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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Escape Stairs 는
화재 시 안전한 공동주택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Magic
Escape
Stairs?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신 대피시스템

Magic Escape Stairs는 대피시설 및 대피공간을 통합한 솔루션으로써 대피 공간과 대피시설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하나의 피난구를 통해 비상시 피난 시설물과 대피공간으로써의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발코니 안전 난간으로 사용하다 화재 발생과 같은 응급상황시 옥외 피난계단으로 전개되는 슬라이딩 

타입의 새로운 전개 방식으로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피난대피를 위하여 1회 비상레버의 해제만으로 모든 

하부층도 빠르게 순차적으로 연속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중력을 활용한 자동 전개 방식을 통하여 하향 

슬라이딩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오작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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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화재대피소(2㎡)의 내부 시설비용보다 저렴

효율적인 설계 - 화재대피소(2㎡) 공간이 면제되어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합니다.

외관 훼손이 없으며 설계변경이 용이 - 평상시 난간으로 사용되어 아파는 외관 훼손이 없습니다.

기존 건물에도 손쉬운 설치 - 건물 경관의 디자인 훼손 없이 기존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손쉬운 양(2)방향 탈출 - 한 번의 동작으로 안전난간을 피난계단으로 활용, 대피할 수있습니다 . 

양(2)방향 피난 안전난간 및 접이식 옥외피난계단 시스템
Magic Escape Stairs

우수한 디자인과 엄격한 시공관리로 앞서갑니다.

현관

1방향

2방향

Magic Escape Stairs  란?

평상시에는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병원, 빌라 등) 발코니 안전 난간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발생과 같은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신개념의 옥외형 

피난계단입니다. 1방향의 피난경로를 안전하고 쉽게 “2방향 피난이 가능” 하도록 제작된 “안전난간 

및 접이식 옥외피난계단 시스템” 입니다.



기존 및 신규아파트 설치 예시

연립주택 시공 설치 예시

Magic Escape Stairs는 합리적 설치비용 및 공사기간의 최소화로 기존 및 신규 공공 주택의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아파트(미설치) 아파트(설치) 아파트(전개)

Magic Escape Stairs 설치는 아파트의 프리미엄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옥외 피난계단 추가 확보)

주거면적 증가로 공간 활용 및 조망권이 확대됩니다.

외부 설치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합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제품 대비 상층 세대의 누수 발생이 없습니다.

비상시 손쉽게 능동적인 양(2)방향 탈출이 가능합니다.

Magic Escape Stairs의 우수성

MAGIC ESCAPE STAIRS Product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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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거주자 대피동선의 안전성을 극대화한 Magic Escape Stairs의 조작은 간단합니다.

 

02

| 04 |    MAGIC ESCAPE STAIRS   Fast & Save Your Life

01

화재시 현관을 통한
대피 불가능

Magic Escape Stairs
안전장치 개방

07

아래 세대로 대피

Magic Escape Stairs
 입구로 이동

Magic Escape Stairs
작동

08

구조요청

Magic Escape Stairs
안전장치 확인

06

Magic Escape Stairs
개방

09

지상으로 이동

안전 시공, 부식 방지 등 특화된 제품력으로 완성된 최적의 대피시설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03

04 05

실제 화재 발생 시 Magic Escape Stairs는 기존, 경쟁사 제품 대비 안정적인 계단 구조로 심리적 안정감을 극대화하여 

노약자, 어린이, 고소공포증 환자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한 열림 기능과 동시에 단지 내 경비실, 119 등 

비상 연락망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뽑고뽑고 당기고당기고

| Product descriptions | 사용방법 & 신호시스템 

열고열고



MAGIC ESCAPE STAIRS 신호 전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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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신호 장치 사이렌 작동

(( 슬라이딩 OPEN 경고 ))

1
집과 관리실 사이렌 작동

(( 안전핀 OPEN 경고 ))

2

2차 경고 ( 긴급상황 ) : 안전핀 OPEN

화재발생 / 집, 관리실, 소방서에
비상문자 및 앱 전송

( 문자 및 앱은 등록된 전 세대원에 해당 )

MAGIC ESCAPE STAIRS Product descriptions

Magic Escape Stairs System Operating

화재 및 비상발생 시 대피(탈출)을 위한 전개 시 비상레버 조작 전 비상신호 전달 시스템의 컨트롤 박스의 오픈 및 핀 
제거에 따라 위험을 관리실과 소방서에 비상신호가 전달되며 등록된 전 세대원에게 비상발생 내용에 대한 문자가 
전송되는 방식의 개발 시스템입니다.

신호 시스템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Management Software
(Incl. PC&Software)

비상신호 장치

Master 최상위층 제품에 설치

RF통신, 485MHz
(Slave to Master)

TCP/IP & RS232 
(Master to PC)

Ehternet Convertor
Master Kit #10

Slave Kit #1

Slave Kit #2

Slave Kit #3

Slave Kit #n

 Ethernet Convertor
Master Kit #10

Slave Kit #1

Slave Kit #2

Slave Kit #3

Slave Kit #n

소방서

서버
알람, SMS전송

피난계단 전개

입주민

아파트 관리자

피난계단전개 시

입주민과 소방서에

알람 및 SMS 전송

1차 경고( 장난방지 ) : 슬라이딩 OPEN 비상레버 개방 ( OPEN ) : 피난계단 개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선진국형 계단식 대피구조로 심리적으로 안정적 대피가 가능하며 사용이 간편합니다.

비상신호 장치 (작동레버)

대피박스 측면가이드

대피박스 발판

레일브라켓

슬라이드 고정가이드

슬라이드 전면가이드

상기 제품 규격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년 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한해 무상수리 및 교환을 실시합니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상수리)

슬라이드 발판

후면가이드

락 가이드

가이드 브라켓

X밴드 연결 가이드

슬라이드 핸들가이드

| Specification | 제품사양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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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및 접이식 옥외피난계단 시스템

제품의 구성 및 규격

1

2

3

4

No. 구성
규격

Model 1.2 Series

STS304 / STS329FLD / Other materials

Model 1.35 Series

제품폭

난간높이

제품길이

사용자재

580mm

1,200mm

2,300 / 2,700 / 3,000 / 3,500

580mm

1,350mm

2,300 / 2,700 / 3,000 / 3,500



PUSH LOCK

비상신호 장치

어린이용 안전발판
(유상옵션) 

슬라이드 발판 

SLIDING BKT

MAGIC ESCAPE STAIRS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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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POSCO STS329FLD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우수한 도장처리 및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합니다.

월드프리미엄(WP) 신소재 사용

포스코 주조 기술인 poStrip을 활용한 lean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 사용

고강도로 인해 스테인리스 대비 두께 절감에 의한 경량화 가능

dent 성이 우수하여 표면 충격에 강함

기존 304 대비 고강도재로 가공성 및 내식성이 유사 수준 확보 

* 기존 Austenite계 304대비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이 대폭 개선 

강종 가공성 내식성

329FLD Good Good

Limited

Limited445NF

200 Series

304

Good

Good

Good

Excellent

STS329FLD 특징

규격명

STS329FLD

STS304

200Series

항복강도(Mpa)

527

258

400

인장강도(Mpa)

806

651

905

경도(Hv)

240

155

213

연산율(%)

43%

60%

51%

STS329FLD 기계적 성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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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적요건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2052호 )

제46조 ( 방화구획의 설치 )

  ·제4항 대피공간 설치규정(2m2) (대피소)

 ·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호 :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경량칸막이)

 - 2호 :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3호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하향식피난구)

 - 4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내 공동시설 대피공간 법령

대형 고층건물의 화재 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법(령)에 근거한 제품입니다.

| legal Act | 법적근거





|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example | 적용 및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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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내 적용된 법적 (내부)대피 시설로 인한 조망권의 제한을 해소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피시설 인정과 소방법에 따른 화재피난기구로 인정받아 대피공간, 대피시설, 완강기, 안전난간대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안방 (미설치) 안방 (붙박이장 설치시) 안방 (설치확장) - 개방형시인성 확보

Magic Escape Stairs

미설치 ( 발코니 미확장 )

Magic Escape Stairs

설치 후 ( 발코니 미확장 )

Magic Escape Stairs

설치 후( 발코니 확장 )

안방 조망권 극대화 및 경제적 이득

2m² 대피소 의무화 제품 설치 후, 붙박이장 등 공간 활용 개방 후 시야 확보



Magic Escape Stairs의 예상효과

대피공간 및 완강기 설치가 전무한 90년대 아파트에는 화재 및 비상사태에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인명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Magic Escape Stairs는 모든 저층, 고층건물 및 아파트 대피공간이나 피난기구가 없는 건물에 설치를 하여 화재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선진국형 계단식 대피 구조로서 심리적으로 안정적 대피가 가능하며 이용이 간편합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공동주택 발코니(베란다)에 안전 난간으로 사용되며, 피난이 제한적인 화재시설이 설치된 공동주 

택(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업시설, 학교 등)에 발코니의 안전 난간을 활용하여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피난 시스템입니다. 특히 양(2)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위기 시에 대피 장치로 더욱 활용가치가 높은 제품 입니다.

MAGIC ESCAPE STAIRS  Application and constructio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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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주택 아파트병원 / 학교

Magic Escape Stairs의 제품소개

Magic Escape Stairs의 적용범위

주문에 따른 맞춤형 설치 가능 병원, 리조트, 학교 등 어디든 설치가 가능 기존 건물에도 설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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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ion work example  | 설치 예시 및 사례

설치 아파트 화재 발생시 개폐 예시

Magic Escape Stairs 설치는 아파트의 프리미엄으로 이어집니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옥외 피난계단 추가 확보)

Magic Escape Stairs 설치(전개 전)

Magic Escape Stairs 설치(전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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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ESCAPE STAIRS  Construction work

아파트 / 오피스텔 설치 사례

가평 설악 어젤리아 아파트

장안동 드림시드 아파트

화곡동 메종드로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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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오피스텔 설치 사례

MAGIC ESCAPE STAIRS  Construction work

부천 역곡푸르내 아파트

수유동 한원힐트리움

답십리 한원힐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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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ESCAPE STAIRS  Construction work

빌라 / 상업시설 / 기숙사

파주 여연재 빌라

포항 사회복지관

예산 여자고등학교 기숙사

밀레(Miele)코리아

영광 해룡고등학교 기숙사



| Differentiation Factor | 기존기술과 차별성

① 경량칸막이 (인접세대와 경계벽)

 -  경량칸막이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붙박이장 설치 시 화재대피 불가능

 -  경량 구조로 파괴하였을 때 화재 확산 우려.  -  평상시 생활 소음이 심하게 발생

② 대피공간 (2㎡의 화재대피공간)  : 외부로 대피가 어려울 때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

 -  평소 창고, 수납공간으로 활용되어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서 사용이 어려움.

       -  밀폐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됨.                       -  외부 도움 없이 자력 탈출이 불가능함.

③ 실내형 하향식 사다리

 배란다 내부에 설치되며, 뚜껑을 열고 수직 사다리를 편 상태에서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대피시설로서, 층간 소음 및 누수 발생의

      문제가 있으며, 사생활 침해와 범죄 가능성에 노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대피 어려움 및 다수인원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의 문제가 있음.

④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

 외부에 하향식 사다리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부착한 후 사다리를 설치하여 비상시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시설물이며,

       돌출형으로 인한 아파트의 디자인 및 외관 이미지가 훼손 및 효율적인 디자인의 한계가 있고, 화재 등 비상시 탈출을

 위한 이동 및 전개시 시간 소요가 많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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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피 시설의 문제점 



New
technology

거주자의 독자적인 옥외 피난 시설로서 평상시에는 베란다 발코니 안전 난간의 역할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옥외 피난계단으로 변환되어 능동적인 양(2)방향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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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Escape Stairs의 장점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으로 대피공간 설치가 면제되어 발코니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주거면적 증가와 조망권이 확대됩니다.

안정적인 계단 구조로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어린이나 노약자, 고소공포증 환자 등 피난 약자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이 신속하게 대피가 가능합니다.

안전난간을 활용한 외부형 대피공간으로 사생활 침해 및 층간 소음, 세대의 누수 발생이 없습니다.

비상 시 한번의 동작으로 손쉽게 능동적인 양(2)방향 탈출이 가능하며, 기존 건물에도 손쉬운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관
1방향

2방향 안전난간 및 접이식 옥외피난계단 시스템
Magic Escape Stairs양(2)방향 피난



| Technical | 제품 기술

부재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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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모델링 하중에 대한 구조 검토

앵커 설계 하중 : 2.1kN 응력 검토 결과 : OK

<지점 반력 해석 결과> <부재 응력 해석 결과>

Fx (N) Fy (N) Fz (N)

B1

B2

B4

B6

T1

T2

221.9

-90.3

-55.3

-38.3

-33.9

-4.2

-1285.5

129.1

-1

-974.1

1134.7

936.9

923.6

2059.5

2036.3

1400.8

1677.5

645.5

부재 해석 결과

부재

사각파이프 B40x20x1.1

사각파이프 B20x20x1.1

환봉 SR20

가이드 브라켓

X밴드 연결 가이드

사각파이프 B40x20x1.8

사각파이프 B20x40x1.8

사각파이프 B20x20x1.8

판정

OK

OK

OK

OK

OK

OK

OK

OK



적용 활하중 : 계단판에 1인 씩 최대 4인 적용

계측 결과

120㎏(1인 최대하중) × 4인 = 480㎏

480㎏ / 0.562 ㎡ / 4EA = 3.8 kN/㎡ 적용

<앵커지지구조 성능시험>

<연직 변위 계측 결과> <유한요소해석 결과>

MAGIC ESCAPE STAIRS  Technical

앵커접합부 시험

정적하중재하시험

KBC 2016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확인
설계된 앵커접합부에 대하여 앵커의 인발시험, 전단시험, 휨성능시험 3가지를 수행

K연직방향 처짐, 횡변위, 응력 모두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계수하중 범위 내 탄성적 거동을 확인.
유한요소해석 수행 결과, 계수하중에 대해 약 1.5배의 안전율을 가짐.

앵커 설치를 위해 발코니 난간턱에 천공을 한다.
접합 플레이트를 난간위에 올려놓는다.
접합플레이트에 인서트를 삽입하여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다.
아래 앵커를 설치한다.
위 앵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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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변위 계측 결과>

120㎏

120㎏

120㎏

120㎏

하중 요약

기준

고정하중

활하중

주요 하중조합

손스침

KBC 2016

자중

3.8 kN/m2 *

1.2D + 1.6L

0.8 kN/m

낙하부분 중량 : 50kg / 충격력 : 50kgf(500N) / 활화중 120kgf * 4명 = 480kgf 
따라서 충격력 대비 활화중 약 10배에 해당함으로 충격력에 대해 안전함

가속도 및 충격력



| Technical | 제품 기술

피난안전성평가 수행결과 분석 - 고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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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성평가 수행 결과 분석

< 화재시뮬레이션(접이식 옥외피난계단 유효성 검토) > < 피난시뮬레이션(접이식 옥외피난계단 양(2)방향 피난로 유효성 검토) >

시나리오
화재시뮬레이션

피난허용시간

피난안전성
평가

2-1-1

2-1-2

2-1-3

2-2-1

2-2-2

2-2-3

2-3-1

2-3-2

2-3-3

직통계단 활용(지상1층~35층 재실자) 피난 136초

124초

98초

화재실 : 35초
비화재실 : 216초~800초 이상

화재실 : 35초
비화재실 : 216초~800초 이상

화재실 : 60초
비화재실 : 216초~800초 이상

화재실 : 60초
비화재실 : 216초~800초 이상

화재실 : 98초
비화재실 : 296초~800초 이상

화재실 : 91초
비화재실 : 296초~800초 이상

피난불가자 발생
(총 408명 중 132명 피난실패)

피난불가자 발생
(총 408명 중 132명 피난실패)

피난불가자 발생
(총 408명 중 132명 피난실패)

화재실 : 31초
비화재실 : 168초~583초 이상

화재실 : 31초
비화재실 : 159초~785초 이상

화재실 : 41초
비화재실 : 160초~588초 이상

화재실 : 41초
비화재실 : 160초~588초 이상

화재실 : 27초
비화재실 : 149초~557초 이상

화재실 : 27초
비화재실 : 149초~760초 이상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피난시뮬레이션

피난소요시간

소
파
화
재

직통계단 활용(지상1층~15층 재실자) 및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지상16층~35층 재실자)활용피난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지상1층~35층 재실자)활용피난 

직통계단 활용(지상1층~35층 재실자) 피난

직통계단 활용(지상1층~15층 재실자) 및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지상16층~35층 재실자)활용피난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지상1층~35층 재실자)활용피난 

직통계단 활용(지상1층~35층 재실자) 피난

직통계단 활용(지상1층~15층 재실자) 및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지상16층~35층 재실자)활용피난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지상1층~35층 재실자)활용피난 

주
방
화
재

침
대
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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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 모든 부재를 측정된 최대온도로 가정하여 유한요소해석 수행 결과 파괴가 발생하지 않음

접합부 : 측정된 최대온도에서 힐티 앵커와 앵커 플레이트 모두 설계강도 이상의 강도를 가짐

실화재 시험

원상복구 및 시험

<부재의 최대온도> <유한요소해석 결과><접합부 최대온도>

시험 결과

시험 과정

화재 및 비상상황으로 Magic Escape Stairs 작동 시 복구장비로 사용하며 장비 2대, 2인 1조로 기본 운용

복구장비에 대해 도면 및 복원장비의 개발이 완료되어 수십 차례의 시험 및 현장검증을 완료
(파주 여연재빌라, 가평 설악 어젤리아아파트, 포항 복지관 2곳에서 현장 검증 완료)

MAGIC ESCAPE STAIRS  Technical

① 작동상태 ② 반접힌 상태 ③ 복구장비 셋팅 ④ 복구장비 조립 ⑤ 복구장비 작동 ⑥ 복구장비 해체



사다리(전면부)에 미치는 전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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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다리해석 (풍력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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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s의 공기가 비상사다리에 충돌하면서 비상사다리 

표면에 생성되는 전압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사다리 

발판에서 크게 증가하고 기둥이나 기타 구조물에서는

비교적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남

사다리(후면부)에 미치는 전압력 분포

45m/s의 공기가 비상사다리에 충돌하면서 비상사다리 표면에 

생성되는 전압력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서 사다리 후면에서는 

전압력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응력분포(전면부)

최대하중은 왼쪽 상단 모서리끝에서 나타나며 38.5MPa로서 

재질에 대한 항복응력이 250MPa임을 고려할 때 안전율이 

6.49로서 안전하다고 판단됨

응력분포(후면부)

최대하중은 오른쪽 상단 모서리끝에서 나타나며 38.5MPa로서 

재질에 대한 항복응력이 250MPa임을 고려할 때 안전율이 

6.49로서 안전하다고 판단됨

피로수명(전면부)

45m/s의 공기가 비상사다리에 충돌하면서 생성되는 풍력하중을 

고려하였을 때 응력에 의한 피로수명에 대한 해석을 실시한 결과 

1,000,000번 반복하중을 가해도 안전한 결과로 도출됨으로서 

영구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됨

피로수명(후면부)

45m/s의 공기가 비상사다리에 충돌하면서 생성되는 풍력하중을 

고려하였을 때 응력에 의한 피로수명에 대한 해석을 실시한 결과 

1,000,000번 반복하중을 가해도 안전한 결과로 도출됨으로서 

영구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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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분포 및 최대응력(전면하중 작용)

비상사다리해석 (지진하중)

최대하중은 왼쪽 하단 모서리끝에서 나타나며 62.2MPa로서 

재질에 대한 항목응력이 250MPa임을 고려할 때 안전율이 

4.01로서 안전하다고 판단됨

응력분포 및 최대응력(후면하중 작용)

최대하중은 왼쪽 상단 모서리끝에서 나타나며 21.3MPa로서 

재질에 대한 항목응력이 250MPa임을 고려할 때 안전율이

11.7로서 안전하다고 판단됨

피로수명(병진하중 작용)

지진하중을 모사한 전·후하중인 병진하중을 고려하였을 때

대응력에 의한 피로수명에 대한 해석을 실시한 결과 1,000,000번 

반복하중을 가해도 안전한 결과로 도출됨으로서 영구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됨

피로안전계수(병진하중 작용)

피로수명에 대한 안전계수 최소값이 4.03으로 계산됨으로서 

피로수명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됨.

피로수명(전면부)

전면하중 작용시 최대변형은 중앙하단에서 생성되며, 

최대변형량은 1.71mm임

피로수명(후면부)

후면하중 작용시 최대변형은 중앙상단에서 생성되며, 

최대변형량은 0.75mm임

[풍력/지진 구조해석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기계공학부 이석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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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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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ion and Awards | 홍보 및 수상

YTN 뉴스 SBS 뉴스

JTBC 뉴스 OBS 뉴스

MBC 생방송 오늘 아침 SBS 모닝와이드

EBS 건축탐구 집 아시아경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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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 수상내역

YOU TUBE 중앙일보

아산시장 기업 방문 부천시 의회 부의장 및 관계자 개폐 참관 

대한민국안전대상 특별상 건설환경기술대상 우수기업 선정 특허기술상 지석영상 수상



사이즈 및 색상, 도장 등 원하시는 사양으로 시공합니다.

다양한 타입의 문양 가능 

심플한 디자인에서 클래식한 디자인까지 품격이 넘치는 다양한 타입의 문양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브랜드 맞춤형 컬러 적용 

각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의 정체성(identity)을 살린 컬러 패턴 등 맞춤형 설계가 적용됩니다.

디자인 예시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APT 및 주택의 랜드마크 역활

| 28 |    MAGIC ESCAPE STAIRS   Fast & Save Your Life

| Color & Design | 색상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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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 디자인

다양한 패턴과 재질로 APT 및 주택의 랜드마크 역활

난간살에 맞춰 브라켓 용접 강화유리 일체형

강화유리 타공형 방부목 사용 홀 타공

PC 일체형 PC 타공형

STS판넬 타공형



02
FINE
DNC

| 모든 것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업 FINE DNC

Display, 2차전지케이스, 금형, 전기전자, 반도체, 신소재 4차산업 제품, LED 조명 등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주)파인디앤씨가 아파트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주)파인디앤씨만의 탁월한 노하우와 최고의 기술력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생활 속 국민기업
파인디앤씨가 시작합니다



대표이사 홍성천�,� 김종찬

신개념 대피시스템 Magic Escape Stairs 구현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져가는 시대에 발맞춰 (주)파인디앤씨가 공공주택 및 공공건물 화재 시 

소중한 인명을 안전하게 탈출하는 신개념 안전 계단 시스템의 생산과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년간 신기술 개발을 핵심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해온 FINEDNC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Display, 2차전지케이스,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고품질의 금형기술로 삼성, LG 및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등 국내외 세계적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성장해 왔습니다. 

21세기, 새롭게 펼쳐지는 최첨단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해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하여 

발전해온 FINEDNC 전 직원은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모범적인 경영으로 최고의 기업 가치를 실현함 으로써 그 이익을 주주, 고객, 

직원과 공유하는 기업으로 한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FINEDNC는 성실함과 최고의 기술 개발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알찬 내실을 기하고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확보 및 끊임없는 생산성 

혁신과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 된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4,640억원(국내사업장 기준), 총매출 5,642억원(15년말 기준), 총임직원 1,970명(14년말 

기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며 경쟁력 있는 최고의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FINEDNC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에 빛나는 기술력을 디딤돌 삼아

| CEO Message | 대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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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 of Business | 사업분야

총자산 4,640억원(15년 기준) 총매출 5,642억원(15년말 기준) 직원수 1,970명(14년말 기준)

본사 (아산 사업장)

베터리케이스, 홀로그램 영상구조물

본사 (아산 사업장)

Display & 자동차용 금형 제작

본사 (아산 사업장)

반도체 금형, 반도체 테스트장비 생산

· 국내 본사 (아산 사업장)

생산품 : Display, 2차전지케이스,

금형, 전기전자, 반도체,

금형기술센터(아산/광주)

Display & 자동차용 금형제작

선형개발(Mock-up)품 생산

· 해외 범윤전자 (중국)

본사(아산 사업장) 금형기술센터(아산) 범윤전자(중국) 슬로바키아

FINEDNC는 1992년 창업 이래 투명하고 모범적인 경영으로 최고의 기업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개발 능력과 도전정신, 성실함과 최고의 기술 개발력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알찬 내실을 기하며, 

공정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 확보 및 끊임없는 생산성 혁신과 고객만족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생산품 : 노트북 / 모니터 / Display Chassis

Mobile phone 내외장 Body

금형기술센터 보유

슬로바키아

생산품 : Display Chassis, 자동차 부품

회사개요

회사소개

계열사 및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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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rial Objective | 경영목표

모든 것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업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FINEDNC의 바람은 개개인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편리해지는 것이며, FINEDNC가 모든 일에 있어 항상 좋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성실한 행동이 좋은 삶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기술 개발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FINEDNC의 기술 개발 능력은, 한발 더 앞서가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도전정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한 기술 개발력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 – FINEDNC

FINEDNC 핵심 목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기술로서 인정받고 있는 FINEDNC는 한발 더 앞서가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하는 도전정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고객 정보 시스템 연동 ( SCM )

· 국내/외 안전보건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로 안전보건 의식을 향상 시킨다.

· 잠재적 작업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며 무재해 사업장

  만들기에 임직원이 참여한다.

·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 

· 지속적인 개선을 이행한다.

· 직급별 / 직무별 능력향상 교육체계 운영

·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 양성

· 6시그마의 생활화

· 설계 / 가공 기술력 강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강화

· 환경관련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 외 환경오염

 예방과 지속적 개선 활동을 한다.

· 환경 관리 교육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며 환경 보존 활동

 전개와 결과를 공유한다.

FINEDNC 이념

고객가치창조

안전 보건 방침 준수

품질 방침 준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기업문화 장착

사업역량 강화 를 위한 기술력 확보 및 신기술 개발

환경 방침 준수



Magic Escape Stairs는 고층건물에 또 다른 동선을 만들어 응급상황시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새로운 길입니다. 과거 동서양의 무역의 신기원을 열었던 Silk Road가 있었다면 

이제 Magic Escape Stairs가 고층건물에 새로운 탈출 Solution을 제시합니다



최근 대형화재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로 제조한 Magic Escape Stairs로 국내외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 및 

응급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소중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www.estairs.co.kr



안전난간 및 접이식 옥외피난계단 시스템
(31413)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  /  [지번]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1-2

Tel. 041. 538. 9181  /  Fax. 041. 538. 9189  /  estairs@finednc.com

www.estairs.co.k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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