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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팽창 파킹의 사업의 필요성
1.1 사업목표
∙ EPDM계열의 방화문용 열팽창 난연 가스켓 개발
∙ 기존 고가의 실리콘 계열의 난연파킹을 EPDM 계

열로 시장에 공급하여 국내 방화문 성능을 향상

2. 사업의목표 및 필요성 
2.1 사업개요
∙ 용도 
 방화문용 고 기능성 열팽창 난연 가스켓 

∙ 특성 
 ① 화재발생 시 열팽창으로 유독가스를 막고, 산소 

유입을 최소화 하여 확산 방지
 ② 난연성능으로 화재로 인한 가스켓의 손실을 최대

한 지연시켜 인명피해 최소화

∙ 목표
 방화문에 장착 후 공인 방화문 성능시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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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품의 사양
∙ 일반사양
  - 기존의 방화문틀에 셋트가 용이하고 빠지지 않

을 것
  - 자동도어의 개폐에 저항이 없을 것
∙ 난연사양 : 해외 인증 DIN 4102-1, CLASS B2 ,UL 

94 V(V-0) 
∙ 자체개발사양 : 250°C x 15min 방치후 2배 이상 

팽창 할 것

3. 최근의 방화문 동향
3.1 개발 포인터
∙ 일반 가스켓과 열팽창 파킹의 분리
  - 일반 가스켓
    ; 소모품으로 정기 교환
  - 열팽창 파킹
    ; 1회 장착후 1회 화재 대비

4. 사업의 계획 및 내용
4.1 사업내용 및 범위
“열팽창 난연 가스켓”은 방화문 틈에 들어가는 제품

으로 화재가 발생시 온도에 의해 열팽창하여 방화문 틈
으로 확산되는 연기와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
며 난연성능으로 가스켓 손실을 최대한 지연시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4.2 화재사고 사례
2017년 화재사건 중 “제천 스포츠센터” 사건을 보면 

65명의 인명피해자가 나왔으며 그중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대형화재사고 이다. 이 화재사고 당시 인명피
해의 원인으로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집단 질식사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추정들이 많았다. 

이처럼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의 사례가 많은 가운데 “열팽창 난연 가스켓” 
제품개발로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4.3 사업대상의 우수성 및 차별성
∙ 화재시 온도에 의해 열팽창 하여 방화문 틈으로 확

산되는 연기, 유독가스 차단
∙ 난연성능으로 화재로 인한 가스켓 손실을 최대한 

지연시켜 인명피해 최소화
∙ 기존 고가의 실리콘 계열의 난연파킹을 고무계열로 

시장에 공급하여 30%의 가격인하 및 국내 방화문 
성능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