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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차량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대부분의 사고차량에서 도색작업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통상적인 차량 도색시 다량의 유기용제가 사용되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수용성 도료가 국내에서도 개발되고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성 도료의 경우 도장 작업비용이 고
가이기에 정비공장에서 보험금 과다청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도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용성 도료에 사용되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성분인 Surfynol 104 성분을 지표
물질로 하여 퀴리포인트를 이용한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Py-GC/M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
색작업이 완료된 실제 차량 페인트에서 동위원소 치환된 fluoranthene-d10을 내부표준물질로 하여 표준물첨가법
(standard addition method)으로 약 0.38%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Abstract
With increasing the number of vehicles, the accident rate also goes up and the damaged vehicles should be painted as a 
final repair process. At the painting stage the solvent-based paint causes environmental problems. To overcome these problems 
waterborne refinish paint is frequently used recently. However, for waterborne refinish, the costs of insurance coverage are 
too expensive, and insurance reimbursement costs could be burdensome. Because of the high price of aquatic paint treatment, 
the service shop might charge the malicious service price. In this study, the surfactant of Surfynol 104, which is the compo-
nent in the paint, was used as an indicator whether the vehicle was painted with waterborne paint. The specimen was quantita-
tively analyzed to contain 0.38% of the surfactant through the standard addition method with isotope substituted internal stand-
ard (IS) of fluranthene-d10 by curie point pyrolysis-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Py-GC/MS). 

Keywords: waterborne refinish paint, surfynol, pyrolyzer-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1. 서    론
1)

2015년도 우리나라 차량 등록대수는 20,989,885대로서 인구 2.46명

당 1대 비율로 보급되었으며[1] 각종 차량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약 520만 건에 6조3천억원으로서 건당 평균 약 120만원 수준이었다

[2]. 대부분의 사고차량 보수작업의 마무리 단계로서 도장작업이 요구

되며 차량도장에만 약 1조6천8백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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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 한편 2004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공포와 함

께 도장 작업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휘발성 유기용제(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가 함유되지 않은 수용성 도료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성 도료는 보험배상비용이 유성 도

료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도장작업이 완료된 차량에서 수용성 또

는 유성 도료 사용여부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정비

공장에서 허위로 과다 청구 사례를 추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도료가 사용되었는지 의심되는 사건에서 정비 및 도색 완료된 

차량의 노출되지 않은 부위의 범퍼 도료로부터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페인트 극소량을 채취하여 수용성 도료 성분을 확인함으로

써 적어도 수용성 도료가 도장 작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규명하였

다. 특히 시료량이 극소량이라 용제추출이 곤란하여 열분해-기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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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ructure of micelle.

Figure 2. The structure of Surfynol.

Figure 3. HLB values for surfactants.

Figure 4. The paint layers on the specimen.

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Py-GC/MS)을 적용하였다.

차량 보수도장 작업은 프라이머(primer), 서페이서(surfacer), 베이스

코트(basecoat) 및 클리어코트(clearcoat) 도장 작업으로 크게 구성된다

[3]. 특히 플라스틱 범퍼 교환도장 작업공정은 플라스틱 범퍼 표면에

서 표면소지와 조정 및 탈지 과정을 거쳐 접착제의 일종인 폴리프로

필렌(PP) 프라이머를 도포시킨 다음 서페이서 처리 후에 건조시키고 

베이스코트 작업과 클리어코트 도포 및 가열건조의 순서로 작업이 이

루어진다. 유성 또는 수용성 도료 사용 여부는 통상적으로 베이스코

트의 종류에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성 성분을 극성 용매인 물

에 분산하거나 또는 반대로 물을 유분에 분산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이용할 수 있다. 물에 대한 계면활성제의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온도

상승에 따라 증가하며 용해된 계면 활성제는 일반적으로 micelle 

(Figure 1)을 형성한다[4].

Micelle 형성시 열역학적 기준은 Gibbs free energy 변화값(ΔGm) 

ΔHm - TΔSm < 0이고 이는 ΔHm/ΔSm < T이며 여기서 T는 절대온

도, ΔHm 및 ΔSm은 micelle 형성시 각각 엔탈피 변화량과 엔트로피 

변화량을 의미한다. 특히 ΔHm과 ΔSm이 모두 수치적으로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micelle 형성을 위한 최소온도가 있으며 이 최소온도를 

Kraft point 또는 critical micelle temperature (CMT)라고도 하고 Kraft 

point에서의 용해도는 임계 micelle 형성농도(CMC,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와 같다[5,6]. 

본 사례의 수용성 도료에 사용된 유효 계면활성제 성분은 Figure 2

에서와 같은 구조의 서피놀 104 (Surfynol 104, 2,4,7,9-tetramethyl- 

5-decyne-4,7-diol)로서 아세틸렌디올계 비이온계면활성제이다. 이는 

상온에서 백색 왁스상 물질로서 아세틸렌 삼중결합 주변의 친수기

(-OH)에 의한 wetting 성질 부여 능력과 branch된 소수기(-CH3)에 의

한 소포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넓은 pH 영역(pH 3∼12)에서 안정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계면활성제는 친수기와 소수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balance를 hydrophile lipophile balance (HLB)라 하고

[4] 그 의미는 Figure 3과 같다[4]. 특히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HLB 값

은 다음 식 1)로 수치화되며[8] 식 (1)에 의해 Surfynol의 HLB 값은 

약 3으로 계산되고 w/o emulsifying agent로서 뿐만 아니라 소포제

(antifoaming agent)로서의 기능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Surfynol의 이원기능 성질은 페인트 도장시 분산제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막에서의 기포형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9].

　　
　　　

×


(1)

이런 이유로 surfynol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수용성 도료제품에서

도 널리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성분을 도료의 매트

릭스 영향과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의 확인을 위해 표준물첨가법

(standard addition method)으로 범퍼 페인트 시료를 열분해-기체크로

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Py-GC/MS)으로 분석하고 수용성 도료 사용

여부에 대한 지표물질로 확인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실험 장비

성분확인을 위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표준품과 정량을 위한 내부

표준물질은 각각 Aldrich사의 Surfynol 104와 fluoranthene-d10을 이용

하였고 표준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용매로는 대정화금의 에탄올을 사

용하였다. 대조품인 시편 제작을 위해 SK사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으로 증착한 알루미늄 증착필름을 이용하였고 도료는 사건 

당시 작업공정에 사용된 도료와 동종의 제품으로서 KCC사의 플라스

틱 프라이머 RP-3000S, Spies Hecker사의 5310 서페이서, 노루페인트

사의 제니스 클리어, 유성과 수용성 도료에 대해서는 KCC사의 NW 

UT5901, NW Sumix 백색 베이스코트를 각각 사용하였다. 페인트 시

료 질량측정을 위해 Sartorius사 MSA3.6P-000-DM 모델의 1 µg까지 

측정가능한 정밀저울을 사용하였다. 

열분해는 JAI사의 Portable Handy Pyrolyzer를 이용하였고, 열분해

를 위해 590 ℃용 pyrofoil을 사용하였으며 Agilent Technologies의 

7890B GC와 5977A MSD system으로 분석하였다. 

2.2. 실험 방법 

시편 제작은 Figure 4와 같이 알루미늄 증착 필름에 KCC사의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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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Condition

GC/MS

Injector temp. 280 ℃

Split ratio 10 : 1

Transfer line temp. 280 ℃

Carrier gas He 1.0 mL/min

Oven temp. 40 ℃ (3 min) → (10 ℃/min) → 280 ℃ (20 min)

Column HP-5MS UI (0.25 mm i.d. × 0.25 µm film thickness × 30 m length)

Ion source temp. 230 ℃ 

Table 1. GC/MS Condition

Figure 5. Py-GC/MS Chromatogram for Surfynol 104 (↓).

Figure 6. Mass spectrum for the surfactant of Surfynol 104.

Figure 7. Proposed structure of the ion of m/z 109.

Figure 8. Py-GC/MS chromatogram for the standard waterborne paint 
specimen.

Figure 9. Py-GC/MS chromatogram for the standard solvent-based 
repair paint specimen.

Figure 10. Py-GC/MS chromatogram for the evidence bumper paint 
specimen.

스틱 프라이머 RP-3000S를 도포 및 상온건조하고 Spies Hecker사의 

5310 서페이서를 공통적으로 처리한 후에 60 ℃에서 30 min 건조시

킨 다음 유성과 수용성 도료 시편에 대해서는 각각 KCC사의 NW 

UT5901, NW Sumix 백색 베이스코트로 도장하고 공히 제니스 클리

어층으로 마감처리 및 건조 조작하였다.

GC/MS 분석을 위해 채취한 시료량이 극소량이라 용제추출법이 곤

란하여 열분해(pyrolysis) 방법을 이용하였고 Py-GC/MS 분석을 위해 

퀴리효과에 의한 전자기적인 발열효과를 이용하였다. 감정물인 범퍼 

도료 중 수용성 계면활성제의 확인을 위해 범퍼 도료층에서 전층이 

포함되도록 하여 미관상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서 약 400∼500 µg씩 

590 ℃용 pyrofoil에 채취하였다. 표준물첨가법을 이용하여 도료 자체

의 매트릭스 영향과 머무름 시간을 확인하였고 대략적인 정량을 시도

하였다. Surfynol 104를 에탄올에 약 2,000 µg/mL 되도록 표준원액을 

제조하고 이로부터 Surfynol 104가 각각 0 µg/mL, 100 µg/mL, 200  

µg/mL, 300 µg/mL 및 400 µg/mL의 농도가 되도록 에탄올에 표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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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ized amount of Surfynol [µg]
Figure 12. Calibration curve for the surfactant by standard addition 
method.

Chromatogram for the 

selected ion of m/z 109 of 

Surfynol
IS

Fluoranthene-d10

Figure 11. Overlaid Py-GC/MS chromatograms for bumper paint specimens with added standard and internal standard (IS) of fluoranthene-d10.

Bumper paint 
specimen (µg)

Added Surfynol 
standard (µg)

Area ratio of the ions
(m/z 109 / m/z 212)

516 0 0.5706

483 1 0.7476

508 2 0.9129

486 3 1.0960

583 4 1.7093

Table 2. Preparation of Bumper Paint Specimens and the Area Ratio 
for the Ion of Surfynol (m/z 109) against the Ion of IS, Fluoranthene- 
d10 (m/z 212)

액을 제조하였으며 내부표준물질인 fluoranthene-d10이 각각 20  

µg/mL 되도록 하였다. 590 ℃용 pyrofoil에 채취된 기지 질량의 범퍼 

페인트 시료에 내부표준물질과 Surfynol 혼합 표준용액 10 µL씩을 적

가한 다음 건조시키고 5 s간 590 ℃용 pyrofoil에서 열분해시켜 Table 

1의 GC/MS 조건에서 constant flow mode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y-GC/MS 분석

성분확인을 위한 계면활성제 표준품인 Surfynol의 Py-GC/MS 분석

결과는 Figure 5와 같으며 Figure 6의 질량스펙트럼과 같이 m/z 109인 

특성 이온이 확인되었다. 이는 molecular ion (M)에서 각각 M-117에 

해당되는 ion으로서 이에 대한 fragment ion은 [C7H9O]+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는 Figure 7에서와 같이 추정되었다. 대조품인 

수용성 도료로 제작된 시편의 도료층에 대한 Py-GC/MS 분석결과는 

Figure 8과 같았으며 계면활성제 성분이 확인된 반면, 유성 도료로 제

작한 시편에서는 이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Figure 9). 범퍼 페인트

에 대한 Py-GC/MS 결과는 Figure 10과 같았으며 retention time 약 

15.5 min에서 Surfynol 성분이 검출되었다. 

3.2. 범퍼 페인트에서 surfynol 함량

범퍼 페인트에서 확인되는 계면활성제의 정량을 위하여 fluo-

ranthene-d10을 내부표준물질로 하여 표준물첨가법에 의해 Py-GC/MS 

분석한 결과 Figure 11과 같은 chromatogram을 얻었으며 내부표준물

질(IS)인 fluoranthene-d10은 약 22.9 min에서 molecular ion이자 base 

ion인 m/z 212의 ion이 확인되었다. Py-GC/MS 분석결과 다음 Table 2

의 결과를 얻었으며 이로부터 시료량에 대하여 정규화시켜 범퍼 페인

트에서 surfynol의 함량을 시행착오법에 의해 구한 결과 대략적으로 약 

0.38% 함유된 것으로 계산되었고 검량선의 선형성은 r2 값이 약 0.93

이었다(Figure 12). 선형성의 감소는 페인트 채취과정에서의 불균일성, 

도막의 두께 및 열분해 효율 등에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에서 수용성 도료 사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용성 도료와 유성 도료로 각각 시편을 제작하고 페

인트층에 대해 Py-GC/MS로 분석하여 비교 확인하였다. 감정물인 도

색 완료된 범퍼에서 채취한 페인트 시료량이 극소량이라 용제추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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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곤란하여 퀴리효과에 의한 열분해법을 적용하였으며 도료 매트

릭스 영향을 배제하고 머무름 시간의 확인을 위해 표준물첨가법을 이

용하여 대략적인 정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수용성 도료로 도장한 

시편에서 아세틸렌디올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성분인 Surfynol 104

가 확인되었으나 유성 도료로 도장한 시편에서는 이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감정물인 범퍼 페인트에서 이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동위원소 치환된 fluoranthene-d10을 내부표준물질로 표준물첨가법

을 적용하여 Py-GC/MS로 분석하였을 때 계면활성제의 특성이온인 

m/z 109인 이온에 대해 내부표준물질의 특성이온 m/z 212의 면적비

로 정량한 결과 계면활성제인 Surfynol 104가 대략적으로 약 0.38% 

검출되었다. 이를 통해 대상 물질이 수용성 페인트로 인해서 도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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