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T/TC 실린더 제작
HSB DOT/TC 실린더 프로그램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와
TC (Transport Canada)에서
Canada)에서 만든 안전 기
준은 다양한 가스,
가스, 극저온 액체 및 유해 화
학 물질의 격납용 실린더의 제작에 세계적
으로 인정받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DOT/
TC 절차를 적용하면 제작업체가 실린더
제작시에 높은 수준의 일관된 품질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HSB 는 DOT 49 CFR 과 TC CSA B339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공인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
니다.

HSB 는 미국 내 위험물질 운송을 규제하
는 PHMSA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를
Administration)를 통
해 DOT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하고, 캐나다
내 위험물질 운송을 규제하는위험물 관리
국(Dangerous Goods Directorate)을
Directorate)을 통
해 TC
TC검사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HSB 는 규제 요건 또는 특정 설계 사양에 따라 화물 탱크의 설계 검토 및 인증도 수행합니
다. 신규 제작 검사 및 시험, 수리된 탱크의 검사 및 시험, 정기적인 사용중 검사 (내부 및 외부
육안 검사), 누출 및 압력 시험, 두께 시험 및 라이닝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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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 의 DOT/TC 실린더 프로그램은 DOT 및 TC 실린더 서비스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HSB 실린더 서비스의 주요시장은 미국 이외의 시장입니다. DOT 규정에 따라 미국 실린더 제
작업체는 대부분의 경우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 이외의 제작업체는 HSB 와 같은
승인된 독립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C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이외의 모든 실린더
제작업체는 HSB와 같은 승인된 독립 검사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HSB Manufacturing of DOT/TC Cylinders

DOT

TC

HSB 는 DOT 사양 및 특별 승인에 따라 제작된 DOT 실린더를 검
사하고 제작업체의 시험 결과를 검증합니다. HSB 는 DOT 승인
번호 CA201612008을 보유하고 있으며 , 이 승인을 통해 다음 사
양에 대한 DOT 승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SB 는 승인된 TC 독립 검사 기관으로, 화물 탱크 및 실린더의 설
계 검토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새로 제작되
는 탱크 및 실린더의 검사 및 시험, 정기적인 사용중 검사(내부 및
외부 육안 검사), 누출/압력 시험, 두께 시험 및 라이닝 검사 등의 서
비스도 제공합니다.

− 3A. 3AX, 3AA, 3AAX
− 3E, 3T, 3AL
− 4B, 4BA, 4BW, 4E, 4D, 4DA, 4DS, 4L
− DOT 39

HSB 는 캐나다에서 사용할 고압 탱크와 실린더를 제작하는 제작
사가 관련 TC 사양을 이해하고, TC 를 충족하는 탱크나 실린더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최종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규제 기관 심사 중에도 기술 지원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DOT 와 TC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약
DOT
DOT 설계검토
DOT 시제품 검토
기술자문
신규공장인증을 위한 사전심사 준비
사전심사
인증심사
인증재심사
용기검사
재시험/재자격 승인

Industries
Chemical | Petrochemical | Pharmaceutical | Utility | OEMs

TC
TC 설계검토
TC 시제품 검토
기술자문
신규공장인증을 위한 사전심사 준비
사전심사
인증심사y
인증재심사
용기검사
재시험/재자격 승인

For more information:
Getinfo@hsb.com

HSB
One State Street
P.O. Box 5024
Hartford, CT 06102-5024
Tel: 1-800-4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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