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위위험험물물의의  포포장장등등급급  

 

 

44..11    포포장장등등급급의의  정정의의  

 

포장등급(PG : Packing Group)이란 물질 및 제품에 지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포장의 목적상 

위험물은 해당 위험물이 가지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3가지 포장등급(Packing Group)중의 하나로 지

정된다 : 

종    류 구    분 

포장등급 I (PG I) 대위험성이 있는 물질 

포장등급 II (PG II) 중위험성이 있는 물질 

포장등급 III (PG III) 소위험성이 있는 물질 

 

포장등급은 사용 가능한 포장용기의 선택기준이 되고, 포장화물당 허용량의 기준이 되며 또한 용기 

시험시 성능수준의 기준이 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4..22    포포장장등등급급의의  지지정정  

 

개개 물질 및 제품에 대한 포장등급은 IMDG Code의 위험물 목록(DGL)에 명시되어 있다. 단, 제1급, 

제2급, 제5.2급, 제6.2급, 제7급 및 제4.1급의 자체반응성 물질에 대한 포장등급은 현재까지 포장등급

을 지정할 기준이 개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장등급이 일정하다.  

 

 

44..33    제제33급급의의  포포장장등등급급  지지정정기기준준  

 

제3급의 인화성 액체는 자신의 인화점, 끓는점 및 점도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한다. 위험성이 단지 

인화성뿐인 액체의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지정한다 : 

포장등급 인화점 (℃, c.c.) 초기 끓는점(IBP) (℃) 

I - ≤35 

II ＜ 23 ＞35 

III ≥23 - ≤61 ＞35 

 

 

  

  

  

  

  

  

  

  



44..44    제제44..11급급의의  포포장장등등급급  지지정정기기준준  

 

제4.1급의 가연성 고체는 연소속도시험(UN 시험 및 기준편람 제III편, 제33.2.1항)을 기초로 하여 다

음의 표에 따라 지정한다 : 

시 험 성 적 

금속분말 이외인 경우 금속(금속합금) 분말인 경우 
포장등급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고 화염이 젖은 부

분을 지나서 연소하는 경우 

반응영역이 5분 이내에 시료 전체로 확

산되는 경우 
II 

연소시간이 45초 미만이고 화염전파가 최소

한 4분 동안 젖은 부분에서 정지되는 경우 

반응영역이 5분을 초과하고 10분 이하

의 시간에 시료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 
III 

■■  제4.1급의 자체반응성 물질(self-reactive substances)은 포장등급 II로 지정함. 

 

 

44..55    제제44..22급급의의  포포장장등등급급  지지정정기기준준  

 

제4.2급의 모든 자연발화성의 고체 및 액체물질은 포장등급 I로 지정하며, 그 이외는 UN 시험 및 기

준편람 제III편, 제33.3.1.4항, 제33.3.1.5항 및 제33.3.1.6항을 기초로 하여 포장등급 II 또는 III중의 

하나로 지정한다. 

 

 

44..66    제제44..33급급의의  포포장장등등급급  지지정정기기준준  

 

제4.3급의 물반응성 물질은 물반응성 시험을 기초로 하여 다음의 표에 따라 지정한다. 

시 험 성 적 포장등급

발생가스가 발화하는 것 또는 인화성 가스의 발생비가 물질 1kg에 대하여 1분당 10

리터 이상인 것 
I 

인화성 가스의 최대 발생비가 물질 1kg에 대하여 1시간당 20리터 이상인 것.  

다만 포장등급 I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질인 것 
II 

인화성 가스의 최대 발생비가 물질 1kg에 대하여 1시간당 1리터 이상인 것.  

다만 포장등급 I 또는 ll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질인 것 
III 

 

 

44..77    제제55..11급급의의  포포장장등등급급  지지정정기기준준  

 

제5.1급은 UN 시험 및 기준편람 제III편, 제34.4.1항(고체인 경우) 및 제34.4.2항(액체인 경우)을 기초

로 하여 포장등급 I, II 또는 III중 하나로 지정한다. 

 

 

 

 

 

 



44..88    제제66..11급급의의  포포장장등등급급  지지정정기기준준  

 

제6.1급은 3가지의 감염경로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의 독성치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포장등급 
경구독성 

LD50 (mg/kg) 

경피독성 

LD50 (mg/kg) 

분진 및 분무에 의한 흡입독성

LC50 (1시간) (mg/ℓ) 

I ≤5 ≤40 ≤0.5 

II ＞5 - 50 ＞40 - 200 ＞0.5 - 2 

III 고체, ＞50 - 200 ＞200 - 1,000 ＞2 - 10 

 액체, ＞50 - 500 ＞200 - 1,000 ＞2 - 10 

■■ 급성 경구독성의 반수치사농도(LD50 for acute oral toxicity)란 성숙한 백변종 쥐(rat)의 암수 절반씩

에게 투여하여 그 절반을 14일 이내에 죽게 하는 물질의 복용량을 말함. 그 결과는 kg의 몸무게당 

mg으로 표시 함.  

■■  급성 경피독성의 반수치사농도(LD50 for acute dermal toxicity)란 백변종 토끼(rabbit)의 노출된 피부

에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접촉 투여하여 시험한 동물의 절반을 14일 이내에 죽게 하는 물질의 

복용량을 말함. 그 결과는 kg의 몸무게당 mg으로 표시함.  

■■  급성 흡입독성의 반수치사농도(LC50 for acute toxicity on inhalation)란 성숙한 백변종 쥐(rat)의 암

수 절반씩에게 1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흡입 투여하여 시험한 동물의 절반을 14일 이내에 죽게 하

는 증기, 분진 또는 분무의 농도를 말함. 그 결과는 분진과 분무에 대하여는 공기 1ℓ당 mg으로, 

증기에 대하여는 공기 1㎥당 ㎖(ppm)로 표시함.  

 

 

44..99    제제88급급의의  포포장장등등급급  지지정정기기준준  

 

제8급은 다음의 시험성적에 따라 지정한다. 

시 험 성 적 포장등급

피부에 3분 이하의 노출로 60분 이내에 괴사가 관찰되는 물질 I 

피부에 3분 초과 60분 이하의 노출로 14일 이내에 괴사가 관찰되는 물질 II 

피부에 60분 초과 4시간 이하의 노출로 14일 이내에 괴사가 관찰되는 물질 또는 피

부를 괴사시키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물질이지만 55℃의 시험온도에서 강철이나 알

루미늄 표면에 대하여 년간 6.25mm를 초과하는 부식율을 갖는 물질 

III 

 

 

44..1100    제제99급급의의  포포장장등등급급  지지정정기기준준  

 

제9급의 포장등급 기준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사한 성질을 가진 다른 화물과의 유사성

에 기초하여 지정한다. 

 

 

 

 

 



44..1111    기기타타  등등급급의의  포포장장등등급급  지지정정기기준준  

 

■■  제4.1급의 자체반응성 물질 및 제5.2급에는 포장등급 II로 일정하게 지정한다. 

 

■■  제6.2급에는 포장등급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위험등급(risk group)이 있다. 

기            준 위험등급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위험이 높은 것 4 

개인에 대한 위험은 높고, 집단에 대한 위험은 낮은 것 3 

개인에 대한 위험은 보통이고, 집단에 대한 위험은 낮은 것 2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위험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것. IMDG Code의 목적상 전염성 

물질로 간주하지 아니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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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