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나티TM주(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의
보관, 취급,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코미나티TM주(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는
12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1

* 코미나티TM주(토지나메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의 제품설명서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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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1. 코미나티TM주 (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 제품설명서 (개정년월일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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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및 냉동 운송 컨테이너 보관 및 취급

백신의 해동, 희석 및 준비

www.comirnatyhcp.co.kr 에서 다음 자료를 검토하십시오:

백신 준비를 위해 다음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제품설명서

드라이 아이스 보충에 대한 가이드라인

냉장고 (백신의 해동 및 해동된 바이알을 2°C ~ 8°C로 유지하는 용도)

전문가용 설명서

운송 및 취급 가이드라인

21 게이지 이상의 가는 주사바늘 (희석용)

환자용 사용설명서

보관 및 취급에 관한 동영상

최소잔여형 주사기 및 주사바늘 (최소잔여형 주사기와 주사바늘 조합제품의 잔류량은 35 마이크로리터 이하) (투여용)

코미나티TM주의 적절한 보관, 취급 및 접종에 대한
가이드 포스터

준비 및 접종에 관한 동영상

개인 보호 장비 (손 조작이 자유로운 장갑 포함)

냉동 운송 컨테이너 반환에 관한 동영상

0.9% 염화나트륨 주사액
백신 바이알
일회용 소독솜
의료 폐기물 용기 (Sharps container)

보관 및 취급을 위해 다음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측면이 보호되는 보호안경 또는 안전 고글
방수ㆍ절연 장갑

임시 저장소로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 아이스 공급 확인

상자를 열 때 사용하는 칼/도구

(드라이 아이스 보충에 사용할 10-16mm의 아이스 펠렛)

냉동 운송 컨테이너(최대 무게 36.5kg) 이동에
사용할 수레

드라이 아이스 전용 삽

초저온 냉동고(가능 시)

포장용 테이프

온도를 모니터 할 수 있는 장치

자세한 사항은 www.comirnatyhcp.co.kr 을 참고하십시오.

CONNECT WITH US
코미나티TM주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www.comirnatyhcp.co.kr 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화이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수령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갖춰야 합니다:
냉동 운송 컨테이너와 드라이아이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
드라이 아이스를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시켜 폐기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
드라이 아이스 보충 프로토콜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임시 저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직원만 냉동 운송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보안 장치
적절한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이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산업보건부서 (occupational health department)에
대한 접근(access)

( 02-317-2114 )
www.comirnatyglobal.com
코미나티TM주의 글로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