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yright © 2018 by GFI. 
ALL RIGHTS RESERVED



2

2017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 최고의 안전기술 선정

2017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7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무총리 Booth 방문



Ⅰ. 개발배경 – 기술의 필요성

화재 위험의 고도화로 화재진압 신기술 요구

대형화재 차단과 초기화재진압의 필요성 대두

화재위험의 사각지대 증가

시공성이 우수한 자동식화재진압장치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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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무기, 고분자 화학 및 나노기술의 융

합된 결과물

 화재 시 특정 온도(100~120℃) 에서 반응

하는 물질로 개발

 강도, 유연성 및 안전성을 가지는 복합재료

캡슐화

 CAPSULE의 미네랄 성분으로 보존 캡슐이

손상되지 않는 기술

 첨단 유기 섬유를 이용한 내부 물질 균열을

방지하는 기술 구현

Ⅱ. 기술 – 기반기술



Ⅱ. 기술 –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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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환경에서 구현되는 국방 화재진압시스템을

민간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GFI가 개발에 성공, 양산

할로겐계가스소화약제조성물및그제조방법
특허등록(제10-1733423호), GFI, 2017

내부 Core물질

Micro-Capsule 내부 청정 소화 약제

외부 외벽물질

New material Highly Polymer
(온도감응, 내후성, 기밀성이 강화)

의 NOVECTM1230 사용

(GFI: Official licensed User of NOVECTM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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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 – 핵심기술

캡슐 내부
원소 분석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캡슐 내부
물질 비교 분석

( Head Space – Gas Chromatography, 
HS-GC)

 Capsule 내부 소화 약제 FK-5-1-12 확인
(청정 소화 약제, 3M社 NOVECTM1230)

* 3M社 중앙연구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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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 – 핵심기술

캡슐 열중량 분석
(Thermo-gravimetric Analyzer, TGA)

Before

After

특정 온도 반응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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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무전원 자동감지 시스템
(어떠한 추가의 설비나 장치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혁신적 소방제품)

❷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오동작율 0% 시스템
(소화약제 저장을 위한 축압용기, 분사장치, 감지기가 없으므로 오동작 가능성 원천차단)

❸ 간편한 설치
(작은 공간만 있으면 어떠한 설비나 장비 없이 설치가 가능한 초경량 간편제품)

❹ 친환경제품
(화재 진압 시 최소한의 소화물질만을 사용하고 잔존물이 0%)

❺ 화재예방, 초기화재진압제품
(초기에 화재위험 불꽃을 잡아주어 화재확산을 차단, 화재예방시스템)

Ⅲ. 제품 – 특•장점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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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일명, “젖지 않는 물”
(소화 후 잔유물이 남지 않아 2차 피해가 없음)

❷ 미래 지속 사용 가능한 현존하는 “최고의 친환경 청정소화약제 ”
(오존파괴지수(ODP) 0, 대기잔류년수(ALT) 0.014, 지구온난화지수(GWP)<1)

❸ 청정소화약제 중 “최소의 전기절연성 보유 ”
(전기 화재 우수한 소화성능)

❹ 인체 안전성 우수 “최고의 설계여유율로 가장 안전한 소화약제 ”
(뛰어난 안전성, 낮은 사용 농도 / NOEAL기준 10%이나 실제 사용 농도 4~6%)

Ⅲ. 제품 – 소화약제 (3MTM NOVECTM1230) 이란?

Perfluoro(2-methyl-3-pentanone), Heptafluoroisopropyl pentafluoroethyl k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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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품 – Application  다른 산업군과 융복합 가능!

NOVECTM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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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품 – 패드 & 와이어 형 제품

방호대상물에 따라 다양한 형태 가능.

마이크로 캡슐 소화 약제를 여러 층 함유

초소형무인, 무전원지능형소화기

가로, 세로 3cm, 두께 2.5mm

캡슐의 동시 분사 – 높은 소화성

마이크로 캡슐 소화 약제 약 65% 함유

Glass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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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품 – 쉴드 & 페인트 형 제품

PAD 와 WIRE의 장점만을 복합한 제품

캡슐의 동시 분사 – 높은 소화성

대용량의 방호에 적합 (300L 이상)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오작동률 Zero

-. 마이크로캡슐 소화약제를 페인트화한 제품으로

건축용 자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소화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요소에 적용

-. 스마트 폰 등 소형 기기의 화재 방호, 가전제품, 

전선 등에 직접 적용하여 화재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

-. 도장에 코팅할 수 있는 안전 분야의 융∙복합

응용 소재로 적용

AEGIS SHIELD(이지스쉴드)

 소방도료 R&D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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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분전반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

콘센트, 통신시설, 전기패널, 가설시설물 및 소공간 전기시설물

Ⅲ. 제품 – 적용대상



Ⅲ. 제품 – 설치예시 (AEGIS PAD+WIRE복합)

AEGIS PAD

AEGIS PAD

AEGIS PAD

AEGIS WIRE

AEGIS WIRE

AEGIS WIRE AEGIS WIRE

AEGIS WIRE

AEGIS WIRE

AEGIS WIRE

AEGIS PAD

AEGIS WIRE AEGIS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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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품 – 설치예시 (AEGIS SHIELD)

AEGIS SHIELD AEGIS SHIELD

AEGIS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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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₂소화기
하론 소화기

청정소화기

자동식 소화기에 비해 가격 저렴

화재 시인위적 작동이 필요

Ⅲ. 제품 – 제품비교

수동식 소화기 류 : 화재발생 후 인위적 진압용
분말소화기

기존 자동식 소화 제품 나노기술을 이용한 초미세캡슐 소화기 AEGIS

별도로고안된감지기를통해화재를감지,

소화약제가충전되어있는장치에신호를보내

소화약제를분사하는

물리적·전기적배선과배관을가지고있는시스템

마이크로캡슐이온도에따른화학적평형상태의변

화를통해화재를감지, 내부압력변화에의해마이

크로캡슐의핵물질인소화약제를분사하는일체화

된자동식화학적소화장치

다양한초기화재현상의 감지, 진압이 어려움 초기화재진압으로대형화재조기 차단

장치의노후화, 환경변화에따른 오동작빈번 오동작률 0%

오동작에따른 손실비용 발생 손실비용 Zero

전기배선, 기계설비, 배관 등복잡한 시공 까다로운시공 절차또는 추가부품 전혀없음

설치를위한 일정수준이상의공간이 필요 2~3mm의 공간만있으면어디든 설치가능

일부는인체 유해성분, 환경규제물질함유 인체에무해한 친환경성분의소화약제 사용

복잡한시공으로고가 간편한설치로 기존자동식소화기에비해저가

순식간에 확대되는 대형화재를 방호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소화장치가 필요

숨겨진화재사각지대를
자동으로방호하는,
이지스(AEGIS)
초미세캡슐 소화기



17

Ⅳ. 인증과 특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소구 15-2 & 소구 18-6)

GFI 원천기술 특허 및 상표등록

2017년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 2017년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



VI. 제품 Specification

AEGIS 제품군
제품 Size

(mm)
무게
Gram

보관 온도
(℃)

작동 온도
(℃)

PAD S
30 X 30 X 3

(10EA/1pack)
3.0 g

-40 ℃
~ 80 ℃

120 ℃

PAD L 200 X 100 X 3 54 g

WIRE 1000 X 6 X 4 30 g

SHIELD 195 X 100 X 10 220g±15g

보증기간: 설치후 60개월
고객사의요청에따라제품의사양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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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