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연 외단열시스템 
혁신적인 미네럴울단열재  Alsitherm Miwo 035 AeroPlus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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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대 
불연 외단열시스템 

절대적으로 안전하고,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
인 방식에서 다양한 과제를 충족시키는  개별적
인 해결책을 기대하며  현대외단열시스템에 대
한 높은 요구를 제시합니다. 이때 귀하는 
alsecco (알세코)의 불연외단열시스템의 마지막 
세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lprotect Nova,  Alprotect Aero 와  Alprotect 
Aero Free 그들만의 자체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불연시스템의 해결책으로서 이들 시스템
은 내화의 범주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요구사항
을 모두 만족시킬 뿐 아니라 오염에 대한 탁월
한 저항성능과 높은 수준의 안정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SICHERHEIT ZUE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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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stein
Fassadendämmplatte
Alsitherm Miwo 035

AeroPlus

다채로운 성능 
ALSITHERM MIWO 035 AEROPLUS

 Alprotect Nova, Alprotect Aero und Alprotect 
Aero Free 를 위한 완벽한 선택은 바로 새로운 불
연 외단열재 Alsitherm Miwo 035 AeroPlus입니

다.

 주황색으로 사전 코팅된 미네럴울 단열재는 우
수한 단열성능을 발현하며,낮은 동적 강성으로 
인해 시스템의 높은 차음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으로 작업 가
능합니다. 접착면에 백색 접착 코팅은 프레스없
이 접착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렌지색의 바깥면
은 보강층의 접착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매립형 
화스너의 사용이 가능하며, 적용 상황에 맞게 화
스너의 수량을 적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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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재 , 내화등급 A1 (DIN EN 13501)
• 낮은 동적인 강성
• 매우 탁월한 단열성능
• 적용상황에 적합한 적은 화스너 량
• 단열 캡 사용가능
• 높은 투습성능
• 별도의 프레스 충진없이 모든 종류의 접착재 사용가능
• 화스너와 함께 모든 높이에 적용 가능
• 편리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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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한 의  저 항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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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sadendämmsystem
Alprotect Nova

ALPROTECT NOVA 
미네럴울 단열재를 사용한 프레미엄급 
불연 외단열시스템 

Alprotect Nova는 불연재로 내화등급 A로 인
정받았습니다.  

특허받은 카본기술과 혁신적인 나노하이브리
드-접착기술로 인해 마감표면은  특히 충격에 
강하고,  균열저항성능이 탁월합니다. 동시에 
이 불연 외단열시스템은 매우 진한 색상의 마감면
이 가능합니다. 

Alprotect Nova는 카본화이버가 혼입된 보강
층용 Armatop Nova와 불연메쉬 Alsitex Nova
와 실리콘-경량 플라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 내충격성능은 60 J까지도 가능합니다.

EXTREM WIDERSTANDSFÄH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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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함은 Alprotect Nova에의해 제공된 창조적 

자유입니다. 매우 진한 색상인 색상 밝기등급 5까

지도 실현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드로밸런

스®-효과와 모던한 나노기술 덕분에 놀라운 내오

염성능을 발현합니다. 

내 화 성  불 연 

색  상 색상 디자인 밝기등급  ≥ 15
 HBW 5까지 특수 보호기능이 있는 구조 

단   열  미네럴울 단열재 ( WLG 035) 

내충격성  유럽가이드라인 ETAG 004 요구조건 충족 

Ball 충격 안정성 합격 

4mm 표준메쉬  15 J

특수보호기능을 갖춘 구조는 60J 까지 가능 

색상 안정성  카본기술을 갖춘 도장으로 극히 높은 수준 

내오염성  하이드로밸런스®-효과와  나노기술로 해조류, 곰팡이 서식 보호 

(5년 품질보증) 

안 전 성  특허화된 카본기술과 실리콘 레진 바인더 플라스터로 인해 

매우 높음 

허가서  Z-33.43-52, ETA-09/0278, Z-33.8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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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  ALPROTECT NOVA 

1  Alsitherm Miwo 035 AeroPlus
2  Armatop Nova

3  Alsitex Nova

4  Alsilite Nova 

5  Alsicolor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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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 Lange Headquarters in München 
Planung: David Chipperfild,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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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품질을 지닌 

다양한 특성 



11

NatursteinFassadendämmsystem
Alprotect Aero

ALPROTECT AERO
미네럴울 단열재를  사용하는  만족스런             
불연 외단열시스템 

Alprotect Aero는 고층건물용으로 개발되어 왔
으며, 고품질의 무기질 구성재료로 인해 모든 필
요한 디자인 설계값을 충족시킵니다.  가장 중요
한 요소는 바로 미네럴울 단열재   Alsitherm 
Miwo 035 Aero 입니다. 또한 경량 모르터 
Armatop L-Aero로 보강층이  마감됩니다. 동시
에 모르터의 경량성능은 바로 경제성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MULTITALENT

MIT VIELEN QUALITÄ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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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화 성  불 연 

색   상   디자인 안전성, 색상밝기등급  ≥ 20
특수보호기능을 갖추는 경우  HBW 10 까지 가능  

단   열 미네럴울단열재  ( WLG 035)

내충격성  유럽 가이드라인  ETAG 004 요구조건 충족 

색상안정성  극히 높음  

내오염성  나노기술과 하이브리드밸런스® -효과를 지닌 도장으로 인해 해조

류,이끼류 발생 가능성 극히 낮음 (5년 품질보증) 

안 정 성   최신 경량플라스터 세대로 인해 최대 만족 

허 가 서 Z-33.43-52, ETA-10/0434

친환경성 블루 엔젤  ( Alsicolor Sili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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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케이트 무기질경량플라스터인  알시라이트

로 정벌마감됩니다.  이 위에 하이드로밸런스® 
-효과를 지닌 알시칼러 카본 페인트로 도장을 

하기 때문에 마감면은 해조류와 이끼의 발생이 

억제됩니다.  

시스템 구성  ALPROTECT AERO 

1  Alsitherm Miwo 035 AeroPlus
2  Armatop L-Aero

3  Glasfasergewebe universal-Aero

4  Alsilite Aero 

5  Alsicolor Carbon oder Alsicolor Sili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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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덴셜 타워  Alpenglühen in München 
건축설계 : Blaumoser Architekten und Stadtplaner, Starnberg 
외벽디자인 : Kupferschmidt Architekten,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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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과 경제성 

완벽한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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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steinFassadendämmsystem
Alprotect Aero Free

ALPROTECT AERO FREE
살균제가 없는 
외단열시스템 

Alprotect Aero Free는 해조류,이끼류 방부재가 
없는  시스템 솔루션입니다.  졸-실리케이트 경
량 플라스터 Alsilite ecoFree에 바탕을 둔 혁신적
인 졸-실리케이트 기술로 인해 이끼류,해조류 
시석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경량플라스터는 재료의 단위사용량을 30% 절감
시켜 친환경과 경제성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이
끼류, 해조류 공격으로 부터의 보호는 균형잡힌 
발수성능과 투습성능 (하이드로밸런스®-효과)에 
기인합니다. 동시에 열 밸런스 효과가 있는 버전
의 Alsicolor Silitec 도장은 태양에 의한 밝은 표면
의 더 강한 가온을 유발하고 건조 과정을 가속화
합니다. 

      ÖKOLOGIE UND ÖKONOMIE

PERFEKT KOMBIN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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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화  불   연 

색  상   디자인 안전성, 색상밝기등급  ≥ 20
특수보호기능을 갖추는 경우  HBW 10 까지 가능  

단 열  미네럴울 단열재  (WLG 035)

내충격성  유럽 가이드라인  ETAG 004 요구조건 충족 

색상안정성  졸-실리케이트 기술을 갖춘 외벽도료에 의해 극히 높음 

내오염성  졸 실리케이트기술과 하이드로밸런스-효과, 열균형효과가 있
는 외벽도료와 정벌플라스터로 인해 낮은  

안 정 성  최신 경량플라스터 세대로 인해 최대 만족

허 가 서 추진중 

친환경성  Blaue Engel

아주 좋은 건조 거동은 수분이 영구적으로 저장되

지 않도록하고 장기간의 습기가 있더라도 시스템

이 빨리 건조되므로 해조류와 곰팡이가 최대한 빨

리 생식을  잃습니다. 열 밸런스 코팅은 외관 온도

를 지능적으로 조절하고 신속한 건조를 향상시킵

니다.

 구성  ALPROTECT AERO FREE 

1  Alsitherm Miwo 035 AeroPlus
2  Armatop L-Aero

3  Glasfasergewebe universal-Aero

4  Alsilite ecoFree 

5  Alsicolor Silitec Thermobala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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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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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BALANCE

Intelligent e
Temperaturregelung

by alse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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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ärkisches Viertel in Berlin, Wohnanlage 908 
건축설계 : Dahm Architekten + Ingenieure,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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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steinKlinker, Keramik, Spar Dash,
Meldorfer Flachverblender

크링커,세라믹타일, 스파데쉬 ,
멜돌퍼(Meldorfer)  
 개성이 있는 다양한 마감재 

다양함과  창의성은 외단열시스템의 설계에서 건
축 스펙트럼을 특성화합니다. 다른 마감재료의  
사용을 가능하게하는 불연외단열시스템 또한 여
기서 개척자입니다. 따라서 정체성과 개성을 갖
춘 Façade는 건축가및 투자자의 아이디어에 따
라 만들어집니다. alsecco의 목표는 최대한의 
설계 자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에디션 alsecco
는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더 많은 다양성을 제공하는 다른 시스템 개념은 
없습니다.  다양한 표면 소재의 선택 및 조합에서 
기술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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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NKER, KERAMIK, SPAR DASH,
MELDORFER FLACHVERBLENDER
FASSADEN MIT CHARAKTER

Systemaufbau edition Klinker

Mineralwolle-Dämmplatte des Typs WAP zh 
(bis WLG 040) 

Armatop A

Glasfasergewebe K

Verlegemörtel A

Klinkerriemchen 

Fugenmörtel A

1

2

3

4

5

6

Systemaufbau edition Keramik

Mineralwolle-Dämmplatte des Typs WAP zh 
(bis WLG 040)

Armatop A

Glasfasergewebe K

Verlegemörtel A

Keramikfliesen

Fugenmörte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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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ufbau edition Spar Dash

Mineralwolle-Dämmplatten des Typs WAP zh 
(bis WLG 040) und des Typs WAP zg (bis WLG 035)

Spar Dash Receiver 

Glasfasergewebe 32

Spar Dash Chippings

1

2

3

4

Systemaufbau edition Meldorfer Flachverblender

Mineralwolle-Dämmplatten des Typs WAP zh 
(bis WLG 040) und des Typs WAP zg (bis WLG 035) 

Armatop A

Glasfasergewebe 32

Klebespachtel AF

Meldorfer Flachverblend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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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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