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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작업

고압 배터리에 난 불은 물로 꺼야합니다. 배터리가 불이
붙거나, 고열을 받거나, 열 또는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
량의 물로 배터리의 열을 식히십시오. 대략 3,000갤런
(11,356리터)의 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배터리에 직접
분사). 물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준비하십시오.

배터리까지 번지지 않은 작은 화재는 일반적인 절차로 진
화하십시오.

차량을 점검할 때에는 항상 절연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열과 불꽃으로 일부 구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기치 않게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에 진입하려면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차량을 후발 구조대에 넘겨주기 1시간 전부터 배터리에
불꽃, 연기 또는 발열 현상이 없어야 하며, 배터리가 냉각
된 상태에서 넘겨야 합니다(열 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
정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후발 구조대원에게 배
터리 재발화 위험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경고 및 비고

경고 항상 Model 3의 전원이 켜져 있고 고전압
(HV) 부품이 통전되어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경고 항상 산소 호흡기가 장착하고 모든 PPE를 착
용하십시오.

경고 오렌지색 고압 케이블 또는 구성 요소를 절대
만지거나, 자르거나, 열지 마십시오.

경고 응급구조대 양쪽을 모두 잘라 전체를 제거하십
시오. 이렇게 해야 선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합
니다.

경고 Model 3을(를) 들어올리거나 안정화하기 위
해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고압 회로는 비활성화한 지 2분이 지나야 완전
히 방전됩니다.

경고 SRS 컨트롤 유닛에는 백업 전원공급장치가
있으며, 방전 시간은 약 10초입니다.

경고 절대가 바퀴가 지면에 닿은 상태로 차량을 운
반하지 마십시오. 지면에 닿은 상태로 운반하면 과
열이 발생하여 일부 부품이 점화될 수 있습니다.

메모 침수된 Model 3은(는) 기타 일반 침수 차량과 동일
하게 취급하십시오.

메모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비상대응 가이드를 참조하십
시오.

차량 안정화

1. 휠에 버팀대를 댑니다.

2. 주차 브레이크를 설정하십시오.

고전압 시스템 사용 중지

1. 후드를 엽니다:

• 12V 활성화: 터치스크린에서 관련 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 12V 비활성화: 전면 페시아에서 견인 고리 커
버를 분리한 다음 두 선을 당겨 외부 12V 전원
을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2. 접근 패널을 위로 당겨 고정 클립을 분리하고 접근
패널을 탈거합니다.

3. 응급구조대 루프 일부분의 양쪽을 잘라서 제거하십
시오.

Model 3 비상대응 자료

Model 3 비상대응 자료


	Model 3 비상대응 자료
	진화 작업
	경고 및 비고
	차량 안정화
	고전압 시스템 사용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