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    화화물물운운송송단단위위물물의의  명명찰찰,,  표표시시  및및  표표식식  

 

 

화물운송단위물에는 그 단위물 내부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위험물이며 또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경고를 

주기 위하여 그 외면에 확대된 표찰(명찰)과 표시 및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화물운송단위물(CTU’s ; Cargo Transport Units)이란 ①화물 컨테이너 ②이동식 탱크 ③도로용 화

물차 ④도로용 탱크차 ⑤철도용 화물차 ⑥철도용 탱크차를 말함. 

 

 

77..11    명명찰찰((PPllaaccaarrddiinngg))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잔류물이 수납된 화물운송단위물에는 명찰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1) 화물운송단위물, 세미트레일러 또는 이동식 탱크 : 양 측면에 1개씩 및 전 후단에 1개씩(4면) ; 

2) 철도용 화물차 : 적어도 양 측면에 1개씩(2면) ; 

3) 다중구획탱크 : 관련 구획실마다 양 측면에 1개씩(2면) ; 

4) 기타의 화물운송단위물 : 적어도 단위물의 양 측면에 1개씩(2면). 

 

명찰은 부위험성이 있는 물질에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위험성이 정위험성 명찰에 의하여 이미 

나타난 경우에는 부착할 필요가 없다. 

 

 

77..22    적적정정선선적적명명의의  표표시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의 적정선적명을 최소한 양 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1) 이동식 탱크인 경우 ; 

2) 산적용기인 경우 ; 및 

3) 명찰, 유엔번호 또는 해양오염물질 표시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단일품목의 포장된 위험물이 수

납된 기타의 화물운송단위물인 경우. 

 

 

77..33    유유엔엔번번호호의의  표표시시  

  

화물운송단위물에는 내용물의 유엔번호를 ①급 명찰 하반부의 흰색바탕에 높이 65cm 이상인 검정색 

숫자로 표시하거나, ②또는 세로 120mm, 가로 300mm 이상, 폭 10mm의 검정색 윤곽선을 갖는 오

렌지색 직사각형판(유엔번호표)에 높이 65mm 이상인 검정색 숫자로 표시하여 급 명찰 바로 근처에 

위치시켜야 한다.  

 

 

 

 

 



제1급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운송품에는 유엔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1) 이동식 탱크인 경우 ; 

2) 산적용기인 경우 ; 

3) 총질량(Gross Weight)이 4,000kg을 초과하고, 단일 유엔번호로만 지정되었으며, 또한 화물운

송단위물에 위험물만이 수납된 경우 ; 

4) 다중구획탱크인 경우. 

 

유엔번호는 다음의 2가지 방법 중의 하나에 의한다. 

 

 또는  

 

 

77..44    해해양양오오염염물물질질  표표시시의의  부부착착  

 

해양오염물질이 수납된 화물운송단위물에는 해양오염물질표시를 각 측면과 전 후단에 한 개씩(4면) 

내구성 있게 부착하여야 한다. 

 

 

 

 

 

 

 

 

77..55    고고온온주주의의  표표시시의의  부부착착  

 

100℃ 이상의 온도에서 액체상태로 운송되는 물질 또는 240℃ 이상의 온도에서 운송되는 고체물질을 

수납한 화물운송단위물에는 고온주의 표시를 각 측면과 전 후단에 한 개씩(4면) 내구성 있게 부착하

여야 한다. 

 

 

 

 



77..66    훈훈증증소소독독주주의의표표식식의의  부부착착  

 

소독을 실시한 화물을 수납한 밀폐형 화물운송단위물에는 그 단위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훈증소독주의표식을 명확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77..77    표표찰찰,,  명명찰찰,,  표표시시  및및  표표식식의의  사사양양  

종   류 사         양 

표찰(Label) 
각 변은 100mm 이상인 마름모형일 것 

견본 표찰과 일치하여야 함. 

명찰(Placard) 

각 변이 250mm 이상인 마른모형일 것 

하반부의 급 번호의 숫자 높이는 25mm 이상일 것 

색깔 및 부호는 표찰과 동일할 것 

해양오염물질표시 

(MARINE POLLUTANT mark) 

 

포장화물용 - 각 변이 100mm 이상인 삼각형일 것 

화물운송단위물용 - 측면이 250mm 이상인 삼각형일 것 

포장용기와 대조되는 색깔일 것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 흑백색깔일 것 

고온주의표시 

(ELEVATED TEMPERATURE mark) 

각 변이 250mm 이상인 삼각형일 것 

표시의 붉은 색이 나타날 것 

훈증소독경고표식 

(FUMIGATION WARNING sign) 

폭 300mm, 높이 250mm 이상의 직사각형일 것 

흰 바탕에 검은 색으로 인쇄할 것 

글씨의 높이는 25mm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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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