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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원리 

철의 녹 방지(부식 저항)를 할 때, "철은 왜 녹스는가?"라

는 것부터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

면 방청 및 부식은 표리 일체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철에 녹이 스는 현상은 현실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

라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본

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기 화학적 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철은 왜 녹스는가?] 

철은 대부분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기 대문에 비균

일적이며, 가공 및 열처리에 왜곡이나 산화 피막의 분포 

이질을 일으키는 등 완전히 균일한 물질은 아닙니다. 따라

서 철 표면 부분마다 미세하게 전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러한 부분이 대기 중의 수분에 노출되면 그곳이 국부 전

지가 되어 철의 산화(부식)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그림-1]과 같은 국부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림 - 1 

            철 표면의 불순물로 인한 

               국부 전지의 구성도 

    대기 

                                          

      Fe＋＋   OH－    H２O  H＋  H＋   철표면 

            OH－                     수분 

                             H    H 

 

  철(산화물)                            불순물 

                                       (환원쪽) 

 국부 전지 반응 

 

 

[그림-2]는 전해질 용액(식염수 등)에 철판과 아연 판을 넣

어 검류계를 배치한 와이어로 연결한 그림입니다. 이때 전

류는 철판 측에서 아연쪽으로 흘러 철판 표면에 작은 수

소 거품이 생성이 됩니다.  

그림 - 2 

  

   도선→           ○A          

           ↑전류     전류계        ↑e-(전자)       

 

               ←H+  Zn++← 

               ←H+  Zn++← 

 

 

                (전해질 용액) 

아연과 철의 이온화 경향의 차이 

 

전기 화학적 반응 

   아연 쪽(양극) : Zn→Zn++ + 2e- (산화반응) 

   철판 쪽(음극) : 2H+ + 2e-→H2↑(환원반응) 

 

이와 같이 전자(e-)를 남겨 이온화된 전극을(산화쪽) 양극

이라 하고, 수소 이온(H+)이 전자와 중화하여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전극을 음극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아연과 

철판을 전기적으로 접촉시켜 놓고, 아연을 양극으로 하면 

아연 이온을 용출하고 음극인 철에는 아무런 부식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연이 스스로 

부식(이온이 되어 녹음)되어 철을 녹으로부터 보호하는 기

능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연의 작용을 희생 양극이라 

하고 다른 말로 음극 부식 저항이라 합니다.

 철 : Fe →Fe＋＋＋2ｅ－  (산화반응)       

 불순물 : 2H＋＋2e － →H２ ↑(환원반응)    

즉 철(Fe)은 산화되어 철 이온(Fe＋＋)이 된 후, 수분(H2O)

이 해리되어 생긴 수산화 이온(OH-)과 결합하여 수산화 

제 1철(Fe(OH)２)이 되고, 이것이 또한 산화되어 이른바 

녹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철의 기본적인 부식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부식을 

방지하는(방수) 방법을 생각할 때, 녹의 원인이 되는 철의 

이온화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근본적인 방수방

법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철

의 방청에 사용되는 것이 아연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연으로 철 부식 방지가 되는 가?" 

금속은 이온화해서 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지만, 금속에 의

해 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과, 어려운 금속이 있습니다. 이 

이온화 경향 서열을 나타낸 것을 이온화 열이라고,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온화 열 

K, Ca, Na, Mg, Al, Zn, Fe, Ni, Sn, Pb ,(H), Cu, Hg ,Ag ,Pt, Au 

     이온화 경향 큼 

위의 이온화 열 왼쪽에 있는 금속일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고, 이온이 잘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연과 철의 경우 

아연이 이온화가 더 잘되는데, 이것은 [그림-2]와 같이 간

단한 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ROVAL시리즈의 부식 저항 원리] 

ROVAL시리즈가 왜 철에 방청기능을 제공하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도막의 아연이 철 대신 부식하는 희생 양극 작

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연이 희생 양극이 되기 

위해서는 철과 접촉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방청에 대

한 연구는 1942년 영국 캠브리지 야금 연구소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며, 아연 도금과 동등한 방청력을 얻기 위해서

는 건조 도막의 95%이상이 아연 함유량이어야 된다는 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ROVAL시리즈는 이러한 것을 바탕

으로 설계된 고농도 아연 말 도료(zinc 리치 페인트)이고, 

ROVAL,에포ROVAL의 도막의 아연이 96% 함유되어 있습니

다.(단, ROVAL SILVER에는 83%, ROVAL ALPHA에는 92%로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OVAL시리즈를 도장

하면, 아연 도금처럼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아연 도막이 희

생 양극이 되어 철에 방청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ROVAL시

리즈의 이러한 방청방법은 [그림-3]과 같이, 도막의 아주 

작은 흠집이나 구멍에도 상관없이 녹이 퍼져 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 

판 

아 

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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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3 

   ROVAL 시리즈             일반 페인트 도막 

     

       핀홀                         핀홀 

        ↓        ROVAL             ↓       일반 

                   도막                       도막 

                     

                  연도 변화 

                        

  도막의 아연이 부식됨        도막 아래에 녹이 확대 

 

                     ↔ 

                     철         도막도 뜨게 됨 

 

■MIL규격 

아연 도금은 현재 가장 뛰어난 철의 부식 방지 방법 중 

하나이지만, 철을 용접 및 절단 가공하는 경우 그 부분의 

방수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MIL

규격(미군 규격)에서는 이러한 아연 도금 보수 재료로써 

"MIL-P-21035 SHIP"에서 "건조 도막 중 94% 이상의 금속 

아연 말을 함유한 아연 페인트 사용"으로 정하고 있습니

다. 

                    [MIL사양]  (발췌) 

                                      MIL-P-21035(SHIPS)    

                                       23 AUGUST 1957. 

             MILITARY SPECIFICATION 

         PAINT, HIGH ZINC DUST CONTENT. 

              GALVANIZING REPAIR 

  1.  SCOPE 

  1.1. This specification covers a high zinc dust content paint for 

       regalvanizing welds in galvanized steels. 

  3.  REQUIREMENTS 

  3.2. Quantitative requirements. ----- The Paint shall      

   conform to the quantitative requirements specified in table Ⅰ.               

       Table Ⅰ-Quantitative requirements. 

Characteristics Minimum 

 Pigment, percent by weight of 

   Nonvolatile content. 

 Pigment, percent zinc by analysis. 

Pigment, pounds per gallon of paint 

 Flash point. 

   94% 

  97.5% 

 12 , 26°C 

 

■도장 방법 

ROVAL시리즈는 모두 기존 조제 1액형이기 때문에 현장에

서의 조제 작업이나 사용 가능 시간 제한 등이 일체 없습

니다. 따라서 쉽고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도장할 수 있습니

다. 

교반 

ROVAL시리즈는 비중이 큰 금속 아연 말이 대량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캔을 열 때[그림 : 왼쪽]에는 (캔의 용

량 및 저장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젤라틴, 금속 아연 말

이 바닥에 침전된 상태이므로 사용 전 충분히 교반하여 

전체를 균일한 상태[그림 : 오른쪽]로 해야 합니다. 이 교

반 작업은 ROVAL시리즈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한 것이니 꼭 실행하십시오. 또한 도장 중에도 교

반을 때때로 해주는 것도 유의하십시오. 

 

 

       교반 전                    교반 후 

 

 

                     교반 

 

 

 (아연 말이 가라앉은 상태)         (균일하게 교반된 상태) 

 

 

전처리 

도장 철 표면 또는 아연 도금 표면 상태로서는 일반적인 

상태와 동일합니다. 즉 피도면은 마른 상태로 녹 등이 없

는 상태로 두십시오. 그러나 구 도막은 일반 페인트와 달

리 완전히 제거하고 철 표면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ROVAL시리즈가 철, 또는 아연 도금 표면에 직접 발라 표

면과 접촉해야 전기 화학적인 부식 방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두어도 

ROVAL시리즈의 부식 방지 효과는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머류는 바르지 마십시오. 또한, 저처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당사 영업부로 연락하여 청구

하십시오. 

 

붓칠 

ROVAL시리즈는 모두 붓칠에 맞게 조제되어 있습니다.  

얇은 배너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교반하여 바릅니다. 붓

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하여 가볍게 도포합니다. 도장에 도

료 점도가 올라온 경우에만 각각의 전용 희석제로 점도를 

조정하십시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시너의 양은 중량의 5%

미만으로 사용하십시오. 

 

상품 전용 희석제 

ROVAL 

ROVAL ALPHA 

ROVAL SILVER 

ROVAL 시너 

에포 ROVAL 에포 ROVAL 희석제 

 

스프레이 도장 

ROVAL 스프레이를 분사하려면 각각의 전용 희석제를 추

가(무게의 5%이하)희석하십시오.(다른 시너 조치는 불가.) 

큰 컵의 경우에는 도장하는 동안 기계적인 교반이 필요합

니다. 스프레이 압력은 3~4kg/cil 정도로 하고, 노즐 지

름은 1.5~2.0mm정도가 알맞습니다. 또한 에어리스 

스프레이도 같은 요령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포량 및 두께 

2㎡/㎏ (붓 2회 칠) :80미크론 

ROVAL시리즈의 경우, 아연 부착 량(=두께)이 방청력을 좌

우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양을 바르지 마십시오. 

각 제품도 1kg에 2㎡정도의 넓이에 바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약 2회 칠하는 도포량입니다. 이 도포량(2㎡/㎏)일

때 두께는 약 80 미크론입니다. 또한 ROVAL과 에포

ROVAL에 대해서는 이 도포량일때 이론 아연 부착량이 

375g/㎡가 됩니다. 

 

 ■건조 시간 

각 제품 모두 30~60분 가량 손가락에 묻어나지 않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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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조합니다. 완전 건조는 24시간이 필요합니다. 

 

■덧칠 

외막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접착성,도막 경도 부분에서 

에포 ROVAL을 권장합니다. 

 

도장 간격 

에포ROVAL을 도장 후 24시간, 가능 하면 48시간 이상 간

격을 두십시오. 

 

미스트 코팅 

덧칠하기 전에 미스트 코팅(구멍 처리 용)으로 꼭 프라이

머를 에포ROVAL도막에 바르세요. 그 후에 도막의 소구멍

을 막으면 덧칠할 때 발포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덧칠 도료 

에폭시, 염화 고무 계, 우레탄 계 등을 추천합니다. 프탈레

이트와 알키드 등 유성 계 도료는 층간 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ROVAL SILVER, ROVAL ALPHA에는 덧칠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OVAL 주식회사 

                   영업• Ikuno 공장             
6-41-1, Ikuno, Katano City, Osaka, 5760054, JAPAN 
          TEL. +81-72-892-7791 FAX. +81-72-892-6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