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AD
리튬배터리, 금속화재 진압 전용제품

소형 이차전지 화재진압 및 확산방지

캠핑장, 가정, 연구실, 재활용선별장 등 화재진압

폐유리팽창글래스 및 탄소섬유로 확산 방지

안전하고 빠른 금속화재 진압



개발배경

◊리튬이온배터리
-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드론, 전동퀵보드, 자전거, 진공청소기 등 가전제품 등에 많이 활용

- 고온노출, 과충전, 과방전, 고전류방전, 물리적 손상, 제조 및 운반과정에서 화재노출 취약

- 열폭주 및 재발화 특징(셀-모듈-팩으로구성되어있어화재확산)으로화재진압에 어려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사고빈발
-가정및사무실내전동퀵보드충전중화재사고빈발(다수언론보도)

-삼성SDI천안공장내폐배터리자원순환센터화재로재산피해(2020.11)

-폐배터리운송중화재(2020.12.27)

-ESS시설화재(2년간약30건), UPS화재(KT, 동인천역, 대학연구실, 공영홈쇼핑, 수원시청등) 빈발

- 각지자체플라스틱재활용선별장배터리폭발로수십억재산피해빈발

<전동퀵보드 충전 중 화재> <삼성SDI 천안공장 화재>

<폐배터리 운송 중 화재> <대학연구실 배터리시험중 화재>

◊화재진압기술개발(특허/디자인/상표)
-소형이차전지,리튬이온배터리화재진압제품(특허출원10-2021-0009465)

-디자인및상표출원(40-2021-0010676)



핵심소재

◊전용소화약재구성: 특수소화약재혼합물 (1차소화) +  다공성폐유리팽창글래스(2차소화)

구분 특 징

특수소화POWDER 1차연기발생및점화시특수제작된소화약제에의한1차화염진압효과(냉각)

폐유리

팽창

글래스

불 연 성 작고가벼운구형의다공성팽창글래스–공극율85%(0.5~4mm)

관리용이성 무게가가벼워취급,투여,운송,보관이용이

질식효과 화재원을덮으면산소가제거되며,산소를연료에서분리시켜질식및재점화방지

냉각효과 특정온도(약650℃)에서용융되어피막형성, 화재원과산소간결합차단으로화재진압

전해액흡수 다공성물질로유독가스,연기,전해액을흡수해2차오염방지,유독가스필터링

항 상 성 상온에서최소365일이상경화,뭉침,공기중수분흡수등현상없음

재 이 용 화재진압조치이후재이용가능

ESG 건축물,폐자동차에서발생하는폐유리사용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실현

리튬이온배터리 및 금속화재는

알루미늄(Al),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륨(K), 리튬(Li) 등과 같은

가연성 금속이 연소하는 화재이며, 

반드시 금속화재 진압용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산소공급차단(질식)과 함께 화염의

온도를 낮추는 등(냉각소화) 동시에 충족하여야 화재가 진압됩니다.



핵심소재

◊전용소화약재구성: 특수소화약재혼합물 (1차소화) +  다공성폐유리팽창글래스(2차소화)



소화약재성능인증

◊ (2013)  독일 Poraver 폐유리 팽창글래스 소화약제 개발

◊ (2014) 독일 MPA Dresden 금속화재 적응성 인증, 리튬이온배터리 적응성 인증

독일 BAM 리튬배터리 전해액 흡수 인증서

◊ (2018) 미국 UL 열폭주 억제 인증

독일 BLAUER ENGEL 친환경, 인체 무해 인증

독일 IBR  건축물 무해 및 안전성 인증

◊ (2019) 한국 KFI 화재소화 및 확산방지 효과 검증



제품개요

◊브랜드명 :  EX-PAD(Lithium & Metal Extinguish Pad)

◊사용용도 : 소형/중형리튬/금속화재진압및확산방지

◊재질 : (겉면) 불연탄소섬유재질, (안면) 방염천또는유사재질

◊제품특징및적용

-화재및폭발사고발생시특수소화약제및탄소섬유로구성된소형/중형/특수형EX-PAD로덮어

1차 소화 및화재확산방지

-특정온도(약700℃)에서용융되어불침투성피막층형성(화재진압및재발화방지)

<산업용기본형모델>



진압방법

◊ 리튬배터리 화재 발생 시 탄소섬유커버가 적용된 EX-PAD로 즉시 화재원을 덮음

◊방염천 부분이 녹으며 내부 특수소화약제가 쏟아져 화재원을 질식, 냉각

◊폭압발생 시 다공성, 원형의 특수소화약제가 지속적으로 방호하여 화재 진압

◊리튬배터리 셀 화재가 옆의 다른 셀로 확산을 방지, 폭연확산 저감

◊배터리 모듈, 셀의 규모 및 규격에 따라 수개의 진압매트를 추가투하해 완전 진압

◊화재 진압 후 재발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약 30분 ~ 1시간 경과 후 매트 정리

◊특수소화약제는 ‘진공청소기’등으로 흡입하여 재이용

주요활용처

배터리 제조공정

국가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자동차 제작사
ESS 제작사

Personal Mobility
전자제품 제작사 등



경쟁제품과비교

분류 EX-PAD A사(일본산) B사(미국산)

질식효과 매우 높음 높음 높음

냉각효과 높음 낮음 높음

D급 리튬화재 복합사용 가능
금속화재 전용

별도구매
복합사용 가능

D급금속화재 복합사용 가능
리튬화재 전용

별도구매
복합사용 가능

소화 시 독성물질발생 없음 높음 매우 높음

재사용 가능성 가능 없음 없음

가격 ( 10Kg 기준 ) 저가 고가 매우 고가

D급(금속)화재 기존 대처법 EX-PAD

- 초기 발견자가 삽이나 부삽으로 마른 모래로

덮음( 팽창질석, 석회, 모래 )

- 기존 ABC소화기나 물로 진화 시 화재의 확산과

폭발 발생

- 약제가 친환경적이지 않고, 유해 또는 2차 오

염원 가능성이 큼

- D급 화재 진화용 전용약제가 아니면 초기 진압

이 안되고, 전소 될 때까지 피해 있어야 함

- D급 전용약제 (독일 화재 시험 인증기관/MPA  

DRESDEN) 인증된 약제

- D급 전용으로 초기 진화 및 대처에 용이

- 소화 시 유독가스 발생 최소화

[ 독일 생물학적 안정성 시험기관(IBR) ] 인증

- 간편한 보관, 투하, 관리, 운반, 장기간보관 등 가능

- 경쟁제품 보다 낮은 가격

D급(금속)화재대처법



주요공급제품

상품명 코 드 종 류 무게, 부피 크 기(㎝)

EX-PAD-F001
EX-C40 기본형 4.4kg, 19.2L 40*60*8

EX-C50 대형 9.2kg, 40.0L 50*100*8

※ 고객 요청에 의한 주문제작 가능 - 사이즈, 디자인, 색상 변경

상품명 코 드 종 류 무게, 부피 크 기(㎝)

EX-PAD-F010
EX-33 기본형 3.3kg, 12L 30*40*8

EX-C34 커버형 3.4kg, 12L 30*40*8

※ 고객 요청에 의한 주문제작 가능 - 사이즈, 디자인, 색상 변경

◊산업용(소/중/대/특수형) –탄소섬유커버기본장착

◊가정용/ 캠핑용/ 차량용(탄소섬유커버선택)

◊ 구입 및 문의 : 주식회사 메토버(031- 895-4060)
◊ 홈페이지 : www. metov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