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C주택 전용마감재

독일 alsecco mad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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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alsecco

독일 alsecco는 1957년에 설립된 마감재 전문 업체로서

독일 최대 마감재 그룹인 DAW에 속해 있습니다. 고품질의 외

단열시스템과 다양한 내외부 마감재를 독일 및 세계  여러나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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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2001년 부터 저희 (주)ALCMATE에서 독점수입, 

공급하여 왔으며 2002년 부터 남해독일마을, 남해사회복지

관, 서울시립서북병원과 전국 각지의 ALC주택 신축 및 리노베

이션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 2001년 부터 사용되어 있는 alsecco 의 ALC전용마

감재는 프레미엄급 품질로 인정받아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독일 alsecco ALC주택 마감재

외  벽

내  벽

천 정

알시톱, 알시톱 T, F

불연외단열시스템

에코민

인텍S

스프레이플라스터

Capaver (카파베어)

Indeko-Plus (인데코-플러스)

Traufelputz Innen (트라우펠프츠 인넨)

Sprayplaster (스프레이플라스터)

초 벌 정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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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전용 마감재란 ?

탁월한 발수성능과 투습성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ALC와 물리적 성능이 유사하여야 합니다. 

오염에 매우 강하고 수명이 길어야 합니다.  

ALC는 무기질의 다공질 재료로서 단열성,내화성,차음성,친환

경성등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독일 및 세계 여러나라에서 

주택의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LC는 독

특한 물리적 특성과 습기에 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LC전용 마감재는 ALC의 단점을 보완하고 ALC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최대로 발현시켜 ALC주택의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

한 마감재입니다. ALC는 특성상 마감재의 선택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분별한 마감재의 선택은 오히려 ALC주택의 하자로 이어집

니다. 

ALC는 제조과정에서 고온고압증기양생(Autoclave)을 거

쳐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 후 현장에 ALC가 공급될 때 ALC 제

품 내부에는 매우 높은 습기 (함수율 30~40%, wei.)를 지니

게 됩니다. 이 습기가 적합한 마감재를 사용하였을 때 시공 후 

2~3년 동안 서서히 건조되어 집니다. ALC내부의 습기가 높으

면 단열성능, 강도등 모든 성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ALC 내

부의 습기를 배출시켜 ALC가 건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ALC는 압축강도가 30~40kg/m²밖에 되지않는 연질의 다공

질 재료입니다. ALC 내부의 높은 습기가 건조되면서 수축하게 

됩니다. 

또한 강한 햇빛과 혹한의 기후에 노출될 때 ALC는 수축과 팽창

을 반복합니다. 

ALC에 사용하는 마감재의 압축강도가 ALC보다 높게 되면, 즉 

마감재가 ALC와는 달리 강성을 지니게 되면 수축,팽창시 물리

적 성능이 달라 마감재 및 ALC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마감재 역시 ALC와 같은 연질의 재료 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ALC에 적합한 마감재라 할지라도 마감면이 쉽게 더러

워지면 적합한 마감재가 아닙니다.  탁월한 발수성능으로 물방

울효과를 발현하여 오염물질을 자체 세척가능하여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마감된 외관이 산뜻한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지

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감재는 습기를 배출할수 있는 투습성능을 지

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폭우에서도 빗물이 ALC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발수성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고어텍스와 같이 적합한 투습성능과 발수성능을 균형있

게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ALC내부의 습기가 높은 경우 단열성능 저하로 인해 결로현상

이 발생되기 쉽고 이는 곧 곰팡이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독일 알시톱 (Alsitop) 시공사례, Türkenfeld 

알시톱 (Alsitop) 시공사례, 남해 독일마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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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주택 외벽전용 마감재 / 알시톱(Alsitop)

이제 알시톱은 ALC주택 외벽마감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독일 및 해외에서는 40년 이상 동안, 국내에는 15년 이상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되어 그 우수한 품질이 이미 입증된 외벽 마

감재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기후와 수많은 ALC주택에 사용되어 입

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ALC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알시톱은 고어텍스 같은 숨쉬는 마감재입니다. 

알시톱은 균열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시톱은 ALC와 유사한 물리적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폭우에서도 놀라운 발수성능을 유지합니다. 빗물이 마감

재를 통해 ALC에 스며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습과 발

수성능을 균형있게 갖춘 마감재입니다. 

알시톱은 ALC 블럭 내부에 있는 높은 습기를 배출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ALC는 빠른 시간내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 

ALC 본연의 단열성능을 최대로 발현하게 합니다. 

ALC 내부의 높은 습기와 극한 기후에 노출시 수축,팽창을 합

니다. 이는 곧 마감재와 ALC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알시톱은 

이러한 ALC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조시 미세한 섬유가 

혼합되어 알시톱 마감층의 인장강도 증진 효과를 갖고 있습니

다. 

알시톱은 ALC에 맞춰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ALC와 유사한 

물리적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사한 탄성계수를 지니고 

있어 수축,팽창시 ALC와 알시톱은 같은 정도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과 마감재의 박리현상을 방지합

니다. 

알시톱 마감, 포천 유식물원

알시톱의 놀라운 발수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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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시톱은 경제적인 마감재입니다.

알시톱은 독일 직수입품입니다. 

알시톱의 물성

알시톱의 종류

단위사용량 (kg/m²)

알시톱의 규격

알시톱은 ALC와 유사한 경량 (밀도 0.7) 의 마감재로 작업이 

용이할 뿐 아니라 단위사용량 (8.0kg/m²)도 매우 적습니다. 

또한 초벌 및 정벌을 알시톱 한가지 제품으로 마감할 수 있어 

초벌마감 후 다음날 곧바로 정벌 마감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알시톱은 독일 alsecco사의 공장에서만 생산됩니다. 독일의 완

제품을 수입하여 귀사의 현장으로 국내에서 어떠한 혼합이나 

가공없이 완제품으로 공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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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벌과 정벌이 다른 경우 통상적으로 초벌작업 후 마감두께 

1mm당 1일의 건조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시톱의 마감두께가 10mm 정도로도 충분한 발수성능과 함

께 마감재로서의 탁월한 성능을 발현합니다. 

따라서 알시톱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절약할수 있는 경제적인 

마감재입니다. 또한 작업기간을 단축시킵니다. 

" made in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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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½

알시톱 (표준품)알시톱 (표준품) 알시톱F (민자문양) 알시톱T (거친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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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시톱(Alsitop) 작업방법 

바탕면 처리 

창문씰 및 창문비드 설치 

비드설치  

알시톱 혼합  

알시톱으로 마감될 ALC블럭 바탕면은 안정되고 깨끗해야 하

며 접착력 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는 이물질, 분진등이 제거되

어야 합니다. 

신축된 ALC바탕면은 방수, 프라이머, 수지미장등 어떠한 사전 

마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시톱은 ALC블럭면에 직접 마감

하여야  합니다.  

알시톱 마감에 앞서 각 창문의 하부에는 alsecco의 전용 창문

씰을 설치합니다. 창문씰은 ALC외벽면에서 40~50mm 정도 

돌출되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각 창문틀 끝단에는 alsecco의 전용 창문비드를 설치합니다. 

창문비드에는 접착재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

다. 이 창문비드는 창문틀 끝 단이 알시톱 마감에 묻히도록 합

니다.  창문비드 설치 후 창문틀과 ALC블럭벽 잼과의 조인트

에는 별도의 코킹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부의 ALC블럭 끝단에 알시톱 마감선을 맞추기 위해 alsecco

전용 스톱비드를 ALC전용 사각못으로 고정합니다. 이후 각 건

물의 모서리는 전용 코너비드를 설치합니다. 코너비드는 취약

한 ALC 모서리가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주택의 

수직선을 맞추고 알시톱의 일정한 마감두께(10mm)를 가능하

게 합니다.  

알시톱은 깨끗한 물로 균질하게 전동교반기로 혼합합니다.  혼

합된 알시톱은 모두 사용 후 다시 혼합하여야 합니다. 작업도

중 혼합된 알시톱에 추가로 가수하거나 재혼합하지 않습니다.    

물의 혼합량 

- 알시톱     :  25kg/포 당 17~18L

- 알시톱  F :  25kg/포 당 16~18L

- 알시톱 T  :  25kg/포 당 15~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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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벌작업

정벌작업

작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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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온도 :  작업 및 건조기간동안 +3°C 유지

- 건조시간 :  2~5 일

- 보관기간 : 1 년 

독일 알시톱 시공사례, Haimhau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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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외단열시스템 / 에코민(Ecomin)

한차원 높은 단열성능을 지닌 ALC 주택을 짓기를 원하신다면 

독일 alsecco의 에코민을 선택하십시요. 단열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 ALC외벽 두께를 키우는 것은 ALC주택의 가용면적을 줄

이는 결과를 초래할뿐더러 조적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

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에코민은 독일 alsecco가 1975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불연외

단열시스템입니다. 유럽의 엄격한 단열요구조건과 내화규정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경제적인 외단열시스템입니다.   

에코민은 높은 투습성능과 발수성능을 발현합니다. 

에코민은 불연재입니다.

더욱 강화된 단열규정(2016.7.1)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에코민은 열교현상(Thermal Bridge) 을 방지합니다. 

에코민은 최고 수준의 균열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코민은 다양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에코민은 전용으로 개발된 미네럴울단열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ALC내부의 높은 습기를 밖으로 쉽게 배출합니다. 

ALC의 외단열시스템으로 스티로폴을 사용하면 ALC가 건조 

되지 않습니다. 

에코민은 무기질불연단열재를 사용합니다. 독일의 내화규정

에서 불연등급 A 입니다. ALC가 갖고 있는 불연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ALC외벽을 ALC블럭만으로 조적하는 경우 모서리, 테두리보, 

창문주위등 국부적인 부위에서 열전달로 인한 열손실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결로와 곰팡이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에코민은 ALC주택의 외부를 전체적으로 다시 감싸는 

외단열시스템으로 열교현상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ALC는 연질의 재료이기 때문에 ALC벽체에 집중하중과 편심

이 작용하였을 때 ALC벽면에 균열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 ALC 자재 자체의 건조수축율에 의한 균열 발생 가능성도 존

재합니다. 

ALC벽체내 균열은 빗물의 침투와 열손실로 이어집니다.

에코민은  ALC외벽에 추가단열과 전면에 걸친 메쉬보강으로 

ALC 벽체내 균열을 보완합니다. 

에코민시스템 위에 다양한 마감재, 문양, 색상의 선택이 가능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재료를 치장재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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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민시스템 구성

에코민시스템 단열성능

- 접착재  :  Daemkleber MK 

- 단열재  :  Miwo Aero (40~200mm)

- 보강층  :  Armatop L Aero / Armatop Nova

- 보강메쉬  :  Mesh 32

- 정벌층  :  Alsilite T 1.0,1.5, 2.0, 3.0mm

                  Alsilite Nova 2.0mm, 3.0mm 

U-value(W/m²K) 0.317 0.274 0.205 0.140

↑ ↑
ALC지붕 

슬라브

ALC지붕 

슬라브

↑ ↑ 
지붕 단열재 지붕 단열재

←ALC블럭 ←ALC블럭
알시톱 →

에코민시스템

ALC 단일벽 시스템 에코민 시스템

→

300mm 300mm 300mm350mm4 4 4410 60 14010

외벽시스템

외벽마감/알시톱(t10)

ALC블럭 (t300mm)

인텍S (t4)

외벽마감/알시톱(t10)

ALC블럭 (t350mm)

인텍S (t4)

에코민외단열시스템(t60)

ALC블럭 (t300mm)

인텍S (t4)

에코민외단열시스템(t140)

ALC블럭 (t300mm)

인텍S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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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주택 인테리어 마감재

ALC 인테리어 마감시스템

초벌마감재 – 인텍 S

인텍S는 조적된 ALC 블럭면에 마감하는 내부용 플라스터 입니

다.  그 특징은 

- ALC와 같은 경량으로 얇게 바를수 있습니다. (3~4mm)

- 습기를 배출하는 투습성능이 매우 탁월합니다.

- 시멘트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단위사용량이 적어 경제적입니다.  

- 포장단위  :  25kg/포

- 비 중 :  1.3 

- 단위사용량 :  1.0 kg/mm

- 건조시간  :  2~5일 

- 색 상 :  백색 

- 작 업  :  손미장 또는 스프레이장비 

구  분 도  장 불연벽지 플라스터 플라스터

초벌층 인텍S

중간층 Capaver Sprayplaster

정벌층 Indeko-Plus Indeko-Plus Sprayplaster Traufelputz I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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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플라스터 (Spray Plaster)

ALC벽과 같이 평활한 바탕면에 사용하는 친환경 인테리어마

감재로서 매끈한 마감과 치장문양의 마감이 가능합니다. ALC

주택에서 노출된 ALC지붕 및 바닥슬라브패널면 또는 석고보

드 면에 직접 마감작업이 가능합니다.  

- 넓은 벽과 천정면을 자국없이 깨끗하게 마감 가능 합니다.

- 작업이 매우 용이합니다.

- 단위사용량이 적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 은폐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 놀라운 투습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 포장단위  :  25kg/통

- 비 중 :  1.8

- 단위사용량 :  2.1~2.8 kg/m²

- 건조시간  :  2~5일 

- 색 상 :  백색 

영종도 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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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도장재 / Indeko-Plus

Indeko-Plus는 최고 품질의 인테리어 도장재입니다. Indeko-

Plus는 이중도막효과가 있어 은폐력이 매우 뛰어나 대부분의 

경우에 1회 도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냄새없이 신속히 건조되어 시간이 촉박한 프로젝트에 적합합

니다. 주택, 호텔, 상업용건축물등 다양한 용도의 인테리어 도

장재입니다. 

특  징 규   격

- 물에 희석 가능 

- 냄새가 없는 친환경 도장재 

- 이중 피막효과 

- 작업 용이성 

- 높은 백색도 

- 신속한 건조 

- 탁월한 투습성능 (Sd값 < 0.1m)

- 포장단위  :  12.5L/통

- 색  상  :  백색 및 표준색상 

- 표면질감 :  매트 

- 습윤내마모성  :  class 1 (DIN 53778)

- 은폐력  :  class 1

- 밀   도  :  1.4 g/cm³

- 단위사용량 :  125 ml/m², 회 

- 건조시간  :  4~6 hrs (+20°C, 상대습도 65%)

- 작업온도  :  + 5°C 이상 (바탕면, 대기온도) 신속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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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로 만들어진 인테리어 불연벽지 /Capaver

그라스섬유로 만든 불연벽지 Capaver은 다양한 문양,색상,형

태, 광택정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매우 매혹적이면서도 독

특한 질감을 갖는 프레미엄급 마감재입니다.

 

Capaver를 붙인 후 적합한 친환경도장으로 마무리되며, 추후 

재도장만으로리노베이션 작업을 할수 있는 매우 경제적인 마

감재입니다.

특히 ALC주택에는 놀라운 투습성능으로 ALC의 높은 습기를 

배출할 뿐 아니라 ALC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억제효과가 매우 

탁월합니다. 또한 연질의 ALC표면의 손상을 방지하는 ALC주

택의 내벽마감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용   도

 ALC주택, 호텔, 상업용건축물등

특  징

관련제품 

제품 종류 

-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어 충격에 강합니다. 

- 벽체의 균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놀라운 투습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 불연재입니다 (내화등급 A2, DIN4102) 

- 백색으로 사전 코팅되어 있습니다. 

- 내구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  바탕면처리  :  Caparol-Haftgrund 프라이머

-  접착재  :  Capacoll VK 

-  정벌도장 :  Indeko-Plus

- Capaver Glasgewebe ;

   Glass fabric K/VB/AA

   Jacquard-Fabric

   Enement Effects

- Capaver Vliese

   Fanstastic Fleece

   AkkordVlies G/Z

FantasticFleece Miko

ElementEffects Fragment

ElementEffects Pixel

ElementEffects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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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부자재

마감재의 정확한 사용과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alsecco에서 마

감재와 같이 독일에서 직접 공급하는 시공부자재의 사용은 필

수적입니다. 

시공부자재 역시 독일 및 유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지속적으로 개발된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창문 씰 

외벽 마감시 창문씰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 폭우에서도 창문하부를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

  합니다.

- 창문 유리에 뭍어있는 먼지가 빗물에 씻겨 외벽마감재를 

   더럽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 창문씰의 강한 햇빛에 노출시 팽창응력이 ALC벽체에 전달

   되지 않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구  분 품목번호 용  도 규  격 포장단위

코너비드 1020 알시톱용 2.5m/개 15개/묶음

코너비드 9078 인텍S용 2.5m/개 50개/묶음

스톱비드 1227 알시톱용 2.5m/개 25개/묶음

창문비드 2.4m/개 15개/묶음

구  분 용  도 폭 포장단위

유니버셜베쉬 알시톱 1.1m 55m²/롤

Mesh 32
알시톱, 인텍S

알마톱AKS
1.1m 55m²/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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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용모르터 

워터스톱

공도구

ALC 및 패널의 파손된 부위를 보수하는 경우 ALC전용 보수용

모르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ALC와 물리적 성능이 동일하고 

경화 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이 용이합니다. ALC공장 및 ALC

시공현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포장단위  :  25kg/포

색   상  :   백 색 

용 도 :  ALC첫단 하부 방수 

            징두리 부위 방수 

포장단위  :  25kg/통

색   상  :    검정색

일자 미장흙손 

용 도 : 미장면 평활작업  

※ 창문씰 및 공도구만은 별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Alsecco 마감재 주문시만 판매가능합니다. 

플라스터 미장흙손  

용 도 : 알시톱 정벌작업   
스폰지 미장흙손  

용 도 : 알시톱 F 정벌작업 

           ALC보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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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유식물원 (알시톱F, Alsicolor Carbon)

가곡리 ALC주택 (알시톱, Alsicolor Carbon)

성남 ALC주택 (알시톱, 2002년)

성남 ALC주택 (알시톱, 2002년)

순천 ALC주택 (알시톱)

음성 ALC주택  (알시톱, Alsicolor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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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유식물원 (알시톱F, Alsicolor Carbon) 나주 ALC주택 (알시톱)

남해 독일마을 ALC주택 (알시톱)제주 ALC주택 (알시톱)

제주 ALC주택 (알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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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ALC주택 (에코민, Alsilite Carbon)

파주 ALC주택 (알시톱)

창원 ALC주택 (알시톱)

담양 ALC주택 (알시톱)

문경 ALC주택 (알시톱)

군포 ALC주택  (알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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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독일 리탈사옥 (에코민, 알시톱)

강릉 ALC주택 (에코민)

영흥도 오페라하우스 펜션단지 (알시톱)

강릉 ALC주택 (에코민)

이천 도자예술촌 ALC주택 (알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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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