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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6080-5종 도료 특징 및 작업 사양서
1. KSM 6080-5종 도료의 특징
KSM 6080-5종은 MMA 수지를 모체로 하여 경화 시 도막의 기계적 물성과 화학적 물성이 우수하고 건
조 시간이 매우 빠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차선용 도료입니다.
도막의 두께가 1회 도장으로 600㎛ 올라가는 고내후성 도로로 비중이 1.6내외로 구성되어 야간이나
야간 우천 시 탁월한 반사 휘도를 발휘하며 기존 차선에 비해 내구성이 우수하고 휘도치가 차선 수
명을 다할 때까지 균일하며 도료의 분자 결합력이 우수하여 유리알의 부착상태가 매우 견고하고 안
개지역 및 야간 시인성이 필요로 하는 구간 한랭 제설작업 구간에 탁월한 라인입니다.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2. KSM 6080-5종 도료의 일반적 성질
성

질

내

용

성

MMA(Methyl methacrylate)

주 수지

무

광택(60도)

질

내

백색, 황색, 청색

색 상
건조시간

광

용

15분 이내

(20℃:대기온도)

부피고형분(%)

98± 2

이론도포면적(㎡/ℓ)

1.63(600㎛시)

이론소요량(ℓ/㎡)

0.62(600㎛시)

희석제

원액사용

추천도막두께(㎛)

600㎛

비

1.6(백색기준):비중은 도막의 두께와 bead의 유지에 관련됨

중

조

2액형

성

3. KSM 6080-5종 소지 온도별 건조 시간
소지온도(℃)

40~50

20~40

10~20

0~10

건조시간(분)

5~10분(하절용사용)

5~10분(혼합,동절용)

10~15분(동절용)

15~20분(동절용)

4. KSM 6080-5종 소지 온도별 경화제(BPO) 사용량
소지온도(℃)
경화제사용량
(주제대비 %)

35~50

20~35

10~20

0~10

2~4

3~4

4~5

5~6

5. KSM 6080-5종 살포용 Glass Bead 규격 및 사용량
1) 일반형
규

격

Glass Bead
※ 구경 : 0.4mm~0.6mm

살 포 양(Kg/m2)
0.46

2) 우천형
규

살 포 양(Kg/m2)

격

Glass Bead

0.27

고 반사 얼라이먼트

0.19

6. KSM 6080-5종 물성표(백색, 황색)-(KSM 6080-5종 물성에 준함)
항목
용기 내 상태
도막의 겉모양
내마모성
안료분(도료 중 %)
불점착 건조성
블리딩성
내알칼리성
납(불휘발분 %)
카드뮴(불휘발분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색도(좌표)(초기)

종류(5종)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300mg 이하
40 이상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0.06 이하
0.01 이하
200g/L 이하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노란색)
x:0.355,0.305,0.285,0.335
x:0.494,0.545,0.465,0.427
y:0.355,0.305,0.325,0.375
y:0.427,0.455,0.535,0.483

색도(luminance factor)
UV 노화전 (β)
색도(luminance factor)
UV 노화 후
(200시간) (△β)
구분

내마모도 시험(20만 회)
[150mcd/(m2․lx)이상]
(흰색 기준)

흰색

노란색

0.80 이상

0.40 이상

0.05 이하

0.05 이하

등급
R0
R2
R3
R4
R5
R0
R1
R3
R4

재귀반사도 성능
규정 없음
RL≥100
RL≥150
RL≥200
RL≥300
규정 없음
RL≥80
RL≥150
RL≥200

비고 RL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
지침을 EK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7. KSM 6080-5종 도료의 휘도(mcd/m2.Lux)
1) 일반형 비드 살포(0.46Kg/m2 기준)
백

색

황

색

휘도 기준

250 이상

175 이상

휘

300~350

200~250

도

2) 우천형 비드 살포(0.46Kg/m2 기준)(일반형 비드:고휘도(3M) 얼라이먼트=0.6:0.4)
백
휘

도

색

400~500

황

색

300~400

8. 도막 두께 및 glass bead에 따른 도막 물성
1) 도막 두께는 600㎛정도로 도장하여야 합니다.
2) 도막 두께가 600㎛ 이하일 경우에는 glass bead의 탈락이 심해져서 glass bead의 탈락으로
인한 도막의 오염이 심해집니다.
3) 도막 두께가 600㎛ 이상일 경우에는 glass bead가 도막 내에 깊이 침투되어 휘도값이 떨어져
휘도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glass bead의 혼합량도 비드 탈락과 휘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Glass bead는 0.4mm~0.6mm 사이즈를 추천하며 소구경 비드(0.2~0.6mm)를 과량으로 사용하면
도막내에 침투가 많이 되어 양호한 휘도값을 나타낼 수가 없으며 대구경 비드(0.8mm~)를 과량
으로 사용하면 비드의 탈락이 심해져서 glass bead의 탈락으로 인한 도막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휘도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9. 작업 시 유의 사항
1) 본 도료는 18L 포장으로 비중이 1.6(백색 기준)으로 제조되어 가장 안정적인 물성을 유지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본 도료의 건조 시스템은 대기 및 소지의 온도에 의해서 좌우되며 온도가 낮을수록 건조 시간은
길어집니다.
3) 여름철 소지온도가 50℃ 이상에서는 MMA의 휘발이 가속화되어 미경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금해 주십시오.(오염, 비드탈락, 황변, 도막 마모, 부착불량 등)
4) 겨울철 0℃ 이하에서는 주제와 경화제의 반응이 상당히 지연되므로 건조시간이 늦어지며 미경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작업을 금해 주십시오.
5) 겨울철에는 대기온도의 하락으로 도료의 점도가 상승되어 있으므로 작업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지 온도가 10℃ 이하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일러 간접 heating 장치를 40~50℃
로 가동시킨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6) 겨울철 온도 저하에 따라 도료의 점도 상승 시 보일러 가동으로 도료의 점도를 낮추어야 하며
희석제(소부 신나, MMA 등)로 희석을 금합니다. 도막 물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내구성을 우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막 두께를 600㎛ 정도로 도장하여야 합니다.
8) 도막의 줄 생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 장치내의 도료를 충분히 드레인(recycle)시켜 도료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부드럽게 하여야 합니다.(최소 30분 이상)
9) 소지내의 오염물이나 먼지 등은 부착 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작업 시 반드시 air blow를 실시하여
소지의 오염물을 제거하면서 작업하십시오.
10) 우수한 휘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Glass bead의 크기와 살포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구경이 많아질수록 휘도는 상승하지만 비드의 탈락이 쉽게 되어 도막의 오염이 심해지며
소구경이 많아질수록 비드탈락은 개선되나 비드가 도막 내에 침투를 깊게하여 휘도가 불량해
집니다. 비드의 살포량은 0.46Kg/m2이 적당합니다. 비드량이 많을수록 휘도는 상승하나 비드 탈락
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기 쉬우며 비드량이 적으면 좋은 휘도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11) 주제(도료).경화제(BPO)의 살포시 팁의 사이즈 및 장비 압력의 발란스를 맞추어 스프레이 테스트
후 본 작업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12) 경화제의 혼합량이 많아질수록 도막의 물성은 떨어집니다. 여름철에는 2~3% 봄, 가을에는
4~5%, 겨울철에는 5~6%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3) 겨울철 도료의 보관은 실내에 20~30℃에서 보관해야 하며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름철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보관 시에는 보관 중에 도료의
점도가 상승하여 저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차량 통행은 도색 후 도막이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통행시켜야 합니다.
(최소 15분 이상,20~30℃)(부착 불량 및 오염, 비드 탈락의 원인이 됨)
15) 시공 시의 온도와 에어레스 압력, 분사 높이 등에 따라 도막의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16) 우천 시 및 소지에 수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작업을 금합니다.
17) 경화제가 과량 투입 시(6% 이상) 도막의 경도가 저하되어 강도 저하 및 비드 탈락, 부착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화제 토출량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4~6%)
18) 당사의 도료와 타사에서 제조된 도료는 완전 구분하여 혼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조사에 따라 MMA수지의 물성과 제조공법이 상이해 혼합 도장시 안정적인 물성을 발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사도료 작업 후 당사 도료 작업시 탱크 및 배관을 완전히 세척한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19) 본 도료는 타사의 경화제를 사용시 안정된 물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bead 또한 추천된 크기의
제품을 사용해야 최대의 물성과 휘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 장기간 작업이 없을 시에는(최소 일주일) 장비(주제 및 경화제 탱크, 필터, 노즐 등)를 세척해
주십시오.
(MMA 도료는 공기중의 산소 및 수분과 반응을 일으키므로 주제는 점도 상승 및 침전의 원인이
되며 경화제는 BPO 성분이 석출되어 팁이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21) 검증되지 않은 시공처, 적용 방법 등으로는 작업을 금합니다.
(졸음 방지 작업, 손으로 하는 작업, 주위가 공사 중인 도로, 염화칼슘이 도포되어 있는 도로,
신설 아스팔트, 신규 콘크리트 도로 등)
22) 구도막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신규 콘크리트)에는 지정 프라이마를 도포 후 도장하여야 합니다.
23) 계절 및 소지온도에 따라 사용 도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혼합용으로 사용되어져
야하므로 아래의 표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소지 온도(℃)

0~30

30~40

40~50

사용 도료

동절용

동절용과 하절용 혼합

하절용

상기의 자료는 경찰청 발행(2012년 11월)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여 조광페인트
기술연구소의 실험 및 측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상기 도료의 야외 노면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SUPER FIVE(슈퍼 파이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