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확인제품 [동해공영]

소방관 안전 진입창(SE창-열관류율 1.235W/m2K)

소방관 진입창은 왜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할까요?

[소방관 진입창 설치목적]

소방관진입창은 화재 발생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 안전하게 진입하여 인명 구조활동을 

위한 창으로, 재천 화재 사건* 이후,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 신설 

(2019년10월24일 시행)되면서,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도록 되었습

니다.(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 제외)

* 제천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 사망자 29명 부상 36명

[소방관 진입창 (유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관 진입창 해당 창호에 설치하는 유리는 소방관이 유리를 파괴하기 위

해서 망치나 별도의 파괴장치 없이는 깰 수 없습니다. 장비를 사용하여 절단하게 되더라도 두꺼

운 복층유리는 제거하기가 더욱 까다롭고, 날카로운 파편이 프레임에 남아 2차적인 신체 피해가 

유발되기에 소방관이 신속 안전하게 진입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후 소방관이 신속 안전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창틀에 부착된 

유리를 다 제거해야 하고 이로 인해 허비된 시간은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관이 신속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동해공영은 소방관 안전 진입 SE창을 개발하여

국가기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성능인증)

그럼 성능인증 제품 소방관 안전 진입 SE창 제품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l 소방관 안전진입 SE창 - 4가지 성능 표준 인증

크러쉬 버튼

(신속파괴)

비산방지필름

(안전진입)

미세파쇄 강화유리

(신속,안전진입)

단열성[KS F 2278]

(고효율 복층유리)

성능1. 크러쉬버튼

별도의 파괴장비 없이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크러쉬 버튼 타격장치를 부착하였

습니다.

  

성능2. 비산방지필름

파괴 후 강화유리 폭발 및 뾰족한 유리 조각 없이 소방관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2차 

신체 손상 방지용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였습니다.



 

성능 3. 미세파쇄 강화유리 (규격-KSL 2002)

품질관리를 위해 KSL 2002 규격 기준에 미세파쇄 강화유리(200개이상/5*5Cm) 로 제작하였습

니다.  미세파쇄 강화유리는 파쇄수 200개 이상 잘게 부서지는 유리로 날카로운 잔재가 창문

틀에 남아 있지 않아 안전 진입이 가능합니다. 

성능 4. 단열성능 - 열관류율 1.235W/㎡k (KSL 2003 B종 ll 류 인증제품)

소방관안전진입SE창은 에너지소비효율 관리기준에 의거 KSL 2003 규격기준에 의한 로이복층

유리 또는 단열 프레임창에 크러쉬 버튼을 부착하여 단열성능 [KS F 2278]을 보유한 제품입

니다.

앞서 말한 4가지 성능을 인증받은 소방관 안전 진입 SE창은 건축물의 피난 창과 구조등의 기

준에 관한 규칙에 맞춰 지름 20센티 미터 이상의 붉은색 역삼각형 반사 스티커를 야간에도 알

아볼 수 있도록 창 중앙에 부착하여 시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소방관의 2차 추가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며, 화재 시 소방관이 유리창을 쉽게 깨고 신속, 안전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동해공영의 소방관 안전 진입 SE창 

- 중소벤처기업 성능인증 제품

- 2020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국가기관 성능인증 적합제품인 소방관 안전진입 SE창이 의무적으로 설치 확대되고 기존 노후 

건물에도 적용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관안전 진입창은 크러쉬 버튼이나 미세파쇄 강화유리만을 별도로 판매는 하지않고 있으며.
일체형 시험체 그대로 단열창과 단열문틀 프레임과 고효율복층유리를 완제품으로 조립한 후 관련 규정에 
맞춰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후 그 성능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창틀 부착형 소방관 안전집입창 A형과 복층유리에 크러쉬 버튼이 부착된 B형 제품이 있는데 B형 제품의 
경우 모든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단열성을 갖춘 소방관 안전진입창은 5미리 미세파쇄 강화유리와
5미리 미세파쇄 로이강화유리 두장의 복층유리에 아르곤가스가 채워진 고효율복층유리 24미리로 구성되어 
있어 열관류율값이 1.235 W/m2k제품으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관련법에 기준한 스티카 부착 등 모든 사
항이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완제품 주문후 설치하는 공사업체 입장으로서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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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안전진입창(SE창-열관류율 1.235W/m2K)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기관 성능인증 제품

소방관 안전진입 SE창(Safety Entrance & Exit Window for Firefighter)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9. 10. 24.]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관 진입창

개선 제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주요제품구성  

가. 크러쉬 버튼(Crush Button)

미세파세 강화유리를  쉽고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고안한  버튼 장치로 안전핀 

제거 후 버튼만 누르면 유리가 손쉽게 파괴 할 수 있음[동해공영 특허제품]

◆ 크러쉬 버튼 Crush Button 설치 모습(창틀)

나.유리

(1) 파인크러쉬 글라스(Fine Crush Glass)

미세파쇄강화유리(Fine Crush(Safety)Tempered Glass)의 약어

유리두께 5mm 기준, 표면응력 160Mpa~220Mpa, 파쇄수 200개 이상/5*5Cm 

[강화유리 폭발성으로 인한 2차 신체손상을 막기위해 비산 방지 필름부착과 

유리파괴장치(크러쉬 버튼 Crush Button) 함께 사용]

(2) 파인크러쉬 복층유리(Fine Crush(Tempered) Insulated Glass)

고효율 복층유리로 한국표준협회 KSL 2003 B종 II류 인증제품

[알미늄 단열 프레임을 포함한 열관류율값 1.235W/m2K(중부 2지역 적용 가능)

 ◆ 파인크러쉬 강화복층유리 파괴후 탈착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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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산방지 필름 (Glass Anti Scattering Film)

유리 파괴시 폭발성으로 인한 신체손상 방지를 위해 부착한 필름

[유리가 파괴 될 시 한 장으로 안전하게 탈착되는 특징을 가졌음]

■제품의 성능

시험항목 기  준 시험결과 시험 방법

완

제

품

유리창

 파괴시간
10초 이내이어야 할 것.

① 5.38 자체시험방법

(6.가.2).(5))
② 24.73

기밀성 1 등급 1 등급 KS F 2292 

내풍압성 240 등급 240 등급 KS F 2293

수밀성 35등급 35 등급 KS F 2296 

열관류율 1.4W/㎡K 이하일 것. 1.235 KS F 2278 

유

리

낙구 충격 

파괴 강도

6매를 시험하여 파괴가 1매 이

하이여야 할 것.

③ 이상없음.

KS L 2002

④ 이상없음.

파편의 

상태

5매 모두 파편 수가 40개 이상이

어야 할 것.

③ 이상없음.

KS L 2002

④
기준치(40개이상)미만

의 파편 발생

쇼트백 

충격강도

다음 a) 및 b) 중 어느 쪽에 합
격하여야 한다.
a) 낙하 높이 120㎝에서 유리가
 파괴되지 않을 것.
b) 유리가 파괴된 경우, 각 시료
에 대하여 가장 큰 10개 파편의
무게 합계가 시료의 65 ㎠ 면적
에 상당하는 무게를 넘지 않을것.

③ 이상없음.

KS L 2002

④

가장 큰 10개 파편의 

무게 합계 기준치 

초과

크
러
쉬 
버
튼

촉진내후성

시험 후

크러쉬 버튼 

작동확인

정상 작동하여야 함. 정상 작동함
자체시험방법

(6.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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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진입창 방화단열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외 동해공영 제품 전체

https://www.youtube.com/channel/UCMKwLlN1hwVJI5bxxKmJijA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붕규산내화 복층유리 창과 문 

https://blog.daum.net/glassinkorea/214

올바른 방화창호

https://www.youtube.com/watch?v=ENUfv4C5VW4

방화와 단열 동시해결한 방화단열 유리(프로젝트)창(1.370)

https://youtu.be/A-Uh318J6gY

방화유리 원자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CcU2ApL6QeE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외 동해공영제품 전체

https://www.youtube.com/channel/UCMKwLlN1hwVJI5bxxKmJijA

(주)동해공영 

https://blog.naver.com/glassinkorea

T.051  831  6129(부산공장)

T.032  721  6130(인천공장)

소방관 진입창 열관류율 1.235W/m2K/기밀성1등급-중부 1지역 적용-건축설계도면 및 시험성적서 

방화단열유리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외 동해공영제품 전체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공

▶제품설계 도면제공 문의 : ㈜동해공영 나승천 전무 T.010-2911-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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