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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 장비 준비물  /  아래 내용은 타보스의 경험과 추정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용도 
소화기 종류 

(또는 보조 장구) 

조건 : AGV 1대당 4,000WH이하 리튬전지가  장착되었다고 가정 
참고 / 사진 

소화장비 및 용량 / AGV 및 전기차 운행장소(충전소)에 비치 

주된 소화기 
금속화재 소화기 

(D급소화기 / 분사식) 

MET30 소화기 --> 최소 2대 

또는 MET100 --> 1대 

 

(주기1)  참조 

 

 

주된 소화기 
금속화재 방화매트 

(D급소화기 / 매트(방석)) 

EX-C40 방화매트 --> 최소 2개 

크기(mm) : 400*600*80) 

EX-C80 방화매트 --> 최소 1개 

크기(mm) : 800*800*80) 

 

(주기2)  참조 

일종의 방화포 (이불형, 방석형) 

 

리튬배터리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경

우에 상당히 유효함, 배터리을 완전히  

덮을 수 있음. 화재 확산방지에 유용  

보조 소화기 
전해수(소금물) 담긴 

이동식 플라스틱 박스 

 

*  NJB-200C(우레탄바퀴) 점보상자 

*  NJB-200(뚜껑)-별도구매 

크기(mm) : W 620 * L 865 * H 530 

용량 : 200 리터 / 액체 보관용기 

----------------- 

물을 70% 채워 넣고,  

소금10~14kg을 풀어 넣음. 

( 소금물 농도 8~10% ) 

 

화재 발생장소로 본 물통을 이동시킴. 

화재난 배터리를 D급소화기로 어느 정도

진화 후 배터리를 (소금)물속에 침수시

키는 용도.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전기를 잘 통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기를 빨래 

방출하여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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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소화기) 

주변에 있으면 

같이 쓰면 도

움됨. 

이산화 탄소 소화기 

소화약제 중량 5kg 이상  

 

(주기3)  참조 

( 이 소화기만으로 화재 진압은 안되지

만 화재물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서 시간을 벌 수가 있다. ) 

 

소화 보조 

 장구 

방염장갑 

(용접 안전 장갑) 
헤스티아 방염장갑 화재 발생시 이 장갑을 끼고 대처 

 

소화 보조 

 장구 
방열상의 

방열상의_탄화섬유 

( 1000도 이상 ) 
일종의 방화복 ( 상의 / 점퍼 ) 

 

소화 보조 

 장구 
화재 방독면 SG-F0119  

 

소화 보조 

 장구 
불집게 

첼라 / 12인치 ( 300mm ) 

--> 2개 이상 비치 
 

 



(타보스) 리튬전지 화재 진압 및 예방 매뉴얼 V2.0 

www.tabos.co.kr  /  2023.01.11 

페이지 3 / 8 

 

(주기1)  D급 소화기의 리튬전지 화재 소화 능력 (타보스 추정치) 

MET30 소화기 --> 리튬전지 1500 ~ 2000WH 진화 가능 / 타보스 추정치 

다만, 리튬전지가 어떤 장치(AGV,전기차, 외함)에 장착되어 소화약제의 침투가 여려운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의 소화기가 필요함 ) 

따라서 안전하게 더 많은 양의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안전함. 

 

(소화 능력 추정 근거) 

타보스 리튬전지 크기와 비교하여 D급 소화기에서 토출된 총 소와약재의 부피를 비교하여 가

늠하였음. 

소화약재는 고체 알갱이로 ( 마치 모래 입자에 비유됨 ) 이 입자가 완전히 배터리를 덮을 만큼

의 약재가 필요함. 

화재난 배터리를 마치 모래로 완전히 묻어 버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 아래 사진 :  D급 소화기 약제의 예시 / 소화기 제조사마다 다르나 대부분 고체 분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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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2) (주기3)  타보스 화재 진압 사례  

방화 매트는 타보스가 사용해 본 바로는 화재 진압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음. 

 

EX-C40 방화매트는 타보스 작업실에 상시 비치하였었는데, 배터리 화재관련 시험중 화재가 

발생하였음.( 약 3000Wh급 ). 불길이 솟고 있는 배터리를 방화매트( EX-C40 )로 완전히 덮었

음. 이 때 불길이 위로 치솟던 상황에서 곧바로 불길은 잡혔고 위로는 희뿌연 연기만 올라

갔음. 그렇다고 화재가 진화되지는 않았음. 

 

이 때 화재 조건은 배터리만 단독으로 테이블 위에 있었던 상황으로 방화매트를 덮기에는 

좋은 조건이었음. 

 

연소물(배터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분사하면서 배터

리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음. 

 

이 때 방화매트는 완전히 화재 진화를 못했고 불길은 50%는 진화되었음. 

 

소방호스를 동원하여 물로 완전히 진압을 하였음.  

이 후 전해수(소금물) 드럼통에 잔불이 좀 남아 있는 배터리를 완전히 침수시켰음. 

상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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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튬전지 화재발생시 진압 지침서 

2-1) 배터리 자체만 개방된 공간에 있는 경우 

1) 충전기와 연결되었다면 충전선을 분리한다.  또는 부하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전선도 분리한다. 

2)  D 급 방화매트가 있는 경우 불길이 솟고 있는 배터리를 그것으로 덮어 씌운다. 

( 방화매트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됨 ) 

3)  D 급 분사식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를 한다. 

4)  진화가 상당히 된 후에는 배터리를 전해수(소금물)에 집에 넣는다. 

 

2-2) 배터리가 기계 (전기차, AGV)에 장착된 경우 

1) 충전기와 연결되었다면 충전선을 분리한다.  또는 부하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전선도 분리한다. 

2)  D 급 분사식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를 한다. 

3) 위와 같이 하면서 가능한 한 기계 장치에서 배터리를 끄집어 낸다. 

4) 기계에서 분리된 배터리에 D 급 방화매트가 있는 경우 불길이 솟고 있는 배터리를 그것으로 

덮어 씌운다. 

5) 동시에 D 급 분사식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를 한다. 

6)  진화가 상당히 된 후에는 배터리를 전해수(소금물)에 집에 넣는다. 

 

3.  소화기 비치 장소 

: 충전소 가까운 곳에 비치한다. 

많은 경우에 충전시에 화재가 발생한다. 

 

 

  



(타보스) 리튬전지 화재 진압 및 예방 매뉴얼 V2.0 

www.tabos.co.kr  /  2023.01.11 

페이지 6 / 8 

 

4.  리튬전지 화재 특성과 소화기 선정  

1) 리튬전지 화재용 소화기 인터넷 검색어  --> “ 금속화재 소화기 “ 또는 “ D급 소화기 “ 

2) 리튬전지 화재 등급 --> 리튬전지 화재는 금속화재로서 --> D급 소화기 

( 참고 )  

D급 화재: 금속의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 

B급 화재: 인화성 액체, 기체 및 고체 유질 등의 ... 

C급 화재: 전기의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 

A급 화재: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섬유류, 목재류, 

 

3) 금속화재가 일반 유기물 화재와 다른 점 

금속화재는 금속(예:알루미늄,구리,망간 등등) 자체가 연소되는 것입니다.  

리튬이 발화되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차적으로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양극, 음극, 

이 연소되는 것입니다. 

 

리튬전지에는 리튬 뿐만 아니라, 양극재로는 알루미늄 박막(Foil), 음극재로는 구리 

박막(Foil)으로 보통 이루어 졌고, 이 알루미늄, 구리 등이 연소하게 됩니다. 

 

유기물 화재는 수백도 온도이지만, 금속이 연소되는 금속화재의 온도는 1000~1500℃ 

입니다. 

금속화재는 온도가 높아서 낮은 산소농도라도 산소와의 결합 (화재)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소화기 (유기물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되지 않습니다. 

 

화재 진압의 키 포인트는 온도를 낮추고, 산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루미늄, 구리는 고온에서는 잘 연소됩니다. 

미사일 및 인공위성용 로켓에서 추진 연료로 사용되는 고체연료는 구리분말 또는 

알루미늄분말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사실로도 리튬전지 내에 있는 구리, 알루미늄 Foil은  

고온에서는 잘 탑니다. 

 

4) 화재 진압의 2요소 --> 온도를 낮춘다 & 산소를 차단한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금속화재의 경우 불을 끌 수는 없지만, 이산화탄소 분사시 화재물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분명 있습니다. 

화재 주변에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다면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5) 보조 소화기로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시 주의.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경우 밀폐된 실내에서 다량 분사시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으니 

창문을 다 열고 환기하면서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불끄는 사람을 서로 바꾸어 가면서 

진화해야 호흡에 필요한 산소결핍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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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튬전지의 사용, 이동, 보관 --> 화재 예방 차원 

1) 충전 및 사용 

리튬전지는 충전률이 높을 수록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충전시에는 최대 충전량의 90% 이하만 충전할 것을 권장함. 

더 안전하게 사용한다면 80% 이하까지 충전해도 좋음. 

 

2) 폐배터리 보관시 

폐기품으로 창고에 대기시키는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상태로 보관한다. 

참고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셀에 못 등을 때려 박아도 화재 가능성이 

아주 낮다. 

 

3) 배터리 이동시 

배터리를 기계에서 분리하여 이동시키되 

충전잔량을 30% 이하로 방전하여 이동시킨다. 

이 충전잔량 30% 이하 규정은 운송에 관련된 법규 UN38.3 규격서에서 규정한 것이다. 

이 말은 충전 잔량이 30% 이하일 경우 배터리가 극한의 경우 파손 ,충격을 받더라도 화

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격하게 적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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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 금속화재 관련 인터넷 자료 

D급 소화기를 이용한 리튬전지 화재 진압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rbk6ZYu63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