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VAL 시리즈 10 년간 옥외 폭로 결과 보고서 

 

≪시험 목적≫ 

10년간 옥외 폭로 후 ROVAL 시리즈 및 부식 방지 처리 강판의 부식 방지 효과의 비교 

 

≪시험 사양≫ 

   1. 시편 도장 : ① 연마된 강판 (150 × 300 × 3t) + ROVAL (96 % 아연 함유) 

                 ② 연마된 강판 (150 × 300 × 3t) + ROVAL SILVER (83 % 아연 함유) 

                 ③ 연마된 강판 (150 × 300 × 3t) + 사이안아마이드 부식 방지 + 푸탈산 페인트 

                 ④ 아연 강판 (150 × 300 × 3t) → 전기 아연 도금 

                 ⑤ 아연 강판 (150 × 300 × 3t) → 용융 아연 도금 
 

2. 시험 방법 :  JIS Z 2381 (옥외 폭로 시험 방법 통칙) 준수 
 

3. 시험 기간 :  10년 (1982 년 11 월 1 일 ~ 1992 년 11 월 1 일) 
 

4. 시험 장소 :  (재)일본 풍화 테스트 센터 초오 폭로 시험장 

               치바현 쵸시시 신 마치 1065 번지 (북위 35° 43’ , 동경 140°  45 ‘) 

 

≪평가 방법≫ 

   1. 외관 관찰 : 육안 

   2. 두께 측정 : 전자 도막 두께 측정기로 측정 (두께 수치는 평균 두께만 기재) 

 

≪종합 평가≫ 

① ROVAL (평균 두께 약 80μm) 
 

폭로 10 년 경과 후에도 녹의 발생이 없는 것을 보아 건조 도막 중의 아연의 ※희생 양극 작용의 작용으로 완전한 

방청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며 ⑤의 용융 아연 도금과 동등한 부식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크로스 상처 부에는 

녹이 발생하였지만, 도막 아래에 녹 침식은 없었다.  

※ 희생 양극 작용 = 철에 직접 접촉 한 아연이 철 대신 녹슬어(산화하여) 철을 부식시키지 않는 작용. 
 

② ROVAL_SILVER (평균 두께 약 80μm) 
 

폭로 10 년 경과 후에도 평면 부에서는 ①의 ROVAL 과 ⑤의 용융 아연 도금과 마찬가지로 녹의 발생은 없었다. 크로스 

상처 부에서는 ①의 ROVAL과 비교하여 녹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도막 아래에 녹 침식은 없었다.  

아연 함유량은 ①의 ROVAL의 96 %에 비해, ROVAL SILVER는 83 %로 적고, 크로스 커팅 부에서는 ①의 ROVAL 정도의  

부식 방지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ROVAL SILVER의 도막 두께를 80μm을 확보한다면 충분한 부식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③ 사이안아마이드 납 + 푸탈산 페인트(2 회 도장) 

평면 부에서는 도막의 열화에 의해 녹이 발생, 폭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녹이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크로스 상처부에서는 녹이 생겨 도막 아래의 강판 

표면으로 확산되어 도막이 박리되는 것이 보였다. 
 

④ 전기 아연 도금 

열화에 의해 도금 두께가 얇아져서 일부분에 발생된    

녹이 눈에 보임  

 

⑤ 용융 아연 도금 

표면에 흰색 녹은 조금 있지만, 녹의 발생은 없음.  

ROVAL 주식회사 

TEL. 81-72-892-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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