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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느낌 그대로 … 자동차 광택과 코팅
눈부시게 빛나는 새 차를 받았을 때의 설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체에 각종 오염물질이 달라붙고
차에 흠집이 생기거나 본래의 색, 광택까지 감소되는
현상을 목격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그래
서 자동차 광택, 코팅 등을 생각하게 된다.
자동차 광택 혹은 코팅, 과연 하는 게 좋을까?

■ 자동차 ‘광택’과 효과
자동차‘광택’작업은 도장 표면의 스크래치 골까
지 깎아내 표면을 고르게 하고, 반짝반짝 광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 정도에 따라 작업 방법에 조금
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컴파운드’라는 모
래 가루와 윤활유가 함유된 연마제를 표면에 도포
하고 광택기(폴리셔)로 돌리며 작업하며, 흔히‘폴리
싱(Polishing)’이라고도 부른다.
광택 작업을 진행하면 자동차 도장에 붙은 오래된
먼지나 타르(주행 중 아스팔트 등으로 생기는 얼룩),
스크래치 및 스월 마크(소용돌이 모양 등 얕은 흠
집) 등이 제거되어 마치 새 차 같은 반짝거림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광택 작업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
는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광택의 정도를 측정할 때‘광택
측정기’를 사용한다. 유리 거울의 광택을 100이라
했을 때 막 출고한 새 차의 광택도는 약 80, 출고 후
1년이 지나면 60 정도로 떨어지며, 3년이 되었을 땐
평균 40~50 정도의 광택도가 측정된다. 평균 70 이
상의 광택도가 유지되어야 자동차 외관상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페인트의 산화 현상도 줄일 수 있기 때
문에 광택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광택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 자동차 ‘코팅’과 효과
도장 표면을 벗겨내는 광택과는 다르게 자동차‘코
팅’은 도장 표면에 보호막을 입히는 작업이다. 코팅
작업을 진행하면 때가 덜 타고 흠집이 생기는 걸 방
지해줄 뿐만 아니라, 세차가 쉬워지고 자동차 외장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동차의 외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막 출고된 차량에 코팅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어
느 정도 연식이 된 자동차는 광택 작업 이후 도장 표
면을 더 보호하기 위해 코팅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코팅’작업은 방식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 왁스 코팅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팅 방법이다. 작업에 필요한
코팅제를 주변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며,
작업 방식이 비교적 간편하기 때문이다. 왁스의 성질
에 따라 액체형과 고체형, 반고체형, 스프레이형 등
다양한 종류의 코팅제가 있다.
왁스 코팅은 간편하고 빠르게 광택 효과를 낼 수 있
다는 게 장점이지만 세차나 빗물, 외부 환경에 노출
되면 지속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유리막 코팅
유리막 코팅은 액체 형태의 코팅제를 바르고 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얇은 막을 형성해 각종
오염물질이 차량에 들러 붙는 것을 방지하고 발수
성능을 높여 유막이 생길 확률을 줄여주는 방법이
다. 작업에 쓰이는 코팅제에 유리의 주성분인‘이산
화규소(SiO2)’가 포함되어 있어‘유리막 코팅’이라
고 부른다.
왁스 코팅에 비해 코팅막이 두껍고 코팅 지속 기
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작업 이후 전반적인 차량 관
리가 수월하다. 어떻게 자동차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지속 기간은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1~2년, 길게는
그 이상 유지되어 높은 지속성을 보인다.
● 필름 코팅
필름 코팅은 차체 도장 위에 얇은 필름을 입히는
작업 방식으로‘랩핑(wrapping)’이라 부른다. 투명
한 필름과 색상이 들어간 필름이 있기 때문에 흰색
차량을 검정색으로 바꾸는 등의 작업도 가능한 코
팅 방법이다. 신차 출고 이후 차량 보호를 위해 투명
한 생활 보호 필름 작업을 주로 선택하고, 오래된 차

량 외관의 색상 변경 등을 위해서 도색 대신 필름 코
팅을 선택하기도 한다.
도색을 하게 된 경우 이후에 또다른 색상으로 바꾸
거나 본래 색상으로 돌아오기 어렵지만, 랩핑은 도
장 표면 위에 덮어씌워 놓는 것이기 때문에 벗겨 내
기만 하면 원래 차량 색상으로 되돌리기 편해서 최근
엔 도색보다는 랩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
하고 있다.
■ 광택 & 코팅 작업 시 유의사항
자동차 광택 작업을 진행했다면, 코팅 작업까지 함
께 하는 것이 좋다. 광택 작업은 도장을 깎아내고 보
호막은 따로 씌우지 않기 때문에 흠집이 더 잘 생길
수 있고, 작업하면서 생긴 표면의 미세한 결 사이사
이에 먼지나 산성비가 침투하면서 오히려 작업 전보
다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팅까
지 함께 진행해 유지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단 여
러 번 광택 작업을 진행하면 도장이 완전히 깎여 나
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광택 작업 시에는 유리와 와이퍼 등에 차량용
마스킹 테이프를 잘 붙여줘야 한다. 연마제가 차량
곳곳에 묻어 지저분해질 뿐만 아니라, 와이퍼 작동
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택 작
업 후에는 한동안 자동 세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코팅 작업의 경우,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주기적인 세차 등
차량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크고 작
은 오염물질이 코팅막을 덮어 반짝이는 효과가 감
소한다.

■ 자동차 도장을 망치는 3가지 습관
① 자동차를 방치해 차량 표면에 오염물질이 쌓이
게 하는 행위
② 세차 혹은 광택 작업 시 청결하지 않은 천 등을
사용해 오히려 차체 표면에 상처를 내는 행위
③ 차를 사자마자 광택 작업을 진행해 도장 표면이
자리 잡기 전에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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