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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VAL 

Ｒ 

ROVAL ALPHA 

Ｒα 

ROVAL SILVER 

ＲＳ 

에폭시 ROVAL 

ＥＲ 

일반명칭 고농도 아연 말 도료 (징크 리치 페인트)) 

색상 GRAY 메탈릭 SILVER SILVER GRAY 

아연 함유율 96% 92% 83% 96% 

바인더 1 액형 스티렌 아크릴계 1 액형 에폭시 

비중 2.50±0.1 1.65±0.1 1.68±0.1 2.55±0.1 

건조시간 (붓칠) 

(스프레이 타입) 

30분 

30분 

60분 

30분 

45분 

45분 

30분 

- 

이론 도포량 

실제 도포량 

500g / ㎡ (2 회 도장) 

600g / ㎡ (솔칠 시 손실 20 % 포함) 

도막두께 80μm (2 회 도장) 

내열성 

(24시간 이상이 

없는 온도) 

 

170℃ 

 

300℃ 

 

내한성 

내한 조건 : -60℃ × 연속 1008 시간 이상 없음 

(-30℃ × 5 시간 ← → +10℃ × 1 시간) × 72주기 이상 없음 

(1 주기 = 6 시간) 

 

특징 

 

시리즈 최강의 방수 

성능을 가진 상온 

아연 도금 

 

특수 연마 한 아연 

조각 사용 

 높은 성능의 징크 

리치 페인트 

 

아연 도금의 보수, 

ROVAL 외투에 

최적화 된 SILVER 

 

징크리치 

ROVAL의 방수 

성능에 내열성, 

내용제성을 구비 

부식 방지 효과 ★★★★★ ★★★★ ★★★ ★★★★★ 

덧칠 ※ 1 

(타사도료 상도) 

 

가능 ※ 2 

 

불가능 

 

불가능 

 

가능 

 

※ 1 : 업체 페인트 덧칠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2 장” 을 참조하십시오. 

※ 2 : 스프레이 불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량 및 포장 

종류 혼연 유형  

ROVAL 
 

1kg 

 

5kg 

 

25kg 
300ml 

에폭시 ROVAL 없음 

ROVALSILVER 
 

0.7 

 

3.5kg 

 

20kg 

 

420ml 
ROVAL ALPHA 

포장단위 12캔 4캔 기름통 24본입(6x4상자) 

후막 형 ROVAL 25kg 통 

ROVAL 제트 스프레이 420ml 6 개 × 4 관 = 24 개입 (박스) 

ROVAL TX 프리 스프레이 420ml 6 개 × 4 관 = 24 개입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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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ROVAL 에 대해서 

 

Q1 : "ROVAL"이란? 

A : ROVAL은 아연 도금과 마찬가지로 전기 화학적 작용으로 철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도료입니다. 

 

Q2 : ROVAL 시리즈는 징크 리치 페인트입니까?                      1 액형과 2 액형의 차이는? 

A : 1 액형 징크 리치 페인트입니다. 

일본명 : 고농도 아연 말 도료 

 

Q3 : ROVAL 시리즈는 유기계입니까? 무기계입니까? 

A : 유기계의 1 액형 타입, 징크 리치 페인트입니다 

 

Q4 : 유기계와 무기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  

 무기계 진크 리치 유기계 진크 리치 

 
바인더 

 

알킬 실리케이트 

알칼리 실리케이트 

반응 형 에폭시 

고분자 에폭시 

에폭시 에스테르 계 

스틸렌 계 

 

장점 

부식 방지성이 뛰어나다 

마찰에 강하다 

내열성 · 내유성 · 내용 제성이 좋다 

부착성이 좋다 

작업 성 · 보존성이 좋다 

소지 조정 폭이 넓다 

 
단점 

엄격한 소지 조정이 필요하다 (폭발) 

경화에 적당한 온도 · 습도가 필요하다 

도막의 가공성이 나쁘다 

경화 중에 기포 균열 발생 

인화성이 약하다 

유기 용제에 약하다 

내열성이 떨어진다 

마모에 약하다 

 

Q5 : ROVAL 시리즈 제품 중 납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A : 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염료는 모두 아연 분말(일부 상품에 알루미늄 염료를 사용)입니다. 

 

Q6 : "아연"과 "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아연"과 "납"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납"는 인체에 유독합니다. 한편 "아연"는 인간의 미각을 담당하는 필수 원소로 귀중한 금속입니다. 

☆주의! ROVAL은 유기 용제를 이용한 도료입니다. 몸에 부착하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Q7 : ROVAL 시리즈는 위험물입니까?   

A : 소방법 제 4류, 제 2석유류로 위험물입니다. 

   (에폭시 ROVAL 및 에어로졸 제품은 제 4류, 제 1석유류) 

 

Q8 : ROVAL 시리즈의 도막의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A : 소지 조정, 도막 두께, 환경 등으로 부식 방지 효과 지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Cold Galvanizing ROVAL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시공 관리자의 판단에 의거) 최대 10 년간 

도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액형 :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2액형 : 경화제가 필요 

1 



아연의 이온화 경향 

Q9 : 정말 상온에서 아연 도금이 가능합니까? 

A : 할 수 있습니다. ROVAL은 아연 도금과 동등의 부식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40 년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건조 도막 중 95 % 이상 아연 분말을 포함한 

도막은 용융 아연 도금처럼 철을 전기 화학적으로 부식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론을 도료화 한 

것이 바로 ROVAL입니다. 

 

Q10 : "ROVAL"과 일반 도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 일반 도료는 환경 차단에 의해 부식을 방지하지만 ROVAL은 아연 도금 마찬가지로 전기 화학적으로  

녹을 방지하기 때문에 큰 부식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ROVAL 도막에 상처가 생겨 강재가 노출해도 주위 

아연이 강재의 상처 부분을 보호하여 도막 아래로 녹이 퍼지지 않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금속이 이온이되기 쉬운 금속부터 어려운 금속이 이온화 경향의 순서를 이온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아연은 철보다 이온이되기 쉬운 철 아연과 접촉하고 있다면 아연 쪽이 이온화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아연만 녹슬며 철은 녹슬지 않습니다. 

이 전기 화학적 인 성질을 이용하여 철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연 도금이나 "ROVAL"입니다. 

 

◆ 이온화 경향 

칼륨 > 칼슘> 나트륨>마그네슘>알루미늄> 아연 > 철 > 니켈 > 주석 > 납 > 수소 > 구리> 수은 >  은 > 백금 > 금 

K > Ca > Na >  Mg >  AL  >  Zn > Fe > Ni > Sn > Pb > (H) > Cu > Hg > Ag > Pt > Au. 

크다   ←   이온화 경향   →   작다 

 

Q11 : 스프레이 캔은 왜 옆으로 보관합니까? 

A : 옆으로 저장해야 안에 들어있는 교반용 스틸 볼이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교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2 : 한 번 사용한 스프레이의 보관 방법은 무엇입니까?   

A : 사용 후 즉시 거꾸로  2 초 정도 살포한 후 옆으로 보관하십시오. 

   거꾸로 뿌리게 되면 분출 가스가 튜브 속에 남아 페인트를 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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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도장에 대해서 

 

 

 

 

Q1 : 밀 스케일 (흑피)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A : 밀 스케일, 녹 등은 제거하고 발라주세요. 

밀 스케일 위에서 도장하면 도막의 박리와 부푸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ROVAL시리즈가 가진 부식 방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Q2 : ROVAL을 벗겨 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ROVAL 시리즈는 옥외 폭로되면 서서히 도막이 단단해져 안정된 산화 피막으로 덮여 갑니다.  

따라서 도장 초기에는 전용 시너로 닦아 낼 수 있지만, 도장 후 1 개월 이상 지나면 글라인더 등으로  

물리적으로 도막을 제거 해야합니다. 

 

Q3 : 소지 조정을 할 때에 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A : 산 세척 처리는 가능하지만 , 전체 중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라스트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 ROVAL 시리즈를 아연 도금 용접 후 또는 단면을 보수 할 때의 사양은 어떻게 됩니까?   

A : 소지면을 전력공구를 이용한 후 ROVAL시리즈를 잘 교반하여 발라주십시오 

 

Q5 : 구 도막은 가지고 있지만 침투 된 녹이있는 경우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A : 최대한 침투되어 녹슨 부분도 전력 공구를 병용하여 처리하십시오. 

 

Q6 : ROVAL 도장시 사용되는 소지 조정 방법 

① 얼룩 부착물 :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신나 등의 용제로 꼼꼼히 닦아 낸다. 

녹 및 흑피 등 : 블라스트로 제거. 

용접 용단의 스퍼터 조치 슬래그, 붙어있는 불순물 등은 디스크 썬더 등의 전력 공구 및 

스크레이퍼 · 와이어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제거한다. 

처리 후 먼지 : 에어 컴프레셔, 빗자루 등으로 충분히 제거. 
 

 

 

 

② 얼룩 부착물 :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 깨끗한 천으로 닦아, 신나 등의 용제로 꼼꼼히 닦아 낸다. 

녹슨 부분 및 용접 용단의 스퍼터 조치 슬래그, 붙어있는 불순물 등은 디스크 썬더 등의 전력 공구 

및 스크레이퍼 · 와이어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제거한다. 

백청 부 : 와이어 브러쉬 연마 천 (# 80 ~ # 100) 등으로 제거. 

처리 후 먼지 : 에어 컴프레셔, 빗자루 등으로 충분히 제거. 
 

 
오래된 녹이 나와있는 철 부재, 아연 도금 부재에 도장시에 

전처리 

완성한지 얼마 안된 철 부재에 도장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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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얼룩 부착물 :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 깨끗한 천으로 닦아, 신나 등의 용제로 꼼꼼히 닦아 낸다. 

백청 부 : 와이어 브러쉬 연마 천 (# 80 ~ # 100) 등으로 제거. 

처리 후 먼지 : 에어 컴프레셔, 빗자루 등으로 충분히 제거. 

 

 

 

④ 얼룩 부착물 :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유류 : 깨끗한 천으로 닦아, 신나 등의 용제로 꼼꼼히 닦아 낸다. 

처리 후 먼지 : 에어 컴프레셔, 빗자루 등으로 충분히 제거. 

 

 

 
 

 

 

Q7 : ROVAL 시리즈의 도포량은 얼마나 됩니까? 

A : 이론상 도포량은 500g / ㎡ (2 회 덧칠), 두께 80μm 이며, 실제 도포량은 붓칠은 20 %, 스프레이 도장은 

30 % 정도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도료보다 비중이 무거워 손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Q8 : 발랐을 때의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상도에서 바른 직후의 젖은 두께, 건조 후 두께는 아래와 같이됩니다. 

 바른 직후(μm) 건조 후(μm) 

ROVAL, 에폭시 ROVAL 75 40 

ROVAL ALPHA 80 40 

ROVAL SILVER 85 40 

 

Q9 : 스프레이 1캔으로 얼마나 도포가 가능합니까? 

A : ROVAL, ROVAL ALPHA, ROVAL SILVER  : 0.4 ㎡ / 1 캔 (2 회 덧칠) 두께 80μm 

ROVAL 제트 스프레이 :  0.5 ㎡ / 1 캔 (1 회칠) 두께 80μm 

 

Q10 : ROVAL 제트 스프레이로 1 회에 두께를 80μm로 하려면 분사 시간은?  

A : 도장할 면과 스프레이 사이를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초당 10cm 정도로 이동하면 두께 80μm 로 도장 

할 수 있습니다. 

 
 

 

 

Q11 : 어떤 붓으로 칠해야 하나요?  

A : 부드럽고 흡수량이 좋은 브러쉬를 사용하십시오. 

 

녹의 슬지 않는 아연 도금에서 흰색 녹이 나와있는 부재에 도장시에 적용 

 

완성 된 직후의 아연 도금에서 백청이없는 부재에 도장시에 적용 

도포량 

기계 재료 

추천 도포량 80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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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에어 스프레이 도장은 있나요?  

A : 있습니다. 사용 칩 구경은 1.5 ~ 2.0mm입니다. 

희석시에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여 무게의 5 % 이하로 하십시오. 

 

Q13 :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있나요?  

A : 있습니다 (전용 희석제로 희석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필터는 50 ~ 60메시, 도장 기기는 압축 비율 30:1 이상 또는 징크 리치 페인트 용 중형 이상을 사용 

 

Q14 : 정전 도장은있나요?  

A : 있습니다. 정전기로 도장하여 도장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 전압의 기준은 6 만 볼트로 

절연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Q15 : ROVAL 시리즈에 덧칠을 하려면 어떤 도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에폭시 ROVAL, 

 

ROVAL 
ROVAL ALPHA 

ROVAL SILVER 
 

상 
도 
가 
능 
도 
료 

 

자사 

도료 

 

ROVAL ALPHA,ROVAL SILVER 

뉴 징크 커버, 도금 커버 

 

도금 커버 

 

타사 

도료 

 

우레탄, 아크릴 

불소계 

 

※ 2 

 

불가능 

※ 1 JASS 18 M109 (변성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적합 품 (용제)를 사용하십시오 

※ 2 ROVAL에 덧칠은 ROVAL 도막의 재 용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프레이 도장 이외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ROVAL보다 성능이 높은 에폭시 ROVAL을 사용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페인트를 덧칠하는 경우, 반드시 24 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십시오. 

◆ 타사 페인트를 덧칠하는 경우 페인트에 따라 발포 현상이 심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우 미스트 코팅 처리 ※ 3을 덧칠을하여주십시오. 

※ 3 미스트 코팅 처리 : 전용 시너로 30~50% 정도 희석 한 낮은 점도의 덧칠 도료를 도포하고 ROVAL 

 도막, 에폭시 ROVAL 도막을 공기와 치환시켜 밀봉 처리하는 방법 

 

Q16 : 왜 ROVAL SILVER, ROVAL ALPHA 업체 페인트 덧칠 수 없을까?  

A :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 도료보다 부착 성이 낮고 덧칠 할 수 없습니다. 

   1. 일반 도료에 비해 아연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2. ROVAL SILVER 알루미늄, ROVAL ALPHA는 아연 분말을 비늘 모양으로 특수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Q17 : ROVAL에 덧칠이 필요 없나요?   

A : 덧칠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ROVAL 도막만으로 충분한 부식 방지 능력이 있으며, 유지 

보수시에 일반 페인트 도막이 있으면 덧칠 도막을 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ROVAL 제품으로 

마무리 상태라면 그 위에 직접 새로운 ROVAL을 도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Q18 : 왜 덧칠로 푸탈산 도료 (유성계 도료)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 유성 계 도료는 6 개월 ~ 2 년 후에 층간 박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프탈산 이외의 유성 계 도료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덧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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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 에폭시 ROVAL 외투에 소부 도장은 가능하나요? 

A :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포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스트 코팅 처리를하고 덧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15 참조) 

※ 열처리 도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0 : 에폭시 ROVAL + 합성 수지 도료 또는 수성 우레탄 도료는 문제가 있습니까? 

A : 합성 수지 도료는 유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유성으로 변성하지 않는 수성 우레탄 도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아연 도금에 적용 할 수 있는지를 업체에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시 발포 현상을 줄이기 위해 미스트 코팅 처리를 한 후 도장하는 것이 좋습니다(Q15 참조) 

 

Q21 : ROVAL을 스테인레스 위에 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A : 금속 표면을 닦고 발라주세요. 

 

Q22 : 원래 크롬 도금 가공되어있는 장소에 발라도 괜찮나요? 

A : 크롬 도금과 동등의 성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미관을 장기간 요구되는 장소 및 마찰 충격이 

가해지는 장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으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Q23 : 기존 강재 (아연 도금 + 우레탄) 도장에 ROVAL 시리즈를 덧칠 할 수 있나요? 

A : 우레탄 도막의 박리를 하고 나서 ROVAL 시리즈를 도장하십시오. 

ROVAL 시리즈는 금속 표면에 직접 도장하지 않으면 전기 화학적 부식 방지를 할 수 없습니다. 

 

 

 

 

Q24 : ROVAL 시리즈는 색 조합이 가능합니까? 

A : 할 수 없습니다. 고농도 아연 말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Q25 : 녹 완전 제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ROVAL 도장의 효과가 있습니까?  

A : 녹 상황에 따라 영향을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녹위에 ROVAL을 도장하면 방청 효과에 방해가 됩니다 

 

Q26 : 새로운 아연 도금 면에 ROVAL 시리즈를 사용해도 되나요? 

A : 가능합니다. 도금 두께가 얇은 곳에  도장하면 도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27 : 노후화 된 아연 도금 철탑의 방청 도장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A : 철탑의 강도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녹을 제거한 후 ROVAL로 도장하십시오. 

아연 백청 부는 Q6의 3번째 방법으로 처리 후에 ROVAL 을 도장하십시오. 

위의 방법으로 도막 두께를 80μm 정도로하면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28 : 새로 도장하려는데 구 도막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구 도막이 ROVAL 시리즈 이외일 때는 구 도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라주세요. 

   구 도막이 ROVAL 시리즈의 경우 표면의 얼룩을 제거하고 발라주세요. 

 

 

도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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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 ROVAL 시리즈를 도장하기 전에 프라이머는 필요하나요?  

A :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철, 아연 도금 표면에 직접 도장하지 않으면 전기 화학적 작용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반 도료, 

프라이머도 ROVAL 시리즈의 밑칠로 도장해서는 안됩니다. 

 

Q30 : ROVAL 시리즈를 2 회 도포 시 시간 간격 (도장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A : 기온 23 ℃에서 30 분 ~ 60 분입니다. 상품마다 도장 간격은 다릅니다. 

(Q & A  ROVAL 시리즈 주요 제원을 참조하십시오) 

기온이 낮아질수록 건조 시간은 오래 걸리지 만, 도장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묻지 않으면 두 번째 도장이 

가능합니다. 

 

Q31 : ROVAL SILVER, ROVAL ALPHA 단품으로는 사용은 해도 되나요?  

A : 단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32 : ROVAL 시리즈의 희석 용제로는 어떤 용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 ROVAL에는 희석제 (에폭시 ROVAL는 에폭시 ROVAL 희석제)를 사용하세요. 

각 제품은 점도 조정되어 있으므로 희석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장 중 점도가 오른 경우나 에어 스프레이 도장에만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희석 양은 무게의 5 % 

이하까지) 대체 희석제로는 톨루엔, 크실렌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에폭시 ROVAL 을 대체 할 

희석제는 없습니다. 

 

Q33 : ROVAL 상품 중 색상이 SILVER 색상 도금과 유사한 것은? 

A : 용융 아연 도금의 색상은 제조사 및 제품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ROVAL SILVER, ROVAL ALPHA 등 다양한 SILVER 색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색상과    

비교 검토해주십시오. 

 

Q34 : 반년 이상 전에 도장 된 ROVAL에 다시 ROVAL을 도장 하면 효과가 있나요?  

A : 있습니다. ROVAL 도막 두께를 늘리면 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습니다.. 

도장시 소지 조정은 Q16 의 4 번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오염 입자가 붙어 있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고압 물 세척 청소 등을 실시하여 도장면을 깨끗이하십시오. . 

 

Q35 : ROVAL 시리즈의 저온 환경에서의 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까?  

A : 도막이 상온에서 건조 경화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OVAL 시리즈는 모두 내한 시험 (-60 ℃에서 연속 1008 시간), 냉열 사이클 시험 (-30 ℃,5 시간 10 ℃, 

1 시간 12회 순환) 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Q36 : 외부 온도가 권장사양의 온도보다 낮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히터 등을 사용하여 온도를 5 ℃ 이상으로하십시오. 

 기온이 5 ℃  이하의 환경에서 도막 경화에 매우 시간이 걸리거나, 도막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Q37 : 다른 징크 리치 페인트의 도장 부분을 ROVAL에서 보수도 될까?  

A : 기존 도료의 건조 도막 중의 아연이 90 %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연 분말 함유량을 알 수없는 경우, 모두 박리 후에 ROVAL을 도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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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 장소에 대해서 

Q1 : ROVAL의 주요 사용 용도  

 

관련 분야 사용 예 

토목 교량, 육교, 난간, 울타리, 표지판, 철근 

건축 가스, 수도용, 구조물 등의 배관, 철골 구조물, 계단, 발판, 창문, 입체 주차장 

전력 · 통신 철탑, 철 기둥, 전력 기기 용 가대,각종 안테나, 트랜스 행거 

선박 어업 냉동 시설, 닻, 사슬, 부표, 각종 여비 철물, 배관 철물 

철도 운수 방음벽, 철 구조, 야외 구조물, 송전 철탑 

농업 원예 온실, 양계 축사, 농업용 조립 구조물 ,파이프, 농기구 

환경 위생 환경 위생, 소각로, 각종 탱크 

 

Q2 : ROVAL 시리즈를 파이프 및 탱크 내면에 사용하고 싶지만?  

A: 내수성 관해서는 용융 아연 도금 마찬가지로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 탱크의 내면은 아연의 용출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40 ℃ 이상의 온수는 아연의 소모가 심하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외면과 외부 배관에는 도장 가능합니다. 

 

Q3 : ROVAL 시리즈를  쿨러 드레인 팬에 사용하고 싶지만?  

A: 쿨러의 도레인 팬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막에 들어간 수분이 동결 및 해동 의해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어 도막에 박리하기 때문입니다. 

 

Q4 : ROVAL 시리즈를 회전 팬을 입히고 싶지만?  

A: 원심력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지나 이물질로 인해 도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Q5 : 콘크리트에 매장 철근에 사용할 수있는지?  

A: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철근에 비해 부착 강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ROVAL" 및 "에폭시 ROVAL"을 도포 한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 강도 시험 보고서를 준비 중 있습니다. 

 

Q6 : 흐르는 조건에서의 사용상의 주의 사항 사용 여부에 대해 

A : 유수에 의해 도막의 아연이 산화, 마찰 및 아연의 용출 등 다른 환경에 비해 소비가 심하기 때문에  

부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지 조정, 도막 두께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40 ~ 70 ℃의 온수 중에서는 격렬하게 반응 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질을 문제 삼는다면 사용은 피해주십시오. 

 

Q7 : 물 탱크에 도장은 

A : 식수 배관에 사용은 피해주십시오. 공조 용 배관이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면에 도장되는 경우 아연이 물에 녹습니다. 

 

Q8 : ROVAL을 바른 후 강재에 열을 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ROVAL 시리즈의 내열 온도는 연속 24 시간 가열 170 ℃입니다. 

(그러나 에폭시 ROVAL의 내열 온도는 연속 24 시간 가열 300 ℃) 

※ 사용시 실제 환경에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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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주물에 사용 조건이 있는가?  

A : 적절한 소지 조정 (전처리 Q6 2번)을 실시하여 도장하십시오. 알루미늄 주물에 도장은 피해주십시오. 

 

Q10 : 아연 도금을 한 주물 부분 보수 (가공 부) 부분에 ROVAL 도장은 가능한가요? 

A: 도장이 가능합니다. 

 

Q11 : 알루미늄 제품 (알마 도금, 알루미늄 다이 캐스트 등)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 ROVAL의 원료인 아연, 알루미늄과 궁합이 안 좋고,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은 피해주십시오 

 

Q12 : 아연 도금 + 크로메이트 처리에 ROVAL로 도장이 가능한가요? 

A : 화성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유색 크로메이트 등 같은 피막이 두꺼운 경우는 화성 처리로 표면을 깎은 후 ROVAL 을 도장하세요. 

 

Q13 : ROVAL 시리즈를 아연 인산염으로 표면 처리 한 철판에 발라도 효과가 있나요? 

A : 형성된 피막에 전도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산 아연 처리는 하지말고, 철 표면에 분사 또는 전력 공구에서 소지 조정하고 직접 ROVAL 로 

도장하십시오. 인산 피막이 있으면 공구를 이용해 깨끗이 한 후 도장하십시오. 

 

Q14 : 자동차 바디, 다리 주위 및 머플러에 도장 가능?  

A : 도장은 가능하지만, 미관이 요구되는 부분에 도장을 피해주십시오. 

내열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에폭시 ROVAL을 사용하십시오. 

(에폭시 ROVAL의 내열 온도 : 연속 24 시간 가열 300 ℃) 

 

Q15 : 아연 도금 강판에 ROVAL 시리즈는 도장이 가능한가요?  

A : 있습니다. 부착 성을 높이기 위해 도장면을 깨끗이 한 후 도장하십시오 

 

Q16 : 가축의 배설물이 있는 장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연 소비량이 일반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내식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막 두께를 3 회 도장 이상으로 하여 120μm 이상이 되도록 도장하십시오. 

녹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부위를 빨리 보수해야합니다. 

 

Q17 : 구리에 ROVAL 도장이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연의 소모가 철에 도장한 것에 비해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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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성능 정보 

 

Q1 : "ROVAL"의 내식성은?  

A: 용융 아연 도금과 동등의 부식 방지 효과가있는 것으로 일본 건설 기술 심사 증명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식 방지 효과는 소지 조정, 두께 등에 따라 다릅니다. 

 

Q2 : "ROVAL ALPHA"왜 금속 광택감이 있나요?  

A: 아연 말은 일반적으로 구형에서 회색이지만, "ROVAL ALPHA"는 특수 가공하여 비늘모양 상태가 된 광택 

아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 ROVAL 시리즈의 온도는?  

A: ROVAL 시리즈의 도막의 내열 온도는 170 ℃입니다. (에폭시 ROVAL 도막은 300 ℃) 

24 시간 가열 후 상온까지 냉각한 도막의 물리적 성질(도막 경도, 부착성)의 저하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채용시에는 실제 환경을 고려한에서 사용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Q4 : "ROVAL"의 내한성은?  

A : -60 ℃ (연속 1008 시간 내한 시험) 및 -30 ℃ (저온 사이클 시험)에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Q5 : ROVAL 시리즈의 내산성, 내 알카리성은?  

A: ROVAL 시리즈는 아연을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과 알칼리성에 침범하기 쉽고, 아연 소비가  

빨라집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의 힘은 아연 소비는 변화합니다). 아연이 소비되지만, 아연이 남아있는 한, 

부식 방지 효과가 존재합니다. 

 

Q6 : ROVAL 시리즈의 도막 경도와 부착 성, 내마모성에 대해서 

A: 도막의 경도 · 부착성은 도장 후 당장은 일반 도료에 비해 약간 떨어지지만 노출되면 단단해 집니다. 

야외에 노출되면 보통 3 개월 정도로 강하게 굳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마모성도 

50 % 정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포면이 거울 면일 경우, 기계적인 방법 등으로 소지하여 부착력을 

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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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ROVAL 시리즈는 어느 정도의 경도를 얻을 수 있는지?  

A: ROVAL 시리즈의 도막 경도는 연필 경도 표기법에  

상품명 연필경도 

옥외 폭로 전 폭로 1년 후 

ROVAL B H 

ROVAL SILVER 3B HB 

ROVAL ALPHA 4B HB 

에폭시 ROVAL H 2H 

※ 회사 내 실험 
 

Q8 : ROVAL 시리즈의 통전성이 있나요? 

A: 조금 있습니다. ROVAL 시리즈는 전기 저항값이 낮기 때문에 접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 아연 도금면 자체의 통전성보다는 떨어집니다. 

철, 아연 도금면에 80μm 도장했을 때, 각각의 전기 저항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OVAL 시리즈의 전기 저항 값"을 참조하십시오. 

ROVAL 시리즈의 도막 전기 저항 값 

도막의 종류 전기저항 값 

도막이 없을 시 1.5Ω 

ROVAL ALPHA 210Ω 

ROVAL, 에폭시 ROVAL 44,000Ω (44kΩ) 

ROVAL SILVER 160,000Ω (160kΩ) 

※ 일반 대전방지 도료의 저항 값 :  약 1,000,000Ω (106Ω = 1 MΩ) 

 

Q9 : ROVAL 시리즈의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개봉 전 상태라면은 1 년이지만 1 년이 지나도 교반있는 상태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도중의 경우는 보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Q10 : HDZ55는 무엇입니까? 

A: HDZ는 JIS에 의한 용융 아연 도금의 품질을 정한 규격으로, 1 ㎡ 당 아연 부착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HDZ55은 그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사용했을 때 가장 아연 부착량이 많은 등급입니다. 

강재에 ROVAL을 80μm 도장함으로써 HDZ55와 동등한 방청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JIS는 절단, 용접 등으로 도금 피막이 제거되는 부분은 표준의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Q11 : ROVAL 각종 외관상의 경시 변화 데이터가 있습니까? 

A: 색상 변화에 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Q12 : 실제 현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소지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데 부근에서 효과를 낼 수 있나요?  

A: 녹슨 정도에 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효과는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Q13 : ROVAL 시리즈의 Munsell값은? 

A : ROVAL의 도장 후 건조 도막의 Munsell값은 N-7 정도입니다. 

   폭로 후 색상은 환경에 따라 N-5.5 ~ N-7.5 정도 변화합니다. 

 

Q14 : ROVAL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A: 소지 조정, 두께, 환경에 따라 변화합니다.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ROVAL 시리즈 야외 노출 10 개년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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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절차 · 서류 

 

Q1 : 밀시트(Meal Seat)를 원하시나요? 

A: 성분 표·시험 성적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Q2 : 출하 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A: 서식을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FAX로 보내드립니다 때문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대상 ◎ 시공 업체 ◎ 납품 업체 ◎ 공사 명칭 

◎ 도장 업체 ◎ 출하 상품 ◎ 출하 날짜 

 

Q3 :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이 있습니까? 

A: 각종 상품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roval.c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Q4 : 관련 JIS 규격에 대하여  

 

JIS 번호 규격 명칭 JIS 번호 규격 명칭 

K5551 구조물 용 방청 K5410 도료 용 시험판 

K5621 일반용 방청 K5402 도료 용 포드 컵 

K5623 아산화 납 방청 H8641 용융 아연 도금 

K5625 사이안아마이드 납 방청 H04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5629 연산 칼슘 방청 B0601 표면 거칠기 

K5674 납 · 크롬 프리 방청 K5600 도료 일반 시험 방법 

K5633 에칭 프라이머 K5601 표면 성분 시험 방법 

K5552 징크 리치 프라이머 * 1 종 무기 * 2 종 유기 에폭시 

K5553 후막 형 징크 리치 페인트 * 1 종 무기 * 2 종 유기 에폭시 

 

Q5 : ROVAL 시리즈의 JIS 규격은?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A: 포함되지 않습니다. 

ROVAL 시리즈는 1 액 타입의 유기계 징크 리치 페인트입니다. 

현재 JIS는 유기계는 에폭시 2 액 타입의 규격 (JIS-K5553)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ROVAL 시리즈는 JIS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청위한 풍부한 실적 등 제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세요. 

 

Q6 : ROVAL은 도쿄도 표준 규격 안에있는 표준에 해당합니까?  

A: 표준 규격은 JIS 해당 제품을 기준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ROVAL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공공 기관을 비롯해 널리 사용되고 풍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Q7 : 교량의 구체적인 시공 실적에 대하여 

A: 실적이 풍부합니다. 청구하신다면 있으면 실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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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국토 교통성의 공통 규격에 ROVAL의 설명이 있습니까?  

A: 2010년도 공공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건축 공사 편)의 14 장 "금속 공사"2.3 "철강 아연 도금"(b) "용융  

아연 도금의 마무리"항목에서 비 도금 상처 보수로 현지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브러시로 꼼꼼하게 소지 

조정을 한 후, 고농도 아연 분말 코팅으로 보수를 실시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고농도 아연 분말 

페인트에 ROVAL이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Q9 : ASTM이라는 규격은 무엇입니까?  

A: ASTM은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 재료 시험 협회 규격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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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청구 

 

Q1 : ROVAL로 도장을 했는데 빨리 벗겨졌네요?  

A : 어떤 상태에서 벗겨 셨나요? 

◎ 손톱으로 문질러 벗겨진 경우 

바른 막 ROVAL 은 아연 분말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페인트에 비해 접착력은 약해집니다. 

바짝 문지르지 않으면 벗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노출되면 3 개월 정도 후에 도막은 단단해집니다. 

◎ 손에 묻었을 경우 

교반 부족 또는 희석제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희석제로 희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도가 오른 경우에만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십시오. 

이 경우 희석제 양은 무게의 5 % 이하로하십시오. 

 

 

Q2 : 이전에 바른 색깔과 다릅니다. 

A : 그렇습니다. 도막의 아연이 산화해가므로 색이 변화 해 갈 것입니다. 

징크 리치 페인트 (고농도 아연 말 도료)의 특성으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ROVAL 시리즈의 도막은 기존 용융 아연 도금과 색상이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용융 아연 도금과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폭로 시작 되면 몇 개월은 흰 회색에서 검은 색을 띠는 회색으로 변화하고, 몇 년 

후에는 아연의 백청의 영향으로 희끄무레 한 색으로 변화 해 갈 것입니다. 

ROVAL 시리즈의 도막의 변색은 도막의 문제가 아니라 아연의 산화 현상의 결과입니다. 

 

Q3 : 도장을 하였지만 얼마 안되어 녹슬었습니다. 

A : 주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 희석제로 희석 너무 칠 펴 충분한 두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 너무 펴서 바르지 말고, 희석제로 희석하지 않고 바르는 것으로, 두께가 유지됩니다. 

◎ 구 도막과 녹 위에 발라 버려, 모재와 모재와 구 도막 사이에 녹이 성장했습니다. 

   → 녹, 구 도막을 제거하고 발라주세요. 

 

Q4 : ROVAL 시리즈의 에어리스 도장으로 표면이 거칠게 (모래 모양) 됐습니다.  

A : 교반 부족 (염료의 불균일),점도의 문제, 건조가 빠른 것 등이 원인 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아연이 빨리 

산화하기때문에 같은 강재에 

도장을 하더라도 바른 날짜가 

다르면 색상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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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사용 실적 

 

ROVAL은 아연 도금 보수 분야를 중심으로 50 년 이상 산업계의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식 

환경이 심한 곳에서는 일반 도료 대신 쓰이기도합니다. 

최근에는 색이 변해가는, 희귀 한 특징을 살려 디자인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볼트 부분 보수                               용접 부 보수 

 
 
 
 
 
 
 
 
 
 
 
 
 
 

                  변전소                                   철골 구조물 

 
 
 
 
 
 
 
 
 
 
 
 
 
 

           철탑                       조명등                도판 명화의 테두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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