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44..    이이동동식식  탱탱크크에에  의의한한  위위험험물물  운운송송  

 

 

1144..11    현현존존하하는는  이이동동식식  탱탱크크의의  종종류류 

용     도 IMO 탱크형식(IMO Type Tank) 

IMO 1형식 탱크(IMO type 1 tank) 

제3급~제9급 물질 운송용 이동식 탱크 

압력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MAWP가 1.75bar 이상인 것 

IMO 2형식 탱크(IMO type 2 tank) 

저위험성의 특정 액체 및 특정 고체 운송용 이동식 탱크 

압력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MAWP가 1.0bar 이상 1.75bar 미만인 것 

제3급~제9급용  

이동식 탱크 

(제2급용은 제외) 

IMO 4형식 탱크(IMO type 4 tank) 

제3급~제9급 물질 운송용 도로용 탱크차. 단국제항해에서만 사용 

IMO 5형식 탱크(IMO type 5 tank) 

제2급의 비냉동 액화가스 운송용 이동식 탱크. 압력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비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 IMO 6형식 탱크(IMO type 6 tank) 

제2급의 비냉동 액화가스 운송용 도로용 탱크차. 단국제항해에서만 사용 

IMO 7형식 탱크(IMO type 7 tank) 

제2급의 냉동액화가스 운송용에 이동식 탱크. 압력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냉동 액화가스용 

이동식 탱크 IMO 8형식 탱크(IMO type 8 tank) 

제2급의 냉동액화가스 운송용 도로용 탱크차. 단국제항해에서만 사용됨 

■■  MAWP는 최대허용사용압력(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을 의미함. 

 

 

1144..22    이이동동식식  탱탱크크의의  검검사사  

 

모든 이동식 탱크 및 그 부속장치는 제1회는 사용하기 전에(최초검사), 그 이후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일정한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5년 검사), 5년 검사의 중간에 중간검사(2.5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년 검사는 지정된 날짜에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의의 기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동식 탱크는 마지막 5년 검사 또는 2.5년 검사 만료일 이후에는 위험물을 충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144..33    이이동동식식  탱탱크크  명명세세  

 

이동식 탱크로의 운송이 허가된 위험물에 대한 이동식 탱크 명세 및 특별규정은 IMDG Code의 위험물 목록

(DGL)에 명시되어 있다. 이 이동식 탱크 명세는 알파벳-숫자기호로 구성되어 있다(T1~T75), 이동식 탱크 

명세가 DGL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험물은 이동식 탱크로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개 이동

식 탱크의 특별규정은 알파벳-숫자 명칭(예 : TP1)으로 지정되어 있다. 

  

비냉동 액화가스에 대하여는 이동식 탱크 명세 T50에 지정되어 있다. 냉동액화가스에 대하여는 이동식 탱크 

명세 T75에 지정되어 있다.  

 



1144..44    적적절절한한  이이동동식식  탱탱크크  명명세세의의  결결정정    

 

특정의 이동식 탱크 명세가 위험물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시험압력, 더 두꺼운 동체두께, 

더 엄격한 저부 개구부 및 압력안전장치를 갖춘 이동식 탱크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지침은 특정물질의 

운송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식 탱크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한다.           

명시된 

이동식 탱크 

 명세 

동시에 허용되는 이동식 탱크 명세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 T20, T21, 

T22 

T2 T4, T5,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 T20, T21, T22 

T3 T4, T5, T6,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 T20, T21, T22 

T4 T5,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 T20, T21, T22 

T5 T10, T14, T19, T20, T22 

T6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 T20, T21, T22 

T7 T8, T9, T10,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 T20, T21, T22 

T8 T9, T10, T13, T14, T19, T20, T21, T22 

T9 T10, T13, T14, T19, T20, T21, T22 

T10 T14, T19, T20, T22 

T11 T12, T13, T14, T15, T16, T17, T18, T19, T20, T21, T22 

T12 T14, T16, T18, T19, T20, T22 

T13 T14, T19, T20, T21, T22 

T14 T19, T20, T22 

T15 T16, T17, T18, T19, T20, T21, T22 

T16 T18, T19, T20, T22 

T17 T18, T19, T20, T21, T22 

T18 T19, T20, T22 

T19 T20, T22 

T20 T22 

T21 T22 

T22 없음 

T23 없음 

 

 

 

 

 

 

 

 

 

 

 



1144..55    제제33급급~~제제99급급  운운송송용용  이이동동식식  탱탱크크  명명세세   

T1~T22 이동식 탱크 명세  T1~T22

이동식 탱크 

명세 

최소시험압력 

(bar) 

최소 동체두께 

(mm-기준 강재) 

(제6.7.2.4항 참조) 

압력안전장치 규정 

(제6.7.2.8항 참조) 

저부 개구부 규정 

(제6.7.2.6항 참조) 

T1 1.5 제6.7.2.4.2항 참조 보통 제6.7.2.6.2항 참조 

T2 1.5 제6.7.2.4.2항 참조 보통 제6.7.2.6.3항 참조 

T3 2.65 제6.7.2.4.2항 참조 보통 제6.7.2.6.2항 참조 

T4 2.65 제6.7.2.4.2항 참조 보통 제6.7.2.6.3항 참조 

T5 2.65 제6.7.2.4.2항 참조 제6.7.2.8.3항 참조 금지 

T6 4 제6.7.2.4.2항 참조 보통 제6.7.2.6.2항 참조 

T7 4 제6.7.2.4.2항 참조 보통 제6.7.2.6.3항 참조 

T8 4 제6.7.2.4.2항 참조 보통 금지 

T9 4 6mm 보통 금지 

T10 4 6mm 제6.7.2.8.3항 참조 금지 

T11 6 제6.7.2.4.2항 참조 보통 제6.7.2.6.3항 참조 

T12 6 제6.7.2.4.2항 참조 제6.7.2.8.3항 참조 제6.7.2.6.3항 참조 

T13 6 6mm 보통 금지 

T14 6 6mm 제6.7.2.8.3항 참조 금지 

T15 10 제6.7.2.4.2항 참조 보통 제6.7.2.6.3항 참조 

T16 10 제6.7.2.4.2항 참조 제6.7.2.8.3항 참조 제6.7.2.6.3항 참조 

T17 10 6mm 보통 제6.7.2.6.3항 참조 

T18 10 6mm 제6.7.2.8.3항 참조 제6.7.2.6.3항 참조 

T19 10 6mm 제6.7.2.8.3항 참조 금지 

T20 10 8mm 제6.7.2.8.3항 참조 금지 

T21 10 10mm 보통 금지 

T22 10 10mm 제6.7.2.8.3항 참조 금지 

 

■■  제6.7.2.4.2항 : 직경이 1.8m 이하인 경우에는 5mm 이상의 두께일 것. 직경이 1.8m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6mm 이상의 두께일 것. 단, 포장등급 II 또는 III의 분말 또는 과립형의 고체물질인 경우에는 최소두께

규정을 기준강에 대하여는 5mm 이상의 두께로 감소시킬 수 있음.  

 

■■  제6.7.2.8.3항 :  압력안전장치가 설치될 것. 특정물질 운송용의 전용 이동식 탱크에 적하물과 적합한 재

질로 제조된 승인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를 제외하고, 용수철식 압력안전장치의 앞쪽에는 파열판이 설

치될 것. 파열판이 요구된 압력안전장치와 직렬로 삽입되는 경우, 파열판과 밸브 사이의 공간에는 압력계

나 적당한 압력 표시기가 설치될 것.  

 

■■  제6.7.2.6.2항 : 고체, 결정성 또는 고점성 물질을 운송하는 이동식 탱크에 대한 저부 개구부의 배출구에

는 연속으로 설치되고 상호독립적인 2개 이상의 차단장치가 설치될 것. 즉, 

1) 실행 가능한 한, 동체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외부 스톱밸브 ; 및  

2) 배출관의 끝단에 볼트로 조이는 맹판 또는 나사식 뚜껑과 같은 수밀 폐쇄장치.  

 

 



■■  제6.7.2.6.3항 : 모든 저부 개구부의 배출구에는 직렬로 설치되고 상호 독립적인 3개의 차단장치가 설치

될 것. 즉, 

1) 자동폐쇄식 내부 스톱밸브. 이는 다음과 같을 것 

(1) 밸브 동작용 제어장치는 충격 또는 부주의한 작동으로 의도하지 아니한 열림이 방지되도록 설

계된 것 ; 

(2) 밸브는 상부 또는 하부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 ;  

(3) 가능하다면, 밸브의 개폐상태를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  

(4) 밸브 자체에서 멀리 떨어진 이동식 탱크에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그 밸브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할 것(1,000리터 이하의 용량을 가진 이동식 탱크는 제외) ; 및 

(5) 밸브는 밸브의 작동을 제어하는 외부장치가 손상된 경우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것.  

2) 실행 가능한 한 동체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외부 스톱밸브. 

3) 배출관의 끝단에 볼트로 조이는 맹판 또는 나사식 뚜껑과 같은 수밀 폐쇄장치. 

 

■■  저부 개구부 금지 : 동체에 최대허용충전 제한치까지 충전한 경우 액면 아래에 개구부가 없을 것. 기존의 

개구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동체에 1장의 판으로 내ㆍ외 양면을 용접한 것일 것.   

  

  

1144..66    제제33급급~~제제99급급  물물질질의의  운운송송  금금지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3급~제9급의 위험물을 이동식 탱크로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1) 20℃에서 또는 가열된 물질인 경우에는 운송 중 해당 물질의 최고온도에서 2,680㎟/s 미만의 점도를 

갖는 액체의 충전율이 20％를 초과하고 80％ 미만인 경우. 단, 이동식 탱크의 동체가 7,500리터 이하

의 용량으로 칸막이 또는 요동 방지판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외임 ;  

2) 이전에 운송되었던 물질의 잔류물이 동체 또는 부속설비의 외부에 묻어있는 경우 ;  

3) 누설이 있는 경우 또는 이동식 탱크의 건전성 또는 들어 올림용 장치나 고박용 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 및  

4) 부속설비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양호한 작동상태가 아닌 경우.  

 

 

1144..77    비비냉냉동동  액액화화가가스스의의  운운송송금금지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냉동 액화가스를 이동식 탱크로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이동식 탱크내의 동요파(surge)에 의하여 제한치를 넘는 수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상

태인 경우 ;  

2) 누설이 있는 경우 ;  

3) 탱크의 건전성 또는 탱크의 들어 올림용 장치나 고박용 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 및 

4) 부속설비가 검사를 받고 양호한 작동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144..88    냉냉동동  액액화화가가스스의의  운운송송금금지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냉동액화가스를 이동식 탱크로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동체내의 동요파(surge)에 의하여 제한치를 넘는 수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상태인 경

우 ;  

2) 누설이 있는 경우 ;  

3) 이동식 탱크의 건전성 또는 이동식 탱크의 들어 올림용 장치 또는 고박용 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   

4) 부속설비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양호한 작동상태가 아닌 경우 ;  

5) 운송예정인 냉동 액화가스에 대한 실제 허용압력유지시간(actual holding time)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

우 및 이동식 탱크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및  

6) 예상되는 모든 지연기간을 고려한 후, 운송기간이 실제 허용압력유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자료료  ::  IIMMDDGG  CCooddee((AAmmddtt..  3311--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