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00..    위위험험물물용용  중중형형산산적적용용기기((IIBBCCss))  

  

  

1100..11    IIBBCCss의의  종종류류  및및  기기호호  

재  질 분           류 기 호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11A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21A 
금속 

A - 강 
액체용 31A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11B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21B B - 알루미늄 

액체용 31B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11N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21N N - 금속 

액체용 31N 

내장이 없거나 코팅되지 아니한 직조 플라스틱 13H1 

코팅된 직조 플라스틱 13H2 

내장이 있는 직조 플라스틱 13H3 

내장이 있고 코팅된 직조 플라스틱 13H4 

연성형 

H - 플라스틱 

플라스틱 필름 13H5 

내장이 없거나 코팅되지 아니한 것 13L1 

코팅된 것 13L2 

내장이 있는 것 13L3 
L - 직물 

내장이 있고 코팅된 것 13L4 

다층 13M1 
M - 종이 

다층 및 방수 13M2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외부구조물을 갖춘 것 11H1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버팀구조없이 지탱되는 것 11H2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외부구조물을 갖춘 것 21H1 

압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독립형인 것  21H2 

액체용. 외부구조물을 갖춘 것 31H1 

H – 경질 

    플라스틱 

액체용. 독립형인 것 31H2 

중력으로 주입/배출되는 고체용. 경질 플라스틱제 내용기가 있는 것 11HZ1

중력으로 주입/배출되는 고체용. 연성형 플라스틱제 내용기가 있는 것 11HZ2

압력으로 주입/배출되는 고체용. 경질 플라스틱제 내용기가 있는 것 21HZ1

압력으로 주입/배출되는 고체용. 연성형 플라스틱제 내용기가 있는 것 21HZ2

액체용. 경질 플라스틱제 내용기가 있는 것 31HZ1

복합 

HZ - 플라스틱 

     내용기 

액체용. 연성형 플라스틱제 내용기가 있는 것 31HZ2

G - 화이버보드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11G 

목재 

C. 천연목재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내장이 있는 것 11C 

D - 합판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내장이 있는 것 11D 

F - 재생목재 중력으로 주입 또는 배출되는 고체용. 내장이 있는 것 11F 



1100..22    유유엔엔  IIBBCCss의의  표표시시((IIBBCC  CCooddee))  

 

표시방법 

(a) / (b) / (c) / (d) / (e) / (f) / (g) / (h) 

 

(a) 유엔표시(UN 마크). 

    금속 IBCs에는 UN 표시 대신에 대문자 "UN"을 각인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음. 

(b) IBCs의 형태를 나타내는 기호. 

(c) 해당 설계형식에 승인된 포장등급을 표시하는 대문자 : 

기호 수납 가능한 위험물의 포장등급 

X 포장등급 I, Ⅱ 및 Ⅲ(고체용 IBCs에 한함)인 경우 

Y 포장등급 Ⅱ 및 Ⅲ인 경우 

Z 용기등급 Ⅲ인 경우 

 

(d) 제조 월 및 년도(서기 년의 끝 2자리) 

(e) 표시를 배당한 국명(국제자동차등록식별기호를 사용함)(한국의 경우 ROK) 

(f) 제작자의 명칭 또는 기호 및 주관청이 정한 IBC의 기타 식별표시 

(g) 겹침적재시험하중(Kg). 격침적재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IBC의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함 

(h) 최대허용총질량(MPGM ; Maximum Permissible Gross Mass) (kgs). 

 

 

1100..33    유유엔엔  중중형형산산적적용용기기  표표시시의의  예예  

 

              UN / 11D / Y / 11 02 / ROK / KR / 1962 / 1090 

       UN / 13H3 / Y / 04 03 / ROK / KR / 2100 / 700 

UN / 11G / Z / 05 03 / ROK / KR / 0 / 1200 

 

 

1100..44    IIBBCCss의의  선선택택  

 

중형산적용기로의 운송이 허가된 위험물에 대한 포장명세는 IMDG Code의 위험물 목록(DGL)에 명시

되어 있다. 이 포장명세는 알파벳-숫자기호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IBC001), 개개 물질 및 제품에 대

하여 특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특별포장규정도 명시되어 있다(예, B1). 

 

IBCs에 대한 포장명세가 DGL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험물은 IBCs로의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IBCs로의 운송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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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