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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당사 제품 "ROVAL"등 ROVAL 시리즈를 이용한 도장 사양은 2004년 3월 "품질 관리법"의 주택 내에   

관련된 높은 등급인 "구분5"의 방청 조치로 국토장관의 인정(特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규정 ROVAL 시리즈 도장 사양을 한 철골 주택 구조물은 열화 대책으로서의 최고 등급인 '등급 

3'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철골 주택의 바닥, 방, 구조 부재 등에 특별 인증의 시공 요령서에 따라 

도장을 하여 "일반 가정되는 자연 조건 및 유지 관리 조건 하에서 3세대(대체로 75~90)에 걸쳐 대규모 

개수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주택"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품질 관리법 :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특인 : 품질 관리 평가 방법 표준에 없는 방법, 국토교통장관이 특별한 시험 및 심사를 거쳐 인정

하는 것을 특별 평가 방법 인정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특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 평가 방법 적용 기준 : "3열화의 경감에 관한 것(3-1 열화 대책 등급(구조물 등)"에서 "철골

조 주택 a 구조물"에 정해져 있습니다. 

2. ROVAL 도장 사양 

  최고 등급인 "구분 5"의 인정을 받은 도장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시공 사양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영업부에게 의뢰하십시오. 

  ◆표준 도장 사양 

    1 . ROVAL (40μm) + ROVAL (40μm) (2회 도장 계80μm) 

    2 . ROVAL (40μm) + ROVAL ALPHA (40μm) (2회 도장 계80μm) 

    3 . ROVAL (40μm) + ROVAL SILVER (40μm) (2회 도장 계80μm) 

    4 . 에포ROVAL (40μm) + 에포ROVAL (40μm) (2회 도장 계80μm) 덧칠 대응 사양 

    ※ 덧칠하는 경우 4. 에포ROVAL을 도장하고 24시간 후에 덧칠 도장 계를 시공합니다. 

    ※ 시공 조건 : 공장에서 발파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분류 5" 도장 사양 

    ROVAL과 동일한 방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다른 도장 계는 다음과 같은데, 4회 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 기준 제 5 3-1 (3)으로 ①a( i ) 구분 5 

밑칠 1 
도장 

횟수 
밑칠 2 

도장 

횟수 
중간 칠 • 덧칠 

도장 

횟수 

진크리치 프라이머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에나멜 2회 

진크리치 프라이머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 
1회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에나멜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