-001117937 MIL-DTL-53039 Green 4ℓ

106 KS M 5961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8010-001117943 MIL-DTL-53039 Drab 4ℓ

107 KS M 5961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8010-001117968 MIL-DTL-53039 Yellow 4ℓ

108 KS M 5961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8010-001117988 MIL-DTL-53039 Sand 4ℓ

109 KS M 5961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8010-001118005 MIL-DTL-53039 Black 4ℓ

110 KS M 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8010-002906648 FS-24084 18ℓ

111 KS M 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8010-002972105 구)TT-E-485 FS-24084 4ℓ

112 KS M 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8010-002972124 구)TT-E-485 FS-24084 4ℓ

113 KS M 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8010-005261609 구)TT-E-485 FS-24084 4ℓ

114 KS M 5963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8010-005977854 MIL-P-11414 Red 4ℓ

115 KS M 5963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8010-013802445 MIL-P-11414 Red 18ℓ

116 KS M 5964 방오 비닐 페인트 8010-002904247 MIL-P-15931 FS-37056 18ℓ

117 KS M 5964 방오 비닐 페인트 8010-002975827 MIL-P-15931 FS-20061

118 KS M 5964 방오 비닐 페인트 8010-006826437 MIL-P-15931 Red 18ℓ

119 KS M 5964 방오 비닐 페인트 8010-008791103 Red 18ℓ

120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페인트 (외부용, 반광)
8010-005843011 구)TT-P-81 FS-14277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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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페인트 (외부용, 반광)
8010-005985472 TT-P-71 FS-14084 18ℓ

122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페인트 (외부용, 반광)
8010-006642301 TT-P-71 FS-14084 4ℓ

123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124 KS M 5969

우레탄 중간체 또는 

프리폴리머 중의 

이소시아네이트기

함유량 시험 방법

125 KS M 5970
안료 중 산화안티몬 

안료의 분석 방법

126 KS M 5977
이산화황이 함유된 

다습한 조건에서 도료의 

내구성 시험 방법

127 KS M 5979
도장용 아연도 강재의 

표면 처리 방법

128 KS M 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129 KS M 5982
도료의 촉진내후성 시험방법

(형광 UV응축 방식)

130 KS M 5985
도료중의 저농도 납, 
카드뮴 및 코발트 

정량방법-원자흡수분광법

131 KS M 5986
도료 및 건조된 

도막중의 납 검출방법

132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0797145 구)8010-1018 FS-37875 18ℓ

133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1804981 구)KS M 5310 FS-26373

134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1804982 구)KS M 5310 FS-30450

135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1913113 구)KS M 5310 FS-24516

136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2985733 구)KS M 5320 FS-37875

137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3666701 구)8010-1018 FS-37875

138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4035045 구)8010-1018 FS-34670

139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4035046 구)8010-1018 FS-33717

140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4035059 구)8010-1018 FS-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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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4035065 구)8010-1018 FS-37038

142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4035066 구)8010-1018 FS-36081

143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5593257 구)KS M 5320 FS-34672 18ℓ

144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5799202 구)8010-1018 FS-37855 4ℓ

145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5843356 구)KS M 5320 FS-33711 4ℓ

146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5843357 구)KS M 5320 FS-32648 4ℓ

147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5985730 구)KS M 5320 FS-37875 18ℓ

148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5985733 구)KS M 5320 FS-37875 4ℓ

149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5985736 구)KS M 5310 FS-31668 1ℓ

150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5985737 구)KS M 5320 FS-35526 1ℓ

151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5985741 구)KS M 5320 FS-34554 18ℓ

152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5993257 구)KS M 5320

153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6644948 구)KS M 5320 FS-37875

154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8470078 구)KS M 5310 FS-37875 4ℓ

155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9036806 구)KS M 5310 FS-30324

156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9036807 구)KS M 5310 FS-33717

157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9036808 구)KS M 5310 FS-34672

158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9036809 구)KS M 5310 FS-31668

159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9036811 구)KS M 5310 FS-35526

160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9166226 구)KS M 5310 FS-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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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KS M 6010 수성도료 8010-009166227 구)KS M 5310 FS-34558

162 KS M 6010 수성도료 8010-370050239 구)KS M 5310 FS-37875

163 KS M 6010 수성도료 8010-370050343 구)KS M 5310 FS-37875

164 KS M 6010 수성도료 8010-370050344 구)KS M 5320 FS-37875

165 KS M 6010 수성도료 8010-374001271 구)KS M 5310 FS-37875

166 KS M 6010 수성도료 8010-374001272 구)KS M 5310 FS-37875

167 KS M 6010 수성도료 8010-376644948 구)KS M 5320

168 KS M 6010 수성도료 8010-377744944 구)KS M 5320 37875

169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0714969 구)TT-E-489 FS-11136 18ℓ

170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1661616 구)KS M 5701 FS-17038 4ℓ

171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54872 구)KS M 5701 FS-14062 1ℓ

172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54897 구)KS M 5701 Blue 1ℓ

173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54898 구)KS M 5701 FS-13538 1ℓ

174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54899 구)KS M 5701 FS-13538 4ℓ

175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54903 구)KS M 5701 FS-17038 1ℓ

176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57019

177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67727 구)TT-E-489 FS-14110 4ℓ

178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67731 구)TT-E-489 FS-16187 4ℓ

179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67742 구)TT-E-489 FS-11105 1ℓ

180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67743 구)TT-E-489 FS-11105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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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67838 구)KS M 5701 FS-27875 4ℓ

182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67839 구)KS M 5701 FS-27875 18ℓ

183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68491 구)TT-P-61 FS-17038 4ℓ

184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68496 TT-P-0024 FS-27875 18ℓ

185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892302

186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904049 구)KS M 5312 FS-17886 4ℓ

187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904050 구)KS M 5312 FS-17886 18ℓ

188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972005 FS-14084 18ℓ

189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982292 FS-14084 4ℓ

190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982294 FS-13695 4ℓ

191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982302 구)TT-E-489 FS-15044 1ℓ

192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982304 FS-10076 4ℓ

193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2983859 구)TT-E-529 FS-24525 4ℓ

194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272045 FS-13538 4ℓ

195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272050 FS-17038 4

196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273198 TT-E-489 FS-11136 4ℓ

197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292045 FS-13538

198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305563 FS-14260 4ℓ

199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774128 구)KS M 5312 FS-26251 18ℓ

200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774225 구)KS M 5312 FS-15177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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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774522 구)KS M 5312 FS-26251 18ℓ

202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774523 구)KS M 5312 FS-26251 4ℓ

203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843087 FS-26251 4ℓ

204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843329 FS-14516 4ℓ

205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977847 FS-31136 4ℓ

206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977860 FS-35044 4

207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985054 MIL-V-13750 4ℓ

208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985927 구)KS M 5701 FS-15044 4ℓ

209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5985945 구)TT-E-489 FS-13655 4ℓ

210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6160009 FS-20219 4ℓ

211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6160014 FS-24516 4ℓ

212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6160015 FS-24516

213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6164010 Brown 4ℓ

214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6167496 FS-16081 4ℓ

215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6169143 FS-37038 0.5ℓ

216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6644761 TT-E-489 FS-17875 4ℓ

217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6647656 FS-37038 18ℓ

218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7828047

219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7828047 FS-27886 4ℓ

220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7829356 FS-37875 0.5ℓ



204 방위사업청 l DAPA

 

 

순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재고번호 관련규격 색상 실용량

221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8531859 구)TT-E-489 FS-15123 4ℓ

222 KS M 6020 유성도료  8010-009011705 FS-27886 18

223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0054361 구)KS M 5701 FS-13690 4ℓ

224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0054362 구)KS M 5701 FS-15042 4ℓ

225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4005309 구)KS M 5701 4ℓ

226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4005310 구)KS M 5701 4ℓ

227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366 구)KS M 5701 E56305 4ℓ

228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367 구)KS M 5701 E51822 4ℓ

229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368 구)KS M 5701 E40373 4ℓ

230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369 구)KS M 5701 E29382 4ℓ

231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370 구)KS M 5701 E29871 4ℓ

232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371 구)KS M 5701 E80140 4ℓ

233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372 구)KS M 5701 E80660 4ℓ

234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373 구)KS M 5701 E31799 4ℓ

235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374 구)KS M 5701 E80904 4ℓ

236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375 구)KS M 5701 FS-14062 4ℓ

237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5064547 E34890 4ℓ

238 KS M 6020 유성도료 8010-37A197758

239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1615718 18ℓ

240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1617419 TT-P-645 FS-33481 4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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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1658557 TT-P-645 FS-33793 18ℓ

242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1697082 구)KS M 5323 FS-34128 4ℓ

243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1697083 구)KS M 5323 FS-34128 18ℓ

244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2445791 TT-P-0086 4ℓ

245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2445792 TT-P-0086 18ℓ

246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5152208 구)TT-P-1757 Yellow 4ℓ

247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5152211 구)TT-P-1757 Yellow 18ℓ

248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5825318 구)TT-P-1757 FS-34151 4ℓ

249 KS M 6030 방청도료 8010-008171214

250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1663164 A-A-3165 무색 1ℓ

251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1688816 A-A-3165 FS-17038 18ℓ

252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1711509 A-A-3165 FS-17038 4ℓ

253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2418406 A-A-3165 FS-17178 4ℓ

254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2426315 A-A-3165 FS-17875 4ℓ

255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2426318 A-A-3165 FS-15044 1ℓ

256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2426319 A-A-3165 FS-15044 4ℓ

257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2482838 A-A-3165 FS-13538 1ℓ

258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2482839 A-A-3165 FS-13538 4ℓ

259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2516495 A-A-3165 투명 4ℓ

260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2516503 A-A-3165 FS-11136 1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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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2575377 A-A-3165 FS-17875 1ℓ

262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5151567 A-A-3165 FS-14187 4ℓ

263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5985159 A-A-3165 FS-14084 4ℓ

264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6347320 A-A-3165 FS-11136 4ℓ

265 KS M 6040 래커도료 8010-006800143 A-A-3165 FS-13473 4ℓ

266 KS M 6040 래커도료 8010-375064364 TT-L-32 FS-11136 4ℓ

267 KS M 6050 바니시 8010-001605852 4ℓ

268 KS M 6050 바니시 8010-001661669 구)KS M 5603 4ℓ

269 KS M 6050 바니시 8010-002516980 TT-V-00119 18ℓ

270 KS M 6050 바니시 8010-006447465

271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001605787 TT-T-266 4ℓ

272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001605788 TT-T-266 18ℓ

273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001605791 구)KS M 5319 0.5ℓ

274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001605794 A-A-3007 4ℓ

275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002422089 구)KS M 5319 4ℓ

276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002466116 구)KS M 5319 180ℓ

277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002904079 MIL-PRF-680 1ℓ

278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005272897 MIL-T-19544 18ℓ

279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005587026 구)KS M 5319 18ℓ

280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005587027 구)KS M 5319 18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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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371805745 구)8010-1016 18ℓ

282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8010-375097270 4ℓ

283 KS M 6070 분체 도료

284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285 KS M 6090 다채 무늬 도료

286 KS M 7133 도장형 박리 가능 

플라스틱

287 KS M 9245
페인트와 염료 중 

클로로페놀류의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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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도료관련 KS M ISO 규격

순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관련규격

1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2 KS M ISO10283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폴리이소시아네이트에서 

단량체의 디이소시아네이트 측정

3 KS M ISO10601 도료용 운모질 산화철 안료의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4 KS M ISO11124
도료 및 관련제품의 도장 전 철강소지조정-금속 

블라스트-세정 연마재 규격

5 KS M ISO11125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정시키는 

금속성의 시험방법

6 KS M ISO11126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판기재의 준비 - 비금속 

블라스트-세정용 연마제의 사양

7 KS M ISO11127
도장전의 철판과 관련된 제품의 처리-분사로 세정시키는 

비금속성의 시험방법

8 KS M ISO11341
도료와 바니시- 인공기후와 인공복사에 대한 폭로- 

걸러진 크세논- 아크 복사에 대한 폭로

9 KS M ISO11503 도료와 바니시-내습성 측정(간헐 응축 조건)

10 KS M ISO11507
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인위적 웨더링 노출-날씨와 

UV의 형광성 노출

11 KS M ISO11668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염소화탄화수소 중합 

레진-일반 시험 방법

12 KS M ISO11890 페인트와 바니시- 휘발 조직 구성분 측정(VOC)

13 KS M ISO11908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아미노 레진-일반적 

시험 방법

14 KS M ISO11909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폴리이소시아네이트 

레진-일반적 시험 방법

15 KS M ISO11997 도료와 바니시-순환 부식 조건에 대한 저항성 측정

16 KS M ISO11998
도료와 바니시-도막의 젖은-문지름 저항성과 청결성 

측정

17 KS M ISO12137 도료와 바니시-손상 저항성 측정

18 KS M ISO12944
도료와 바니시-보호용 도료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방지

19 KS M ISO13803 도료와 바니시-20˚에서의 도막에 대한 반사 흐림 측정

20 KS M ISO13885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겔 침투 

크로마토그래피(G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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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S M ISO14446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공업용 셀룰로오스 

질산용액과 같은 종류의 용액의 점도 측정

22 KS M ISO14680
도료와 바니시-안료함량 측정법-제2부:회화법(Ashing 

'ethod)

23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24 KS M ISO1513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방법

25 KS M ISO1514 도료와 바니시-시험용 표준 판넬

26 KS M ISO1517 도료와 바니시-표면건조시험-발로티니(Ballotini) 방법

27 KS M ISO1518 도료와 바니시-긁힘 시험

28 KS M ISO15181
도료와 바니시-방오 도료로부터 유독물질의 방출속도 

측정-제1부:유독물질 추출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

29 KS M ISO15184 페인트와 바니시-연필시험기에 의한 필름 강도 측정

30 KS M ISO1519 도료와 바니시-굴곡 시험(원통형 맨드릴)

31 KS M ISO1520 도료와 바니시-컵핑 시험

32 KS M ISO1522 도료와 바니시-진자 감쇠 시험

33 KS M ISO15234
페인트와 바니시-포름알데히드를 내뿜은 도료와 멜라민 

포말 시험:작은 시험 챔버에 있는 포름알데히드 정상 

상태의 응집의 측정

34 KS M ISO1524 도료, 바니시와 인쇄 잉크-분쇄입자의 미세도 측정

35 KS M ISO15528 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용 원재료-시료채취

36 KS M ISO15710
도료와 바니시-완충소금용액에 교대로 담갔다 꺼내는 

부식시험

37 KS M ISO15711
도료와 바니시 - 해수에 노출된 도막의 음극 박리 

저항성 측정

38 KS M ISO15715 도료와 바니시용 바인더-혼탁도의 측정

39 KS M ISO15741
도료와 바니시-비부식성 가스에 대한 육상과 해상의 

강철관로 내부의 마찰 감소 도장

40 KS M ISO15880
페인트, 바니시와 바인더-수성 코팅 물질과 바인더의 

'EQ 값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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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KS M ISO16053
도료와 바니시 - 외부 목재용 도료와 도장 시스템 - 

자연 내후성 시험

42 KS M ISO16805 도료 및 바니시용 수지 - 유리전이온도 측정

43 KS M ISO16862 도료와 바니시 - 흐름 저항성 평가

44 KS M ISO17895
도료와 바니시 - 저농도 VOC 에멀션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측정 (용기중 VOC)

45 KS M ISO19840
도료와 바니시 - 보호도료 시스템을 이용한 강철 

구조물의 방식- 거친 표면에서 건조도막두께의 측정 및 

수용기준

46 KS M ISO20340
도료와 바니시 - 해안 및 관련 구조물을 위한 보호도료 

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

47 KS M ISO2040 크롬산 스트론튬 안료

48 KS M ISO20566
도료와 바니시 - 실험실용 세차기를 사용한 도막 

시스템의 내긁힘성 측정

49 KS M ISO20567 도료와 바니시 - 도막의 스톤 칩 저항성 측정

50 KS M ISO2068 크롬산 바륨 안료

51 KS M ISO21227
페인트 및 바니시- 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함 평가 

52 KS M ISO2409 페인트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53 KS M ISO2431 도료와 바니시-흐름 컵을 사용한 흐름시간 측정

54 KS M ISO276 도료와 바니시용 아마 스탠드유-품질규격과 시험방법

55 KS M ISO277 도료와 바니시용 생동유-품질규격과 시험방법

56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필름 두께 측정

57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자연 기후 시험 안내에 대한 지침서

58 KS M ISO28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

59 KS M ISO2812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

60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o, 60o 및 85o 

경면 광택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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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관련규격

61 KS M ISO2814 도료와 바니시-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62 KS M ISO2815 도료와 바니시-부흐홀쯔 압흔 시험방법

63 KS M ISO2884 도료와 바니시-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점도측정

64 KS M ISO3233
도료와 바니시-건조도막의 밀도 측정에 의한 불휘발분의 

부피백분율 측정

65 KS M ISO3248 도료와 바니시-가열시험 방법

66 KS M ISO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제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67 KS M ISO3262 도료용 체질안료

68 KS M ISO3270 도료와 바니시 및 원료-숙성과 시험을 위한 온도의 습도

69 KS M ISO3549 도료용 아연말 안료

70 KS M ISO3668 도료와 바니시-도료색채의 시각적 비교

71 KS M ISO3678 도료와 바니시-부점착성 시험 방법

72 KS M ISO3681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가수분해값 측정 : 

티트리메트릭법

73 KS M ISO3856 도료와 바니시-“가용성” 금속 함량 측정

74 KS M ISO4617 도료와 바니시-동의어 목록

75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코팅재료의 용어와 정의

76 KS M ISO4620 카드뮴 안료

77 KS M ISO4621 산화크롬 그린 안료-품질규격과 시험방법

78 KS M ISO4622 도료와 바니시-중첩성에 대한 압력시험

79 KS M ISO4623 도료와 바니시-실형 부식 저항 측정

80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부착 박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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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관련규격

81 KS M ISO4625 도료와 바니시  연화점 측정

82 KS M ISO4626 휘발성 유기액체-기초원료용 유기용매의 비점범위 측정

83 KS M ISO4628
도료와 바니시-도막의 분해성 평가-결함의 일반형태의 

강도, 양 및 크기의 표시방법:일반 원리와 평가 체계

84 KS M ISO4629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수산화값 

측정:티트리메트릭법

85 KS M ISO46301 투명액체-가드너 색표준에 의한 색 측정

86 KS M ISO473 도료용 리토폰 안료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87 KS M ISO6270 도료와 바니시의 내습성 측정

88 KS M ISO6271 투명액체-백금-코발트 척도에 의한 색의 평가

89 KS M ISO6272 도료와 바니시-급속 변형(내충격성)시험

90 KS M ISO6503
도료와 바니시-총 납 함량 측정법-불꽃 원자흡광 광도계 

분석법

91 KS M ISO6504 도료와 바니시의 은폐력 측정

92 KS M ISO6713
도료와 바니시-액상 또는 분말 도료료부터 산 추출물 

제조 방법

93 KS M ISO6744 도료용 바인더 및 바니시-알키드수지

94 KS M ISO6745 도료용 인산아연 안료의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95 KS M ISO6860 도료와 바니시-굴곡 시험(코니칼 굴대)

96 KS M ISO7142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에폭시 레진:일반 시험 

방법

97 KS M ISO7143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수성 코팅 물질과 

바인더의 특성에 대한 테스트 방법

98 KS M ISO7252
도료와 바니시의 총 수은 함량 측정법-비불꽃 원자흡광 

광도계 분석법

99 KS M ISO7253 도료와 바니시-중성 염 분무 저항성 측정

100 KS M ISO7579 염료의 유기용매 용해도 측정-중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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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관련규격

101 KS M ISO7724 도료와 바니시-측색법

102 KS M ISO7783 도료와 바니시 수-증기 투과율 측정

103 KS M ISO7784 도료와 바니시-마모저항성 측정

104 KS M ISO787 안료와 체질 안료의 일반 시험 방법

105 KS M ISO8130 분체 도료

106 KS M ISO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표면 

세정 육안 평가

107 KS M ISO8502
도료와 관련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의 표면처리-표면 

청결의 평가시험

108 KS M ISO8503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 
블라스트- 세정된 철강 소지의 표면 조도 특성

109 KS M ISO8504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철강 소지 조정-표면 

조정방법

110 KS M ISO8623 도료와 바니시용 톨-유 지방산-품질규격과 시험방법

111 KS M ISO8780 안료와 체질안료-분산특성 평가를 위한 분산법

112 KS M ISO8781 안료와 체질안료-분산특성 평가방법

113 KS M ISO9038 액체의 지속되는 연소성 시험

114 KS M ISO9117 페인트와 바니시-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시험 방법

115 KS M ISO9514
도료와 바니시-액체계의 가사시간-시료의 준비와 

콘디셔닝과 시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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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단체 표준

7.3.1. 단체 표준46) 목록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순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재고번호 관련규격 색상 실용량

1 KPIC 1003-1268 에폭시 프라이머

2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헤지그레이)
8010-375046819 FS-26270 18ℓ

3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데크그레이)
8010-375046820 FS-26081 18ℓ

4 KPIC 1005-1270
갑판피복제 하도 및 

중도 희석제
8010-375002359 투명

5 KPIC 1005-1270 도료용 희석제 8010-375064437 18ℓ

6 KPIC 1005-1270 도료용 희석제 8010-375118377 4ℓ

7 KPIC 1005-1270 도료용 희석제 8010-375118378 4ℓ

8 KPIC 1005-1270 도료용 희석제 8010-375118379 4ℓ

9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8010-375046817 FS-32169

10 KPIC 1008-1735 에폭시 코팅 키트 8010-375118374 FS-26270

11 KPIC 1008-1736 폴리우레탄 피복제 8010-375118375 FS-26081

12 KPIC 1011-1733 갑판피복제 폴리레탄 

중도
8010-375002345 구)5610-1004 FS-14110

13 KPIC 1011-1733
갑판피복제 폴리우레탄 

하도(주제)
8010-375085985 FS-30099

14 KPIC 2000-1546 친환경 수성도료(내부용)

15 KPIC 3010-1219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의 도장시스템

46) 단체표준 :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동일업종 생산자들의 공동이익을 추

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 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을 위하

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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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규격번호 규격서명 재고번호 관련규격 색상 실용량

16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비닐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8010-375118380 Black

17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비닐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8010-375118381 Brown

18 KPIC 3012-1223 콜타르-프리 변성비닐 

프라이머

19 KPIC 3013-1222
콜타르 프리 비닐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20 KPIC 3014-1224 선박도료용 희석제

21 KPIC 3014-1224 선박도료용 희석제

22 KPIC 3014-1224 선박도료용 희석제

23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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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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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Color)의 표시방법

색은 시(視) 시각 감각에 의해 인식된다.  색은 인식

될 때까지의 과정에 따라 물체색(표면색, 투과색 등)

과 광원색 등으로 분류된다. 색을 표시하는 방법에

는 색 견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색을 문자, 기호, 숫자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하늘과 바다의 푸른색, 나뭇잎의 녹색, 토양과 바위의 붉은 색과 회색

들, 우리가 단순하게 부르고 있는 색 이름들은 그날의 시간과 계절 및 개인적인 경

험차이에 의해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 이 색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지 파란, 회색의, 녹색과 같은 말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물론 형용사를 사용하여 엷은 녹색을 띤 푸른색, 또는 

선명한 터키석의 푸른색 등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표현도 정확하게 우리

가 본 색들을 설명하거나 표현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색채와 관련된 사람들(도료제조기술자, 염색기술자, 디자이너 등)은 자신들

만의 독특한 색 표시 체계(표색계, Color Order System)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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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관해 한국산업규격(KS)으로 색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① 물체색의 색 이름              (KS A 0011)

② 광원색의 색 이름              (KS A 0012)

③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    (KS A 0062)

④ XYZ색 표시게 및 X10Y10Z10 색 표시계에 따른 색의 

   표시방법                      (KS A 0061)

⑤ L* a* b* 표색계 및 L* u* v* 표색계에 의한 

   물체색의 표시방법             (KS A 0067)

⑥ 색차 표시 방법                (KS A 0063)

  일반적으로 색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색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다. 모든 색을 계통적으로 분류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계통색 이름과 관용적인 

호칭 방법으로 표현한 관용색 이름을 표준화한 것이 ①, ②이다.

  색 이름보다 자세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색의 3가지 속성(색상, 명도, 채

도)에 의해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③은 이 표시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색을 더욱 

정량화시켜 수치화한 표색계가 CIE 표색계로 ④, ⑤의 표시방법이다.

  또한 두 가지 색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 ⑥이며 ⑤의 

표시방법과 관련지어 사용된다.

  산업계 등의 각 분야에서 물체색의 색 선정, 색 비교 혹은 색 표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색 이름처럼 모호하지 않으면서도 측색기를 사용할 정도의 엄밀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색을 간단하게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삼속성에 

따른 색 표시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

  여러 가지 표색계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국내와 일본, 미국 등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unsell과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NCS, 두 가지 표색계를 설

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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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셀 색 체계(Munsell Color System)

1905년 미국의 미술교사이면서 화가였던 먼셀(A. H. 

Munsell, 1858~1919)이 고안한 색 표시방법으로 색을 색

상(Hue : H), 명도(Value : V), 채도(Chroma : C)의 세 가

지 속성으로 나눠 HV/C라는 형식에 따라 번호로 표시하

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색 분류방

법이다.

   색상 구성 

[그림 A-1] Munsell Color47)

   색상 코드

      색을 색상(Hue : H), 명도(Value : V), 채도(Chroma : C)의 3가지 속성으로 

나누어 HV/C라는 형식에 따라 번호로 표시한다.

      먼저 색상환(色相環)을 10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각각의 사이를 다시 반

분한다. 

      즉 적(Red), 황(Yellow), 녹(Green), 청(Blue), 자(Purple) 색을 기본색으로 하

47) www.britann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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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각의 중간에 황적(YR), 녹황(GY), 청록(BG), 자청(PB), 적자(RP)를 두

어서 합계 10가지의 색상으로 나눈다. 그리고 각 색상 사이를 다시 또 10

등분하여 번호를 붙인다.

      이 분할에 따를 때 가장 빨강색다운 색상이 5R, 가장 녹색다운 색상은 5G

가 된다. 또 명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는 흰색에서 흑색까지의 무채색(N)

의 밝음을 등분하여 11단계로 하여 흰색을 10, 흑색을 0으로 하는데, 필요

에 따라 이것을 다시 세분하여 소수점을 찍을 수도 있다. 채도의 척도로서

는 무채색을 0으로 하고 그와 같은 감각차에 준해서 순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례로 1, 2, 3,… 번호를 단다.

      먼셀 색 표시법에 의한 실례를 들면 색상이 YR(황적), 명도가 6, 채도가 12

인 색표시는 YR 6/12로 한다. 먼셀 색 체계는 이렇게 십진법으로 색을 표

시하여 색을 세분, 지시할 수 있고, 표시된 색을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표준

색표가 필요해진다.

      KS(한국산업규격)에서도 색 표시법으로 먼셀 색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도료(페인트)규격실무편람 221

[그림 A-2] Munsell Color System48)

      명도 축은 먼셀 색 입체상의 중심에 위치

       명도축의 맨 위에는 이상적인 흰색(먼셀 명도 10), 맨 밑에는 이상적인 검정

(먼셀 명도 0) 그리고 사이에는 명도가 점차 증가하는 순으로 먼셀 명도 

1~9까지의 회색(무채색)이 배열

      명도 축은 색상환(Color Circle)이 감싸고 배열 

       5가지 주 색상인 노랑(5Y), 녹색(5G), 파랑(5B), 보라(5P)로 표기 중간 색상

은 5YR, 5GY, 5BG, 5PB, 5RP 로 표기

      먼셀 채도는 색 입체 중심의 무채색 명도 축으로 부터의 거리로 표시

 

기본색 이름 대응영어 약호
빨강(적) RED R

주황 ORANGE O
노랑(황) YELLOW Y

연두 YELLOW GREEN YG
초록(녹) GREEN G

청록 BLUE GREEN BG
파랑(청) BLUE B
남색(남) BLUISH VIOLET bV

보라 PURPLE P
자주 REDDISH PURPLE rP
분홍 PINK Pk

갈색(갈) BROWN Br

[표 A-1] 기본색 이름 및 대응영어(약호)

48) 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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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색 체계(Natural Color System)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색 체계는 먼셀(Munsell) 색 체계

(Color System)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표준을 일본

이나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이다보니 색 체계에 있어서도 

유럽의 표준인 NCS(Natural Color System)는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먼셀의 색 체계는 색상, 명도, 채도로 3가지로 분류하여 색상을 

정량적으로 정의하는 반면, NCS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상대적인 퍼센트로 색상과 

뉘앙스(Nuance)로 색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대략의 색상을 

설명하기에 유용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건축, 디자인, 환경색채분야를 중심으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NCS 색 체계는 1972년 스웨덴의 색체 연구소(Scandinavian Colour Institute)가 발표

하였으며 보편적인 자연색을 기본으로 색채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다.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의 국가 표준색이며 현재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기본 색상 : 4가지의 유채색(R, Y, G, B) + 2가지 무채색(W, B)

         White     Black     Yellow     Red       Blue     Green 

   색 상환 

     4원색 : R, Y, G, B,      40원색 : 4원색의 각 색상 사이를 10단계로 구분

   색상 코드

NCS 표색계 :  Natural Color System, 1972 년스웨덴의 색채연구소가 발표

보편적인 자연색을 기본으로 색채에대한표준을제시

노르웨이 , 스페인, 스웨덴, 의국가표준색.  현재유럽을비롯한전세계에서 사용

NCS 기분성분

à 4 가지의유채색 ( R , Y , G , B )   +  2 가지무채색 ( W, S )

NCS 색상환

à 4 원색 : R , Y , G , B 

à 40 원색 : 4 원색의각색상사이를 10 단계로구분

NCS기호표시법

à R, Y90R , Y80R , Y70R , ……………, R20B, R10B

NCS 색입체

à 6 가지색을 기본인오스트발트의 색체계와 같은원리인 3 차원의원추형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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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50-Y90R은 Y90R이라는 색상에서 1050의 뉘앙스(명도+채도)를 뜻한다. 

Y90R은 Red 90%, Yellow 10%의 색상, 1050에서 10은 검정색의 비중(%)이

며, 50은 색상의 비중을 의미한다.  

      흰색량(S), 검정량(C), 색상 순으로 표기하며 NCS에서는 주어진 색에 대해, 

흰색량, 검정색량, 순색량의 합은 항상 100으로 가정한다. (즉, W+S+C=100) 

   색체계의 구조 

     임의의 색이 여섯 가지 기본색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NCS 색상환 : 색상

[그림 A-3] NCS Colour Circle 

        노랑(Y), 빨강(R), 파랑(B), 녹색(G)의 4가지 색상을 기본색상으로 하며, 이 

색상을 0~100까지 10씩 증가시켜 10단계로 나누어 모두 40가지의 색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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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색 삼각형 : 뉘앙스(Nuance)

 [그림 A-4] NCS Colour Triangle  

       색 삼각형은 동일 색상에 대한 명도와 채도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W-흰

색량(Whiteness), S-검정색량(독.Schwarz=Blackness), C-순색량(Chromaticness)이 

세 꼭짓점에 위치하고 있다.  

       흰색량, 검정량, 순색량으로 표현되는 NCS 색 체계는 이 세 가지 속성의 양이 

같으면 어떤 색상이든지 그 색에서 느껴지는 뉘앙스(톤 개념)가 같다. 

      NCS 색 입체 : NCS Color Tree

[그림 A-5] NCS Colour Tree 

       오스트발트의 색 체계와 같은 원리로 3차원의 원추형 입체로 구성되어 있

다. 한 가지 색상에 대한 흰색량, 검정색량, 순색의 포화도를 알 수 있는 색 

삼각형이 40단계의 색상에 대해 환으로 구성되어 원추형 입체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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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색 표집(Color Atlas)

  표준 색 표집이란 색의 선택, 조색, 검사, 판정 등의 업무에

표준으로서 또는 참조용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어진 다수의 색이 수록된 

인쇄본 형태의 색상 표(Color Book, Color Cards, Color Chips, Color Sheet)를 말한다.

표준 색 표집의 종류

① 국가의 공업표준으로서 정해진 것

   예) NCS, FS Color, BS Color, RAL Color

② 조합이나 단체에서 발행한 것

   예) 한국도료용 표준 색견본

③ 일반 업체에서 발행한 것

  색 표집의 종류를 모두 포함한다면 매우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국내에서 주로 많

이 쓰이는 것들만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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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Federal Standard) Color System

  Federal Standard Color System은 Federal Standard 595(FED-STD-595)로 불리며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에서 발간한 미국 연방표준이다. 현재 우리 군에

서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에 대한 색 지정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표준을 적

용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림 A-6] MIL-STD-595C 표지



도료(페인트)규격실무편람 227

   색상 구성 : 총 650색 (FED-STD-595C, 2008. 1. 16 기준)

[그림 A-7] FED-STD-595B Color Fanbook

   색상 코드

다섯 자리 숫자로 구성되는데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는 광택과 색상을 구분

하고 나머지 세 자리는 일련번호이다.

      ○○●●● : 일련번호

      ○●○○○ : 색상구분

        (0= 갈색, 1= 적색, 2= 오렌지색, 3= 황색, 4= 녹색, 5= 청색,
        6= 회색, 7= 백색, 흑색, 금색, 은색, 보라색, 8= 형광색)

      ●○○○○ : 광택구분

        (1= 유광, 2= 반광, 3= 무광)

[그림 A-8] FED-STD-59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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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 Color

BS Color란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서 규정한 

색상으로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및 과거 영국의 식민지 국가들에

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A-9] BSI Colour Matching Fanbook과 Pain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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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L Color

  RAL Color란 독일 Reichsausschuß für Lieferbedingungen에 의해 1927년에 발행된 

표준 색 표집으로 독일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업용이나 중방식용에서 

사용되고 있다.

  발행당시 RAL Color는 40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900개 이상의 색상을 포함하

고 있다.

[그림 A-10] RAL Color Fanbook

   색상 코드 : RAL 1000 ~ RAL 9018

     RAL○●●● : 일련번호

     RAL●○○○ : 색상구분

      (1 = 황색,   2 = 오렌지색, 3= 적색, 
      4 = 보라색, 5 = 청색,     6 = 녹색,
      7 = 회색,   8 = 갈색,     9 = 흰색, 흑색, 메탈)



230 방위사업청 l DAPA

▣ 도료용 표준 색 견본49)

   색상 구성 : 한국페인트잉크협동조합에서 발행하며 활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색을 선별하여 350색상으로 구성된다.

   색상 배열 : 색체계 10단계와 무채색으로 총 11단계로 구분

   색상 코드

 

        G-○○○○○○ : 색 기호 앞의 알파벳은 판수를

                         (발행연도) 의미 [G는 2008년도] 

        G-●●○○○○ : 색상 (11단계로 구분)

        G-○○●●○○ : 명도 (0.5~9.5까지 19단계로 구분) 

        G-○○○○●● : 채도 (1~16까지 정수로 표현)

      여섯 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CIELAB 값을 Munsell H, V, C로 변환하여 대

입한다.

      첫 두 자리는 색상(Hue),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명도(Value), 다섯 번째와 여

섯 번째는 채도(Chroma)의 값을 표현한다.

      색상구분은 Munsell 색 체계 10단계와 무채색 1단계의 총 11단계로 구분하

여 처음 두 자리에 표기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는 명도를 표기하여 그 단계를 0.5의 등 간격으로 

하였으며, 0.5~9.5까지를 19단계로 구분 표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채도는 두 자리로 표기하였고 1~16까지의 정수로 

표시 

49) www.kpic.or.kr

도료용표준색견본 : 한국페인트잉크협동조합에서 발행,  G판발행(2008년)

350 색상으로구성,  실용색위주로수록

1. 색번호의구성 :

색상구분 G- ¢¢££££ ,    명도구분G - ££¢¢££

채도구분 G- ££££¢ ¢

색상 : 색체계 10단계와무채색으로 총 11단계로구분

R à 10~19, YR à20~29, Y à 30~40, GY à 35~39, 

G à40~44,  BG à 45~49, B à 50~54, PBà 55~59, 

P à 60~64, RP à 65~69, 무채색à80

명도 : 0.5~9.5 까지 19단계로구분

채도 : 1 ~ 16 까지의정수로표시

도료용표준색견본 : 한국페인트잉크협동조합에서발행,  G판발행(2008년)

350 색상으로구성,  실용색위주로수록

1. 색번호의구성 :

색상구분 G- ¢¢££££ ,    명도구분G - ££¢¢££

채도구분 G- ££££¢ ¢

색상 : 색체계 10단계와무채색으로 총 11단계로구분

R à 10~19, YR à20~29, Y à 30~40, GY à 35~39, 

G à40~44,  BG à 45~49, B à 50~54, PBà 55~59, 

P à 60~64, RP à 65~69, 무채색à80

명도 : 0.5~9.5 까지 19단계로구분

채도 : 1 ~ 16 까지의정수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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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chnology 도료

도료산업은 석유화학공업이나 비료공업 등과 같은 대규모 

화학공업과는 달리 고도의 기술 집약이 요구되는 정밀화학

공업의 한 분야이다.

도료는 다용도 또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많으며 제

품마다 특별한 기술을 내포하고 있어 기술축적 없이는 발전

이 어려운 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반면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원절약형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제품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발시간도 장시간 소요되며 Life Cycle도 짧아 개발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시장은 환경규제에 대응해 수용성, 하이솔리드, 무용제 등 환경 친화적인 제품

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개발도 이 분야에 집중돼 있다.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도료생산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0～9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기능성 도료와 환경 친화적 저공해성 도료 등 첨단제품의 생산기술

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 장에서는 국내․외 도료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도료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 친화적 도료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도료 중 휘발성 유기용제를 희석제로 사용하는 도료가 아직도 

많이 있어 건조 시 유기용제의 휘발로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료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개발되는 환경 친화적 도료는 희석제로 유기용제를 물로 대체한 수계도료, 

용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무용제형 및 분체도료와 용제 함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

이솔리드(High Solid) 도료 등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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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존 도료의 대체가 아닌 새로운 개념으로 석유와 같은 화석원료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소재에서 도료의 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는 천연도료의 개

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건, 건강 등 인체관련 도료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 도료가 도장된 물건에 계속 접하게 되고 도장된 건물 등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도막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람에게 유해한 물질은 사용을 억제하고 이로운 물질을 부가적으로 사용하여 사람에

게 이로운 도료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도료에 함유되는 납, 크롬 등의 중금속이나 

벤젠, 톨루엔 등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유기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도료의 개발이 진행

되고 있고 도장된 도막에 발생하기 쉬운 곰팡이 등의 미생물과 세균 등 위생에 문제

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억제성능이 있는 항균도료, 맥반석, 황토, 옥 등 인체에 이

로운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성능을 가진 물질 등을 도입한 웰빙 도료 등의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유지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도료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이 이미 도장된 물체에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경

우 유지보수가 쉽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도료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도막의 노

화, 오염 등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불소수지 도료, 세라믹 도

료 등과 같은 고내구성 도료와 도막에 친수화기 등을 도입하여 오염이 억제되고 오염

된 물질도 쉽게 제거되는 저오염성 도료의 개발로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보수 필요기

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고기능성 도료

  도료는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물체를 보호하고 미관을 좋게 하는 것이 주요한 기

능이었으나 이런 도료의 기능에 추가하여 도전성, 항균성, 부착 방지성, 단열성, 발수

성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첨단 도료들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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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친화형 도료

2005년 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기준설

정 이전 제품보다 VOC(휘발성유기화합물)가 5~7% 

적게 함유된 도료만 공급되도록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국내 최초로 “도료

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설정 ('07. 

1월부터는 15~1% 저감)하여 시행하고 있다.50)

  이에 따라, 도료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에서는 

VOC 함유량이 많은 유성도료를 수용성 도료 및 

하이솔리드(Hi-Solid) 도료 등 상대적으로 VOC 함

유량이 적은 도료를 개발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으

므로 동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 또는 동 함유기

준 이내의 도료를 환경 친화형 도료라 할 수 있다.

  환경 친화형 도료는 도료제품 자체의 VOC 함유량을 근본적으로 줄인 것으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의 도료의 시간당·면적당 VOC 및 포름알데히드

의 방출량(㎎/㎡·h)을 측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VOC는 여름철 도심 광화학 오존오염의 원인물질로서, 사람의 호흡기 자극, 신경계 

장애, 발암성 및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며, 포름알데히드는 급성독성, 피

부자극성, 발암성 등의 인체 유해성 물질이다.

  특히 정밀화학산업 및 고분자 소재산업은 수출 및 수입상품의 유해물질 규제 강화, 

유기휘발성물질 규제,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등록 의무화 등 

전 세계적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화학산업의 변신을 요구하

고 있다. 몇 년 전 새집증후군을 유발시키는 원인물질로 지목된 포름알데히드(포르말

린)의 유해성 논란으로 친환경 도료의 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50) http://ecopaint.me.go.kr(수도권대기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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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료관련 친환경 인증 현황

  최근 건축시장에서 유동되는 거의 모든 도료 제품에 ‘친환경 인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고 실제로 대다수 제품이 실내공기 오염물질 차단이나 유해성분 제거 등 기본

적인 건강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건축자재업계에 따르면 2008년 6월 30일 현재 KCC와 노루페인트, 조광페인트, 제비

표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등 모두 68개 도료생산업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친환경상

품진흥원으로부터 총 489품목의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를 취득했으며, 현재 환경마크 

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신제품도 20여개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마크와는 별도로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운영하는 친환경 건축자재(HB : Healty 

Building Materials) 인증을 획득한 도료 제품도 116개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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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기능성 도료

  친환경 기능성 도료라 함은 도료자체에서 유해물질을 근본적으로 배출을 시키지 않

는 도료와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흡수, 분해 및 반사하여 공기 질을 정화시키고 에너

지를 절약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성 도료이다. 이러한 친환경 기능성도료에는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다양한 용도

의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열도료

  현재, 지구 전체가 탄산가스 방출량의 증대에 의하여 기온이 상승하고 온난화 현상

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연현상에 이변을 초래하

거나 수면의 상승이 발생하는 등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존도 위협될 것으로 생각된다. 

  1997년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 이후, 이산화탄소의 삭감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기업에 있어 에너지 절약 대책은 환경대책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에도 연결되어 

있다. 도료의 기능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개발된 것이 차열도

료이며 이 도료는 태양광의 적외선을 반사하고 열의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건축물, 차량, 탱크, 선박, 그 밖에 각 종의 피도면에 도장되어 설비를 투자하지 않

고 종래 도료를 차열 도료로 대치한 것만으로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가능하게 되어 

현재 일본 등지에서는 많은 관심과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A-11] 차열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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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열도료는 780~2100nm의 적외선 파장 영역에서 일사반사율이 가장 높은 착색 안

료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세라믹 중공안료를 혼용 사용하므로 차열효과를 배가

시킨다. 또한 도장 후 도막의 오염이 심하다면 일사 반사율이 저하되므로 설계 시 바인

더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차열 도료의 효과로는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 보관 창고의 환경 개선, 

heat island 현상의 완화, 저장 탱크 내용물 증발 감소 완화,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열 

팽창에 의한 건축물 접합부분의 열화 억제 등이 있으며 용도 개발은 무궁무진하다.

   탈취도료

  인간의 후각으로 느끼는 냄새의 강도와 가스농도 사이에는 Weber-Fechner의 법칙이 

성립하며 인간의 코로 0.15ppm농도의 가스를 맡을 수 있다. 따라서 탈취효과를 실감하

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가스농도를 0.15ppm이하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탈

취성능의 목표가 된다. 

  우리들은 실로 다양한 냄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의 대표적인 악

취로서는 화장실(Ammonia 질소화합물), 생선의 부패(Trimethylamine 질소화합물), 달걀

의 부패(황화수소유황화합물), 야채의 부패(Mercaptan 유황 화합물)악취 등이 있다. 

  우리들의 생활을 보다 풍부하고 쾌적한 것으로 하기 위해 이러한 악취 제거 대책의 

일환으로 소취 기능을 가진 도료가 실용화되고 있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냉장고용 탈취제와 같이 활성탄 등을 사용하여 

악취 성분을 흡착시키는 물리적 탈취 방법, 악취 성분을 막의 속에 감싸버리는 마스킹

(Masking）방법이나 다른 냄새로 상계하는 감각적 탈취 방법, 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 

탈취 방법, 악취 물질과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무취의 화합물로 바꾸는 화학적 탈취 

방법이 있다. 탈취도료는 화학적 탈취방법을 이용한 경우가 많으며 탈취 Mechanism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A-12] 화학적 탈취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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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인체 및 대기에 미치는 영향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rnic Compounds)이란 비점(끊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으로서 VOC라고도 하는데, 산업체에서 많

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

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된다. 

  주요 배출원으로는 유기용제사용시설, 도장시설, 세탁소, 저유소, 주유소 및 자동

차 등 각종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등이 인위적 배출원이며 나무 등이 뿜어내는 이소

프렌, 테르펜, 알콜, 에스테르 등이 자연적 배출원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벤젠,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 일부 VOC는 그 자체가 발암성 물질로서 인체

에 매우 유해하다.

      휘발유 등 유류에 다량 함유된 벤진 및 부타디엔의 경우 백혈병, 포름알데

히드의 경우 후두암, PAHs의 경우 폐암을 유발한다.

      특히 주유소 인근 어린아이의 백혈병 위험이 보통 아이들보다 4배나 높고, 

급성 비림프아구 백혈병은 7배나 높으며51) 임산부가 VOC에 많이 노출될 

경우 저체중아나 조산아를 낳을 위험이 크다.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VOC는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O3) 농도를 증가시킴.

      지표면 부근에서의 VOC는 오존생성에 관여하므로 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

에 기여하며 특유의 냄새로 악취 원인물질이 되기도 함.  

51)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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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의 용도별 구분과 생산업체

순번  회원명 대표전화 주소  주요생산품목 Home Page

1 (주)감로파인케미칼 054-977-3555
경북 칠곡군 약목면 

교동 498-16    
공업/건축/목공용 www.grfc.co.kr 

2 건설화학공업(주) 02-3473-202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21
공업/건축/선박

/자동차용
www.jebi.co.kr   

3 경도화학공업(주) 031-491-0181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87-1  
공업/목공/
중방식용

www.gdchem.co.kr

4 (주)케이씨씨 02-3480-517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자동차/중방식/
공업/건축용

www.kccworld.co.kr   

5 금강페인트공업(주)  054-338-7722
경북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454-2   
건축/공업/
철구조용

www.kumkangpaint.co.kr  

6 (주)나이테 053-856-1351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184  
융착식

7 (주)노루페인트 031-467-61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수성/에나멜/

선박용
www.noroo.co.kr

8 대영화학공업(주) 051-311-8531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628-7
수성/수용성광택 www.seahorsepaint.com  

9 대화페인트공업(주) 031-491-204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9번지   

도로표지용/
속건형

10 동서화학공업(주) 02-3471-412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11층)
콜타르에나멜타

르/에폭시/속건형
www.dongsuhchem.co.kr

11 동해케미칼공업(주) 031-498-4488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1-2 시화공단
에폭시/우레탄 www.hiepoxy.co.kr   

12 바이켐(주)  031-493-9451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505-4   
에폭시/수성/

우레탄  
www.bychem.com

13 벽산페인트(주) 02-2260-6114 
서울시 중구 광희동 

1가 216, 광희빌딩 3층
건축/석박용   www.bspaint.co.kr

14 부광화학공업(주) 051-831-511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27-4
도로표지용/

에나멜
www.bkchemic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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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원명 대표전화 주소  주요생산품목 Home Page

15
삼영잉크페인트

제조(주)
031-686-7848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79-13
제관용/그라비아 

잉크
www.syink.co.kr   

16 삼일페인트공업(주) 032-814-3131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22 
수성/유성/에나멜 www.samilpaint.co.kr  

17 삼화페인트공업(주) 02-323-3831
서울시 종로구 묘동

125
건축/PCM용 www.spi.co.kr

18 신광페인트공업(주) 032-5600-700
인천시 서구 당하동 

957-1    
목공/우레탄/래커 www.shinkwangpaint.co.kr

19 신동페인트공업(주) 031-492-454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42    
에나멜/래커 www.sdpaint.co.kr   

20 신성화학공업(주) 031-632-502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33    
목공/UV자외선 www.sschemical.co.kr

21 (주)씨케이  031-495-773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2-5    
건축/중방식용 www.ckpaint.co.kr  

22 (주)아해      02-333-900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8-1
도로표지용/우레탄

/중방식용
www.ahae.com  

23 (주)알에스테크  02-3662-7686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75
도로표지용/융착식 
미끄럼방지제

www.rstech.co.kr   

24 (주)애경피앤씨 02-2107-6000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06-3
건축/공업/중방식용 www.akpaint.co.kr

25
에스케이에스

페인트(주)
032-519-7771

인천 부평구 청천동  

384-4 
아연말/에폭시 www.skspaint.co.kr 

26 에스에스씨피(주) 031-490-42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9-3    
플라시틱/피혁용 www.sscpcorp.co.kr

27 에스에이치씨피(주) 041-752-2186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130-2 
수성/유성/중방식 www.shpaint.co.kr

28 (주)우진페인트 031-986-7711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104-1    
건축/공업/피혁용 www.woojinpaint.co.kr  

29 유니온화학공업(주) 02-2634-625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7-2   
에나멜/에폭시 www.union76.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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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회원명 대표전화 주소  주요생산품목 Home Page

30 (주)이화정공 031-791-4591 
경기 하남시 신장1동 

424-2번지 경림빌딩

융착식/상온가열

형 도료

31 조광페인트(주)  02-713-4600
서울시 용산구 

서부이촌동 212-35    
우레탄/중방식/

분체도료
www.chpc.co.kr

32
천일건축인테리어

페인트
02-956-7777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625-93  
건축/인테리어용 www.chunilpaint.co.kr  

33 (주)카보라인코리아 02-2634-648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세미빌딩 302호
중방식/선박용/

바닥재
www.carboline.co.kr  

34 한진화학(주)    031-428-2800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33
UV/목공/선박용 www.hjci.co.kr

35 현대피앤씨(주) 032-529-1211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383
  절연/분체도료 www.hdpaint.com

36 (주)피피지코리아 032-555-9800 
인천시 계양구 

계산3동 1074-6
자동차/플라스틱

보수/공업용
www.ppgkorea.com

 ※ 한국페인트․잉크 협동조합 조합원 명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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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의 제조공정 및 설비

1. 도료의 제조공정

도료는 안료를 넣지 않은 투명한 도료와(Varnish, 

Clear 등) 안료를 넣은 착색도료(Enamel Paint 등)

로 구분할 수 있다. 

안료를 넣지 않는 도료의 제조는 보통 간단하며, 

도막형성 성분과 첨가제를 용제에 균일하게 용해

하는 용해 공정과, 또는 용해 공정 중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공정, 완성된 제품을 용

기에 포장하는 공정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비해 안료를 넣은 도료의 제조는 안료를 도료에 가하는 일과 도료의 색을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대로 맞추는 일이 더 많아진다. 

  도료제조 공정은 ①배합 ②분산 ③용해 ④조색 ⑤여과 ⑥포장의 6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1.1. 배합(配合, Combination)  

  배합은 이것저것을 알맞게 섞어 한데 합한다는 뜻으로 고속으로   회전하는 장비

를 사용하여 안료를 미분화시키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공정이다.

1.2. 분산(分散, Dispersion)

  분산은 갈라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거나 또는 그렇게 되게 한다는 뜻으로 Mil Base 

상의 안료 입자를 규정된 입자 크기로 분쇄하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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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해(溶解, Dissolution)

  용해는 기체, 액체, 고체의 물질이 다른 액체 속에서 녹아 균일한 액체가 되는 현

상을 말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분산물과 잔여 수지, 용

제 등을 혼합하는 공정이다.

1.4. 조색(調色, Mixing Colors) 

  조색은 채색을 조합하여 뜻하는 색을 낸다는 뜻으로 도료 제조 시 안정된 도료를 

쉽고 빠르게 제조하기 위해서 각 도료의 품종에 따라 원색 에나멜 또는 원색 Mill 

Base를 미리 만들어 사용자의 요구대로 색상을 맞추는 조색 방법을 원색 에나멜 조

색 방법 또는 원색 Mill Base 조색 방법이라고 한다.

  사용자의 구매요구가 비교적 대량이면서 납기에 여유가 있을 경우는 사용자가 요

구하는 색을 내는 안료를 동시에 분산하여 도료를 제조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한 번에 요구하는 색상이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 도장하는 데는 지정색 견본판과 비

교하여 부족한 색의 각 원색 에나멜(또는 원색 Mill Base)을 가하여 재차 도장판을 

견본판과 비교하여 미세조정 작업을 통해 조색한다. 

  따라서 조색에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하여 도막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희망 색상의 견본판과 같은 조색 가능한 각 원색 에나멜, 각 원색 Mill 

Base, 각각 안료의 배합을 컴퓨터가 산출하여 신속하게 조합하는 방법으로 전환되

고 있다. 

1.5. 여과(濾過, Filtration)

  여과기를 써서 도료 중의 불순물이나 분산되지 않은 조립자분을 걸러내는 공정이다.

1.6. 포장(包裝, Packing)

  지정된 포장 용기에 자동 계량 시스템에 의해 지정된 중량만큼의 도료를 나누어 

포장하는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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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료의 제조설비

2.1. 배합장비

  배합장비에는 디스펄스(Disperser), 니더(Kneader), 디졸바(Dissolver) 등이 있다. 

   Disperser

         

[그림 A-13] Disperser52)와 Disperser Blade53)

   Kneader

     반원통형의 용기 양쪽에 두꺼운 회전날개가 있어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내용물을 섞는 장비이다. 

      

[그림 A-14] Kneader54) 및 회전날개55)

52) www.onsloweng.com.au/images/Disperser-45kw.jpg

53) www.sf-engg.net/disperser_blade.jpg

54) www.daesungchem.co.kr

55) www.srugo.co.il/sg600int.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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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5] 도료 배합 설비56)

2.2. 분산장비

  분산매체를 이용한 3Roll Mill, 볼 밀(Ball Mill), 샌드 밀(Sand Mill), 롤 밀(Roll 

Mill) 등이 있다.

   Ball Mill

     분산매체(철 또는 알루미늄 구)가 들은 드럼과 드럼을 회전시키는 가동부로 구

성된다. 드럼에 원료를 넣고 회전시키며 이때 생기는 전단력을 이용하여 분산

시킨다.  

      

[그림 A-16]57) Ball Mill과 Sand Mill 

56) www.daesungchem.co.kr

57) http://www.indiam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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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 Mill

     분산매체를 넣은 종형 원통용기와 그 안을 회전하는 축 및 축에 붙어있는 원

판, 분산매체와 밀 베이스를 분리시키기 위한 스크린 등으로 되어있다. 축의 

회전에 의해 고속운동을 하는 분산매체의 전단력에 의해 분산시킨다.
  

   Roll Mill

     롤은 앞 롤에서 뒤쪽 롤로 차례로 회전이 빨라지며 이들 롤 간의 틈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연육시킬 페이스트를 앞 롤과 중간 롤 사이에 공

급한다. 페이스트는 보다 빨리 회전하는 롤 쪽으로 차례로 이동하여 최후에 

닥터 블레이드에 의해 걸려 진다. 분산은 롤 사이에 속도 차에 의한 페이스트

에 주어진 전단력에 의한다. 

[그림 A-17] 도료 분산설비58)

2.3. 용해장치

  디졸바(Dissolver)와 탱크를 조합시킨 장치가 가장 많이 쓰인다. 날개바퀴(Impeller)

는 원판의 주위에 톱니를 붙인 형으로 날개바퀴의 주속은 1,200~1,400m/분이다. 이 

장치는 배합장치에도 적합하다.

58) www.daesungch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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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색장비

  용해장비와 같은 설비를 쓴다. 이 외에도 조색을 자동적으로 하는 장치로 도료 

조색기가 있다. 착색력을 일정하게 한 원색 에나멜을 만들어 놓고 목적하는 색에 

따라서 이것을 기계적으로 일정량씩 혼합하여 교반하는 장치로써 가정용 도료에 이

용된다.

[그림 A-18] 조색 설비

2.5. 여과장비

  섬유, 수지함침여지, 다공성 스테인리스강 등을 여과 재질로 하여 가운데를 빈 원

통형으로 성형한 카트리지로 가압시킨 도료를 카트리지의 미세한 틈을 통과하도록 

하여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비이다.

2.6. 포장장비

  자동 운반 장치(컨베이어)를 이용하여 도료 포장용기의 공급, 자동 충전, 뚜껑 봉합, 

상표 붙임, 팔레트(Palette) 적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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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9] 도료 포장장비59)60)

  그림은 페인트 통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음 공정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장면

이며 완성된 페인트는 자동계량시스템에 의해 정량 충전되어 포장된다. 

59) http://www.stoshop.co.uk/assets/company/paint-plant.2.jpg

60) www.fajournal.com/main/bbs/bbs_special_content



248 방위사업청 l DAPA

도료 소요량 산출방법

1. 이론 도포량

  물성 자료상의 추천건조두께는 평활한 이상적 피도면을 가상하여 제시되는 것이

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자료상의 도포량 또한 이론적인 도포량이다. 이론 도포

량은 도장작업시 피도면의 상태, 도장방법, 도장환경 및 도료 손실량을 고려하지 않

은 양이다.

  이론 도포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A (m 2/L) =  10V /Tm

A : 이론 도포량, 1 Liter로 몇 m2를 도장할 수 있는가를 의미함.

V : 용적 고형분(%), 부피 고형분을 의미함.

Tm : 추천건조도막두께(μ)를 의미함.

  예) 부피 고형분이 44%인 도료를 건조도막두께 45μ으로 도장하려면 이론 도포량은?



×
 

2. 실 도포량

  도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자세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도료

의 양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이론상의 도료 소비량보다 많은 양의 도료를 소비하게 된다. 이때 이론상 도료 소

비량과 실제 도료 소비량과의 차이를 Loss라고 하며 백분율(%)로 나타내 Loss율이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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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료의 외관상 손실

2.1.1. Blast Profile의 효과

  철재를 연마재 분사(Blasting) 처리하고 도장할 경우 측정계기로 도막두께를 측정

한다면 실제 계기상의 수치는 표면 조도의 맨 윗부분(Peak)까지와 맨 아래 부분

(Valley)까지의 평균도막 두께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규정도막 두께는 일반적으로 

Peak 위에서의 도막두께이므로 Peak 아래 부분의 도막은 규정 도막 두께에 기여하

지 못하는 손실량이 된다. 따라서 이런 규정도막 두께에 기여하지 못하는 도막손실, 

즉 표면조도(Surface Profile)에 의한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표면조도에 의한 손실은 사용된 연마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실험적으로는 Blast 

Profile 진폭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표면조도에 의한 건조 도막두께 손실로 보고 

있다.

  거칠기(Roughness)에 따른 건조 도막두께 손실은 아래 표와 같다.

표면상태 표면조도 건조도막두께손실

shot and shop primer 0~50 10

fine open blast 100~150 35

coarse open blast 100~150 60

old honey comb pitted steel 150~300 125

2.1.2. 도장손실

  도장손실은 도장업자가 이론적으로 추천된 최저건조도막두께(추천도막두께의 

80%)를 얻기 위해 과량도장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이다. 이런 경우에 계산된 이

론 도포량보다 초과로 사용된 도료의 양은 도장기구 즉, 붓, 롤러, 스프레이에 따라 

달라진다. 피도물의 형태가 단순한 구조물이거나 효율이 높은 평면일 경우에는 대

량의 손실은 없다. 하지만 작업하는데 있어 많은 보조설치물에 의해 복잡해지거나 

격자모양을 갖고 있다면 손실량은 많아 질것이다. 격자모양의 구조물들을 스프레이 

도장할 때는 도장상의 손실을 계산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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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기구 및 구조물에 따른 손실의 예

   붓 또는 롤러 손실율

     단순 구조물 : 5%,   복잡한 구조물 : 10~15%

   스프레이 손실율

     단순 구조물 : 20%

     복잡한 구조물 : 60%(1회 도장시), 40%(2회 도장시),
                    30%(3회 도장시)

2.2. 도료의 실제 손실

2.2.1. 도장 작업상의 손실

  도료가 피도물에 묻어 도막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작업 중 붓, 롤러 또는 스프

레이로부터 손실되는 경우이다.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 손실은 증가될 수 있으며 심

하면 5%까지의 손실을 낼 수 있다. 스프레이 도장 시에는 바람의 조건과 피도면의 

모양에 따라 손실량에 많은 차이가 난다.

    환기가 잘 되는 제한된 공간 : 5%

    거의 바람이 불지 않는 외부 : 10%

    바람이 부는 외부 : 20% 이상

2.2.2. 도료자체의 손실

  도료의 손실은 비록 숙련된 도장 작업자일지라도 불가피한 것이다. 즉, 도료를 흘

린다거나 버려진 용기 속에 남아있는 도료 그리고 2액형 도료의 경우에 있어서 혼

합된 도료의 가사 시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등이다.

  도료의 실제 도포량을 계산할 때는 Blast Profile 효과, 도장 손실, 도장작업장의 

손실, 도료자체의 손실 등 4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Blast Profile 효과 즉, 

표면의 거칠음은 1회 도장 시에만 적용되는 손실 항목이고 나머지는 매회 도장 시

에 적용되는 손실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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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계산기

    이론도포면적(㎡) = 도료의추천건조도막두께
 ×도료의

×도료량

    이론도료소요량(l) = ×도료의
도료의추천건조도막두께㎛

×도장면적㎡

    실제도포면적(㎡) = 
이론도포면적㎡×손실율

    실제도료소요량(l) =

손실율
이론도료소요량×

×도장면적㎡도장하지않을면적㎡

    건조도막두께(㎛) = 
젖은도막두께㎛×도료의

    젖은도막두께(㎛) = 도료의
건조도막두께㎛

× 

㎡를 평수로 = 

× ㎡      평수를 ㎡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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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교제(Cross 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쇄와 화학적

으로 반응하여 분자쇄를 상호 연결

시키는 물질

 2. 가드너 색 수(Gardner Color 

Standards, Gardner Color Scale)

    기름, 유성 바니시, 투명 래커 등, 

색의 농도(어둡기)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색 번호의 일종 

 3. 가사 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

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

어나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

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

 4. 가소제(Plasticizer)

    도막에 강인성 및 유연성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로서 도막의 성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료를 만들 때

에 가하는 물질이다. 

    주로 휘발 건조성 도료의 제조에 

사용한다.

5. 가스 체킹(Gas Checking, Gas 

Crazing)

   도료를 가열 건조할 때에 연소 생성 

가스의 영향으로 도막면에 주름, 얕

은 균열 등이 생기는 현상

 6. 가열 건조(Baking, Stoving)

    칠한 도료의 층을 가열해서 경화시

키는 공정. 가열은 더운 공기의 대

류, 적외선의 조사 등에 따른다. 

    가열하여 건조시켜서 얻은 도막은 

일반적으로 단단하다. 일반적으로 

66℃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시킬 경

우를 말한다.

 7. 가열 건조형 도료(Baking Finish)

    도료를 칠하고 나서 가열하여 도막

이 형성되도록 만든 도료. 가열하는 

온도는 일반적으로 100℃ 이상으로 

한다.

 8. 감청(Iron Blue, Iron Blue Pigment, 

Prussian Blue, Milori Blue)

    프러시안화제이철을 주성분으로 한 

파란색 안료 

 용어 설명



도료(페인트)규격실무편람 253

 9. 갑판 도료(Deck Paint)

    선박의 갑판에 칠하는 도료

10. 강선 선저 도료(Ship Bottom Paint 

For Steel Ship)

    강선 선저 외면의 방청과 생물 부

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도막형성 요소의 종류에 따라 

유성 도료, 비닐 수지 도료 등으로 

나누며, 사용 목적에 따라서 1호 도

료, 2호 도료, 수선부 도료의 3종류

가 있다.

11. 강제 건조(Forced Drying)

    자연 건조보다도 약간 높은 온도에

서 도료의 건조를 촉진하는 것.

    일반적으로 66℃(150℉까지의 온도

에서 건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12. 건성유(Drying Oil)

    얇은 막으로 공기 속에 두면 산소

를 흡수해서 산화하고, 이에 수반해

서 중합이 생겨 고체화하여 도막을 

형성하는 지방유, 요오드값이 130 

이상인 것.

13. 건 조(Drying)

    칠한 도막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

되는 현상. 도료 건조 기구에는 용

매의 휘발, 증발, 도막 형성 요소의 

산화, 중합, 축합 등이 있고, 건조 

조건에는 자연 건조, 강제 건조, 가

열 건조 등이 있다. 

14. 건조 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데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에 넣고

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

간. 건조 상태는 지촉, 점착, 고착, 

고화, 경화, 완전 건조로 나누어서 

나타낸다.

15. 건조 시간 측정계(Drying Time 

Recorder)

    건조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시

험기

16. 건조제(드라이어) (Drier, Siccative)

    유성 도료의 건조를 촉진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물질. 주성분은 납ㆍ망

간ㆍ코발트 등의 금속 비누, 액상 

건조제, 풀 모양의 드라이어가 있

다.

17. 겉보기 비(Apparent Density Bulk, 

Density)

    단위 무게의 안료를 분산 낙하해서 

자연적으로 침강시켰을 때에 나타

내는 단위 무게 당 부피. 일반적으

로 100G당 Ml 수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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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겔  화(Gel, Gelation, Gelling, 

Livering)

    액체 모양인 것이 불용성의 젤리 

모양으로 되는 것. 도료에서는 용기 

속에서 굳어져서 희석제를 가하고 

교반하여도 전색제가 고르게 녹지 

않는 상태

19. 겔화 시간(Gel Time, Gelation Time)

    열중합에서 겔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20. 결정 바니시(Crystallizing Varnish, 

Feather Weave Varnish)

    결정 모양으로 마무리되는 바니시 

중합이 불충분한 동유를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연소 

생성 가스를 함유한 공기 속에서 

가열 건조시켜 마무리한다.

21. 경면 광택도(Specular Gloss, 

Specular Reflection)

    면의 입사광에 대해서 같은 각도에

서 반사광, 즉 거울면 반사광의 기

준면에서 같은 조건에서의 반사광

에 대한 백분율. 면의 광택 정도를 

나타낸다. 광택도가 비교적 큰 도막

면에서는 법선에 대하여 입사각 

60°, 반사각 60°에서 측정한다. 

이것을 60°거울면 광택도라 한다. 

22. 경  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것.

23. 계면 활성제(Surface Active Agent, 

Surfactant)

    액체에 녹고 계면에 흡착해서 계면

의 성질을 바꾸는 물질. 도료에서는 

안료의 분산, 습윤, 기포 제거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

24. 골드 사이즈(Gold Size)

    단유성 바니시의 한 종류. 유성 바니

시 도장의 하도, 조합 페인트의 건조 

촉진, 유성 하도용 도료의 전색제, 금

박을 입히는 등에 사용한다.

25. 곰팡이 저항성(내곰팡이성)(Fungus 

Resistance)

    곰팡이가 잘 번식하지 않는 성질

26. 공업용 니트로셀룰로오스 

(Nitrocellulose For Industrial Use)

    도료, 필름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니

트로셀룰로오스, 니트로셀룰로오스 래

커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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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

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28. 광명단(Red Lead)

    사산화삼납을 주성분으로 한 빨간 

안료. 방청 안료로서 사용한다. 

29. 광명단 방청 페인트(Red Lead 

Anticorrosive Paint)

    방청 안료로서 광명단을 사용해서 

만든 하도용 방청 도료 

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Red Lead－Zine Chromate 

Anticorrosive Paint)

    방청 안료로서 광명단과 크롬산아

연을 사용해서 만든 하도용 방청 

도료 

31.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 받은 정반사광 성분

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어나는 감각

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

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32. 광택 얼룩(Flashing)

    무광택 또는 반광택 상태의 도막면

에 부분적으로 광택이 나타나거나 

광택 부족이 일어나거나 하는 현상. 

하지의 흡수성의 불균등, 도면에 대

한 수분이나 특정한 가스, 증기 등

의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가 

많다.

33. 군청(Ultramarine Blue, Ultramarine 

Blue Pigment)

    백토, 황, 탄산나트륨 등을 원료로 

하여 분쇄, 혼합, 소성해서 만든 파

란색 안료. 옛날에는 청보석을 분쇄

해서 만들었다. 

34. 규석분(Silica, Silcate Pigment)

    규석을 분쇄해서 만든 분말ㆍ산이나 

알칼리에 잘 침식되지 않는다. 눈메

꿈용 안료나 연막재에 사용한다. 

35. 균열(Cracking, Hair Cracking, 

Checking, Crazing, Cracking)

    노화된 결과 도막에 나타나는 부분

적인 절단

36. 기포(도막의)(Bubble, Bubbling)

    도막의 내부에 생긴 거품. 도료를 

칠했을 때에 생긴 거품이 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많다.

37. 기포 점도계(Bubble Tube 

Viscosimeter, Bubble Viscometer)

    거품이 액 속을 상승하는 속도를 

점도 표준액일 경우와 나란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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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액 동점도의 개략적인 수를 

세는 기구. 지름과 길이가 일정한 

유리관을 사용한다.

38. 길소나이트(Gilsonite)

    미국 유타 주산의 아스팔타이트의 상

품명ㆍ경질 역청질의 일종으로 바니

시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한다. 

39.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40. 내 광 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Light Stability)

    안료나 도막의 성질. 특히 색이 빛

의 작용에 저항해서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41. 내 구 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 성질의 

지속성

42. 내굴곡성(Flexibility, Elasticity)

    도막을 접어 구부렸을 때 잘 박리

되거나 갈라지지 않는 성질. 

    굴곡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도막을 

밖으로 해서 둥근 막대에 놓고 180

도 접어 구부려 도막의 균열 유무

를 조사한다. 

    판이 두꺼울수록, 둥근 막대의 지름

의 작을수록 도막에 주어지는 연신

율과 도막에 일어나는 윗면에서 아

랫면에 걸쳐서의 연신율의 불균등

성은 크다. 도막이 잘 부스러지지 

않고 연신율이 크면 내굴곡성이 우

수하다고 판정된다.

43. 내부용 보일유(Boiled Oil For 

Interior Use)

   보일유의 일종. 흰색 또는 담색의 

페인트에 배합했을 때에 옥내에서 

도막의 황변이 적도록 만든 것.

44. 내비등수성(Boiling Water 

Resistance)

   도막이 끓는 물에 잠겨도 잘 변화되

지 않는 성질 

   내비등수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비등

수에 담그고, 도막에 주름, 팽창, 균

열, 벗겨짐, 광택의 감소, 흐림, 변

화, 변색 등의 유무와 정도를 조사

한다.

45. 내 산 성

    (Acidproof, Acid Resistance)

   산의 작용에 저항해서 잘 변화하지 

않는 도막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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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내산 흑 바니시

    (Acid Resistant Black Varnish)

   역청질을 도막 형성 요소로 하여 만

든 바니시로 도막의 내산성이 우수

한 것.

47. 내세척성

    (Washability Resistance)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척했을 

때 도막이 쉽게 마모되거나 손상되

지 않는 성질. 에멀션 페인트, 수성 

도료 등에 시험한다.

48. 내 수 성

    (Water Resistance, Waterproof)

   도막이 물의 화학 또는 물리 작용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성질. 내수 시

험에서는 시험편을 물에 담가서 주

름, 팽창, 균열, 벗겨짐, 광택의 감

소, 흐림, 변색 등의 유무나 정도를 

조사한다.

49. 내스크래치성

    (긁힘 저항성)(Scratch Resistance)

   긁힘에 견디어 흠이 잘 생기지 않는 

도막의 성질

50. 내알칼리성

    (Alkaliproof, Alkali Resistance)

   알칼리의 작용에 대해서 변하지 않

는 도막의 성질

51.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작

용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성질. 내

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색, 광택의 변화, 팽

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 유무를 

조사한다.

52. 내 열 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

는 성질. 내열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면에 

발포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 또는 정

도 등을 조사한다.

53. 내염수성 (Salt Water Resistance)

   식염수의 작용에 대해서 변하지 않

는 도막의 성질. 주로 방청 도료의 

성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다.

54. 내용제성(Solvent Resistance)

   도막이 용제에 잠겨도 변하지 않는 

성질. 내용제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제에 침지하여 도막에 주

름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등,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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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ㆍ광택의 변화, 점착성의 증가, 팽

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와 용제의 

착색, 혼탁의 유무와 그 정도를 조

사한다.

55. 내 유 성(Oil Resistance, Oilproof)

   도막이 유류에 잠겨도 변하지 않는 

성질. 내유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기름에 담가서 도막의 주름

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등, 또한 색

ㆍ광택의 변화, 점착성의 증가, 팽윤

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와 기름의 

착색, 혼탁의 유무를 조사한다.

56. 내충격성(Impact Resistance, Shock 
Resistance, Chip Resistance)

   도막이 물체의 충격을 받아도 잘 파

괴되지 않는 성질. 충격 시험에서는 

시험편의 도면에 추를 낙하시켜서 균

열, 벗겨짐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57. 내후성(Weather Resistance, 
Weathering, Weatherproof)

   옥외에서 햇빛, 비바람, 이슬, 서리, 

한난, 건습 등 자연의 작용에 저항

해서 변하지 않는 도막의 성질

58. 내후성 시험(Weathering Test, 

Weathering)
   도막의 내후성을 조사하는 시험

59. 내후성 시험대(Exposure Rack)

   도막의 내후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장 시험편을 부착시켜 놓을 수 있

는 대. 도막이 햇빛에 가능한 한 직

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적으

로 직면하도록 한 것도 있다. 고정

식인 것은 대가 정남향이며 도막면

이 위쪽으로 향하고 기울어져 있다.

60. 내휘발유성(Gasoline Resistance)

   휘발유의 작용에 대해서 변하지 않

는 도막의 성질

61. 노화(Aging, Ageing)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도막의 성질, 

성능, 겉모양이 나빠지는 것.

62. 녹(Rust)

   일반적으로 철 또는 강의 표면에 생

기는 수산화물 또는 산화물을 주체로 

하는 화합물. 넓은 의미로는 금속이 

화학적 또는 전기 화학적으로 변화해

서 표면에 생기는 산화 화합물

63. 녹 제거(Descaling)

   녹을 제거하는 작업

64. 눈 파 임(Grain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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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면의 고저나 조직의 불균등에 

의해서 마무리 도막면에 가늘게 파

이는 것. 목재 도장에서 눈 파임을 

방지하려면 바탕 목재를 충분히 건

조시켜 메꿈제로 메우고 다시 건조

시킨 다음 잘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

며, 목재 도장ㆍ금속 도장을 불문하

고 덧칠할 때마다 도막을 충분히 건

조시키고 연마해야 할 필요가 있다.

65. 니트로셀룰로오스(Cellulose Nitrate, 

Nirocellulose)

   셀룰로오스의 질산에스테르

66. 니트로셀룰로오스 녹임성(Cellulose 

Nitrate, Nitrocellulose)

   래커 시너의 래커에 대한 용해성 시

험의 일종. 도료용 니트로셀룰로오

스를 녹이는 성능을 조사해서 판정

한다.

67.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Nitrocellulose Lacquer)

   도막 형성 요소로서 니트로셀룰로오

스를 사용해서 만든 휘발 건조성의 

도료. 용매의 증발로 단시간에 건조

한다.

68. 다채 무늬 도료(Multicolor Paint, 

Multicolor Coating)

   2색 이상의 도료가 서로 용해 혼합

되지 않도록 불용성 매체 속에 입자 

모양으로 분산시켜 만들며, 1회의 

분무 도포로 여러 가지 색이 포함되

어 생기는 도료

69. 단유성 바니시(Short Oil Varnish)

   유성 바니시의 일종. 도막 형성 요

소 중에서 고형 수지분에 대해서 지

방 유분이 적은 것.

70. 담색(Tint, Tint Color, Weak Color)

   흰색에 가까운 엷은 색. 도료의 Ks

에서는 흰색 도료에 유색 도료를 혼

합해서 만든 도료의 도막에 대해서 

회색ㆍ핑크ㆍ크림색ㆍ엷은 초록ㆍ물

색과 같은 엷은 색으로 Ks A 0062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 방법)에 

따라 명도 V가 6 이상, 채도 C가 6 

이하인 색을 말한다.

71. 대  머(Dammar, Damar Resin)

   천연 수지의 일종. Dipterocarpaceae

과 나무의 분비물이 고체화된 것. 

대머 바니시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72. 대머 바니시(Dammar Varnish, 

Damar Varnish)

   대머를 미네랄 스피릿에 녹여서 만

든 휘발 건조성 바니시

73. 덧칠 적합성(재도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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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atability)

   건조 도막 위에 같은 도료를 덧칠했

을 때 도장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

고, 정상적인 덧칠 도막층이 얻어지

기 위한 도료의 성상

74. 도로 표지용 도료(Traffic Paint, 

Traffic Marking Paint)

   교통 표지선을 그리는 데에 사용하

는 노면용 도료. 상온 시공용과 용

융 도장용이 있다.

75. 도료(Coating)

   물체 표면의 보호, 겉모양ㆍ모양의 

변화, 그 밖의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는 재료의 일종. 유동 상태에

서 물체의 표면에 바르면 얇은 막이 

되고, 해당 건조 방법에 따라 건조

시키면 물체 표면에 고착되어 고체

의 연속적인 도막이 형성되는 것

76. 도료(페인트)(Paint)

   안료를 포함하는 액상 또는 분말 형

태의 물질로 바탕에 도장하면 바탕 

보호 및 겉모양 장식 기능, 또는 특

수한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

77. 도  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78. 도 막 면(Surface Of Paint Film)

   도막 또는 도막층의 표면

79. 도막의 겉모양(Appearance Of Film)

   육안으로 보았을 때 도막의 상태. 도

료 일반 시험 방법에서는 도막을 확

산 주광하에서 견본품과 비교해 색의 

차이, 색 얼룩의 정도, 광택의 차이, 

광택 얼룩의 정도, 두께 불균형의 정

도, 레벨링, 붓자국ㆍ오렌지필ㆍ주름

ㆍ입자ㆍ 파임ㆍ구멍의 정도ㆍ흐름ㆍ

뭉침ㆍ기포ㆍ부풂ㆍ균열ㆍ벗겨짐ㆍ백

화의 정도 등을 조사한다.

80. 도막 형성 요소(Film Forming 

Agent, Film Forming Material)

   도막을 형성하기 위한 주성분

81.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

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

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칠」,

「칠하기」등으로 말한다. 

82. 도장 간격(Interval Between Coats)

   도료를 덧칠하는 작업에서의 칠하는 

시간 간격

83. 도장 시스템(Paint System, Coating 

System)

   도장의 목적ㆍ효과를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하도에서 상도까지를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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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한 도막 짜 맞춤의 총칭

84. 도장 공정(Painting Process)

   도장계를 만들기 위한 공정, 도장의 

목적, 칠하려고 하는 물체의 바탕ㆍ

모양ㆍ 수,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 

도장 장소의 조건 등에 의해 바탕의 

처리, 도료를 칠하는 방법, 건조 방

법, 도막 형성 후의 처리 방법 등을 

선정해서 공정을 설계한다.

85.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일정한 면적에 칠하는 도료의 양. 

86. 도포 면적(Spreading Rate)

   도료의 일정한 분량으로 칠할 수 있

는 면적 

87. 도포(Dope)

   직물이나 피혁에 칠하는 셀룰로오스 

래커의 일종 

   항공기의 날개에 칠하는 도료

88. 동유(Tung Oil, China Wood Oil, 

Chinese Wood Oil) 

   중국종으로 오동의 열매에서 채취한 

건성유 공액 2중 결합을 가진 엘레

오스테아린산의 글리세리드를 다량

으로 함유하여 중합하기 쉬우며 건

조가 빠르다.

89. 등유(Kerosene, Kerosine)

   석유 원유를 분류해서 얻은 휘발성 

액체. 인화점 38℃ 이상, 증류 성상 

9%, 유출 온도 270℃ 이하 또는 30

0℃ 이하. 유성 도료의 희석제로서 

사용한다. 

90. 뜬 반점(플로팅)(Floating)

   도료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안료끼리

의 분포가 불균등하여 도막의 색이 

얼룩져 보이는 현상

91. 래커 스페이서

    (Lacquer Surfacer)

   래커 에나멜을 도장할 때 중도로 

적합한 액상, 불투명, 휘발 건조성 

도료로, 니트로셀룰로오스를 주요 

도막 형성 요소로 하고, 자연 건조

에서 단시간에 연마하기 쉬운 도막

을 형성한다. 니트로셀룰로오스, 수

지, 가소제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

든 전색제에 안료를 분산시켜서 만

든다. 

92. 래커 시너(Lacquer Thinner)

   래커류의 희석에 적합한 투명, 휘발

성의 액체로 니트로셀룰로오스, 수

지를 녹이는 용제에 희석제를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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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만든다.

93. 래커 에나멜(Lacquer Enamel)

   금속면, 목재면의 유색 불투명한 

도장에 적합한 액상. 휘발 건조성

의 도료로, 니트로셀룰로오스를 도

막 형성 요소로 하고 자연 건조에 

의해 도막을 형성한다. 니트로셀룰

로오스, 수지, 가소제 등을 용매에 

녹여서 만든 전색제 안료를 분산시

킨 도료

94. 래커 퍼티(Lacquer Putty)

   래커 에나멜을 도장할 때 하도로 적

합한 페이스트 모양, 불투명, 휘발 

건조성 도료로 니트로셀룰로오스를 

주요 도막 형성 요소로 하고, 주걱

으로 발라서 자연 건조에 의해 단시

간에 연마하기 쉬운 도막을 형성한

다. 니트로셀룰로오스, 수지, 가소제

를 용매에 녹여서 만든 전색제에 안

료를 분산시킨 도료

95. 래커 프라이머(Lacquer Primer)

   래커 에나멜을 도장할 때 금속 하도 

도장용으로 적합한 액상, 불투명, 휘

발 건조성 도료로 니트로셀룰로오스

의 주요 도막 형성 요소로 하고, 자

연 건조에 의해 단시간에 도막을 형

성한다. 니트로셀룰로오스, 수지, 가

소제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전색

제에 안료를 분산시킨 도료

96.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하여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

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랜지필, 파

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이 않

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

한다.

97. 레이크 레드(Lake Red, Lake, Lake 

Colour)

   아조계 붉은색 안료의 일종. 레이크 

레드 C, 레이크 레드 D 가 있다.

98. 로진(Rosin, Colophony, 

Colophonium)

   생송진 또는 소나무 부스러기를 수

증기 증류해서 얻은 물질을 다시 증

류시켜서 터펜틴(Turpentine)유를 유

출 분리했을 때 수지 모양의 잔류

물. 주성분은 아비에틸산

99. 로진 정성 시험(Qualitativ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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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osin)

   로진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한 시험 

100. 롤러 도장(Application By Roller, 

Roller Coating)

    롤러 사이를 통과시켜서 도료를 칠

하는 방법으로 평판 모양인 것에 

사용한다. 또 건물의 벽 등에 롤러

를 사용해서 도료로 칠하는 방법

101. 루틸형 이산화티탄(Rutile Titanium 

Dioxide)

    결정 구조가 루틸형인 이산화티탄

을 주성분으로 하는 흰색 안료

102. 리 무 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103. 리 사 지(Litharge)

    일산화납을 주성분으로 하는 담황

색 분말

104. 리타더 시너(Retarder, Retarder 

Solvent)

    래커류의 도장을 할 때 도막의 흐

려짐을 방지할 목적으로 래커 시너

에 혼합해서 사용한다. 투명, 휘발

성이 낮은 액체로서 니트로셀룰로

오스를 녹이는 높은 끓는점 용제를 

주원료로 해서 만든다.

105. 리토폰(Lithopone, Lithopone 

Pigment)

    황화아연과 황산바륨이 혼합된 흰

색 안료. 일반적으로 황화아연을 

27% 이상 함유한다. 

106. 리톨 레드(Lithol Red)

    －나프틸아민디아졸술폰산과－나프

톨이 합성해서 형성되는 유기안료

107. 리톨 레드 B(Lithol Red B)

    토비어스산과 －나프톨의 바륨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노란색을 띤 붉은 

안료

108. 리프팅(Lifting, Raising, Pick Up, 

Picking Up)

    다른 도료를 칠했기 때문에 밑층의 

도막이 연화해서 주름이 생기는 것. 

밑층 도막의 도막 형성 요소에 대

한 상층 도료의 용제 작용에 의해

서 일어난다.

109. 리핑(Leafing)

    작은 바늘 쪽 모양의 안료를 함유

한 도료를 칠했을 때, 도막 형성시

에 그 안료 조각이 평행해서 서로 

겹쳐 도료막의 표면층에 배열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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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마디 메꿈(눈메꿈)(Knotting, 

Killing)

    목재 도장에서 처음 마디 부분 등

에 셀락 바니시 등의 속건 불투과

성 도료를 칠하는 것. 수지분이 스

며 나와서 도막층이 연화되거나 팽

창이 생기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111. 마실유(Hempseed Oil)

    대마 및 소마에서 채취한 반건성유, 

생마실유, 정제 마실유, 넌 브레이

크 마실유 등이 있다. 

112. 먼셀 표색계(Munsell System, 

Munsell System Of Color)

    색의 3속성에 의한 색표 배열에 따

라 먼셀(A.H.Munsell)이 고안한 표색

계. 먼셀 휴(색상), 먼셀 밸류(명도), 

먼셀 크로마(채도)의 3속성에 따라서 

물체색을 나타낸다. 1943년에 미국 

광학회에서 표색계의 척도를 수정한 

것을 먼셀 표색계라 한다.

113. 메탈릭 에나멜(Metallic Enamel)

    도막 속에서 금속 광택이 임의의 

방향에서 보이도록 만든 에나멜. 래

커 에나멜, 아크릴 수지 에나멜, 아

미노알키드 수지 에나멜 등의 얼마

간 투명성이 있는 것에 논리핑형 

알루미늄 페이스트 상을 혼합해서 

만든다.

114. 멜라민 수지 도료(Melamine Resin 

Coating, Melamine Coating)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의 축합물의 

메틸 또는 부틸에테르화물을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115. 명도(Value, Lightness, Shade, 

Subjective Brightness)

    물체 표면의 반사율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판정하는 시

각의 속성을 척도로 한 것. 색의 밝

기에 대해서 말한다. 

116. 목선 선저 도료(Wooden Ship 

Bottom Paint)

    벌레 따위의 침식이나 생물의 부착

을 방지하기 위해 목선의 선지에 

사용하는 도료, 유성 바니시 등을 

반죽해서 액상으로 한 것. 

117. 목재 필러(Wood Filler)

    목재의 눈메꿈에 사용하는 도장 보

조 재료

118. 목재 하도용 조합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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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White Wood Primer)

    목재면에 조합 페인트를 도장할 때 

하도로 적합하게 만든 도료. 도막의 

조기 경화에 도움이 되는 활성 안

료와 보일유 또는 바니시를 반죽해

서 만든다.

119. 무광택(Flat)

    도막에 광택이 없는 것.

120. 무광택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

    도막의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121.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

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무늬 에나멜 등

이 있다.

122. 무채색(Achromatic Color)

    백색, 회색, 검정과 같이 색상을 갖

지 않는 색

123. 물연마(Wet Sanding, Wet 

Rubbing)

    내수 연마지ㆍ숫돌ㆍ연마 숯 등을 

사용해서 물을 뿌리면서 도막을 연

마하는 방법

124. 뭉침(Cissing, Crawling)

    도료를 칠하고 얼마 안 되어 도료

가 뭉쳐서 바탕면에 부착하지 않게 

되어 도막에 점 모양의 불연속 부

분이 생기는 것. 바탕면과 도료와의 

사이에 표면 장력의 불균등 등에 

의해서 생긴다.

125. 미네랄 스피릿(Mineral Spirit, 

Petroleum Spirit)

    원유를 분류해서 얻은 용제의 일종 

    인화점 30℃ 이상, 증류 시험에서 

50%, 유출 온도 180℃ 이하, 종점 

250℃ 이하

126. 밀 스케일(Mill Scale)

    철재의 표면에 생기는 검은 껍질 

상태의 녹

127.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

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128. 바탕(피도물)(Original Surface, 

Surface To Be Coated)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

료, 주로 표면에 대해서 말한다. 

129. 바탕(피도물) 조정(Surface 

Preparation)

    기름 빼기, 녹 제거, 구멍 메꿈 등 

하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바탕에 대하여 하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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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반건성유(Semidrying Oil)

    건성유만큼 빠르지는 않으나 공기 

중에서 건조하는 성질이 있는 지방

유. 일반적으로 요오드가 100∼130

인 것. 대두유ㆍ새플라워유 등 

131. 반점(얼룩)(Mottle, Mottling)

    도면이 부분적으로 광택이 없거나 

희미하거나 불규칙적인 무늬가 되

거나 하는 것.

132. 반죽 도료(견련 페인트)(Paste 

Paint)

    안료와 건성유 등으로 만든 반죽 

모양의 유성 도료. 조합 도료에 비

해서 안료분에 대한 전색제분이 적

다. 보일유를 가하여 액상으로 해서 

사용한다.

133. 발광 도료(축광 도료)(Luminescent 

Paint, Luminescent Coatings)

    도막이 어두운 곳에서도 보이도록 

축광 안료를 섞어서 만든 도료. 어

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표지나 계기

의 눈금, 바늘 등에 사용한다. 

134. 방균 도료(Fungus Resistant 

Coating, Fungicidal Paint)

    바탕 또는 도막에 곰팡이가 발생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방균제를 가해서 만든다.

135. 방오성(Antifouling Property)

    표면에 해로운 생물 등의 부착을 

방지하는 도막의 성질. 주로 선저 

도료의 도막에 해중의 동ㆍ식물류

가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성질

136. 방청 안료(Rust Preventing Pigment)

    금속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

는 기능을 가진 안료

137. 방청 페인트(Rust Inhibiting 

Coating, Anti－Corrosive Coating)

    철강의 방청 도장에 사용하는 하도용 

도료. 방청 안료와 도막 형성 요소의 

상호 작용으로 방청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도막 형성 요소 자체의 방청 효

과에 따른 것이 있다. 전자에는 사용

하는 방청 안료의 명칭을 붙여서 부

르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다.

138. 방향족 탄화수소계 용제(Aromatic 

Hydrocarbons Solvent)

   용제로서 사용하는 방향족 탄화수소

의 총칭. 톨루엔, 크실렌, 솔벤트, 

나프타 등

139.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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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

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

   

140. 백셸락 바니시(Bleached Shellac 

Varnish, Bleached Lac Varnish)

    백셸락을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휘

발 건조성 바니시

141. 백아화(초킹)(Chalking)

    도막의 표면이 분말 모양으로 되는 

현상. 백아화의 정도를 조사하려면 

손가락 끝, 펠트, 비로드 등으로 도

막의 표면을 살짝 문질러서 분말 

모양의 가루가 도면에서 떨어져 손

가락 끝 등에 부착되는 정도를 보

든가, 습윤 상태에서 표면을 점착성

으로 한 사진 인화지를 일정한 압

력으로 도면에 압착했을 때 도면에

서 떨어져 점착된 분말 모양 물체

로 인한 인화지면의 오염도를 비교

해 본다. 

142. 백아화(초킹) 저항성(Chalk 

Resistance)

    도막이 광선 등의 작용에 저항해서 

잘 백아화하지 않는 성질. 백아화 

시험은 내후 시험, 촉진 내후 시험 

등을 한 후, 도막 표면의 분말화의 

유무, 정도의 대소를 조사한다.

143. 백악(Whiting)

    한수석의 분말. 주성분은 탄산칼슘. 

물에 흔들어서 만든 것은 한수 클

레이라고 한다. 체질 안료로서 사용

한다. 

144. 백화(블러싱)(Blushing)

    도료의 건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

막의 백화 현상. 용제의 증발에서 

공기가 냉각되고 그 결과 응축된 

수분이 도료의 표면층에 침입하고, 

또한 용제의 증발 중에 혼합 용제 

상호간 용해력이 균형을 잃고, 도막 

성분이 어느 것인가가 석출하기 때

문에 일어난다. 다습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이스처 블러싱(Moisture 

Blushing)이라 하고, 셀룰로오스 유

도체가 석출하는 것을 코튼 블러싱

(Cotton Blushing)이라 하며, 수지가 

석출하는 것을 껌 블러싱(Gum 

Blushing)이라 한다. 

145. 버라이트분(Barytes)

    중정석의 분말. 주성분은 황산바륨. 

체질 안료로서 사용한다.

146. 벗겨짐(박리)(Peeling, Flaking, 

Scaling)

    도막이 부착성을 잃고 밑층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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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벗겨지는 것

147. 변색(Discoloration)

    도막의 색상, 채도, 명도 중 어느 하

나 또는 그 이상이 변화하는 것. 주

로 채도가 낮아지는 것, 더욱 명도가 

높아지는 것을 퇴색이라고 한다.

148. 보일유(Boiled Oil)

    건성유, 반건성유를 가열하면서 공

기를 불어넣으면서 가열하여 건조

성을 증진시킨 기름

 

149. 부분 도장(Touch Up)

    도막에서 흠 부분을 부분적으로 칠

해서 보수하는 것.

150. 부 착 성(Adhesive Property, 

Adhesion, Adhesive Strength)

    도막이 하지면에 부착해서 잘 떨어

지지 않는 성질

151. 부풂(Blistering)

    도막에 생기는 부풂. 수분, 휘발성

분, 용제를 함유한 면에 도료를 칠

했을때, 또는 도막 형성 후에 아래

층 면에 가스, 증기, 수분 등이 발

생하거나 침투했을 때 생긴다.

152. 분산(Dispersion)

    하나의 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 속

에 다른 물질이 미립자 모양이 되

어 산재해 있는 현상

153. 불건성유(Nondrying Oil)

    액상의 지방유로 공기 중에서 건조

하지 않는 것. 요오드가 100 이하인 

것. 파마자유, 동백기름, 체종유, 올

리브유, 야자유 등

154. 불비누화물(Unsaponifiable Matter)

    유지ㆍ밀랍 등과 같은 주성분이 에

스테르인 물질을 알칼리 용액에서 

가수 분해를 했을 때에 비누화되지 

않고 남는 물질. 대부분은 탄화수소 

화합물

155. 불점착성(Print Resistance)

    도막 표면의 점착이 잘 안되는 성

질. 대부분의 도료ㆍ도막은 습도가 

높을 때나 온도가 높을 때에 점착

성이 생긴다. 

156. 불점착 시험(Tack Free Test, Print 

Test)

    도막에 불점착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

157.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 

(Unsaturated Polyester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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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막 형성 요소로서 불포화 폴리에

스테르와 비닐 단량체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의 

보기로 무수 말레인산과 2가 알코

올의 축합물을 사용한다. 

158. 붓(Brush)

    도료를 칠하는 기구의 일종. 짐승털 

또는 합성수지제 섬유를 묶어서 손

잡이에 고정시킨 것. 털이나 섬유의 

묶음에 도료를 찍어서 몸체의 표면

에 대고 이동하여 도료를 물체의 표

면에 얇은 층으로 칠한다. 묶음의 형

이나 각도에 따라서 곧은 붓, 둥근 

붓, 평붓, 경사 붓이 있고, 사용하는 

털에는 말털, 양털, 돼지털, 토끼털, 

너구리털, 나일론 등이 있다.

159.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160. 붓자국(Brush Marks, Brush Mark)

    도료를 붓으로 칠했을 때에 붓의 운

행 후에 도막에 생기는 고저의 선

161. 브릴리언스 스칼릿(Gbrilliant 

Scarlet G)

    아조계의 홍적색 안료. 내열성, 내

유성은 우수하지만 은폐력은 뒤떨

어진다.

162. 브릴리언트 카민 6B(Brilliant 

Carmine 6B)

    아조계의 짙은 분홍색의 안료. 내광

성ㆍ내열성ㆍ내유성이 비교적 우수

하다.

163. 블론 아스팔트(Blown Asphalt)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하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만든다. 방수용, 

전기 절연용ㆍ내약품용 등의 검은

색 바니시에 사용한다.

164.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을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

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다른 색이 

되는 것.

165. 비누화(Saponification)

    유지ㆍ지방ㆍ에스테르 등을 알칼리

로 처리하면 알코올과 산으로 분해

되고, 이어서 알칼리염을 생성하는 

반응. 산이 지방산일 때에 생성하는 

알칼리염을 알칼리 비누라고 한다. 

166. 비누화값(Saponification Value, 

Saponification Number)

    유지 1G을 비누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Mg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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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비중컵(Specific Gravity Cup)

    비중을 개략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서 사용하는 원통 모양의 용기

168. 비튜민(역청질)(Bitumen)

    원래는 색, 경도, 휘발성 등이 일정

하지 않은 천연 탄화수소 화합물의 

총칭. 현재는 석유 화학 공업, 석탄 

화학 공업에서 생기는 타르, 아스팔

트, 피치도 포함한 검은 다갈색의 

액상 내지 수지 모양 물질의 총칭. 

대부분은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169. 비휘발분(고형분)(Nonvolatile 

Content)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

에 대한 백분율. 고형분은 주로 전

색제 속의 비휘발분과 안료이다.

170. 산세척(Acid Pickling, Pickling)

    금속 제품의 밀 스케일이나 녹의 

층을 제거하기 위해 산성 용액에 

담가서 바탕을 깨끗하게 하는 것.

171. 산화 방지제(Antioxidant, Oxidant 

Inhibitor)

    산화에 의한 도막의 노화를 방지하

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

172. 산화철 검은색(Black Synthetic 

Oxide, Black Iron Oxide)

    사삼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한 검은

색 안료

173. 산화철 노란색(Yellow Iron Oxide, 

Yellow Iron Oxide Pigment)

    Feoㆍoh를 주성분으로 하는 황색 안

료. 황산제일철 용액을 가수 분해하

든가 알칼리로 중화시켜서 만든다.

174. 산화철분(Brown Iron Oxide)

    이산화삼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적다

갈색 또는 보랏빛 다갈색의 안료. 황

화철강의 제련 찌끼 등에서 만든다.

175. 산화철 안료(Iron Oxide Pigment)

    산화철을 착색 성분으로 하는 안료. 

산화철 빨간색, 산화철 노란색, 산

화철분 등이 있다. 

176. 삼출(Sweating, Exudation, Come 

Back)

    도막의 내부에서 액상 물질이 스며 

나오는 것. 또는 연마해서 광택이 없

어졌던 도막에 광택이 나타나는 것. 

177. 상도 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



도료(페인트)규격실무편람 271

리를 할 때 상도로 사용되는 도료

178. 상도 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179. 상도 적합성(Over Coatability)

    어느 도료의 도막 위에 정해진 도

료를 거듭 칠했을 때에 도장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고, 정상적인 

도막층이 얻어지게 하기 위한 하도 

도막의 성상

180. 상도층(Finish Coat, Finishing 

Coat)

    상도를 도장하여 얻어진 상도용 도

료의 도막

181. 상용성(Compatibility, Compatible)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이 서로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혼합했을 

때에 용액 또는 균질의 혼합물을 

형성하는 성질. 도료에서는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도료가 침전, 응고, 

겔화와 같은 불량한 결과로 되지 

않고 혼합될 수 있는 성질

182. 새깅(흐름성)(Sagging, Run, 

Curtaining)

    수직면에 칠했을 때 건조 과정에서 

도료의 층이 부분적으로 아래쪽으

로 흘러서 두께가 불균등한 곳이 

생겨서 반원 모양ㆍ고드름 모양ㆍ

액상 등이 되는 현상. 너무 두껍게

칠했을 때 도료의 유동 특성의 부

적합, 대기 상태의 부적합 등에 의

해서 일어나기 쉽다.

183. 새플라워유(Safflower Oil)

    잇꽃의 종자에서 채취한 건성유. 페

인트, 기름, 바니시의 도막 형성 요

소로서 사용한다.

184.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185. 색분리(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

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

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

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

는 현상

186. 색상(Hue)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와 같

은 특성에 붙이는 색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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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색수(Color Number)

    보일유, 바니시, 전색제, 투명 도료 

등의 색 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규정한 수치. 요오드 색수, 가드너 

색수 등이 있다.

188. 색수 표준액(Standard Color 

Solution)

    색수를 측정할 때 색의 표준이 되

는 액체. 측색의 값과 조성이 정해

져 있다.

189. 색 얼룩(도막의)(Mottled)

    도막의 색이 부분적으로 불균등한 

것. 도료의 결함, 도장의 결함, 도막 

성분의 분해ㆍ변질 등에서 생긴다.

190. 색의 안정성(도막의)(Color 

Stability, Light Stability)

    강한 빛에 쬐어도 변색ㆍ퇴색이 잘 

안되는 도막의 성질

191. 색차(Color Difference)

    색의 차이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

 

192. 샌드블라스트(Sand Blasting, Blast 

Cleaning)

    금속 표면에 모래 등의 연마재를 

뿜어서 표면의 녹을 제거하여 깨끗

하게 하는 것.

193. 샌딩 실러(Sanding Sealer)

    목재에 투명 래커 도장을 할 때 중

도에 적합한 액상, 반투명, 휘발 건

조성의 도료로, 니트로셀룰로오스ㆍ

수지ㆍ가소제 등을 용제로 녹여서 

만든 전색제에 스테아린산염 등을 

분산시켜서 만든다.

194. 선저 도료(Ship Bottom Paint)

    선저의 부식 방지, 생물 부착 방지, 

생물 침입 방지 등에 사용하는 도

료. 강선 선저 도료와 목선 선저 도

료가 있다.

195. 세척성 시험기(Washability 

Apparatus)

    도막의 내세척성을 시험하는 기계. 

도막을 윗방향으로 시험편을 수평

으로 고정시키고, 물, 비눗물 등으

로 도막을 적시면서 솔로 문질러서 

도막의 마모, 손상 또는 유리판으로

부터 제거된 정도를 조사한다.

196. 세팅(Setting)

    도료를 칠한 후 유동성이 없어질 

때까지 방치하는 것.

197. 셀룰로오스 래커(Cellulose 

Lacquer, Cellulosic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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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막 형성 요소로서 셀룰로오스 유

도체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198. 셸락(Shellac, Orange Shellac)

    라크 층(Taccardia Lacca)이 어떤 종

류의 식물에 기생해서 나온 분비물 

덩어리를 채취하여 정제한 수지 모양

의 물질. 에틸알코올에 녹고 셀락 바

니시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한다.

199. 셸락 바니시(Shellac Varnish)

    셸락을 알코올로 녹여서 만든 휘발

성 건조성의 바니시. 목재의 투명 

도장에 사용하며, 목재의 도장에서

는 수지가 스며 나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마디 부분에 칠한다.

200. 소광제(Flatting Agent)

    도막의 광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

료에 가하는 재료

201. 수선부 도료(Boot Topping)

    선박의 수선부에 사용하는 도료. 도막 

형성 요소의 종류에 따라서 유성계ㆍ

비닐 수지계 등이 있고, 용도에 따라

서 오염 방지용과 내후용이 있다.

202. 수성 도료(Water Paint, Water 
Base Paint, 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

칭.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해서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 건조 도료, 산

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203. 수성 스테인(Water Base Stain)

    목재용의 수성 착색제. 수용성 염료

를 물에 녹여서 만든다. 투명 도장

을 할 때 사용한다.

204. 수성 필러(Water Base Filler)

    수용성의 목재용 눈메꿈용으로 수

용성 전색제와 체질 안료ㆍ착색 안

료를 혼합 반죽해서 만든다.

205.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

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

의 중합제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

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

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

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206.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r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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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스워드 로커(Sward Hardness 

Rocker)

    도막 위에서 구르는 진동의 지속성에

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 시험기.

208. 스칼릿 3B(Pigment Scarlet 3B)

    아조계의 붉은 안료의 일종. 내열성

ㆍ내광성ㆍ내용제성은 비교적 좋으

나 내약품성은 떨어진다. 

209. 스크래치 시험(Scratch Test)

    도막 경도의 일부를 조사하는 시험. 

바늘 모양의 것으로 긁어서 도막의 

상태를 조사한다.

210. 스탠드유(Stand Oil)

    건성유를 가열 중합해서 만든 점도

가 높은 기름. 주로 유성 바니시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한다.

211. 스테아르산 아연(Zinc Stearate)

    스테아르산의 아연 비누ㆍ안료의 

분산제ㆍ침전 방지제로서 페인트류

의 제조에나 도막을 연마하기 쉽게 

하기 위한 샌딩 실러의 제조에 사

용한다.

212. 스테아린산 알루미늄(Aluminium 

Stearate)

    스테아린산의 알루미늄 비누. 안료

의 분산제ㆍ침전 방지제로서 또는 

도막의 광택 소명제로서 도료를 제

조할 때에 사용된다.

213. 스테인(Stain)

    바탕에 스며들어서 색을 내게 하기 

위한 재료. 주로 목재의 착색제를 

말한다. 염료 등을 용제에 녹인 것

이 많고, 용제의 종류에 따라 알코

올 스테인, 오일 스테인, 수성 스테

인 등이 있다. 

214.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Styrenated 

Alkyd Resin)

    스티렌으로 변성한 알키드 수지. 속

건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

용한다. 

215. 스파 바니시(Spar Varnish)

    에스테르 껌, 페놀 수지와 중합 등

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장유

성의 유성 바니시로 다른 유성 바

니시에 비하여 내수성ㆍ내비등수성

이 우수하다. 

216.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

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도료(페인트)규격실무편람 275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안개처럼 뿜어내어 칠한다. 후자를 

에어리스 스프레이 건이라 한다.

217.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 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

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218. 스프레이 부스(Spray Booth)

    뿜어 칠할 때 도료의 흩날림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 송풍

기를 비치하고 도료의 안개나 용제

의 증기를 흡입해서 실외로 내보낸

다. 올의 안벽에 물을 흐르게 해서 

도료의 부착을 방지하고, 흡인 기류

에 물을 분산시켜서 도료의 안개 

등을 떨어뜨리게 된 것이 많다. 이 

방식인 것을 수세 부스라고 한다. 

219. 스프레이 비말 더스트(Over Spray 

Splash)

    뿜어 칠할 때 칠하려는 물체에 붙지 

않고 흩날리는 여분의 도료 안개

220. 시너(Thinner)

    희석액 참조

221. 시료 채취기(Sampler)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기구

222. 시안아미드 납(Lead Cyanamide)

    Pbcn2를 주성분으로 하는 방청 안료

223. 시안아미드 납 방청페인트(Lead 

Cyanamide  Anticorrosive Paint)

    방청 안료로서 시안아미드 납을 사

용해서 만든 철강 방청 하도용의 

도료

224. 시험판(Test Panel)

    도막을 시험할 때 도료를 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판. 유리판, 함석

판, 연강판, 알루미늄판 등 

225. 시험편(Test Piece Spcimen)

    도막의 시험을 사용할 목적으로 시

험판에 도료를 규정된 방법으로 칠

해서 처리한 것. 

226. 실끌림(Cobwebbing)

    분무하며 칠할 때 도료가 실 모양

이 되어 분무기에서 나오는 현상

227.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

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

물에 의한 돔가의 열화 등, 악영향

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 도료

228.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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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지

229.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230. 실킹(Silking)

    도면에 생기는 명주실 모양의 겉모

양이 극히 가느다란 평행의 줄자국

231.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탄(Anatase 

Titanium Dioxide)

    결정 구조가 아나타제형인 이산화

티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 안료 

232. 아닐린점(Aniline Point)

    탄화수소제 용제의 용해성을 나타

내는 수치의 일종. 시료를 같은 용

적의 아닐린과 혼합해서 냉각했을 

때 서로 용해할 수 없게 되어서 혼

탁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온도를 

나타낸다.

233. 아마인유(Linseed Oil)

    아마의 열매에서 채취한 건성유. 건

성유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 아마인

유ㆍ정제 아마인유ㆍ논브레이트 아

마인유 등이 있다. 

234. 아마인유 혼화성(Miscibility With 

Linseed Oil)

    아마인유와 섞었을 때 분리 또는 

겔화되지 않고, 잘 혼합되어 액상을 

유지하는 성질. 액상 드라이어 품질

의 하나

235. 아미노알키드 수지 도료 

(Aminoalkyd Resin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아미노 수지와 

알키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로, 대개는 가열에 의해서 양 수지

의 공축 중합 반응으로 도막이 생

긴다. 아미노 수지로는 요소ㆍ멜라

민 등과 알데히드와의 축합물 또는 

이들의 부틸에테르 화합물이 사용

된다. 가열 건조형인 것은 도막이 

단단하고 광택이 좋다.

236. 아산화납(Lead Suboxide)

    금속납과 일산화납의 중간 조성을 

가진 납의 산화물. 검은 회색의 분

말로 공기 중에서 산화하기 쉽다. 

녹 방지 안료로서 사용된다. 

237. 아산화납 방청 페인트(Lead 

Suboxide Anticorrosive Paint)

    방청 안료로서 아산화납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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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든 것으로, 철망의 방청용으로 

소지에 칠하는 도료

238. 아산화납 정성 시험(Qualitative 

Test For Lead Suboxide)

    아산화납의 존재를 정성적으로 조

사하는 시험. 시료를 가스 불꽃으로 

태워서 암녹색이 산화에 의해 맑은 

다갈색 또는 황색이 되면 이산화납

이 존재했다고 한다. 

239. 아세트산셀룰로오스(초화면) 

(Cellulose Acetate)

    섬유소의 아세트산 에스테르

240. 아세틸 셀룰로오스 투명 도프 

(Cellulose Acetate Clear Dope)

    도막 형성 요소로서 아세트산 셀룰

로오스를 사용해서 만든 항공기용

의 투명 도료

241. 아스팔트(Asphalt)

    경질 또는 휘발성의 성분이 증발해

서 남은 복잡한 탄화수소 화합물의 

혼합물. 검은 다갈색의 반고체ㆍ이

산화탄소ㆍ아세톤ㆍ톨루엔 등에 녹

는다. 천연 아스팔트와 석유 아스팔

트가 있고, 석유 아스팔트에는 스트

레이트 아스팔트와 블론 아스팔트

가 있다. 검은색 바니시의 도막 형

성 요소로서 또는 유성 바니시로 

오일 스테인의 착색제로 사용한다. 

242. 아연 강판용 도료(Paint For 

Galvanized Sheet)

    아연 강판에 직접 칠할 수 있도록 

만든 도료

243. 아연말(아연 분말)(Zinc Dust)

    금속 아연을 주성분으로 한 회색 

분말. 방청 안료로서 사용한다. 

244. 아연말 방청 도료(Zinc Dust 
Anti－Corrosive Paint)

    방청 안료로서 아연말과 아연화 등

을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철강의 

방청용으로 바탕에 칠하는 도료

245. 아 연 화(Zinc Oxide)

    산화아연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 

안료

246.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247. 안료(Pigment)

    물이나 용제에 녹지 않는 무채 또

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중량 등의 목

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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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248.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

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

249. 안료 분산제(Dispersing Agent)

    계면 활성제의 일종. 전색제 중에서 

안료의 표면에 흡착되어서 안료의 전

색제에 대한 습윤성을 증가시켜서 안

료의 분산성을 쉽게 하는 첨가제

250. 안료의 건조색(Dry Pigment Color)
    안료가 분말 모양일 때의 색

251. 안료 체적률(Pigment Volume)
    도막 성분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

막 성분에 대한 체적의 백분율. 동

종의 도료 간에 도막의 성질을 비

교하는 데에 사용된다. 

252. 알루미늄분(Aluminum Flake 

Powder)
    금속 알루미늄의 비늘 쪽 모양의 

분말. 은색 도료, 방청 상도용 도료, 

메탈릭 에나멜 등에 안료로서 사용

한다. 도막 형성시에 도료의 막 상

층에 층 모양으로 떠오르는 것과 

뜨지 않는 것이 있다. 

253. 알루미늄 페이스트(Aluminium 

Paste)

    알루미늄분을 미네랄 스피릿 등에 

분산시켜서 페이스트상으로 한 것. 

도료를 사용할 때에 안료의 분산이 

쉽다.

254. 알루미늄 페인트(Aluminium Paint, 

Aluminium Coating)
    알루미늄분을 안료분으로 하는 에

나멜 페인트. 알루미늄분 또는 알루

미늄분의 페이스트와 유성 바니시

로 나누어 별도의 용기에 넣어서 1

세트로 한 것이 많다. 방청 페인트

의 상도, 열선 반사 도장, 은색 도

장 등에 사용한다.

255. 알코올계 스테인(Spirit Stain, 
Alcoholic Stain, Alcohol Stain)

    목재용 알코올성 착색제, 염료를 알

코올 용제에 녹여서 만든다. 목재의 

투명 도장을 할 때 사용한다. 

256. 알코올계 용제(Alcohols (Solvent))

    용제로서 사용하는 알코올류의 총

칭. 에틸알코올, 부틸알코올, 이소프

로필 알코올

257.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

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

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

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

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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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

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

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

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

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258. 알키드 수지 도료(Alkyd Coating, 
Alkyd Resin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알키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알키드 수지에 

함유된 지방산에는 산화형과 비산

화형이 있다. 

259. 야자유(Coconut Oil)

    코프라야자유 열매에서 채취한 고

형의 불건성유

 

260. 어유(Fish Oil, Marine Oil)

    멸치ㆍ청어ㆍ오징어 등의 어체 또

는 내장에서 채취한 지방유.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

261. 언더 코팅(Under Coating, Primer 

Coating)

    중도용 도료나 상도용 도료를 칠하

기 전에 하도용 도료를 칠하는 것. 

262. 얼룩(Stain, Spot, Spotting)

    도막면에 다른 큰 부분과 틀리는 

색이 작은 부분 발생하는 것. 다른 

종류의 물질 혼입, 침입, 부착 등에

서 생긴다. 

263. 에나멜 동선용 바니시(Insulating 

Varnish For Copper Wire)

    에나멜 동선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전기 절연 바니시 

264.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 

265. 에멀션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시, 수지 등을 물 

속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

색제로 사용한 도료 

266. 에스테르값(Ester Value)

    중성 시료를 비누화하는 데 소비된 

수산화칼륨의 양. 시료의 비누화 값

에서 산값을 뺀다. 시료 1G에 대한 

수산화칼륨의 Mg 수로 나타낸다. 

267. 에스테르계 용제(Esters (Solvent))

    용제로서 사용하는 에스테르류의 

총칭. 아세트산 에틸, 아세트산 부

틸, 젖산 에틸, 낙산 에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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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에스테르 껌(Ester Gum, Rosin 

Ester)

    송진을 다가 알코올로 에스테르화

해서 만든 수지. 그리세린 에스테르

가 많다.

269. 에어리스 스프레이건(Airless 

Spray Gun)

    공기의 분무에 의하지 않고 도료 

자체에 압력을 가해서 노즐로부터 

도료를 안개처럼 뿜어내서 칠하는 

기구

270.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Airless 

Spraying)

    에어리스 스프레이 건을 사용해서 

도료를 칠하는 것. 

271. 에칭 프라이머(Etching Primer)

    금속 도장을 할 때에 바탕 처리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성분의 일부가 

바탕의 금속과 반응해서 화학적 생

성물을 만들고, 바탕에 대한 도막의 

부착성이 증가되도록 한 금속 바탕 

처리용의 도료. 주로 인산, 크롬산

을 함유한다. 일반적으로 전 성분을 

둘로 나누어서 만든 1조로서 공급

하고 사용 직전에 혼합한다. 

272. 에테르계 용제(Ethers (Solvent))

    용제로서 사용하는 에테르의 총칭. 

디부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 모노

에틸에테르 등 

273.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서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

지상의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 등이 

있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 시간(건조 시간)이 짧

고, 도막은 화학적ㆍ기계적 물성이 

우수하다. 

274. 연마 마무리(Polishing)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

을 연마하는 것. 연마 할 때에 폴리

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

용한다. 

275. 연마 마무리 작업(Flating Down, 

Felting Down, Flatting)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

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276. 연마 쉬움성(Grindability, 

Sandability)

   도막을 연마지, 연마재 등으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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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가는 작업이 쉽고, 간 면이 평평

해지는 것. 도막 시험 항목의 하나

277. 연마 조제(폴리싱 콤파운드) 

(Polishing Compound)

   도막을 연마해서 광택을 내기 위한 

재료 

278.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 재료. 연

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

수 연마지가 있다. 

279. 연백(White Lead)

   염기성 탄산납을 주성분으로 한 백

색 안료

280. 연백 혼화성(Miscibility With White 

Lead)

   조합 페인트에 혼합해서 사용할 경

우, 보일유, 오일 바니시 등의 적합

성의 일종.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81. 연화도 측정기(입도계)(Grind 

Gauge, Fineness Gauge)

   도료 속에 있는 입자의 존재와 크기

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 기구. 깊이

가 직선적으로 연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흠 속에 직선 모양의 날 끝으

로 직각 방향으로 훑어, 도료의 표

면 입자 또는 입자가 이동할 수 있

는 근이 나타난 곳의 홈 깊이로 입

자의 크기에 대한 계략적인 수를 안

다. 이 기구는 안료 분산 공정에서 

분산 정도를 시험하는 데에도 사용

한다.

282. 열가소성 (Thermoplastic, 

Thermoplasticity, Thermal 

Plasticity)

   열을 가하면 연해지고 냉각되면 단

단해지는 것을 되풀이하는 성질 

283. 열경화성(Thermosetting)

   수지 등이 가열되면 경화되어서 불

융성이 되어 본래의 연성으로 되돌

아가지 않는 성질

284. 염기성 안료(Basic Pigment)

   금속의 산화물을 주성분으로 한 염

기성 분말. 산가가 높은 기름, 유성 

바니시 등과 반응해서 금속 비누를 

만드는 성질이 있고, 유성 도료의 

도막을 경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아

연화, 광명단, 연백 등 

285. 염기성 크롬산납(Basic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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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te)

   크롬산납과 수산화납이 결합했다고 

생각되는 화합물 

   적황색의 분말로 방청 안료로서 사

용한다.

286. 염기성 크롬산납 방청페인트(Basic 

Lead Chromated)

   방청 안료로서 염기성 크롬산납을 사

용해서 만든 철강의 하도용 방청 도료

287. 염기성 탄산납(Basic Lead 

Carbonate)

   탄산납과 수산화납이 결합했다고 생

각되는 화합물, 백색 분말로 연백의 

주성분

288.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 재

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289. 염화 비닐 수지 도료 (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

지 모양의 물질을 도막 형성 요소로

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염

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290. 염화 요오드 시험(Iodine Chloride 
Test)

   도막 형성 요소에 함유된 고도 불포

화 지방산을 검출하기 위한 정성 시

험. 시료를 알칼리로 비누화한 후 

염화 요오드 용액을 가하여, 고도 

불포화산 요오드화물의 흰색 침전이 

생기는지를 조사한다. 

291. 오렌지필(Orange Peel)

   귤의 겉껍질과 같은 작게 움패임이 

생긴 도막의 겉모양 

    분무칠을 할 때 도료의 유동성 및 

퍼짐성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도료, 또는 도장상의 결함. 증발이 

늦은 용제를 첨가하든가 아주 묽게 

하면 오렌지필은 적어진다.

292. 오일 서페이서(Oil Surfacer)

   래커 에나멜이나 프탈산 수지 에나

멜 등을 도장할 때 중도하기에 적합

한 액상. 불투명 산화 건조성의 도

료로 건성유와 수지를 주요 도막 형

성 요소로 하는, 자연 건조하여 사

용한다. 도막은 연마되기 쉬운 것이 

특징이며, 단유 바니시에 안료를 분

산시켜서 만든다. 

293. 오일 스테인(Oil Stain)

   목재용의 유성 착색제로 유용성 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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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휘발성 용제에 녹여서 만든다. 

목재를 투명 도장할 때에 사용한다. 

294. 오일 퍼티(Oil Putty)

   래커 에나멜, 프탈산 수지 에나멜 등

의 도장을 할 때 하도에 적합한 페이

스트상ㆍ불투명ㆍ산화 건조성 도료로 

건성유와 수지를 주요 도막 형성 요

소로 한다. 주걱으로 바르고 자연 건

조로 도막이 형성된다. 도막은 갈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단유 바니시에 

안료를 분산시켜서 만든다. 

 

295. 오일 프라이머(Oil Primer)

   래커 에나멜, 프탈산 수지 에나멜 

등을 도장할 때 하도에 적합한 액상

ㆍ불투명ㆍ산화 건조성의 페인트로, 

건성유와 수지를 주요 도막 형성 요

소로 하여 자연 건조로 도막을 형성

한다. 유성 바니시에 안료를 분산시

켜서 만든다. 

296. 오일 프라이머 서페이서(Oil 

Primer Surfacer)

   에나멜류의 도장을 할 때 중도를 겸

함, 하도에 적합한 액상ㆍ불투명ㆍ산

화 건조성의 도료로, 건성유와 수지를 

주요 도막 형성 요소로 하고, 자연 건

조로 도막을 형성한다. 도막은 비교적 

갈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유성 바니

시에 안료를 분산시켜서 만든다.

297. 오커(Ochre)

   철광석이 풍화된 것을 포함한 황색

의 흙안료

298. 완구용 무연 도료(Coating For 

Toys (Lead Free))

   납 함유량이 0.1% 이하가 되도록 만

든 장난감의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 

299. 요변성(틱소트로피)(Thixotropy, 

Thixotropic)

   온도가 일정할 때 교반하면 졸상으

로 되고 정지하면 겔이 되는 콜로이

드 분산체의 가역적인 성질 

300. 요소 수지 도료(Urea Resin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요소와 포르말

린의 축합물, 또는 에테르 화합물을 

사용해서 만든 도료 

301. 요오드값(Iodine Value, Iodine 

Number)

   유지 수지에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산소의 양에 비례하며 불포화도를 

나타내고, 건조성을 측정하기 위해

서 사용한다. 시료 100G과 결합하는 

할로겐의 양을 환산해서 얻는 요오

드의 G 수로 나타낸다. 위스법과 한

스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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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용기 내에서의 상태(Condition In 

Container)

   도료를 용기에 넣어서 저장된 후의 

상태. 안료를 함유한 도료에서는 교

반하였을 때 균일한 상태로 되면 좋

은 것이다.

303.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

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

용한다. 좁은 의미로는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

ㆍ희석제가 있다. 본래는 증발 속도

의 대소에 의해서 구분하지만, 끓는

점의 고저에 따라서 고끓는점 용제

ㆍ중끓는점 용제ㆍ저끓는점 용제로 

분류되는 수도 있다.

304. 용제 가용물(Solvent Soluble 

Matter)

   도료 중의 용제에 녹는 불휘발성 성

분. 도막 형성 요소, 가소제의 혼합

물 등이 포함된다.

305. 용제 불용물(Solvent Insoluble 

Matter)

   도료 중의 용제에 녹지 않는 성분. 

주로 안료 

306. 용제 평형(Solvent Balance)

   용제의 혼합물이 녹아 있는 모든 물

질에 대해서 증발의 전 과정을 통해

서 용해성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

는 것. 용해성의 균형이 유지되면 

모두 증발한 후에도 용질 상호간에 

석출 등이 발생하지 않고 도막은 정

상적으로 형성된다. 

307. 용출(도막의)(Solve Out, Elusion)

   도막을 액체에 담갔을 때 도막에서 

성분의 일부가 녹아서 나오는 것. 

308. 우드 실러(Wood Sealer)

   목재에 투명 래커를 도장할 때 바탕

을 칠하기에 적합한 액상ㆍ투명ㆍ휘

발 건조성의 도료로서, 니트로셀룰

로오스를 주요 도막 형성 요소로 하

고, 자연 건조로 단시간에 목재면에 

얼마간 침투된 도막을 형성한다. 니

트로셀룰로오스ㆍ수지ㆍ가소제 등을 

용제로 녹여서 만든다. 

309. 우드 필러(Wood Filler)

   목재의 움파임을 메우고, 또한 상도 

도료가 그 부분에 빨려 들어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보조 재료 

310. 원심 제적(Centrifugal Detearing)

   침지 도장 및 물체를 도료에 담가서 



도료(페인트)규격실무편람 285

꺼낸 후, 휘둘러서 원심력으로 여분

의 도료를 제거하는 것. 

311. 유기 안료(Whirling, Organic 

Color, Organic Pigment)

   유기물을 발색 성분으로 하는 안료 

312.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

인 도료의 총칭 

313. 유성 바니시(Oil Varnish, 

Oleoresinous Varnish)

   도막 형성 요소로서 건성유와 수지 

또는 역청질 등을 가열 융합해서 탄

화수소계 용제로 묽게 해서 만든 도

료. 용제의 증발, 건성유의 산화와 

이에 수반하는 중합에 의해서 건조

한다. 수지 또는 역청질에 대한 건

성유의 비율의 대소에 따라서 장유

성 바니시, 중유성 바니시, 단유성 

바니시로 분류한다. 

314. 유장(Oil Length)

   유성 바니시, 알키드 수지 등에서 

지방유 또는 지방산의 대소 비율 

315. 유채색(Chromatic Color)

   빨강, 노랑, 청색과 같은 색상을 가

진 색 

316. 은폐력(도막의)(Hiding Power, 

Covering Power, Opacity)

   도막이 바탕색의 차이를 덮어 숨기

는 능력. 흑색과 백색으로 나누어 

칠한 바탕 위에 같은 두께로 칠했

을 때 도막에 대해서 색 분별이 어

려운 정도를 견본품과 비교해서 판

단한다. 

317. 은폐율(도막의)(Contrast Ratio)

   도막이 바탕색의 차이를 덮어 숨기

는 정도. 흑색과 백색으로 나누어 

칠한 바탕 위에 같은 두께로 칠했을 

때의 건조 도막의 45°, 0° 확산 

반사율의 비율로 나타낸다.

318. 은폐율 시험지(Hiding－Chart)

   도막의 은폐율의 시험에 사용하는 

종이. 아트지를 백과 흑으로 칠하고, 

색 이외의 면의 성질이 같아지도록 

처리한 것. 

319. 응결성(Caking)

   도료 속의 안료가 저장 중에 침강해

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 응결성

의 유무와 대소는 도료를 주걱 또는 

막대로 저어보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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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이산화티탄(Titanium Dioxide)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색 

안료. 결정형에 따라서 아나타제형

과 루틸형이 있다.

321. 이행(Migration)

   도막에 내포된 안료가 표면으로 옮

겨 나타나는 현상. 표면을 천 등으

로 문지르면 안료가 천에 묻어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322. 일반용 방청 페인트(Anticorrosive 

Paint For  General Use)

   철강의 방청 하지용 페인트. 사용하는 

방청 안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323. 입자(Grainning Bitty, Particle)

   도료 중 또는 도막면에 육안으로 보

이는 입자상의 것. 

324. 자연 건조(Air Drying, Cold 

Curing)

   도료가 상온의 공기 속에서 건조하

는 것. 

325. 장유성 바니시(Long Oil Varnish)

   유성 바니시의 한 종류. 도막 형성 

요소 중에서 수지분에 대하여 지방 

유분이 많은 것. 

326. 저온 안정성(Low Temperature 

Stability)

   냉각해도 상온으로 되돌리면 본래의 

성능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 

327. 저장 안전성(Storage Stability, 

Can Stability, Self Life)

   저장해도 변질이 잘 안되는 성질.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저장한 후 

칠해 볼 때, 칠하는 작업성이나 형

성된 도막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서 

판정한다. 

328. 적색 산화철(Red Iron Oxide)

   산화 제이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안

료. 노란빛 또는 빨강에서 보라색까

지의 색상을 가진 것이 있다.

329. 적외선 건조(Infra－Red Drying, 

Infrared Drying, Infrared Baking)

   도료를 칠한 면에 적외선을 조사하

여 가열해서 건조시키는 방법. 적외

선은 적외선 전구, 가스 적외선 버

너, 가스 방열관 등을 사용해서 방

사시킨다.

330. 전기 절연 도료(Electrical 

Insulating Coating)

   전기 절연성이 큰 도막이 형성되는 

도료. 코일 바니시, 코어 바니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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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멜 동선용 바니시, 접착용 바니시, 

절연포용 바니시 등이 있다.

331. 전색제(Vehicle)

   도료 속에서 안료를 분산시키고 있

는 액상의 성분

332. 전착(Electrodeposition, 

Electrocoating)

   특정 전하를 갖는 도료 속에 전도성

의 피도물을 넣어 도료와 반대 전하

를 갖도록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기

적 인력(전기 영동)으로 도장하는 

방법. 도료의 전하가 (+)인 양이온 

전착과 (－)인 음이온 전착이 있다. 

333. 점적 시험(Spot Test, Stain Test)

   시너 속의 착색 물질, 불휘발 물질

의 존재를 조사하는 시험. 거름종이

에 시너를 방울로 떨어뜨려 증발시

킨 후 착색 유무로 한다. 

334. 점착성(Tackiness, Stickiness)

   도막 표면의 끈기

335. 정전 도장(Electrostatic Coating, 

Electrostatic Spraying)

   도료와 물체 사이에 정전압을 걸고, 

도료의 안개를 물체에 끌어 붙여서 

칠하는 방법. 도료 안개는 회전 원

판, 스프레이 건 등으로 발생되지만 

발생원에 대한 물체의 뒤쪽에도 도

료가 부착하여 도료의 손실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전압은 일반적으로 

70∼106Kv

336. 정전 제적(Electrostatic Detearing)

   침지 도장 때에 물체를 도료에 담갔

다가 꺼낸 후 물체와 도료받이의 사

이에 정전압을 걸어 정전 인력으로 

여분의 도료를 제거하는 것. 

337. 정제 옻칠(Refined Rhus Lacquer)

   옻나무(옻나무과의 Anacardiaceae에 

속하는 식물)의 수피에 상처를 입혀서 

침출한 수액을 채취, 정제하고 또는 

다시 착색제 등을 가해서 만든 도료. 

생옻칠, 크레이프 옻칠, 투명 옻칠, 검

정 옻칠, 검정 광택 옻칠 등이 있다. 

정제 옻칠은 상온 고습에서는 효소의 

작용으로 산화하여 경화되고 고온에

서는 중합하여 경화된다.

338. 젖은 색(Wet Color)

   안료가 액체로 젖어 있을 때의 색, 

또는 도료에서는 건조 전의 색

339. 제2 석유류

   용제 및 용제를 함유한 물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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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따른 인화성 위험물의 분

류 호칭명의 일종. 인화점 21℃ 이

상 70℃ 미만의 용제 및 합성수지 

바니시, 니트로셀룰로오스, 투명 래

커, 질화면 래커 에나멜 등으르 말

한다. 도료의 분류는 인화점에 따르

지 않는다.

340. 조색(Color Match, 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

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

도록 하는 작업

341.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

색용의 유성 도료 

342. 조용제(Co－Solvent)

   그 자체는 도막 형성 요소를 용해하

는 성질은 없으나, 용제에 가하면 

용제 단독일 때 보다도 용해력이 커

지는 성질이 있는 증발성의 액체.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에서는 알코

올류가 조용제로서 사용된다. 

343.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 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

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

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

상으로 한 것. 

344. 주걱(Knife, Spatula)

   페이스트 모양의 도료를 칠하거나 조

제하기 위한 탄력성 있는 긴 판처럼 

생긴 용구. 강주걱, 나무 주걱이 있다. 

345. 주걱칠(Knifing, Knife Application)

   주걱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346. 주도(점도)(Consistency, Viscosity)

   액체를 변형할 때 발생하는 역학적인 

저항. 유체의 유동에는 점성 유동, 

소성 유동, 틱소트로픽, 다일레이턴

시 등이 있어 저항의 상태에 차이가 

있다. 정량적으로는 응력 미끄럼 속

도 곡선을 사용해서 점도, 점도 변화, 

항복값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347. 주름(Crinkling, Shrivelling, 
Wrinkling, Rivelling)

   도료의 건조 과정에서 도막에 생기

는 파상의 울퉁불퉁한 것. 일반적으

로 표면 건조가 심할 때 표면층의 

면적이 커져서 생긴다. 울퉁불퉁한 

모양에는 평행선상ㆍ불규칙선상ㆍ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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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상 등이 있다.

348. 주름 에나멜(Wrinkle Finish 

Enamel)

   오글쪼글한 천의 주름 모양의 도막

이 생기는 에나멜. 가열 건조시킬 

때 급격한 산화에 의해서 표면 건조

가 생겨 주름 무늬가 생긴다. 

349. 줄무늬(Streak)

   도막에 생기는 줄무늬

350. 중도(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

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

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영

어에서는 목적에 따라서 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등으로 말한다. 

351. 중도용 도료(Intermediate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 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

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

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352. 중유성 바니시(Medium Oil 

Varnish)

   유성 바니시의 한 종류. 도막 형성 요

소 중에서 수지분에 대하여 지방 유

분이 약 1：1에서 1：1.5 정도의 것. 

353. 중질 탄산칼슘(Whiting, Limestone 

Powder)

   석회석을 미분쇄해서 바람에 날리거

나 물에 흔들어서 만든다. 체질 안

료로서 사용한다. 

354. 지방족 탄화수소계 용제(Aliphatic 

Hydrocarbons(Solvent))

   용제로서 사용하는 지방족 탄화수소

의 총칭. 미네랄, 스피릿, 등유 등 

355. 지분

   토성 안료의 일종. 규산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고 산화철을 소량 함

유. 주로 옻칠 바탕을 만드는 데 사

용한다. 

356. 징크 크로메이트(Zinc Chromate, 
Zinc Yellow Pigment)

   크롬산아연을 주성분으로 한 방청 안

료. 염기성 크롬산아연칼륨(K2ㆍ

4Zncro3ㆍ3H2O)을 주성분으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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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염기성 크롬산아연[Zncro4ㆍ

4Zn(Oh)2]을 주성분으로 하고 알칼리 

금속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 있다.

357. 착색력(Tinting Strength, Strength 

Of Tint)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358. 착색 안료(Color Pigment)

   도료의 착색 등에 사용하는 안료

359. 채도(Saturation, Chroma)

   물체 표면색과 같은 밝기의 무채색

으로부터 간격에 관한 시각의 속성

을 척도로 한 것. 색의 맑음. 색의 

선명도

360. 천연 수지(Natural Resin)

   수목 또는 벌레 따위에서 분비되어

서 생긴 주로 덩어리 모양의 것. 또

는 이러한 것이 땅 속에 묻혀서 반

화석 상태가 된 것의 총칭. 로진ㆍ

셸락ㆍ대머ㆍ코팔ㆍ호박 등

361. 천연유(Natural Oil)

   천연물에서 채취한 지방유. 주성분

은 지방산의 글리세린 에스테르, 건

조성의 정도에 따라서 건성유, 반건

성유, 불건성유로 나누어진다. 건조

성의 정도는 요오드값으로 나타낸

다. 요오드값 130 이상을 건성유, 

130∼100을 반건성유, 100 이하를 

불건성유라고 한다. 

362. 체 불통과분(Residue On Sieve)

   표준 체로 걸렀을 때 통과하지 않고 

체에 남는 것의 전체에 대한 비율

363. 체적값(Bulking Value)

   단위 무게의 물질이 나타내는 진 체

적. 1Kg당 리터(L), 1파운드당 갤런

(Gallon)

364. 체질 안료(Extender, Filler, 

Extender Pigment)

   도막의 보강ㆍ중량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굴절률이 작은 흰색 안료. 중

정석분 등

365.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열화하

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

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을 말한다.

366. 촉진 내후성 시험기(Accelerated 
Weathering Tester)

   촉진 내후성을 시험하는 기계.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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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중 아틀라스형이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카본 아크 등을 2개 사

용해서 자외선을 발생시켜서 도막에 

조사하고, 다시 120분 또는 102분 간

격으로 18분 동안 물의 안개를 뿜어

댄다. 이 밖의 광원으로서 크세논 램

프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367. 촉진 황변도(Accelerated 

Yellowness)

   백색 도료나 투명 도료가 시일의 경

과로 도막이 황색으로 변하는 경향

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막을 습도가 

높고 어두운 곳에 두어 황변을 촉진

시키고, 측색하여 3자극값에서 황색 

색도를 구하여 이것을 촉진 황변도

의 값으로 한다. 황변 촉진에는 암

모니아의 증기에 접촉시키거나 자외

선을 조사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368. 충격성 시험(Impact Test, Impact 

Testing, Chip Test)

   도막에 물체가 격돌했을 때 충격 저

항성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 끝이 

공 모양인 추를 도막면에 떨어뜨려

서 균열, 벗겨지는 현상이 생기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시험편의 바탕이 

두꺼워서 충격에 의한 변형이 클 경

우에 따라서 시험 방법을 구별한다. 

369. 침강성 탄산칼슘(Precipitated 

Calcium Carbonate)

   석회석을 소성해서 생석회를 만들어 

물에 분산시켜서 석회유로 하고, 소

성할 때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반

응시키고 침강시켜서 만들거나, 부

산물인 염화칼슘 용액과 탄산타트륨 

용액을 반응시키고 침강시켜서 만든 

흰 분말. 체질 안료로서 사용한다.

370. 침강성 황산바륨(Precipitated 

Barium Sulfate Blank Fixe)

   증정석을 환원해서 만든 황화바륨의 

수용액에 황산나트륨 용액을 가하여 

반응시키고 침강시켜서 만든 흰 분

말. 체질 안료로서 사용한다.

371. 침지 도장(Dipping, Dip Coating, 

Immersion Coating)

   물체를 도료 속에 담근 후 꺼내는 

칠 방법. 여분의 도료는 흘러 떨어

져서 제거된다. 

372. 카본 블랙(Carbon Black)

   가스상 또는 액상의 탄화수소를 불

완전 연소 또는 열분해 하여 만든

다. 도료용, 잉크용, 고무용 등이 있

다. 원료의 종류ㆍ연소ㆍ분해의 조

건 등으로 입자의 크기나 성질이 다

르다. 노벽에 불꽃을 닿게 해서 만

든 것을 채널 블랙ㆍ가스 블랙이라 

하고, 밀폐된 레토르트 속 또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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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불완전 연소시켜 만든 것을 

퍼니스 블랙이라 한다. 

373. 카올린(Kaoline, Kaolin)

   장석이 풍화해서 생긴 흙 따위. 함

수 규산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

고 체질 안료로서 사용한다. 

374. 캐슈 수지 도료(Cashew Nut 
Resin Coating)

   캐슈 너트 셀유 또는 이와 유사한 

천연 페놀 함유 물질에 페놀류를 가

하고, 이 혼합물과 포름 알데히드의 

공축합물을 수지분으로 하고, 건성

유 등을 가하여 그들의 혼합물을 도

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375. Ku값(Ku Value, Krebs Unit)

   크레브스 스토머 점도계로 측정하여 

얻은 도료의 주도를 나타내는 수치

376. 케톤계 용제(Ketones(Solvent))

   용제로서 사용하는 케톤류의 총칭. 

메틸에틸케논ㆍ메틸이소부틸케논ㆍ

시클로핵사논 등 

377. 코어 바니시(Core Plate Varnish)

   전기 기기의 철심판 표면에 생기는 

과류 전기의 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소 강판에 도장하는 데 사용되는 

가열 건조형의 전기 절연 바니시 도

막 형성 요소로서 수지, 아스팔트, 건

성유 등을 사용하여 만든다. 

378. 코일 바니시(Coil Varnish)

   전기 기기의 코일 함침형 및 마무리

에 사용하는 전기 절연용 바니시. 

자연 건조형과 가열 건조형이 있다.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지, 아스팔트, 

건성유 등을 사용해서 만든다. 

379. 코일 에나멜(Coil Enamel)

   전기 기기의 코일이나 절연물의 표

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데에 사

용한다. 열전도성이 좋은 전기 절연 

도료.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지, 아

스팔트, 건성유를 사용하고, 때로는 

안료를 분산시켜서 만든다. 

380. 코펄 바니시(Copal Varnish)

   코펄과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

서 만든 중성유 바니시 이다. 

381. 콩기름(Soybean Oil, Soya Bean 

Oil)

   콩에서 채취한 반건성유

382. 크레브스 스토머 점도계 

(Krebs－Stomer Viscometer)

   스토머 점도계를 크레브 안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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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듀폰 안료부)가 개작한 액상

물용의 주도 측정기. 원통형 용기의 

중심 축에 날개를 붙이고 축을 회전

시켜서 용기 속의 액체를 교반한다. 

교반 회전 동력이 되는 추의 무게와 

일정한 시간 내에서의 회전수에 관

계에서ku값이라 부르는 주도를 나

타내는 값을 산출한다. 

383. 크레이터링(Cratering)

   도막면에 생기는 분화구형 또는 만

형의 움파임

384.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Zinc 

Chromate Anticorrosive Paint)

   방청 안료로서 크롬산 아연을 사용

해서 만든 방청 하도용 도료

385. 크립토미터(Cryptometer)

   도료 또는 안료 분산체의 젖은 상태

에서의 은폐력을 측정하는 기구. 각

각 광학적 평면을 가진 흰색 또는 

검은색 유리판과 투명한 유리판을 1

조로 하고, 2매의 판 사이에서 만드

는 쐐기형의 틈새에 시료를 끼워서 

일정한 용적의 시료가 은폐하는 면

적을 산출한다. 

386. 클레이(Clay)

   수화 규산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하

는 광물질의 분말. 체질 안료로서 

사용한다. 원료의 종류ㆍ분급ㆍ정제

의 정도에 따라서 품질이 다르다.

387. 탈수 피마자유(Dehydrated Castor 

Oil)

   피마자유를 화학적으로 탈수해서 만든 

건성유. 탈수 반응으로 공액 2중 결합

이 가능하고 동유의 대용이 된다. 

388. 터펜틴유(Oil Of Turpentine, Spirit 
Of Trupentine, Turpentine)

   생송진을 수증기 증류해서 만든 용

제. 주성분은 피넨

389. 텀블링 장(Rumbling Umbling, 
Barrelling, Drum Coating)

   통 속에 물체와 도료를 넣고, 통을 

회전시켜 물체가 굴러 서로 비비는 

작용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소형

으로 수가 많은 것을 칠할 때에 사

용한다.

390. 톨 유(Tall Oil)
   아황산 펄프를 제조할 때의 폐액에

서 채취한 기름 모양의 물질. 지방

산 에스테르를 포함. 스웨덴어의 

Tallolja를 어원으로 하는 조성어

391. 톱 사이드 도료(Top Side Paint)
   선박 외판의 수선부 이상의 부분에 

칠하는 도료. 도막은 내수성과 내후

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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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퇴색(Fading, Fading Of Color, 
Color Fading)

   도막의 색이 채도가 낮아지고 또는 

명도가 높아지는 것. 

393. 투명 래커(Clear Lacquer, Lacquer 
Clear)

   목재의 투명 도장에 적합하고, 래커 

에나멜 도장을 할 때 마무리 도장에 

사용하는 액상ㆍ투명ㆍ휘발 건조성의 

도료로, 니트로셀룰로오스를 주요 도

막 형성 요소로 하여 자연 건조에서 

단시간에 용제가 증발하여 도막을 형

성한다. 니트로셀룰로오스, 수지, 가소

제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다.

394. 투명 마무리(Clear Finish, 

Transparent Finish)

   유성 바니시, 셸락 바니시, 투명 래

커, 합성수지 바니시등을 사용해서 

투명한 도막층을 만드는 도장 방법. 

주로 목재의 바탕 무늬를 투시할 수 

있는 도막층을 이룬다. 

395. 티탄 백(White Titanium Pigment)

   이산화티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흰색 

안료

396. 파스트 옐로 10G(Fast Yellow 

10G)

   P－클로로－O－니트로 아날린을 아

세트아세트산아닐라이드를 주성분으

로 하는 노란색 안료

397. 파스트 옐로 G(Fast Yellow G)

   M－니트로－P－톨루딘을 아세트아

세트산아닐라이드를 주성분으로 하

는 노란색 안료

398. 패드 도장(Pad Application, 

Padding)

   휘발 건조성 도료를 칠하는 방법의 

일종. 솜방망이에 도료를 찍어 원을 

그리듯 순서대로 이동하면서 면 전체

를 재빨리 문지르듯이 칠한다. 도막

이 얇은 곳에는 도료가 다시 붙고 두

꺼운 곳은 묻어 나오므로 평활하고 

광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된다. 솜방망

이란 솜을 무명으로 싼 것을 말한다. 

399. 패분(Pearl)

   조개 껍질을 물에 씻고 분쇄ㆍ물에 

흔들어서 만든 하얀 분말. 주성분은 

탄산칼슘 

400. 퍼머넌트 레드(Permanent Red)

   아조계의 붉은색 유기 안료 퍼머넌

트 레드 4R 등이 있다.

401.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

을 메꾸어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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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

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

은 페이스트상이다. 

402. 페놀 수지 도료(Phenolic Coating, 

Phenolic Resin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ㆍ

알킬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

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

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

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

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ㆍ내알칼리

성ㆍ내유성ㆍ내수성ㆍ전기 절연성 

등이 우수하다. 페놀 수지 에나멜 

403. 포드 컵(Ford Cup, Ford Viscosity 

Up)

   유하 점도계의 일종. 주도가 비교적 

적은 도료의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

해서 사용한다. 측정값은 유하 시간

(초)으로 나타낸다. 

404. 표면 건조(Sand Dry, Su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

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성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405. 프라이머(Primer)

   도장하는 데 바탕에 최초로 사용되

는 도료. 프라이머는 바탕의 종류나 

도장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

지 종류가 있다. 

406. 프라이머 서페이서(Primer 

Surfacer)

   중도의 성질을 겸한 하도용의 도료. 

도막은 연마하기 쉽다. 

407. 프탈로시아닌 그린(Copper 

Phthalocyanine Green)

   구리 프탈로시아닌을 주성분으로 하

는 파란색 안료. 내후성이 우수하다. 

408. 프탈로시아닌 블루(Copper 
Phthalocyanine Blue)

   구리 프탈로시아닌을 주성분으로 하

는 파란색 안료. 내후성이 우수하다.

409. 프탈산 수지 도료(Phthalic Resin 
Coating, Alkyd Resin Coating)

   프탈산무수물을 원료로 하는 알키드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

료. 내후성이 우수하다. 프탈산 수지 

에나멜

410. 플러시 안료(Flushed Pi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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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 방법으로 만든 안료. 페이스트 

속의 수분을 비수성 전색제로 치환

해서 만든 페이스트상의 안료 

411. 피마자유(Castor Oil)

   아주까리씨에서 채취한 불건성 기

름. 리시노르산의 글리세린 에스테

르가 주성분 

412.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

면에 형성된 막 

413. 피막 방지제(Anti－Skinning Agent)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

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사용하는 도료용의 첨가제. 

주로 산화 방지제

414. 핀 홀(Pinhole, Pinholing)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415. 필름 애플리케이터 

     (Film Applicator)

   틈새를 통해서 도료를 훑어 일정한 

두께로 칠하는 기구

416. 하도 도장(Primary Coat, Priming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

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

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417. 하도용 도료(Under Coat, Under 

Coater)

   도료를 거듭 칠해서 도장 마무리를 

할 때의 하도로 사용하는 도료. 도

장계에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

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418. 하도칠(층)(Under Coating, Primer 

Coating)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여 얻어진 

하도용 도료의 도막

419. 하이 솔리드 래커(High Solid 

Lacquer)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의 일종. 도료 

중에 비휘발분이 많도록 만든 것으로 

일반적으로 니트로셀룰로오스에 대한 

수지분이 많다. 하이 솔리드 투명래

커ㆍ하이 솔리드 래커 에나멜ㆍ하이 

솔리드 희석제 등이 있다.

420. 하지(Substrate)

   도료를 칠할 때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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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하지 조정(Surface Preparation)

   어떤 층을 칠할 때 칠하기 전의 처

리. 바탕에 퍼티를 하고 연마 등 바

탕의 흡수성을 조절하거나 울퉁불퉁

한 것을 수정하는 공정 

422.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42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Emulsion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

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424. 핫 스프레이(Hot Spraying, Hot 

Spray Coating)

   도료를 가열하여 주도를 낮추어 스

프레이 하는 것.

425. 해동 안전성 

     (Freeze Thaw Stability, Freeze 

Thaw Resistance)

   도료가 동결ㆍ융해를 반복해도 상온

으로 되돌리면 본래의 성능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 

426. 형광 도료(Fluorescent Paint, 

Fluorescent Coating)

   도막이 형광 발광성을 가진 도료. 

형광 안료를 사용해서 만든다. 

427. 혼합 아닐린점(Mixed Aniline 

Point, Mixed Aniline Test)

   탄화수소계 용제의 용해성을 나타내

는 수치의 일종. 부피비로 혼합하여 

아닐린, 시료, N－헵탄을 2:1:1의 비

율로 냉각했을 때 서로 녹지 않고, 

혼탁이 보이기 시작 했을 때의 온도

로 나타낸다. 

428. 홀드 도료(Hold Paint)

   선창의 내부에 칠하는 도료 

429. 화이트 그라운드(White Ground 

Coat)

   흰색 안료와 체질 안료를 바니시로 

반죽해서 만든 중도용의 흰색 도료. 

백색 에나멜 마무리 도장계에서 스

페이서로서 사용한다. 

430. 확산 반사율(Reflectance, Diffuse 
Reflectance)

   면의 입사광에 대한 확산광의 비율. 

면의 색 밝기를 나타낸다. 일반적으

로 면의 법선에 대하여 입사각 45°, 

수광각 0°에서 측정한다. 이것을 45, 

수평각 0°에서 측정한다. 이것을 

45°, 0° 확산 반사율이라고 한다.

431. 확산 주광(Scattering, Diffused 
Day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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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출 3시간 후부터 일몰 3시간 전까

지 사이의 일광의 직사 광선을 피한 

북창에서 들어오는 빛. 색을 관찰할 

때의 조건으로 사용한다. 

432. 활석(Talc)
   활석을 분쇄해서 만든 분말. 평편한 

모양

433. 황변(도막의)(Yellowing, After 
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빛을 띠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434. 황연(Chrome Yellow)
   크롬산납을 주성분으로 한 황색 안

료. 5Gㆍ10G 순으로 푸른 기를 띠

고, Rㆍ5R의 순으로 붉은 기가 증

가한다. 5Gㆍ10G는 황산납을 함유

하고 Rㆍ5R은 염기성 크롬산납을 

함유하며, G는 보통 어느 쪽도 함유

하지 않는다.

435. 황토분

   산화철을 함유한 찰흙을 물에 흔들

어서 만든 체질 안료. 도장의 바탕

제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436. 후버 뮐러(Hoover Automatic 

Muller, Hoover'S Murller)

   안료를 전색제로 분산시키기 위한 

시험기의 하나. 2매의 우윳빛 유리 

원판의 한쪽을 고정시키고 다른 쪽

을 회전시키도록 해 두고, 그 사이

에 안료와 전색제의 혼합물을 넣어

서 원판을 회전하여 안료를 분산시

킨다. 

   유리판 사이의 압력과 유리판의 회

전수로 반죽하기 위한 힘들 조절해

서 규정한다.

437. 후점착(After Tack)

   한 번 건조된 도막면에 또 다시 점

착성이 나타나는 것. 

438. 휘발분(가열 감량)(Loss On 

Heating)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 중 휘발 또는 증발되

어 감소된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감량은 주로 수분ㆍ용제 등

의 휘발 또는 증발에 따른다.

439. 휘발성 바니시(Spirit Varnish)

   바탕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바니시. 

자연 건조에서 단시간에 용제가 증

발하여 도막을 형성한다. 셸락 바니

시, 대머 바니시 등이 있다. 

440. 휘발유 연마(Wet Sanding With 

Gas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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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막에 휘발유를 바르면서 연마제로 

가는 방법

441. 흐름 방지제(Antisagging Agent)

   유성 도료의 안료 분산의 이상으로 

인해 흘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제. 주로 안료의 분산 효

과가 있는 지방산의 금속 비누

442. 흐림(Dulling, Bloom, Clouding, 

Cloudiness, Hazing)

   도막의 광택이 없어지는 것. 

443. 흑 바니시(Bituminous Varnish, 

Black Varnish)

   역청질을 주요 도막 형성 요소로 해

서 만든 바니시 

444. 흑연(Graphite)

   천연산 또는 인공의 탄소 단체의 분

말. 6방정형 또는 무정형. 연필 도료 

등에 사용한다.

445. 흘림 도장(플로 코팅)(Flow 

Coating)

   물체에 도료를 흘려 부어 칠하는 방

법. 여분의 도료는 방울로 떨어져서 

제거된다. 

446. 흡유량(Oil Absorption)

   안료를 액체와 기계적으로 습윤 혼

합시켜서 단단한 페이스트상으로 하

는 데 필요한 기름의 양. 페인트, 에

나멜 등을 만들 때 각각의 안료를 

반죽하는 데 필요한 보일유ㆍ바니시 

등의 양을 알기 위해서 중요하고, 

안료의 표면적을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안료 100G에 

대한 정제 아마인유의 G 수로 나타

낸다.

447. 흡입(Suction, Absorption)

   칠했을 때 바탕에 도료가 과도하게 

흡수되는 현상 

448. 희석성(Reducibility)

   시너가 일정한 도료를 녹이는 성질. 

희석성을 조사하려면 시료와 견본품

에 대해서 같은 용량의 투명 래커 

또는 바니시를 묽게 한 것으로 도막

을 만들고, 견본품의 경우와 비교해

서 도막에 열화가 없으면 희석성은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449. 희석 안정성(Dilution Stability)

   도료를 대량의 규정된 희석제로 묽

게 했을 때 분산계의 안전성, 수지

의 석출, 색의 변화, 안료의 분리 등

이 없어야한다.

450. 희석액(Reducer, Thinner)



300 방위사업청 l DAPA

   주도를 작게 할 목적으로 도장할 때 

도료에 가하는 증발성의 액체. 시너

라고도 한다.

451. 희석제(Diluent(Solvent))

   그 자신은 도막 형성 요소를 녹이는 

힘은 없으나, 증발 성분의 중량 또

는 용제가 아래층 도막을 과도하게 

녹이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

로 바니시ㆍ래커 등에 사용하는 휘

발성의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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