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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AL 시리즈 시공 사양서     

    

 

 

 

1.  적용 

  (1) 적용 범위 : 공장 및 공사 현장에서 ROVAL 시리즈 시공 

  (2) 시공 부위 

  ① 철강재 무게 방식 사양이 필요한 부위 

  ② 철강재에서 아연 도금 사양이 요구되는 부위 

  ③ 아연 도금 강재의 내구성 방식 성능 향상이 요구되는 부위  

 

2.  도장 사양 선정 

   원하는 부식 방지 효과와 마무리 색상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선정 하십시오. 

   색조 등으로 타사 페인트를 덧칠하는 경우 시제품을 선정하십시오. 

   또한, ROVAL 시리즈는 아연 도금과 마찬가지로 노출됨에 따라 색이 변화합니다. 

   

 

                

       

 

 

 

 

 

 

 

                  ※ 덧칠 : 타사 도료의 최종 도장 

  

◆ 도장 사양의 특징 

   (1) "ROVAL" 2회 도장 (회색) 

       상온 아연 도금이라 불리며,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하면서 최대의 부식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대상은 공공기관, 철도, 전력 회사, 종합 건설 회사 등 다양합니다. 

 

  (2) "ROVAL" + "ROVAL 실버" (실버 색상) 

       알루미늄 안료를 더한 ROVAL 실버를 덧칠하면 실버 색상으로 완성됩니다. 일반 도료와는  

ROVAL 주식회사 
6-41-1,Ikuno,Katano, 
OSAKA 
       TEL. 072-892-7791 
       FAX.072-892-6391 

(1)ROVAL 2회  

  도장 

(2)ROVAL + ROVAL실버 

4) 에포 ROVAL 
2회 도장 + 덧칠※ 

(3)ROVAL + ROVAL알파 

시작 덧칠※ 안한다 

한다 

마무리
색 

회색 

은색 

녹방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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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식 방지 효과가 있고 보수 실적도 다양합니다. 

  (3) "ROVAL" + "ROVAL 알파" (메탈릭 실버 색상) 

       일본내에서 유일하게, 아연 안료로 실버 색상을 제공합니다. 

       사양보다 더 강력한 녹 방지 효과가 있고 금속 광택감이 있는 실버 컬러로 마무리됩니다. 

  (4) 에포 ROVAL 2회 도장(회색) + 상도 (타사 도장 계) 

       상온 아연 도금의 상도로 아연과 화합이 좋은 타사 도장계를 덧칠할 수 있습니다.     

       부식 방지 효과도 위의 ( 1 )사양과 마찬가지로 최대의 부식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포 ROVAL은 상도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장 사양] 

  (1) ROVAL 2회 칠 

            항 목 

 공 정 

도포량 

(g/m2 ) 

실제 도포량 (g/m2 , 本/m2) ※1 도막 두께 (μm) 

브러시 스프레이 에어로졸 건조시 미건조시 

소 지역 조정 4. 소지 조정 참조  

ROVAL(1막) 250 300 325 1.3本 40 75 

ROVAL(2막) 250 300 325 1.3本 40 75 

합  계 500 600 650 2.6本 80 --- 

 

  (2) ROVAL + ROVAL SILVER 

            항 목 

 공 정 

도포량 

(g/m2 ) 

실제 도포량 (g/m2 , 本/m2) ※1 도막 두께 (μm) 

브러시 스프레이 에어로졸 건조시 미건조시 

소 지역 조정 4. 소지 조정 참조  

ROVAL(1막) 250 300 325 1.3本 40 75 

ROVAL SILVER(2막) 250 300 325 1.3本 40 80 

합  계 500 600 650 2.6本 80 --- 

 

  (3) ROVAL + ROVAL ALPHA 

            항 목 

 공 정 

도포량 

(g/m2 ) 

실제 도포량 (g/m2 , 本/m2) ※1 도막 두께 (μm) 

브러시 스프레이 에어로졸 건조시 미건조시 

소 지역 조정 4. 소지 조정 참조  

ROVAL(1막) 250 300 325 1.3本 40 75 

ROVAL SILVER(2막) 250 300 325 1.3本 40 85 

합  계 500 600 650 2.6本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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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OVAL 2회 칠 + 상도 타사 도장 계 

            항 목 

 공 정 

도포량 

(g/m2 ) 

실제 도포량 (g/m2 , 本/m2) ※1 도막 두께 (μm) 

브러시 스프레이 에어로졸 건조시 미건조시 

소 지역 조정 4. 소지 조정 참조  

ROVAL(1막) 250 300 325 1.3本 40 75 

ROVAL SILVER(2막) 250 300 325 1.3本 40 75 

합  계 500 600 650 2.6本 80 --- 

프라이머 처리 
아연 도금면에 프라이머 페인트(미스트 코팅 처리 포함) 

(사용 도료 제조사의 카탈로그 참조) 

상도 도료※3 
염화 고무계, 아크릴계, 우레탄계, 에폭시계, 불소계 도료 

(사용 도료 제조사의 카탈로그 참조) 

   ※1 실제 도포량은 붓 도장이 20%, 스프레이도장•에어로졸 도장이 30% 손실 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덧칠 도료의 선정 : ROVAL 도막을 "아연 도금막"으로 간주하고 각 도료 제조사에서 아연 도금면에  

       도장 여부를 확인하여 덧칠할 도료를 선정해주십시오. 

   ※3 위의 표는 표준 환경 (온도 20℃, 습도 65%)에서의 참고 값입니다. 실제 수치는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유성, 프탈레이트 계, 알키드계, 그리고 이를 변성시키는 도료는 사용을 피해주십시오.  

 

3. 시공 관리 

  1 ) 시공 조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공하지 마십시오. 

       ① 시공 환경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② 강재 표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③ 강우, 강설 또는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④ 강풍 또는 먼지가 많은 경우. 

   

  2 ) 시공 검사 

    필요에 따라 시공 검사 및 기록을 합니다. 

    다음 검사는 반드시 실시 준수합니다. 

      ① 피도면 : 일반 방청, 구 도막, 검은 부스러기 등이 없을 것 

      ② 소지 조정 : 수분, 부착물, 유류, 녹, 먼지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할 것 

      ③ 도장 장비 : 소지 조정 종료 후 도장까지 2시간을 넘지 않을 것 

      ④ 도막 두께 : 무작위로 결정한 측정 범위에 대해서 1개소당 4개 이상의 측정을 실시, 

                    모든 측정 지점에서 72μm을 초과하는 것(평균 80μm이상) 

 

  3 ) 취급 및 기타 

     • 충격에 의한 도막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도막에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는 도료로 보수 도장하십시오. 

     • 필요에 따라 포장하는 등 도막의 보호를 해주십시오. 

     • 유기 용제에 의한 중독을 일으키지 않도록 환기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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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기에 주의하고 화재 등의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소지 조정 

   부식 방지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정을 위해 신중하게 작업을 해주십시오. 

   ROVAL시 리즈는 철 표면 또는 아연 도금 표면에 직접 도포해야 부식 방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반 방청 페인트와 구 도막(그리고 필름 포함), 녹, 용접 등에 의한 산화물은 완전히 제거 

   하고 깨끗한 철 표면 또는 아연 도금 표면으로 마무리 하십시오. 또한, 철 표면의 소지 조정 후 

   2시간 이내에 도장 작업을 합니다. 

 

[ 공  정 ] 

   ① 더러운 부착물 :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염분(해염 입자, 용설제) 등은 고압 수세 세정 등으로 제거합니다. 

   ② 유         류 : 깨끗한 걸레로 닦아내고, 신나 등의 용제로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③ 소 지   조 정 : 아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합니다. 

      ◆ 용접, 절단 부의 처리 : 

         용접, 절단 후 부재 표면에 용접, 절단에 의해 생긴 슬래그 등의 산화물이 생성되므로 

         부라스트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합니다. 

   ④ 처리 후 먼지 : 에어 블로우, 빗자루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소지 

항목 
철           면 아연 도금면 

주요 

적용 예 

아연 도금과 동등한 

녹 방지 효과 요구  

부위 

용접 용단 보수 

일반 환경에서 사용 

용접 용단 보수 

기설 아연 도금 재생 

신설 아연 도금 

부식 방지 효과 향상 

소 지 
검은 부스러기, 적녹 이전 도막, 용접  

용단 부 등 

붉은 녹이 발생 
구 도막 존재 
용접 용단 부 등 

붉은 녹 발생 없음 

종 류 

블러스트 처리 
1종 B 
ISO 8501 Sa1/2※ 

전동 공구 처리 
2종 
ISO 8501 St3※ 

수공구 처리 
2종 
ISO 8501 St2※ 

방 법 

검은 부스러기,적녹: 

분사에 의해 제거 

(2시간 이내에 도

장) 

구 도막(필름 포함), 적녹, 용접 용단부 :  
디스크 샌더 등의 동력 공구 및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용접•용단 부
의 처리 참조)  
흰색 녹부 : 오른쪽 소지 조정 참조 

흰색 녹 부 : 

와이어 브러시 

연마옷감(#80~#100)등

으로 제거 

     참조 :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동해설, JASS 18도장 공사(1998년판) 일본 건축 학회 

     ※ 확인 방법은 육안으로 표준 사진(ISO 8501-1(1998),8501-2(1994)) 및 작업 부위를 비교하십시오. 

 

 

5. 도장 

 붓, 롤러 도장 스프레이 도장 (에어, 에어리스) 에어로졸 도장 

교 

반 

동력 교반 : 3분 이상 교반 후 캔 바닥에 침전물이 없음을 확인 
수동 교반 : 포장된 캔을 3분 이상 흔들어 개방한 후 다시 교반하고 캔에 침전물이 
없음을 확인 
도장의 교반 : 항상 페인트가 균일한 상태를유지 
연속도장(스프레이 건, 압송 롤러가 깨지는 등) : 정상 교반한다.  

진동에 의해 소

리가 난 이후에

도 30번 이상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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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 

도장이 어려운 부분
은 덧칠 도장: 오른
쪽, 도장 부위 참조 
빠트리는 부분이 없
도록 주의 
브러시:부드러운 솔
로 도료가 잘 발리
는 것 

압력,거리를 조정하여 균일하게 도장 

도장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가로 도장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 용접 부분 등) 피도면과의 거

리 : 약 30cm 

도장(이동)속도 

: 약 10cm/초 

◆에어 스프레이※1 

여과 : #100을 사용 

분사구 직경 : 1.5~2.0mm 

공기 압력 : 0.29MPa 표준 

◆에어리스 스프레이※1 

필터 : #50~60 

형식 : 그라코 GGO317 이상 

도장기구 : 30대1이상 권장 

최소 무화 압력 : 10MPa이상 

희 
석 불필요※2 페인트 무게의 5%이하 불필요※2 --- 

손 
실 10~20% 20~40% 

     ※1：도장 기기에 대한 처리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각 도장 기기 제조 업체의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2 : 점도가 캔이 개방된 때에 비해 상승하는 경우 전용 희석제(ROVAL SILVER, ROVAL 신나, 기타  

 ROVAL희석제)를 사용하여 각 도료 중량에 대해 5%이하로 희석하십시오. 

[ 도장 간격 ] 

   2번째 막 도장 작업은 1층 막이 건조되어 경화된 후 해주십시오. 

   경화 건조 기준은 "도막 경화 건조 평가" 또는 아래 표의 "환경 온도와 도장 간격의 기준"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판단하십시오. 

 

  ◇막 경화 건조 평가 : 도막의 두꺼운 부분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도장면에 지문에 의한 함몰이 없을 

    경우, 도막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고 도장면을 손가락으로 반복하여 문질러도 도장면에 흔적이 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고 건조한 것으로 판단하십시오. 

    (참고 : JIS-K-5600.1.1-4.3.5) 

  ◇환경 온도와 도장 간격의 기준 (단위:시간) 

 

 

 

 

 

 

 

       ※건조 도막 두께 40μm, 습도 65%의 표준 값입니다. 환경, 도막 두께 등에 따라 변화합니다. 

  ◇강제 건조 : 강제 건조하면 도장 후 10분 정도 경과 후 하여 주십시오. 

  ◇에포ROVAL에 타사 일반 돌의 덧칠 도장 : 상온에서 24시간이상 이어야 합니다. 

    5℃이하의 온도일 경우에는 도장하지 마십시오. 

                                                       이   상 

환경 온도(℃) 5 10 15 20 25 40 

ROVAL(후막 포함) 

에포(ROVAL) 
10 4 2 1 30분 20분 

ROVAL SILVER + 

ROVAL ALPHA 
12 10 4 2 1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