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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범위

이 안내서는 Tesla 에너지 제품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하여 비상대응요원 및 관할 기관(AHJ)을 위한 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은 Tesla에서 설계, 제조 및 판매하는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제품으로 정의되고 
Megapack, Powerpack 및 Powerwall과 같은 제품을 포함합니다. 명시된 정보 및 권장사항은 올바르다는 판단 하에 작성되
었으며 준비일 현재 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TESLA, INC.는 이 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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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사 및 연락처 정보의 식별

표 1. 회사 및 연락처 정보

제
품

Tesla 에너지 제품은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공공재 서비스 에너지 응용 제품 및 이러한 제품에 설치할 수 있는 모
듈 및 하위 어셈블리용으로 고안되었습니다. 구체적 부품 번호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지
역

본사(미국)
3500 Deer Creek Road

Palo Alto, CA 94304 USA

전화 번호 +1 650-681-5000 (비상 시 사용 금지, 아래 참조)

유럽 및 아프리카
Burgemeester Stramanweg 122

1101EN Amsterdam, The Netherlands

전화 번호 +31 20 258 3916(비상 시 사용 금지, 아래 참조)

오스트레일리아 및 아시
아 Eastern Aoyama Building 4F 8-5-41

Akasaka, Minato-ku, Tokyo, Japan 107-0052

전화: +81 3 6890 7700(비상 시 사용 금지, 아래 참조)

제조사(미국)
3500 Deer Creek Road

Palo Alto, CA 94304 USA

전화 번호 +1 650-681-5000 (비상 시 사용 금지, 아래 참조)

비
상 
연
락
처

CHEMTREC 유해 물질(또는 위험 품목) 사고의 경우: 유출, 누출, 화재, 노출 또는 사고 CHEMTREC
에 주야로 전화

미국 및 캐나다: 1-800-424-9300

연락처 번호: CCN204273

미국 및 캐나다 이외의 지역: +1 703-741-5970(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허용)

Tesla 서비스 지원 연락처
Powerpack 및 Megapack:

• 직통 번호(연중 무휴 운영):
◦ 북미: +1 (650) 681-6060
◦ 오스트레일리아: +1800 294 431
◦ 뉴질랜드: +0800 995 020
◦ 일본: +0120 975 214

회사, 연락처 및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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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태평양: +61 2 432 802 81

• 이메일 지원: IndustrialStorageSupport@tesla.com

Powerwall:

• 직통 번호(연중 무휴 운영):
◦ 북미: +(877) 798-3752
◦ 영국: +44 8000988064
◦ 독일: +49 800 724 4529
◦ 이탈리아: +39 800596849
◦ 남아프리카: +27 87 550 3480

• 이메일 지원:
◦ 북미: PowerwallSupportNA@tesla.com

◦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PowerwallSupportNA@tesla.com

◦ 일본: EnergyCustomerSupportJP@tesla.com

◦ 유럽/중동/아프리카: EnergySupportEmea@tesla.com

2.2 SDS 및 제품 정보

안전보건자료(SDS)는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유해정보전달규정(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29 CFR 
Subpart 1910.1200의 하위 요구사항입니다. 이 유해정보전달규정은 OSHA에서 "품목"으로 정의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하위 범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OSHA는 "품목"을 유체 또는 입자 이외의 제조 품목으로 정의했으며 품목은 (i) 제조 중
에 특정 형상 또는 고안품으로 형성되고, (ii) 최종 사용 시 그 형상 또는 설계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최종 
사용 기능을 갖고 있고, (iii)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매우 적은 양(예를 들어, 미세한 양 또는 미량) 이상의 유해 화학 물
질을 방출하지 않고 직원에게 신체적 위험이나 건강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Tesla 에너지 제품은 "품목"에 대한 OSHA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유해정보전달규정의 요건에서 면
제되고 SDS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SDS는 이러한 제품 내부에 있는 셀 이외의 재료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에는 많은 다수의 소비자 전자 제품의 충전식 배터리와 유사한 밀봉형 리튬 이온 배터리 셀(셀)이 들어 있
습니다. 셀은 직경이 약 21mm이고 길이가 약 70mm 인 개별 밀봉형 실린더입니다.

셀에는 다음 중 하나로 구성될 수 있는 리튬 이온 전극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 리튬 니켈 코발트 산화 알루미늄(NCA 물질), LiNixCoyAlzO2;
•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산화물(NMC 물질) LiNixMnyCozO2;
• 리튬 니켈, 산화 망간(NMO 물질), LiNixMnyO2
• 리튬 코발트 산화물, LiCoO2;
• 또는 이들 화합물의 혼합물

셀과 배터리에는 금속 리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셀의 공칭 전압은 약 3.6V입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에는 냉각수 및/또는 냉매가 포함된 밀봉형 열 관리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 물질에는 
안전보건자료(SDS)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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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열 내용물

Tesla 에너지 제품에 포함된 SDS가 제공되는 셀 이외의 재료 대략적인 수량

에틸렌 글리콜과 물의 50/50 혼합물
Powerwall 1: 50/50 혼합물 1.6L

Powerwall 2: 50/50 혼합물 2.3L

Powerpack 1: 50/50 혼합물 22L

Powerpack 2: 50/50 혼합물 26L

Powerpack 인버터: 50/50 혼합물 11L

Megapack: 50/50 혼합물 540L

Powerpack 포드 모듈: 없음

Megapack 배터리 모듈: 없음

R134a: 1,1,1,2-테트라플루오르에탄 냉매
Powerwall 1, 2: 없음

Powerpack 1, 2: 400g

Megapack: 7.6kg

Powerpack 포드 모듈: 없음

Megapack 배터리 모듈: 없음

개별 리튬 이온 셀이 연결되어 모듈을 형성합니다. 모듈은 배터리 하위 어셈블리입니다. 이러한 모듈이 Tesla 에너지 제품
에 설치됩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의 대략적인 규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표 3. 대략적인 Tesla 에너지 제품 규격

부품 번호(이
용 가능한 경
우 재생 부품 

번호)

설명 모듈 전
압 – 출
고 시(V)

최대 시
스템 

DC 전
압

최대 시
스템 

AC 전
압

중량(kg) 높이(cm) 폭(cm) 깊이(cm)

Powerwall 1 버전

1050100-x*y*-
z*

POWERWALL, 
2KW, 7KWH

<30 
(DC)

450 
(DC)

-
95

(210파운드)

130

(51인치)

86

(34인치)

18

(7인치)

1067000- 
x*y*-z*

POWERWALL, 
3.3KW, 7KWH

<30 
(DC)

450 
(DC)

-
95

(210파운드)

130

(51인치)

86

(34인치)

18

(7인치)

1068000-x*y*-
z*

POWERWALL, 
6.6KW, 10KWH

<30 
(DC)

450 
(DC)

-
101 130

(51인치)

86

(34인치)

18

(7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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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번호(이
용 가능한 경
우 재생 부품 

번호)

설명 모듈 전
압 – 출
고 시(V)

최대 시
스템 

DC 전
압

최대 시
스템 

AC 전
압

중량(kg) 높이(cm) 폭(cm) 깊이(cm)

(223파운드)

Powerwall 2 버전

1092170-x*y*-
z*

AC POWERWALL <30 
(DC)

450 
(DC)

300 
(AC) 114

(251.3파운드)

115

(45.3인치)

75

(29.6인치)

14

(5.75인치)

1112170-x*y*-
z*

DC POWERWALL <30 
(DC)

450 
(DC)

-
115

(254파운드)

112

(44인치)

74

(29인치)

14

(5.5인치)

Powerpack 1 버전

1047404-x*y*-
z* POWERPACK

(2시간 연속 순방전)

<30 
(DC)

450 
(DC)

480 
(AC) 1680

(3700파운드)

219

(86인치)

97

(38인치)

132

(52인치)

1060119-x*y*-
z* POWERPACK

(4시간 연속 순방전)

<30 
(DC)

450 
(DC)

480 
(AC) 1665

(3670파운드)

219

(86인치)

97

(38인치)

132

(52인치)

1121229-x*y*-
z* POWERPACK

(4시간 연속 순방전)

<30 
(DC)

450 
(DC)

480 
(AC) 2160

(4765파운드)

219

(86인치)

97

(38인치)

132

(52인치)

Powerpack 1.5 버전

1089288-x*y*-
z*

POWERPACK 1.5 
C/2 시스템

<30 
(DC)

960 
(DC)

480 
(AC) 1622

(3575파운드)

219

(86인치)

131

(51.5인치)

82

(32.5인치)

Powerpack 2/2.5 버전

1083931-x*y*-
z* (1130518-
x*y*-z*)

POWERPACK 2,C/4 
시스템

<30 
(DC)

960 
(DC)

480 
(AC) 2160

(4765파운드)

219

(86인치)

131

(51.5인치)

82

(32.5인치)

1083932-x*y*-
z*

POWERPACK 2,C/2 
시스템

<30 
(DC)

960 
(DC)

480 
(AC) 2160

(4765파운드)

219

(86인치)

131

(51.5인치)

82

(32.5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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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번호(이
용 가능한 경
우 재생 부품 

번호)

설명 모듈 전
압 – 출
고 시(V)

최대 시
스템 

DC 전
압

최대 시
스템 

AC 전
압

중량(kg) 높이(cm) 폭(cm) 깊이(cm)

1490025-x*y*-
z*

POWERPACK 
2.5,C/4 시스템

<30 
(DC)

960 
(DC)

480 
(AC) 2160

(4765파운드)

219

(86인치)

131

(51.5인치)

82

(32.5인치)

1490026-x*y*-
z*

POWERPACK 
2.5,C/2 시스템

<30 
(DC)

960 
(DC)

480 
(AC) 2160

(4765파운드)

219

(86인치)

131

(51.5인치)

82

(32.5인치)

1490027-x*y*-
z*

POWERPACK 
2.5,C/2 시스템

<30 
(DC)

960 
(DC)

480 
(AC) 2160

(4765파운드)

219

(86인치)

131

(51.5인치)

82

(32.5인치)

Megapack(모든 버전 - 1462965-x*y*-z* 인클로저 엔벌로프에 대해 측정한 치수)

1462965-x*y*-
z*

MEGAPACK <450 
(DC)

960 
(DC)

505 
(AC) 25,400

(56,000파운
드)(최대)

252.2

(99 ¼인치)

716.8

(282 ¼인
치)(길이)

165.9

(65 ¼인치)

예비 부품

해당 없음 POWERPACK 포드 
모듈

<30 
(DC)

960 
(DC)

해당 없
음 98

(215 lb)

12

(5인치)

100

(39 ½인치)

75

(29 ½인치)

해당 없음 MEGAPACK 배터리 
모듈

<450 
(DC)

960 
(DC)

해당 없
음 1,085

(2,400 lb)

66

(26인치)

81

(32인치)

149

(59 ½인치)

* 8번째 또는 9번째 자리는 임의의 숫자 또는 문자일 수 있으며 10번째 자리는 임의의 문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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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 사전 주의 사항

이 문서에 설명된 제품은 잘못 취급하면 위험합니다. 잘못 취급하면 인명 손실을 포함하여 재산 손상 또는 신체 부상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에너지원입니다. 단락, 천공, 소각, 분쇄, 침지 또
는 강제 방전시키거나 제품의 명시된 작동 온도 범위를 초과하는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내부 또는 외부 단락으로 인
해 과열이 발생하여 발화원이 되어 셀이나 배터리 내의 주변 물질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배터리 무결성이 유지되고 밀봉이 손상되지 않으면 배터리에 포함된 전극 물질 및 전해질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노
출 위험은 오용(기계적, 열적, 전기적)의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고전압 위험

Tesla 에너지 제품 인클로저가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제품 취급 시 전기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오용 조건을 예상하여 고전압 배터리를 안전하고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Tesla 에너지 제품에 다수의 
안전 장치를 고안하여 내장했습니다. 모든 구성 부품 배터리 셀은 인클로저 내의 하위 그룹으로 제품 내에 밀봉되어 있습니
다(Powerpack용 포드 또는 Megapack용 배터리 모듈).

Powerpack 및 Megapack에서 각 포드/배터리 모듈의 외부는 내부 구성 부품과 분리되어 있고 커넥터는 만져도 안전합니
다. 포드는 고전압으로부터 격리된 견고한 금속 인클로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Megapack 배터리 모듈도 이와 비슷하게 
밀봉되어 있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Powerwall에서는 모듈이 유닛 내에 포함되어 있고 테슬라 직원이 아닌 경우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 부품은 Tesla 공인 기술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은 외부 인클로저, 포드/배터리 모듈 인클로저 및/또는 안전 회로가 훼손되었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 
심각한 고전압 및 감전사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 방전 조건에서도 배터리 팩은 상당한 전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잘못 취급할 경우 상해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이 눈에 띄게 손상되었거나 인클
로저가 손상된 경우, 위험성을 평가할 때까지(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험이 소멸될 때까지) 적절한 고전압 예방 조치를 취하
십시오.

경고: 고전압 및 감전사 위험이 있으므로 밀봉된 Tesla 에너지 제품 인클로저를 절대로 절단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설치/제거 지침은 Tesla 서비스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3.3 기계적 손상과 관련된 위험

Tesla 에너지 제품의 기계적 손상은 다음을 포함하여 아래에 설명한 여러 위험 조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팩 냉각수 누출(누출 냉각수와 관련된 위험 참조)
• 냉매 누출(Powerpack 시스템 및 Megapack만 해당, 누출된 냉매와 관련된 위험(Powerpack 및 Megapack만 해당) 참조)
• 셀 전해질 누출(누출된 전해질과 관련된 위험 참조)

취급, 사용 및 위험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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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물질의 발열 반응(셀 열 폭주), 셀 방출 그리고 자체 가열 및 열 폭주 반응의 인접한 셀로의 전파로 인한 개별 셀의 급
속한 가열.

• 화재

Tesla 에너지 제품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려면, 이러한 품목은 사용하지 않거나 설치하기 전에 원래의 포장에 보관해야 합
니다(보관 주의사항 참조).

3.4 고온 노출과 관련된 위험

Tesla 에너지 제품은 최고 50°C(122°F)의 작동 주변 온도, 최고 100%의 작동 습도(응축) 및 최고 60°C(140°F)의 보관 온도
와 95% 미만의 상대 습도(비응축)에서 유닛의 성능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 24시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
었습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을 이보다 높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시키면 배터리 셀의 열 폭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꽃과 같
은 국소 열원에 배터리 팩이 노출되면 셀 열 폭주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팩이 국소 열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야 합니다.

3.5 누출 냉각수와 관련된 위험

Tesla 에너지 제품의 열 관리는 에틸렌 글리콜과 물의 50/50 혼합물을 사용한 액체 냉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Powerpack 배터리 유닛에는 약 26L의 냉각수(Powerpack 2/2.5) 또는 약 22L의 냉각수(Powerpack 1)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일반적인 Powerwall 유닛에는 약 1.6L의 냉각수(Powerwall 1) 또는 약 2.3L의 냉각수(Powerwall 2)가 들어 있습니다. 
Powerpack 인버터(완전히 장착된)에는 약 11L의 냉각수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Megapack에는 약 540L의 냉각수가 들
어 있습니다. 설치된 Tesla 에너지 제품의 기계적 손상으로 인해 냉각수가 누출 될 수 있습니다. 액체는 파란색이며 강한 냄
새가 나지 않습니다.

에틸렌 글리콜과 관련된 독성학적 위험과 생태학적 영향 및 폐기 고려사항은 배터리 냉각수 전용 안전보건자료(SDS)를 참
조하십시오.

누출된 냉각수에 Tesla 에너지 제품을 장시간 노출시키면 부식 및 보호 전자 장치 손상 등의 추가적인 손상이 제품에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6 누출된 냉매와 관련된 위험(Powerpack 및 Megapack만 해당)
Powerpack 및 Megapack 열 관리 시스템에는 밀봉된 시스템에 각각 400g 및 7.6kg의 R134a: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 
냉매가 들어 있습니다. Powerpack 또는 Megapack의 기계적 손상으로 인해 냉매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출은 연
기 방출과 유사해 보입니다.

R134a와 관련된 독성학적 위험과 생태학적 영향 및 폐기 고려사항은 R134a 전용 안전보건자료(SDS)를 참조하십시오.

3.7 누출된 전해질과 관련된 위험

구성 셀 내의 전해질에는 휘발성 탄화수소계 액체 및 리튬 헥사 플루오로포스페이트와 같은 용해된 리튬염(리튬 이온의 공
급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Tesla 에너지 제품 셀의 전해질은 개별적으로 밀봉된 셀 내의 전극에서 대부분 흡수됩니다. 전
해질은 이러한 물질과 반응하여 배터리의 정상 작동 중에 소모됩니다. 따라서, 자유 액체 전해질이 없기 때문에 Tesla 에너
지 제품 내의 전해질 부피를 보고하는 것은 비실용적입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에서 전해질이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여, 또는 심한 분쇄와 같은 극단적
인 오용 조건 하에서 단일 셀에서 전해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질 누출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셀을 기계적으
로 손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해질 누출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 셀이 손상되더라도, 사고로 인해 몇 개 
이상의 셀에서 누출을 유발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셀은 밀봉된 강철 구획 구분 인클로저 내에 배치된 모듈에 연
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구획은 다수의 개별 셀의 액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 액체가 Tesla 에너지 제품의 사용자
와 접촉하려면, 외부 인클로저, 포드/배터리 모듈 인클로저 및 셀이 심각하게 기계적으로 손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Tesla 
에너지 제품은 액체 전해질 방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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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된 전해질 액체는 빠르게 증발하여 백색염 잔류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증발된 전해질은 가연성이며 알킬-카보네이트 
화합물을 함유합니다. 누출된 전해질은 무색이며 달콤한 냄새가 특징입니다. 악취가 분명하면 현장에서 대피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현장을 환기시키십시오.

경고: 전해질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누출된 전해액은 가연성이고 부식성이 있으며/눈과 피부를 자극합니다. 전해질로 의심되는 액체를 발견하면, 해당 장소를 
환기시키고 확실한 물질 확인이 가능하고 충분한 보호 장비(눈, 피부 및 호흡기 보호)를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액체와 접촉
하지 마십시오. 유출된 액체를 식별하기 위해 화학적 분류 스트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해질에는 석유/유기 용매 및 플
루오르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음).

전해질 누출의 경우 유기 증기/산성 가스 카트리지가 있는 공기 정화 호흡기, 안전 고글 또는 안면 전체 호흡기 및 안전 장갑
(부틸 고무 또는 적층 필름(예: Silver Shield)) 등의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건식 
흡수제를 사용하여 유출물을 청소하십시오.

주: 미국산업위생협회(ACGIH)는 전해질의 수용 가능한 노출 농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터리에서 전해질이 누출되는 
경우 구강(실험 쥐) LD50은 2g/kg(추정)보다 큽니다.

3.8 방출된 전해질과 관련된 위험

리튬 이온 셀은 밀봉된 유닛이므로,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전해질이 방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가열 또는 기
타 오용 조건에 노출될 경우, 전해질 및 전해질 분해 산물이 기화되어 셀에서 방출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열의 경우 
액체 전해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방출 가스는 열 폭주 반응의 일반적인 초기 지표이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상태
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스 또는 연기가 Tesla 에너지 제품에서 배출되는 경우, 현장에서 대피하고 긴급대응요원팀 및/또는 현지 소방서에 알리십
시오. 리튬 이온 배터리 팩에서 방출되는 가스 또는 연기는 가연성일 수 있으며 셀에서 가스 방출을 유발한 조건이 방출 가
스의 발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발화할 수 있습니다. 방출 상태의 Tesla 에너지 제품은 소방대원 PPE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한 훈련된 긴급대응요원만 극히 주의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셀에서 방출되는 가스의 조성은 셀 조성, 셀 충전 상태 및 셀 방출 원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출 
가스에는 알킬카보네이트, 메탄, 에틸렌 및 에탄과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수소 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
을음을 비롯해 니켈, 알루미늄, 리튬, 구리 및 코발트 산화물을 함유한 미립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펜타플루
오르화 인, POF3 및 HF 증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경고: 방출 가스와 접촉하지 마십시오.

방출 가스는 눈, 피부 및 목구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셀 방출 가스는 셀에서 방출될 때 일반적으로 고온이며 방출 가스의 
온도는 600°C(1,110°F)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고온 가스와 접촉하면 열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방출된 전해질은 가연성
이며 화염, 불꽃 또는 충분히 가열된 표면과 같이 반응 가능한 발화원과 접촉하면 발화할 수 있습니다. 방출된 전해질은 열 
폭주 반응 중인 셀과 접촉해도 발화할 수 있습니다.

취급, 사용 및 위험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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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화재진압 조치

경고: Tesla 제품 화재 또는 위험한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 Tesla에 즉시 문의하여 기술적 지침을 요청하십시오. 대응은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 수행해야 합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에서 심각한 화재가 발생하려면, 배터리 유닛의 인클로저를 장시간의 대형 화재 또는 심각한 물리적 충격
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과 같은 극단적인 외부적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 UL 및 IEC 표준에 따른 테스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단일 셀 열 폭주가 인접 셀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엄격한 전면적 화재 테스트를 통해 Tesla 에너지 
제품이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성능을 발휘하여 폭발적인 파열, 폭연 또는 예상치 못한 위험 없이 그리고 인접 인클로저 
유닛으로 화재를 전파하지 않고 천천히 소모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용 가능한 타사 보고서와 함께 대
규모 화재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4.1.1 Tesla 에너지 제품의 연기 유출에 대한 대응

Tesla 에너지 제품에서 연기가 유출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연기가 발
생한 후 배터리 열 폭주 화재가 발생합니다. 연기는 가연성일 수 있고 언제든지 발화될 수 있습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에서 
언제든지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하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가능한 경우 유닛/시스템을 끄십시오(비상 시 종료 참조).
2. 현장에서 대피하십시오.
3. 적절하게 훈련된 긴급대응요원, 지역 소방서 및 지정된 주제 전문가(SME)(있는 경우)에게 알리십시오.

경고: Powerpack 시스템의 화재 사고에 대응할 때, 앞쪽(도어쪽)에서 Powerpack 유닛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유닛의 
측면 또는 후면에서 모든 사고 대응을 수행하십시오. 인클로저 도어를 열거나 유닛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테스트 결과
에 따르면, Powerpack 화재는 인접한 Powerpack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경고: Megapack의 화재 사고에 대응할 때, 유닛에 접근하지 말고 어떤 도어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어는 닫힌 상
태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유닛 지붕에 내장된 폭연 통기구를 통해 유닛 상단과 전면 열 시스템 흡입 루버에서 
연기와 불꽃이 방출됩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Megapack 화재는 인접한 Megapack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Tesla 에너지 제품을 모니터링하여 연기가 계속 방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불꽃이 보일 경
우, 연소 중인 유닛에 직접 워터스프레이를 사용하기보다는 인접한 배터리 인클로저와 노출물에 워터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방어적 진화 참조). 화재가 여러 층의 강철 자재 뒤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인클로저에 직접 물
을 뿌려도 열 폭주 사고가 중지되지 않으며 직접 물을 뿌려도 전체 유닛의 최종 연소만 지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어를 열지 않아야 합니다. 테스트에 따르면, 단일 Powerpack 또는 Megapack의 열 폭주 사고는 
물 또는 기타 진화 소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주변 인클로저로 전파되지 않지만, 물을 사용하여 노출물 및 주변 환경으로 위
험이 확산되는 것을 더욱 완화할 수 있습니다.

워터스프레이는 노출된 Tesla 에너지 제품에 사용하기에 안전한 소화제로 간주됩니다. 물은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를 억제
하기 위한 바람직한 소화제로 간주됩니다. 물은 냉각 능력이 우수하고, 많은 지역에서 풍부하며, 화재 현장으로 쉽게 운반
할 수 있습니다. CO2, 할론과 같은 기체 소화제 또는 건식 화학 소화제는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의 화재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식히지 않고 셀 열 폭주 반응의 전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LITH-X, 흑연 분말 또는 구리 분
말과 같은 금속 소화제는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낮게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 팩과 관련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적절한 
소화제가 아닙니다.

연소중인 인클로저에 직접 물을 사용하는 경우, 물의 전기 분해(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연기를 방출하는 셀, 연소 플라
스틱 및 기타 가연성 물질의 연소로 가연성 가스 혼합물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화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고, 열 폭주 사고로 배터리 팩이 완전히 소모된 후 식는 데 24시간 이상 걸릴 수 있
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보일 경우에도, 모든 셀이 소모되지 않은 경우, 파손되거나 손상된 셀 또는 
타지 않은 셀의 구성 물질에서 발생하는 발열 반응으로 인해 화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이 완전히 소모된 다음 
연소된 덩어리에 물을 충분히 부어 식히십시오. 모든 화재 및 연기가 눈에 띄게 가라 앉으면, 열 화상 카메라로 유닛의 온도
를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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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방어적 진화

Tesla는 Tesla 에너지 제품의 화재를 방어적으로 진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방대원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배터리가 연
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대원은 분무 방사를 사용하여 인접 유닛 또는 노출물을 보호하거나 연기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
다. 1.75인치(~ 5cm) 단일 핸드라인으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 유닛에 직접 물을 뿌리면 연소가 지연되고 진화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화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고 인클로저 전체에 열 폭주가 전파되는 방식으로 인해 여러 번 세
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이 완전히 소모된 후 식는 데 24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4.1.3 소방대원 PPE

소방대원은 자급식 호흡 장치(SCBA)와 방화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셀이나 배터리는 과도한 열, 화재 또는 과전압 조건
에 노출될 경우 점화되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유기 증기를 누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기에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수소 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을음을 비롯해 니켈, 알루미늄, 리튬, 구리 및 코발트의 산화물을 함유한 미립
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펜타플루오르화 인, POF3 및 HF 증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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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Tesla 에너지 제품 전원을 차단해도 배터리 전원이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감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연기 또는 화재가 보이면, 제품에 접근하거나 제품 도어를 열지 마십시오.

비상 시 Powerpack 시스템, Megapack 또는 Powerwall을 종료하는 방법:

5.1 Powerpack 시스템

1. 외부 E-Stop(비상중지) 버튼 또는 Powerpack의 원격 종료 장치가 있는 경우 작동하십시오.
2. 외부 AC 차단기 또는 단로기가 Powerpack에 전원을 상향식으로 공급할 경우, 차단기 또는 단로기를 개방하십시오.
3. 안전한 경우에만 인버터 도어의 DC 단로기 스위치를 개방하십시오.

5.2 Megapack

1. 외부 E-Stop(비상중지) 버튼 또는 Megapack의 원격 종료 장치가 있는 경우 작동하십시오.
2. 외부 AC 차단기 또는 단로기가 Megapack에 전원을 업스트림으로 공급할 경우, 차단기 또는 단로기를 개방하십시오.
3. 안전한 경우에만 고객 인터페이스 베이 도어를 열어 AC 차단기에 접근하고 DC 잠금 키를 제거한 다음 필요한 경우 

LOTO(Lock Out, Tag Out)를 적용하십시오.

5.3 Powerwall

1. E-Stop(비상중지) 버튼이 있을 경우, E-Stop 버튼을 작동하십시오.
2. 시스템의 업스트림에 설치된 AC 단로기를 개방하십시오.

비상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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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응급 조치

6.1.1 감전/감전사

감전 또는 감전사가 발생한 경우(또는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 지원을 찾으십시오.

6.1.2 누출된 전해질과 접촉

구성 배터리 셀은 밀봉되어 있습니다. 열린(파손된) 구성 배터리 셀의 내용물은 피부 자극 및/또는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
습니다. 파열되거나 손상된 배터리 셀의 내용물이 피부에 접촉한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고 해당 부위를 비누와 물로 세척하
십시오. 화학 화상이 발생했거나 자극이 지속되는 경우 진료를 받으십시오.

눈에 묻은 경우 문지르지 않고 다량의 물로 15분간 씻어내고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6.1.3 전해질 증기 흡입

전해질 증기를 흡입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숨을 쉬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고 즉
시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6.1.4 방출 가스 흡입

구성 배터리 셀은 밀봉되어 있으므로, 정상적 사용 시 셀 방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출 가스를 흡입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숨을 쉬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십시오.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십
시오.

응급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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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보관 주의사항

Powerpack 시스템, Powerwall 및 하위 어셈블리는 설치 전에 승인 된 포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Megapack은 포장이 포함되
어 있지 않으며 방수포를 씌운 배송 상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을 단자가 단락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하지 마십시오(전기 전도성 경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온도가 상승하면 배터리 사용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은 -40°C ~ 60°C의 주변 온도를 최대 24시간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보관하는 Tesla 에너지 제품은 -20°C ~ 30°C(-4°F ~ 86°F)의 주변 온도, 95% 이
하의 습도에서 보관하고 응축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권장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하면 제품 수명이 단축될 수 있
습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을 난방 장비 근처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Tesla 에너지 제품을 50% 이하의 충전 상태(SOC)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완전 SOC로 또는 완전 방전 상태로 장
기간 보관하면 배터리 수명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Tesla 에너지 제품을 이런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
터리 사용 수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Tesla 에너지 제품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12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관 장소는 침수 방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 보관 장소는 해당 지역 소방 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터리 팩의 수용 가능한 저장 밀도와 배터리 팩의 보관 높이는 지역 관할 기관(AHJ)이 정합니다. 요건 및 제한 사항은 보관 
장소의 구조 및 화재 방지 특성과 전미소방협회(NFPA) 및 유사 기관이 공포한 소방 권장사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를 기
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의 작성 시점에는 리튬 이온 셀 또는 배터리 팩에 대한 표준 상품 분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6 NFPA 13: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 표준(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참조). Tesla 제품은 화재 
발생에 대한 에너지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30-40% 충전 상태(SOC)로만 보관됩니다. 에너지 감소에 대한 예로서, 30% 수준
은 FAA와 함께 실시한 광범위한 테스트 및 분석에 기초하여 항공 운송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Tesla는 리튬 이온 
셀 및 배터리를 그룹 A 플라스틱 상품과 동등한 포장으로 취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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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손상된 Tesla 에너지 제품의 취급, 보관 및 운송

Tesla 에너지 제품이 손상된 경우 즉시 Tesla에 문의하십시오.

Tesla 에너지 제품이 손상된 경우 (배터리 인클로저가 찌그러지거나 손상된 경우) 가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 또는 개봉된 셀/배터리는 급속한 가열(구성 물질의 발열 반응으로 인한), 인화성 증기 방출, 자체 가열 및 열 폭주 반응
의 인접 셀로의 전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Tesla 에너지 제품을 취급하거나 운송하기 전에 24시간 이상 기다리십시오. 연기는 열 반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기, 불꽃, 냉각수 누출 징후 또는 열 징후가 24시간 동안 관찰되지 않을 경우 Tesla 에너지 제품을 분리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운송을 위해 손상된 Tesla 에너지 제품을 평가, 연결 해제 및 준비하기 위한 특정 지침을 
얻으려면 Tesla 서비스 팀에 문의하십시오.

손상된 Tesla 에너지 제품을 보관 중에 모니터링하여 연기, 불꽃, 냉각수 누출 징후 또는 열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상시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경우(예: 장기 보관 중) 제품을 안전한 보관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손상된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가연성 물질이 없고, 훈련된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으며, 점유 구조물에
서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15m(50 피트)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개방된 장소는 적절한 안전 
장소일 수 있습니다. 손상된 Tesla 에너지 제품을 손상되지 않은 Tesla 에너지 제품에 인접한 위치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손
상된 배터리는 운송 중에 추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더 줄이려면, 손상된 
배터리를 주의해서 다루십시오.

손상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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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폐기 절차

Tesla 에너지 리튬 이온 배터리에는 납, 카드뮴 또는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절차는 수명 종료 상태의(EOL) Tesla 에너지 제품에 적용됩니다. 화재 또는 발열 이후의 폐기의 경우, Tesla에 지침을 
문의하십시오.

Tesla 에너지 제품은 지역, 주/도 및 연방 규제에 따라 폐기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배터리 폐기에 관한 규제는 관할 지역
에 따라 따르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미국에서는 배터리가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며, 많은 개별 주에 배터리 팩 폐기에 관
한 특정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배터리를 일반 폐기물 취급업체 또는 허가된 재활용 시설로 
가져가야 합니다.

Tesla 에너지 제품에는 재활용 가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esla는 재활용을 권장합니다. 현재로서는, Tesla 제품을 해
체해야 하는 경우, Tesla는 분해 및 추가 처리를 위해 Tesla 시설로 반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Tesla에 반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지역, 주 및/또는 연방 당국에 적절한 폐기 및 재활용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Tesla는 
북미에서 2개 이상의 재활용 처리업체와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EMEA) 지역에서 3개의 재활용 처리업체가 Tesla 배터리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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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유지보수 또는 수리

Tesla는 Tesla 에너지 제품의 모든 유지보수, 정비 및 수리를 Tesla 승인 서비스 기술자 또는 Tesla 공인 수리 시설이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Tesla 에너지 제품의 수명 기간에 걸친 모든 사전 예방 및 교정 유지보수가 포함됩니다. Tesla가 
승인하지 않거나 공인하지 않은 기술자에 의한 부적절한 정비 또는 수리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의 제한 보증이 무효화되고 
Tesla 에너지 제품의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태 및 예상치 못한 전기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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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운송 정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의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 운송을 위한 기술 지침,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 
위험물 규정, 국제 해상 위험물(IMDG) 규정, 철도(RID) 및 도로(ADR)를 이용한 위험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유럽 협약, 미국 
위험물 규정(49 CFR 173.185 참조)과 같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클래스 9 기타 위험물("유해물"이라고도 알려진)로 규제
됩니다. 이 규정에는 매우 구체적인 포장, 표지, 표시 및 문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운송을 위한 위
험물 준비에 관여하는 개인이 포장, 표지 작성, 표시 및 선적 서류 준비를 올바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요
구합니다.

UN 번호 3480

적정선적명(PSN) 리튬 이온 배터리

위험 분류 클래스 9 기타

포장 그룹 해당 없음

주: 명시된 정보 및 권장사항은 올바르다는 판단 하에 작성되었으며 준비일 현재 정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TESLA, INC.
는 이 정보와 관련하여 어떤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운송

19리튬 이온 배터리 비상 대응 가이드

11 운송



개정 
#

날짜 설명

01 2015년 7월 
14일

Tesla Powerpack 시스템, Powerwall 및 하위 어셈블리를 위한 ERG

02 2015년 9월 3
일

부품 번호 추가. 중량, 전압 및 온도 업데이트. 유출된 전해질과 관련된 위험의 명확한 정의. 보관 
요구사항 업데이트. 경고 라벨 아이콘 업데이트. 포장 그룹 업데이트.

03 2016년 10월 
3일

부품 번호 추가, 사소한 수정

04 2017년 6월 
30일

접근, 배기가스 및 안전을 포함하여 Powerpack 2용 화재진압 대응을 추가 일반 제품 정보 및 연락
처, 부품 번호 및 재생 부품 번호 업데이트

05 2018년 10월 
22일

쉽게 사용하고 번역할 수 있도록 포맷 변경. 기밀 상태 제거. CHEMTREC용 전화번호 수정

06 2019년 2월 
27일

Tesla 에너지 제품 화재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추가 맥락을 제공하도록 보관 조건 및 화재진압 
조치 섹션 업데이트. 포맷 조정, 경고 및 알림을 위한 그래픽 포함

07 2019년 12월 
17일

연락처 정보(Tesla 연락처), 제품 규격 섹션 및 누출된 전해질 섹션 업데이트, 및 문서 전체에 
Megapack 포함.

1.8 2020년 3월 11
일

주석 수정, 문체 수정.

2.0 2020년 7월 8
일 • 포맷 업데이트

• 제품 규격 업데이트

• 연락처 업데이트

• Megapack을 포함하도록 고온 주제 수정

• Tesla 인버터 명칭을 Powerpack 인버터로 수정

• 종료에 관한 정보를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독자 항목으로 분리

• 명확한 이해를 위해 화재진압 섹션을 재구성

• 재발화 위험에 관한 내용을 업데이트

2.1 2020년 8월 
28일 • 예비 부품 규격 추가:

◦ Megapack 배터리 모듈

◦ Powerpack 포드 모듈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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