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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a Shield PUTTY 

roVa Shield PUTTY는 특수 에멀젼과 에어로젤을 활용하여 경량성 및 단열성이 우수

한 고성능의 친환경 수성 제품으로, 기존의 PUTTY와 달리 뛰어난 단열성능과 작업

성(메꿈성)을 동시에 확보한 제품입니다. 메꿈성, 내수성이 좋아 콘크리트나 시멘트 

벽면, 또는 기타 마감재의 크랙부위나 파손부위의 충진 용도로 사용되는 미탄성 페인

트입니다.  

 

1. 용 도  

1) 일반 콘크리트, 시멘트 건축물의 균열부분의 메꿈용 단열재 

2) 습기에 취약한 건축물의 벽면 전처리용 

3) 석고보드 이음부분 조인트용 

4) 내부 건물 틈새나 홈 충진용 

 

2. 표면 처리 

① 도장면은 평활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② 재도장의 경우 기타 먼지,오염 부분 등을 물세척 등으로 깨끗이 하여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해야 합니다. 

③ 얇은 틈새나 홈은 V컷팅한 후 충진해야 합니다. 

④ 도장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고, 함수율 8%이하, pH9이하가 상태를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도장 사양 

- roVa Shield PUTTY- 1000㎛ (1~2회) 적용  

- roVa Shield Green, Black, Black HV - 500㎛ 적용. 

 

roVa Shield Green, Black, Black HV는 필수 시공 사양이 아니며, roVa Shield PUTTY 시공 

후, 추가적인 단열성능이 필요한 경우에 시공하여 확실한 단열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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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위 대가 

*실제 소요량은 작업조건, 작업방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5. 시공 방법 

[중도도료] : roVa Shield PUTTY 

구도막 위 도장 시 제품을 균일하게 5분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도장방법 – 흙손, 레기 

② 도료형태 - 1액형 

③ 신나 및 세척제 – 물 

④ 재도장간격 - 최소 4시간(20℃/WFT=1000㎛기준) 

⑤ 완전건조 - 24시간(20℃기준) 

 

[상도도료] : roVa Shield Green, Black, Black HV 

구도막 위 도장 시 제품을 균일하게 5분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도장방법 – 붓,로라,스프레이 

② 도료형태 - 1액형 

③ 신나 및 세척제 – 물 

④ 재도장간격 – 2~3시간(20℃/WFT=200㎛기준) 

⑤ 완전건조 - 48시간(20℃기준) 

 

6. 도장시 주의사항 

① 콘크리트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20℃기준, 4주 이상), pH 8~9이하, 함수율은 8%

이하 일 때만 도장하십시오. 

도장 

순서 
제품명 

도장 

횟수 
도막두께 이론소요량 실소요량 비고 

중도 roVa Shield PUTTY 1~2회 1000㎛ 0.72㎡/ℓ 0.68㎡/ℓ Loss 5% 

희석제 물(필요 시 최대 1wt%)     도료량의 1% 

상도 

필요시, roVa Shield 

Green, Black, Black HV 

시공 가능 

2~4회 500㎛ 1~1.16㎡/ℓ 1~1.10㎡/ℓ Loss 5% 

희석제 물(필요 시 최대 3wt%)     도료량의 3% 

합 계  3~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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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5℃이하의 온도, 상대습도 80%이상의 날씨에서는 도장을 금하고, 도장 전 후에는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 전 도료는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시고, 레기, 흙손 도장을 기본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④ 구도막 위 보수 도장 시 구도막과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⑤ 2mm 이상의 균열일 경우 수회에 걸쳐 건조시키면서 메꿈을 완성하십시오. 

⑥ 도료는 밀봉한 상태로 5~35℃의 실내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⑦ 도장 작업 완료 후 노출된 피부는 깨끗이 씻으십시오. 

⑧ 타 도료와의 혼용을 금하십시오. 

⑨ 본 제품은 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유통기한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⑩ 폐도료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