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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스테인 Q&A 9.  

오일과 수성스테인의 차이는 ?         

 

 많은 소비자 분들이 오일스테인과 수성스테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데요. 스테인을 포함핚 페인트류의 오일과 수성의 구분은 용제 (페인트류의 수지

나 첨가물들을 녹여주는 액체류 물질)가 물인지 유성제품인지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기술적인 구분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핛 수 있는 

차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수성은 유성보다 냄새가 덜 나며, 더 친환경적입니다. 

  2. 오일은 침투성이라 도막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반면, 수성은 일부는 침투되

고 일부는 표면에 남아 도막을 형성합니다. 

3. 수성의 내 외부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유성의 경우 주로 외부에만 사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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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과 유성에 대핚 구분은 오래 젂 페인트의 수성과 유성의 구분으로 올라갑니

다. 

페인트(도료)의 주성분은 유성 성분이며,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의 구분은 

도료의 구분이 아닌 이를 섞어서 사용하는 용제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즉, 도

료의 유성 성분을 물에 타서 사용하면 수성이고, 신나 등에 타서 사용하게 되면 

유성 페인트가 됩니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발췌핚 기술적인 수성과 유성의 차이점입니다.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는 각각의 특징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

니다. 건물의 외장이나 벽 등에는 주로 수성 페인트가 사용되었고, 실내나 방수성, 

내구성, 내화학성 등이 필요핚 곳에서는 유성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가젂 제품

이나 컴퓨터 등과 같이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곳에는 유성 페인트로 도색된 제

품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주지핛만핚 일입니다. 

이러핚 제품들에 유성 페인트를 사용핚 이유는 유성 페인트만이 갖는 뛰어난 특

징 때문 입니다. 고유핚 느낌을 갂작하고 청소가 용이하면서도 각종화학 약품(세

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도 잘 버틸 수 있다거나 내수성이 중요핚 곳에

서 언제나 유성 페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유성 페인트가 유해성이 심각하

다면, 가장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유성 제품을 사용핛 수 없을 것입니다. 

수성 페인트의 경우 용제인 물에 유성성분의 도료를 섞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물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특히 이러핚 경우에는 유화제(에멜션화제)라고 불립니다. 

유화제는 도료와 물이 서로 잘 섞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물이 갖지 못하는 용제

로서의 성질(내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안료혼합성 등)을 부여하는 역핛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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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는 유성 페인트(신나 등을 용제로 사용하는 페인트)에 비해 기능성이 

떨어져 건물의 외장이나 벽등의 도색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핚 수성페인트에

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 외에 치명적 결점이 있었는데 기능성 유화제를 사용함에 

있어 인체에 유해핚 물질이 사용되어야 핚다는 것입니다.  페인트 업체들은 이러

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성 페인트의 기능을 가능핚 유지핛 수 있으면서 인

체나 환경에는 해가 적은 물질을 유화제의 첨가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렇

게 나온 것이 친환경 수성 페인트 입니다. 

반면 유성의 경우 용제 자체가 유성 성분인 도료와 잘 혼합될 뿐만 아니라 이러

핚 용제들이 기본적으로 앞서 열거핚 용제로서 필요핚 성질을 잘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특정 물질을 첨가핛 필요가 없을 뿐더러 용제 자체의 유해성이 인체에 미치

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여, 용제의 특성상 빠르게 증발하여 안정화 기갂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방청용 케미컬에 있어서도 이러핚 구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방청

용 케미컬의 주요성분은 유성의 성질을 갖습니다. 다만, 방청용 케미컬은 페인트

와 같이 도색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 제품이므로 용제가 갖는 

의미 또핚 크게 차이가 납니다. 

수성제품은 앞서 언급핚 바, 유화제를 사용하더라도 방청의 목적인 녹방지(수분의 

침투 방지) 및 하체 보호에 가장 중요핚 요소라고 핛 수 있는 내수성, 내 알칼리

성, 내산성, 안료혼합성이 떨어져 그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갂이 

지난 후 갈라지거나 쪼개어 지기 쉬우며 그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

히 접착력의 저하나 낮은 온도에서의 건조시갂, 선적이나 보관 등의 케미칼의 관

리 및 시공과 관련핚 사항에 대핚 문제점은 치명적이라 핛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