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운송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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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정보는 www.comirnatyhcp.co.kr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7월 27일 자료 기준)

주의
사항

드라이 아이스를 밀폐된 장소[작은 공간 또는 워크인쿨러(walk-in coolers)] 및/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취급하면 산소가
고갈되어 질식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직접적으로 드라이 아이스와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측면이 보호되는 보호안경 또는 안전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동봉된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SDS)를 검토하고 보건 및 안전 부서(Health & Safety Department)와
함께 보관 장소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모든 적절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2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임시 저장소로 사용할 때의 가이드라인2
코미나티TM주(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의 임시 저장소로서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사용 시,
본 책자에 설명된 지침 및 요건을 따르십시오.
냉동 운송 컨테이너는 배송 후 최대 30일 동안 임시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개봉하거나 드라이 아이스를 보충하기 전에 www.comirnatyhcp.co.kr에 방문하시어 리소스(Resource)
페이지에서 다음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1.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
2. 운송 및 취급 가이드라인

중요 정보2
•2
 4 시간: 냉동 운송 컨테이너에는 20kg의 드라이 아이스 펠렛(10 mm–16 mm크기의 펠렛)이 필요합니다.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임시 저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수령 후 24 시간 이내에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외관을 점검하고 드라이 아이스를 보충해야 합니다.

• 냉동 운송 컨테이너가 규정된 초저온을 유지하려면 냉동 운송 컨테이너 자체를 15°C ~ 30°C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드라이 아이스 상태와 백신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2회/일 :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1일 2회 이하로만 개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분 :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한 번에 3분 이하로만 개봉해야 합니다.
5일 : 냉동 운송 컨테이너에 5일 마다 드라이 아이스를 채워 다시 냉동시켜야 합니다.

•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더 자주 개봉해야 하는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를 더 빈번히 보충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과 같이 백신 접종센터의
문을 닫는 날에는, 그 전날 접종 종료 시 냉동 운송 컨테이너에 드라이 아이스를 보충해야 합니다.

•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하여 냉동 운송 컨테이너는 화이자가 재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용 후에
공급업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드라이 아이스를 밀폐된 장소[작은 공간 또는 워크인쿨러(walk-in coolers)] 및/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취급하면 산소가
고갈되어 질식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직접적으로 드라이 아이스와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측면이 보호되는 보호안경 또는 안전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www.comirnatyhcp.co.kr에 방문하시어 리소스(Resource) 페이지에서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SDS)
를 검토하고 보건 및 안전 부서(Health & Safety Department)와 함께 보관 장소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모든 적절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2

SOFTBOX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드라이 아이스 보충(RE-ICING) 가이드라인2
1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개봉하기 전에 작업 공간의 환기가
적절한 지 확인하십시오. 좁은 공간, 워크 인 쿨러(walk-in
coolers) 및/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취급하면 산소가 고갈되어 질식할
수 있습니다.

3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상자 바깥 쪽의 테이프를 잘라 냉동
운송 컨테이너(E)를 개봉합니다. 세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 폼
리드(Foam lid)(D)를 들어 올립니다.

D

E

2

다음은 드라이 아이스 보충을 위한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내부
구성 요소입니다.

4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A)가 보이면, 방수 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A)를 들어 올립니다.

Item

A

A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

B

바이알
트레이

C

D
E

바이알
트레이를
보관하는
내부 상자

A

5

냉동 운송 컨테이너(E) 측면 공간의 하단부터 바이알
트레이를 보관하는 내부 상자(C)의 상단 높이까지 넘치지
않을 정도로 드라이 아이스 펠렛을 가득 채워 줍니다.

폼 리드
(FOAM LID)
E

SOFTBOX
냉동 운송
컨테이너

6

E

C

바이알 트레이를 보관하는 상자 위에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
(A)를 다시 올려 놓은 후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A)에 드라이
아이스를 넘치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웁니다.

A

A

드라이 아이스를 밀폐된 장소[작은 공간 또는 워크인쿨러(walk-in coolers)] 및/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취급하면 산소가
고갈되어 질식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직접적으로 드라이 아이스와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측면이 보호되는 보호안경 또는 안전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www.comirnatyhcp.co.kr에 방문하시어 리소스(Resource) 페이지에서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SDS)
를 검토하고 보건 및 안전 부서(Health & Safety Department)와 함께 보관 장소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모든 적절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2

주의
사항

SOFTBOX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드라이 아이스 보충(RE-ICING) 가이드라인 (계속)
7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A)를 닫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동 운송 컨테이너(E)의 상단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게
넣습니다.

E

E

8

폼 리드(foam lid)와 냉동 운송 컨테이너(E)를 닫고,
테이프로 다시 밀봉합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면
컨테이너의 덮개가 평평하고 테이프로 잘 밀봉되어야 합니다.
밀봉한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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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

E

AEROSAFE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드라이 아이스 보충(RE-ICING) 가이드라인2
1

2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개봉하기 전에 작업 공간의 환기가
적절한 지 확인하십시오. 좁은 공간, 워크인쿨러(walk-in
coolers) 및/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취급하면 산소가 고갈되어 질식할
수 있습니다.

3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상자 바깥 쪽의 테이프를 잘라 냉동
운송 컨테이너(E)를 개봉합니다. 폼 리드(Foam lid)(D)를
들어 올려 제거합니다.

E

D
D

다음은 드라이 아이스 보충을 위한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내부
구성 요소입니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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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운송
컨테이너

4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A)가 보이면, 방수 절연 장갑을
착용하고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A)를 들어 올립니다.

A

A

주의
사항

드라이 아이스를 밀폐된 장소[작은 공간 또는 워크 인 쿨러(walk-in coolers)] 및/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취급하면 산소가
고갈되어 질식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직접적으로 드라이 아이스와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측면이 보호되는 보호안경 또는 안전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www.comirnatyhcp.co.kr에 방문하시어 리소스(Resource) 페이지에서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SDS)
를 검토하고 보건 및 안전 부서(Health & Safety Department)와 함께 보관 장소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모든 적절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2

AEROSAFE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드라이 아이스 보충(RE-ICING) 가이드라인 (계속)
5

냉동 운송 컨테이너(E)의 측면 공간의 하단부터 상단 가장자리 높이까지
드라이 아이스 펠렛을 넘치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워 줍니다.

E

6

바이알 트레이를 보관하는 상자 위에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
(A)를 다시 올려 놓은 후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A)에 드라이
아이스를 넘치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웁니다.

A

7

A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 위에 폼 리드(foam lid)(D)를 다시 덮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동 운송 컨테이너(E)의 상단
가장자리와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D

E

8

외부 상자의 덮개를 덮고 냉동 운송 컨테이너(E)를 다시
밀봉합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면 컨테이너의 덮개가
평평하고 테이프로 잘 밀봉되어야 합니다.

E

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
BioNTech Manufacturing GmbH * 코미나티TM주(토지나메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의 제품설명서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2021 Pfizer Inc. All rights reserved. JULY 2021

Reference 1. 코미나티TM주(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 제품설명서 (개정년월일 : 2021.07.27) 2. Data on file, Pfiz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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