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C주택 전용마감재 

알시톱 (Alsitop)

독일 alsecco mad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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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주택 전용마감재

알시톱(Alsitop) 특징

알시톱의 물성

알시톱의 규격

- 비 중 :  0.7 

- 투습성능 (sd값) :  약 0.15m (t10mm 기준)

- 발수성능 (W값)  : 약 0.2 kg/m²h

- 포장단위 :  25kg/포   (28포/파렛트)

- 색  상  :   백색 및 alsecco 표준색

   # BRV값 20 이상 가능

독일 alsecco

독일 alsecco는 1957년에 설립된 마감재 전문 업체로서 독일 

최대 마감재 그룹인 DAW에 속해 있습니다. 고품질의 외단열

시스템과 다양한 내외부 마감재를 독일 및 세계  여러나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ALC전용마감재는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1972년 부

터 독일 ALC생산업체와 공동으로 ALC전용마감재를 개발하여  

ALC의 단점을 보완하고 ALC의 특성을 최대로 발현시킬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동안 다양한 기후에서 사용되어 

그 품질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 알시톱은 고어텍스 같은 숨쉬는 마감재 입니다.

   > 알시톱은 균열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

      니다.

   > 알시톱은 ALC와 유사한 물리적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 탁월한 발수성능 뿐 아니라 습기를 조절 합니다.

   > 오염에 매우 강합니다.

   > 경량으로 작업이 용이하고, 단위사용량이 적어 

      매우 경제적인 마감재 입니다.

   > 오랜 수명을 자랑합니다.

   > ALC와 같은 단열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알시톱의 놀라운 발수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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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시톱의 종류

알시톱 (표준품) 알시톱F (민자문양) 알시톱T (거친문양)

단위사용량 (kg/m²)

알시톱 알시톱 F 알시톱 T

초벌(7mm) 알시톱 / 5.5 - 6.0

정벌(3mm) 2.5 3.5 2.5

계 (10mm) 8.0 - 8.5 10.0 8.0 - 8.5

알시톱(Alsitop) 작업방법

초벌작업 정벌작업

혼합된 알시톱은 미장흙손을 사용하여 ALC면에 균질하게 바

릅니다.  작업은 스프레이장비나 손미장으로 가능합니다.  균

열이 우려되는 부위는 alsecco의 유니버셜메쉬로 보강합니다. 

개구부의 각 모서리는 사인장균열의 위험이 있어 유니버셜메

쉬로 보강하여야 합니다. 

보강된 메쉬는 초벌층의 상부에서 ⅓ 지점에 뭍히도록 해야 합

니다. 초벌은 7mm를 바르고 마감은 평활하여야 합니다. 

강한 햇빛과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 급속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ALC벽면에 물축임을 하여야 합니다.

초벌작업된 알시톱이 건조된 후 정벌마감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24시간 경과 후 정벌작업을 하면 됩니다. 유색의 알시톱

을 사용하는 경우 초벌마감면은 균질하게 건조되어야만 정벌 

색상의 얼룩을 피할수 있습니다.

알시톱의 경우 플라스틱미장흙손으로 가볍게 수직, 수평 또는 

원형으로 문지르면 원하는 문양이 나오게 됩니다.

정벌의 마감두께 3mm가 일정하여야만 균질된 외관을 얻을수 

있습니다. 

알시톱 F의 경우에는 스폰지미장흙손으로 사용하여 알시톱의 

경화되기 시작할 때 문지르면 됩니다. 또한 아주 매끈한 마감

면을 원하는 경우 스틸미장흙손으로 평활하게 마감하면 됩니

다.  

※ 포대당 마감면적  :  3m² 



알세코코리아

(주)에이엘씨메이트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2008호 (목동, 현대41타워)

Tel. 02) 2168-3333~5

Fax. 02) 2168-3858

E-mail. info@alcmate.com

www.als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