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8..    위위험험물물  운운송송서서류류  

 

 

위험물은 일반화물과 달리 운송 및 취급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해당 위험물과 관련된 충분하고도 통

일된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그 규칙에 따라 운송하고 있어나 운송

관련서류의 양식, 기재사항 및 그에 수반되는 의무 등은 일정한 운송형태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88..11    위위험험물물  운운송송서서류류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하는 하송인은 운송서류상에 위험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하나의 서류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먼저 기재하거

나 강조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서류의 정보는 확인하기 쉽고 읽기 쉬워야 하며, 위험물의 하송인 및 하수

인의 명칭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188..22    위위험험물물  운운송송서서류류에에  요요구구되되는는  정정보보    

 

위험물 운송서류에는 다음의 위험물 명세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 

1) “UN”이라는 문자 뒤에 유엔번호(예, UN 1263) ; 

2) 적정선적명 ; 

3) 급 및 등급. 부위험성은 괄호 안에 기입. 제1급인 경우에는 혼적구분도 기입 ; 및 

4) 포장등급(예, PG III, 또는 III) 

 

위험물 운송서류에는 위험물 명세중의 적정선적명을 보충하는 다음의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 

1) “N.O.S. 및 기타의 총칭 등재명에 대한 전문명칭 - 특별규정 274가 지정된 등재명인 경우에는 전문

명칭 또는 화학명칭의 그룹으로 보충 ; 

2) 비었고 세정되지 아니한 포장용기 및 탱크 – 적정선적명의 앞 또는 뒤에 “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LAST CONTAINED”라는 문구 ; 

3) 폐기물인 경우 – “WASTE”라는 단어 ; 

4) 고온물질인 경우 – “HOT”라는 단어(적정선적명에 “MOLTEN” 또는 “ELEVATED TEMPERATURE”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 ; 

5) 해양오염물질인 경우  – “MARINE POLLUTANT”라는 문구 ; 및 

6) 인화점 – 인화성이 61℃ 이하인 경우. 단, 제5.2급에는 인화점을 표기할 필요가 없음. 

 

 

 

 

 

 

 

 



1188..33      위위험험물물  명명세세에에  추추가가하하여여  요요구구되되는는  정정보보    

 

위험물 명세에는 다음의 정보를 추가하여야 한다 : 

1) 위험물의 총량(제1급인 경우에는 정미질량), 포장화물의 개수 및 종류 ; 

2) 제한된 량인 경우 - “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라는 문구 ; 

3) 회수용기인 경우 – “SALVAGE PACKAGE”라는 문구 ; 

4) 제어온도에 의하여 안정화된 물질인 경우 –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 ; 

5) 자체반응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인 경우 –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해당하는 물질인 경우) ; 

6) 전염성 물질인 경우 – 하수인의 완전한 주소와 책임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 

7) 에어로졸인 경우 – 용량이 1,0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용량 ; 

8) 화약류인 경우 - 주관청이 승인한 운송/명칭/포장용기인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언급 ; 및 

9) 표시, 표찰 및 포장화물 규정이 면제되는 점성물질인 경우 – “Transpor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3.2.5 of the IMDG Code”라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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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