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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특성

                                      로바쉴드 그린 에어로젤 단열페인트는 실리카 에어로젤을 활용한 친환경 수성 단열페인트입니다

우수한 단열성과 내수성을 토대로 건축물의 단열 및 결로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변환경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젤의 낮은 열전도율(0.017 ~ 0.022W/m·k)을 토대로  
    -50 ~ 120°C 온도대역에서 우수한 단열성을 발휘함

제품성능 

제품용도

로바쉴드 그린 에어로젤 단열페인트

 
수성 아크릴계

백색 

4L/18L

0.6 ~ 0.7g/cm³

8,000 ~ 10,000cPs

브러쉬,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1.25m²/L (0.5mm)

0.5mm (3 ~ 4회)

페인트 종류

색상

포장

비중

점도

도장방법

이론도포면적 

권장도포두께

63%부피고형분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며, VOC(2g/L 미만) 및 악취가 없음
▪탄소배출량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일반 산업 폐기물 처리 가능

친환경성

▪건물 내벽에 도포하여 건축물의 단열성 개선
▪다용도실, 베란다에 도포하여 결로 및 곰팡이 발생 가능성 억제
▪건물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소음 차단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용(가정용) 수성 단열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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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주관: 주식회사 로바, 2019년

도막두께 (mm)

표면온도변화 (˚C)

No Coating

100˚C

0.5

79.3˚C

1.0

75.7˚C 70.3˚C

3.0

65.0˚C

2.0

온도감소량 (%) 0 20.7% 24.3% 35%29.7%

▪100°C로 설정된 핫플레이트에 에어로젤 페인트를 다양한 두께로 
     도포하여, 도포된 표면의 온도변화 측정

<에어로젤 페인트 도막 두께별 표면온도변화>

온도감소량 (%) 0 13.4% 14.4% 19.8% 25.4%

도막두께 (mm)

표면온도변화 (˚C)

No Coating

50˚C

0.5

43.3˚C

1.0

42.8˚C 40.1˚C

3.0

37.3˚C

2.0

30분 ~ 1시간 (25°C/50%, 브러쉬)재도장시간

24시간 (25°C/50%, 브러쉬, 0.5mm)

6개월 (상온 10 ~ 30°C, 습도 80% 이하) 

완전건조시간

저장 및 보관

0.055 ~ 0.060W/m·k열전도율

상온 10 ~ 35°C시공온도

-50 ~ 120°C사용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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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쉴드 그린                                                            제품사용설명서

01 도장도구 및 안전장비(보호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준비
02 도장할 표면의 이물질, 녹, 곰팡이 등을 제거

도장작업 단계별 안내 

 

▪제품은 물이나 희석제와 섞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운송, 보관 및 취급 시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10 ~ 30℃)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제품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보관하십시오.
▪제품 개봉 시 표면의 고형분이 풀어지도록  3~5분간 교반 후 사용하십시오.
▪제품이 눈 및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고 이상
    발생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를 참조하십시오.

제품취급시 주의사항

▪비 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기온이 낮은 날(10℃ 이하) 및 기온이 
    높은 날(소지온도 35℃ 이상)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
    작업을 피하십시오.
▪도장 작업 및 건조시 충분히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시 안전을 위한 보호구(마스크,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를 착용 하십시오.
▪소지면의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청소 작업을 하십시오. 
▪소지면의 재질이 시멘트나 콘크리트, 몰탈이라면 도장 작업 전에 표면을 물로
     적신 후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지면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면 부착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하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장 작업 후 건조가 되기 전까지는 수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합니다.
▪과도한 힘을 가하여 시공(붓, 롤러)할 경우, 도막의 두께가 얇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권장 도막두께 이상으로 추가 도장이 가능하며, 도막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단열성능도 높아집니다. 

도장작업시 주의사항

▪도장 작업 후 사용한 도구는 건조가 되기 전에 물을 사용하여 세척합니다.
▪사용한 도료는 밀폐된 용기에 담아 건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사용한 도료를 폐기할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도장작업후 주의사항

03 커버링 작업 후 도장할 표면에 따라 필요시 기초 조정재 및 실러 도포 
04 에어로젤 단열도료 도장 전, 교반도구를 활용하여 3~5분간 교반

05 브러쉬,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활용하여 권장두께로 도포
06 상온(25°C 이상)에서 30분간 건조하며, 필요 시 재도장 또는 상도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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