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2..    액액체체  위위험험물물의의  충충전전율율  

 

 

액체가 충전된 포장용기(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및 대형용기 포함)에는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로 인

하여 액체가 팽창하여 용기가 세거나 변형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여유공간(ullage)를 남겨두

어야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포장용기에는 55℃의 온도에서 액체가 가득 차지 아니

하도록 충전하여야 한다. 

 

 

1122..11    소소형형용용기기의의  충충전전율율  

 

소형용기에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의 공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 

1) 열대지방으로 운송하는 경우 : S = A x (65-T) x 100 

2) 열대지방 이외의 지방으로 운송시 : S = A x (45-T) x 100 

      (S : 공간율, A : 체적팽창계수, T : 위험물 충전시의 온도(℃)) 

 

 

1122..22    중중형형산산적적용용기기의의  충충전전율율  

 

IBCs에는 충전시의 평균온도 50℃에서 IBCs 물용량(water capacity)의 98%를 초과하여 채워지지 아

니하도록 충전하여야 한다. 만약 충전시의 온도가 50℃가 아닌 경우의 최대 충전율은 다음의 공식으

로 결정한다 ; 

 

98 
충전율 = 

1 + α(50-tF)
(%) (IBC 용량대비)

                                                  

 tF : 충전시 액체의 평균온도 

 α는 15℃와 50℃ 사이에서 액체의 평균체적팽창계수. 즉, 충전시의 최고온도가 35℃

라면, "α"는 d15-d50/35d50 공식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d15는 15℃에서의 밀도를, 

d50은 50℃에서의 밀도를 의미함. 

 

 

1122..33      제제22급급용용  실실린린더더의의  충충전전율율  

 

압축가스용 용기에는 적절히 충전된 용기의 내부압력이 15℃에서 최대허용 충전압력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충전하여야 한다.  

 

액화가스 및 용해가스용 용기에는 실제 충전율이 최대허용 충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전하여야 

하지만, 해당 용기에는 60℃에서 액체로 완전히 충전되는 상태(liquid-full)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냉동 액화가스용 용기에는 충전온도 및 0.1MPa의 압력에서 해당 용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비인화성 

가스는 98%를, 인화성 가스는 95%를 초과하여 충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122..44      제제33급급~~제제99금금  운운송송용용  이이동동식식  탱탱크크의의  충충전전율율  

 

제3급~제9급의 액체 충전용 이동식 탱크의 충전율은 이동식 탱크 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특

별규정은  문자 TP로 시작되는 알파벳-숫자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전율과 관련된 특별규정은 

TP1, TP2, TP3, TP4 및 TP5이며, IMDG Code의 위험물 목록에 탱크로 운송 가능한 개개 물질에 지정

되어 있다. 

 

1) TP1으로 지정된 경우의 최대 충전율(%)은 다음의 공식으로 결정한다. 

 

97 
충전율 =  

1 + α(tr - tf)

                                                   

  tf는 충전중 액체의 평균온도(℃)를, tr : 운송중 액체의 최고평균온도(℃)를 의미함.  

 α는 tf와 tr 사이에서 액체의 평균체적팽창계수를 말하며, α = d15-d50/35d50의  

           공식으로 산출함. 

 tf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50℃로 함. 

 

2) TP2로 지정된 경우(포장등급 I 또는 II인 제6.1급과 제8급의 액체 및 65℃에서 175kPa 

(1.75bar)를 초과하는 절대 증기압을 갖는 액체, 또는 해양오염물질로 확인된 액체)의 최대 충

전율(%)은 다음의 공식으로 결정한다 :  

 

95 
충전율 =  

1 + α(tr - tf)

                                                   

3) TP3로 지정된 지정된 경우(50℃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물질)의 최대 충전율(%)은 다음의 공

식으로 결정한다 :  

 

dr
충전율 =  95 x 

df

                                                  

 df는 충전중 액체의 평균온도에서 액체의 밀도(density)를, dr는 운송중 최대평균온도에

서의 밀도를 말함.  

  

4) TP4로 지정된 경우의 충전율은 90%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주관청이 승인한 다른 값으로 한

다. 

 

5) TP5로 지정된 경우의 초기 충전율을 추정할 때에는 허용압력유지시간(holding time)을 고려하

여야 한다. 동체의 초기 충전율은 증기압이 최대허용사용압력(MAWP)과 같아지는 온도까지 내

용물(헬륨은 제외)의 온도가 상승하여도 액체가 차지하는 용적이 98%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이어야 한다. 헬륨 운송용 동체는 가득 충전할 수 있지만, 압력안전장치의 입구 이상으로 충전

할 수 없다. 

 

 



■■  운송금지 충전율 :  20℃에서 또는 가열된 물질인 경우에는 운송중 해당 물질의 최고온도에서 

2,680㎟/s 미만의 점도를 갖는 액체의 충전율이 20％를 초과하고 80％ 미만인 경우에는 운송이 

금지된. 단, 이동식 탱크의 동체가 7,500ℓ이하의 용량으로 칸막이 또는 요동 방지판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1122..55      비비냉냉동동  액액화화가가스스  운운송송용용  이이동동식식  탱탱크크의의  충충전전율율  

 

동체 용적 1리터당 액화가스의 최대질량(kg/ℓ)은 50℃에서의 비냉동 액화가스 밀도에 0.95를 곱한 수

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동체에는 60℃에서 액체가 만재되어서는 아니된다. 

포장명세 T50으로 지정된 비냉동 액화가스의 충전율은 개개 물질에 대하여 최대 충전밀도가 지정되어 

있다. 

 

 

1122..66    냉냉동동  액액화화가가스스  운운송송용용  이이동동식식  탱탱크크의의  충충전전율율  

 

초기 충전율을 추정할 때에는 허용압력유지시간(holding time)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체의 초기 충전

율은 증기압이 최대허용사용압력(MAWP)과 같아지는 온도까지 내용물 (헬륨은 제외)의 온도가 상승하

여도 액체가 차지하는 용적이 98%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헬륨 운송용 동체는 가득 충전할 수 있지만, 압력안전장치의 입구 이상으로 충전할 수 없다.  

 

 

1122..77      유유기기과과산산화화물물((제제55..22급급))  운운송송용용  이이동동식식  탱탱크크의의  충충전전율율  

 

포장명세 T23 으로 지정된 유기과산화물의 충전율은 15℃에서 9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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