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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KS D 4317:2015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Epoxy-powder coating for interior of ductile cast iron pipes and fitting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덕타일 주철관1)(이하 관이라 한다.)의 내면에 형성한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이하 도장이

라 한다.) 및 그 방법에 해서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

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812, 에릭슨 시험방법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I 3225, 수질 — 수도용 기구 — 용출 성능 시험방법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131, 안료 시험방법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ISO 1513, 도료와 바니시 — 시험용 시료의 검사와 제조 방법 

KS M ISO 4624, 도료와 바니시 — 부착 박리 시험 

KS M ISO 21227－3, 도료와 바니시 — 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함 평가 — 제3부: 

흠집 주위의 박리와 부식 평가 

DIN EN 14901, Ductile iron pipes, fittings and accessories — Epoxy coating(heavy duty) of ductile iron 

fittings and accessori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ASTM D 1654,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on of painted or coated specimens subjected to 
corrosive environments 
 

3  도료 
 
도료는 사용상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경화 후에는 물에 녹지 않는다.  
 

                                                      
1) 관이라 함은 덕타일 주철관 및 덕타일 주철 이형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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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조성과 품질을 가져야 한다. 
 
3.1  조성 
 
도료의 조성은 에피클롤로 히드린과 비스페놀 A의 반응 생성물 또는 에피클롤로 히드린과 비스페놀 

F의 반응 생성물로 이루어진 고형 에폭시 수지, 경화제 및 안료를 주로 하는 원료를 사용한 열경화

성 의 분체 도료로 한다. 
 
3.2  품질 
 
도료의 품질은 표 1과 같다. 
 

표 1 ― 도료의 품질 

품질 항목 품질 규정 

도막의 비중 6.4.1의 시험을 한 경우, 비중은 1.8 이하일 것. 

도막의 밀착성 6.4.2의 시험을 한 경우, 100/100일 것. 

도막의 내충격성 6.4.3의 시험을 한 경우, 충격에 의한 변형으로 균열, 벗겨지지 않을 것. 

도막의 가요성 6.4.4의 시험을 한 경우,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 

도막의 긁힘 저항성 6.4.5의 시험을 한 경우, 이상이 없을 것. 

도막의 방식성 6.4.6의 시험을 한 경우, 녹, 부풂, 균열 등이 없을 것. 

도막의 내온도 반복성 
6.4.7의 시험을 한 경우, 주름살, 균열, 부풂, 벗겨짐 등이 발생하지 않고, 
변색이 크지 않을 것. 

도막의 용출성a 6.4.8의 시험을 한 경우, 표 2와 같아야 한다. 
a 도막의 용출성은 수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행한다. 또한 용출 시험에 의한 검사는 연 1회 이상

또는 품질 변경 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표 2 ― 도막의 용출성 

시험 항목 판정 기준 

맛 이상이 없을 것. 

냄새 이상이 없을 것. 

색도a 0.5도 이하 

탁도a 0.2 NTU 이하 

수은 0.000 1 mg/L 이하 

잔류 염소의 감량a 0.7 mg/L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00 4 mg/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03 mg/L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 0.000 6 mg/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 mg/L 이하 

벤젠 0.001 mg/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01 mg/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02 mg/L 이하 

도막의  
용출성 

VOCs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0.004 mg/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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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도막의 용출성(계속) 

시험 항목 판정 기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 mg/L 이하 

에피클로로히드린 0.01 mg/L 이하 

아세트산비닐 0.01 mg/L 이하 

스티렌 0.002 mg/L 이하 

1,2-부타디엔 0.001 mg/L 이하 

1,3-부타디엔 0.001 mg/L 이하 

VOCs 

N,N-디메틸아닐린 0.01 mg/L 이하 

페놀 0.000 5 mg/L 이하 

시안 0.001 mg/L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a 1.0 mg/L 이하 

아민류b 0.01 mg/L 이하 

2,4-톨루엔디아민 0.002 mg/L 이하 

도막의 

용출성 
(계속) 

2,6-톨루엔디아민 0.001 mg/L 이하 
a 탁도, 색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잔류 염소 감량치는 바탕 시험액과의 차이다. 
b 아민류에 한 기준 적용시기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아민류 검출시약은 수입규제 품목임). 

 

4  제품 도막의 품질 
 
제품 도막의 품질은 표 3에 따른다. 
 

표 3 ― 제품 도막의 품질 

품질 항목 품질 규정 

도막의 겉모양 
7.2의 시험을 한 경우, 이물의 혼입, 도장 얼룩, 도장 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막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부착성 
7.3의 시험을 한 경우, 부착강도는 평균 8 MPa, 한 점 최소 6 MPa 이상

일 것. 

도막의 경화 정도 7.4의 시험을 한 경우, 결함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도막 두께 
제품의 도막 두께는 부도 1에 나타낸 B의 부분이 0.3 mm 이상일 것. 다

만, 덕타일 주철관 및 덕타일 주철 이형관의 도장 후의 d1, d2
a의 치수는

허용범위 내일 것. 

도막의 긁힘 저항성 7.6의 시험을 한 경우, 표 1의 규정에 적합할 것. 

도막의 장기물성 7.7의 시험을 한 경우, 부속서 B의 규정에 적합할 것. 
a d1, d2는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의 부표 1-1, 부표 2-1 또는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의 부표 1-1, 부표 2-1에서 규정하는 d1, d2를 말한다. 
 

5  도장 방법 
 
5.1  도장면의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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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면의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주물 혹, 녹, 기타 도장에 유해한 부착물 등은 연마기, 투사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b) 전처리를 한 주철면은 도장하기까지의 사이에 다시 녹이 슬거나, 먼지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않도

록 보호한다. 
 
5.2  도료 조정 
 
도료는 도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한다. 
 
또한 회수한 도료를 사용할 경우는 150 m∼220 m의 체를 사용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 새로운 도

료의 50 % 이내로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5.3  도장 
 
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도장은 예열한 관에 적당한 분체 도장 장치를 사용하여 도료를 불어 넣고 도막을 형성시킨다. 예

열 온도는 도료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도장이 끝난 관은 도막을 충분히 경화시켜야 한다. 

b) 도장은 이물질의 혼입, 도장 무늬, 핀홀, 도장 누락 등의 결점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균일한 도

막이 얻어지도록 행한다. 
 
5.4  도장의 범위 
 
도장의 범위는 부도 1에 따른다. 
 
5.5  도장의 재손질 
 
도장의 재손질은 7.의 시험 결과 4.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미한 결함에 해서 주문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도장 시공자가 상온 경화형의 에폭시 수지계 도료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또한 곧은 관의 경우는 도장면을 연마기, 투사기 등을 사용하여 연마한 후 5.3에 의해 재차 도장하여 

손질할 수 있다. 
 

6  도료의 시험 
 
6.1  시험의 일반 조건 
 
시험의 일반 조건은 KS M 5000의 시험방법 1011에 따른다.  
 
다만, 도료의 조성 확인을 위한 절차는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을 따른다. 
 
또한 시험은 도료 제조자가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도장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문자는 그 시험에 입회함과 동시에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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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료의 채취 방법 
 
도료의 채취 방법은 제조 로트마다 KS M ISO 1513에 따른다. 
 
6.3  도장 시험편의 작성 
 
6.3.1  시험 항목별 시험편의 재료, 치수 및 수량 
 
시험 항목별 시험편의 재료, 치수 및 수량은 표 4에 따른다. 
 

표 4 ― 시험 항목별 시험편의 재료, 치수 및 수량 

시험 항목 시험편의 재료 
시험편의 치수 

mm 
수량 로트의 크기 

바둑판 무늬 시험 3 

충격 변형 시험 3 

연필 긁기 시험 1 

제조 로트 

염수 분무 시험 3 

저온/고온 반복 시험 

150×70×2.0 

2 

동일 도료의 6개월 
간에 제조된 로트

에릭슨 시험 

강판 

90×90×1.2 1 제조 로트 

용출 시험 관 
호칭 지름 
80×300 

1 
동일 도료의 1년 
간에 제조된 로트

 
6.3.2  시험편의 작성 
 
시험편의 작성은 다음과 같다. 
 
a) 강판의 경우  표 4에 규정한 강판을 사용하여 5.3에 따라 0.2 mm의 도막 두께로 도장하고 상온까

지 냉각한다. 
 
b) 관의 경우  표 4에 규정한 관을 사용하여 내면을 5.3에 따라 0.3 mm의 도막 두께로 도장하고 상

온까지 냉각한다. 
 
6.4  시험방법 
 
6.4.1  도막의 비중 시험 
 
도막의 비중 시험은 KS M 5131의 10.에 따른다. 
 
6.4.2  바둑판 무늬 시험 
 
바둑판 무늬 시험은 KS D 8303의 5.8에 따른다. 
 
6.4.3  충격 변형 시험 
 
충격 변형 시험은 KS M 6040에 따른다. 다만, 낙하 높이는 50 c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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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에릭슨 시험 
 
에릭슨 시험은 KS B 081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펀치를 누르는 거리는 3 mm로 한다. 
 
6.4.5  연필 긁기 시험 
 
연필 긁기 시험은 KS D 8303의 5.9에 따른다. 다만, 연필은 경도 H의 것을 사용한다. 
 
6.4.6  염수 분무 시험 
 
염수 분무 시험은 KS D 9502의 규정에 따르며, 500시간 후에 녹, 부풂, 균열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 다만, 시험편에는 긁힌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 
 
6.4.7  저온ㆍ고온 반복 시험 
 
저온ㆍ고온 반복 시험은 다음 조작을 한 후 2매의 시험편에 해서 도막의 상태를 조사한다. 우선 

시험편을 (20±1) ℃로 유지한 항온기에서 2시간 유지한 후 (－30±1) ℃로 유지한 항온기에 2시간 유

지시키고, 이어서 (20±1) ℃로 유지한 항온기에 1시간 유지한 후 (70±1) ℃로 유지한 항온기에 2시간 

유지하고, 다시 (20±1) ℃로 유지한 항온기에 17시간 유지한다. 이것을 1사이클로 하여 4사이클 반복

하여 행한다. 
 
6.4.8  용출 시험 
 
용출 시험은 KS I 3225에 따른다. 
 

7  제품 도막의 시험 
 
7.1  시험의 일반 조건 
 
시험의 일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도막의 시험 범위는 부도 1과 같이 한다. 

b) 시험은 도장 시공자 및 주문자가 행하고, 시험 개수는 7.3의 부착성 시험(Pull off 시험), 7.4의 경

화 시험, 7.7의 장기물성 시험을 제외하고 전수검사로 한다. 
 
7.2  겉모양 시험 
 
겉모양 시험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a) 이물의 혼입, 도장 얼룩, 도장 누락은 육안으로 보아서 판별한다. 

b) 핀홀은 홀리데이디텍터를 사용하여 1 000 V의 전압을 주어 행한다. 
 
7.3  부착성 시험(Pull off 시험) 
 
도막의 부착성 시험은 관길이 방향에 하여 임의의 1곳을 정하고, 부속서 A에 따라 그 개소에서 원

둘레상 4등분이 되도록 4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다. 
 
4회의 부착성 시험을 시행한 후 그 시험 결과의 평균값을 평균 부착강도로 하고 최소값을 최소 부착

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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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경화 시험 
 
경화 시험은 부도 1에 표시된 B부분에서 커터 나이프(cutter knife) 등을 사용하여 길이 25 mm에서 

30°로 교차하는 2개의 소지에 달하는 흠집(cross-cut)을 내서 도막의 흠, 벗겨짐의 유무를 조사한다. 
 
이 경우의 시험 개수는 1일의 도장관의 동일 호칭 지름인 관 10개 및 그 끝수를 1조로 하는 각 조에

서 1개로 한다. 
 
또한 시험 후에 그의 흠집 부분은 바깥 도장과 같은 도료를 써서 보수하여야 한다. 
 
7.5  도막 두께의 측정 
 
도막 두께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도막의 두께는 전자 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 

개소는 길이 방향에 하여 임의의 2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둘레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b) 소켓 안지름2) 치수는 최소 한계 게이지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7.6  연필 긁기 시험 
 
연필 긁기 시험은 6.4.5의 방법에 따라서 행한다. 
 
7.7  장기물성 시험 
 
도막의 장기물성 시험은 부속서 B에 따른다. 
 

8  재시험 
 
재시험은 5.5의 재손질을 한 경우,  7.의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9  검사 
 
9.1  도료의 검사 
 
도료의 검사는 도막의 비중, 도막의 밀착성, 도막의 내충격성, 도막의 가요성, 도막의 긁기 저항성, 

도막의 방식성, 도막의 내온도 반복성 및 도막의 용출성에 해서 6.에 따라 행하고 3.의 규정에 적

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막의 염수 분무 시험, 저온ㆍ고온 반복 시험 및 용출 시험에 의한 검사는 일

정 기간마다 또는 품질 변경 시마다 행하며, 인수ㆍ인도할 때마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9.2  제품 도막의 검사 
 
제품 도막의 검사는 도막의 겉모양, 도막의 부착성, 도막의 경화 정도, 도막의 두께, 도막의 긁힘 저

항성, 도막의 장기물성에 해서는 7. 및 8.에 따라 시험하여,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표시 
 
표시는 제품의 보기 쉬운 개소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2) 소켓 안지름이라 함은 부도 1의 C 부위 안지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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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장 연월 또는 그 약호 

b) 도장 시공자명 또는 그 약호 

c) 사용된 도료의 수지 종류 

BPA: 에피클로로 히드린과 비스페놀 A의 반응 생성물로 된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경우 

BPF: 에피클로로 히드린과 비스페놀 F의 반응 생성물로 된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 경우 
 

11  도장면의 보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도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 끝부에는 적당한 캡을 붙여야 한다. 
 

 

 

 
비고 1 도장의 범위는 A부분으로 한다. 

비고 2 도막 시험 범위는 B부분으로 한다. 

비고 3 A의 범위 중에서 B의 범위 이외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다시 바깥면 도장과 같은 도장을 행한다. 
 

부도 1 ― 도장 및 도막의 시험 범위 
 
 

마개 플랜지 이음관 

타이튼 조인트 관 플랜지 조인트 관 

메커니컬 조인트 관 KP 메커니컬 조인트 관 

B 

A 

C 

C B 
A A

B

A
BC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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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규정) 

 

도막 부착성 시험(Pull off 시험) 
 
 

A.1  시험편 
 
A.1.1  시료의 채취 
 
도막 부착성 시험을 위한 시료는 덕타일 주철관 내면에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된 제품으로부터 채취

한다. 관의 종류 및 제조 방법은 관련 KS 표준에 따르며, 시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DN 150 직

관 또는 이형관으로부터 채취한다. 
 
A.1.2  시료의 제작  
 
내면 에폭시 분체 도장관은 그림 A.1과 같이 절단하되, 시험편 가공 시 발생하는 열이나 이물질, 물

리적 충격 등에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한 절단된 시험편의 길이방향 절단면(종편 절단

면)이 평편하고 원주방향에 수직이 되도록 하며, 인위적으로 원관이 가진 곡률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시험편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직관 또는 이형관의 가운데 부분에서 채취한다. 
 

 
  

a) 원관의 횡편 절단 b) 종편 절단 c) 완료 시험편 

 
그림 A.1 ― 시료의 제작 

 

A.2  시험 
 
A.2.1  시험 준비물 
 
A.2.1.1  인장시험기 
 
박리하중은 도장된 소지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인장 속도를 균등한 속도로 증가시

키되 1 MPa/s를 넘지 않아야 한다. 
 
A.2.1.2  돌리 
 
인장시험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강철 또는 알루미늄 표면의 원통으로 구성되며, 돌리

(dolly)는 한쪽 끝에 접착제/도막과 접합을 할 수 있는 평면과 다른 쪽 끝에는 인장시험기와 연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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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치로 구성된다. 
 
돌리의 지름은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20 mm로 하고, 시험 중에 뒤틀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돌리 형상 및 치수는 KS M ISO 4624에 따른다. 
 
A.2.1.3  접착제 
 
접착제는 도장된 시혐편과 돌리를 접착하기 위해 사용하며, 시험할 도막과 소지면 사이의 접착력보

다 접착제와 도막 사이의 접착력이 더 커야 한다.  
 
A.2.2  시험방법 
 
그림 A.1과 같이 절단이 완료된 시험편 도막에 균열, 부풂, 박리, 핀홀 등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

은 시험편을 준비한다. 
 
커터 칼 등을 이용하여 그림 A.2와 같이 시험편 정 중앙에 지름 20 mm(돌리 크기)의 원형으로 소지 

면에 닿을 때까지 도막에 선을 긋는다. 
 

 

그림 A.2 ― 도막의 가공 
 
접착제를 도장 면(지름 20 mm 원형면)에 바른 후 돌리를 시험편 중심에 놓이도록 한다. 접착제가 경

화(24시간)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1  돌리 

2  에폭시 분체 도장면 

3  덕타일 주철관 

4  시험용 지그 

그림 A.3 ― 시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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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모멘트 없이 인장력이 시험영역에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인장시험기에 돌리와 시험편을 고정시

킨다. 인장력(박리하중)은 시험 조립체의 파괴가 인장력(박리하중)의 초기 인가 후 90초 이내에 발생

하도록 소지 도장면에 수직으로 1 MPa/s를 초과하지 않게 점차 늘리면서 인가한다. 시험 조립체의 

파괴에 필요한 인장력(박리하중)을 기록하고 준비한 시험 조립체 별로 부착 박리 시험을 반복한다. 
 
A.2.3  재시험 
 
a) 시험 결과, 부착강도 6 MPa 미만에서 돌리와 도막 사이의 분리(도막과 소지면이 박리되기 전에 

돌리와 도막 사이가 먼저 분리되었을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b) 시험 결과, 평균 부착강도 8 MPa 미만이며 1곳 이상에서 돌리와 도막 사이의 분리(도막과 소지면

이 박리되기 전에 돌리와 도막 사이가 먼저 분리되었을 경우)가 발생하여 평균 부착강도 값에 영

향을 준 경우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A.3  시험 결과의 표시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부착성 시험을 한 경우, 시험 결과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 
 

 ＝F/A (N/mm2, MPa),  avg＝ /4  

여기에서 

 ：부착강도 

avg ：평균 부착강도  

F ：인장력(N) 

A ：돌리 단면적(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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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B 
(규정) 

 

도막 장기물성 시험 
 
 
도막 장기물성 시험은 덕타일 주철관 내면 에폭시 수지 도장관의 사용 환경에 한 내부식성을 평가

하기 위한 시험이다.  
 

B.1  시험 항목 및 판정 기준 
 

표 B.1 

시험 항목 판정 기준 

장기물성 

시험 

염수분무 

시험 
500 hr X-cut 편측 최  박리 너비 2 mm 이내(7등급 이상)

 

B.2  시험편의 크기 및 수량 
 

표 B.2 

시험 항목 
시험편 크기 

mm 
시험편 수 비고 

장기물성 
시험 

염수분무 
시험 

500 hr X-cut 150×70 1 

시료의 채취는 덕타일 주

철관 내면에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된 제품으로부터

채취한다. 
 
비고 관의 종류 및 제조 방법은 관련 KS 표준에 따르며, 시료는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DN 150 직

관 또는 이형관으로부터 그림 B.1과 같이 채취한다. 
 

  
 

a) 원관의 횡편 절단 b) 종편 절단 c) 완료 시험편 

 
그림 B.1 ― 시료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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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염수분무 시험 
 
도막의 염수분무 시험은 KS D 9502 염수분무 시험방법의 중성 염수분무 시험방법에 따른다. 
 
B.3.1  시험편 준비 
 
표 B.2에 따라 준비하며 흠 생성 및 시험편 세부 준비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a) 마스킹(masking): 시험 전에 도장시험편의 선단으로부터 약 5 mm 및 이면에 해서 폴리에스터 

점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시험 중에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마스킹을 시행한다. 

b) 흠 생성(X-cutting): 시험에 사용되는 X-cut 시험편은 그림 B.2에 나타낸 것처럼 시험편의 중심 부

근에 길이 60 mm의 2개의 흠을 약 50°의 각도로 교차시켜서 X자의 형태로 만든다. 흠집은 기본 

금속면에 달하는 깊이로 단면 치수는 항상 일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흠집을 내는 기구로서는 커

터나이프, 면도칼 등이 좋다. 
 

 
 

그림 B.2 ― 흠 생성 및 마스킹 
 
B.3.2  평가 
 
B.3.1에서 제작한 시험편은 시험기 내에 수직방향에 하여 15°∼20° 각도로 유지하여 중성 염수분

무 시험을 500시간 실시한 후 시험편을 빼내고 흐르는 물에 세척한다.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동안 

시험편 표면에 부착력을 잃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주걱칼, 스크래퍼 등을 이용하여 문지른다. 염수

분무 시험기에서 제거된 시험편은 15분 이내로 긁기를 마무리한다. 
 
a) 도막의 박리 너비 평가  도막의 박리 너비 평가는 ASTM D 1654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조

자와 소비자 간의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편측으로 측정한다. 도막의 최  박리 너비는 표 B.3

에 따라 평가한다. 

도막의 박리 너비 측정이 어려울 경우, KS M ISO 21227－3의 규정에 따라 화상처리 장치를 이용

하여 측정할 수 있다. 
 
 

마스킹

흠 

약 50°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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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3 ― 평가 등급 

박리 너비 

mm 
등급 

0 10 

0∼0.5 9 

0.5∼1.0 8 

1.0∼2.0 7 

2.0∼3.0 6 

3.0∼5.0 5 

5.0∼7.0 4 

7.0∼10.0 3 

10.0∼13.0 2 

13.0∼16.0 1 

16.0 이상 0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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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xy-powder coating for interior of  
ductile cast iron pipes and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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