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 아이스의 안전 취급 가이드라인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정보
드라이 아이스는 냉동된 형태의 이산화탄소입니다. 대부분의 냉동된 고체는 열이 가해지면 녹아서 액체 형태가 되지만,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로 직접 변하게 됩니다(승화). 드라이 아이스는 -78 °C 이상의 온도에서 승화합니다.
드라이 아이스 사용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질식과 화상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좁고 밀폐된 장소[작은 공간이나
워크인쿨러(walk-in coolers)] 및/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취급하면 산소가 고갈되어 질식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직접적으로 드라이 아이스와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맞게 준비가 적절히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다루기 전에
www.comirnatyhcp.co.kr에 방문하시어 리소스(Resource) 페이지에서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를
검토하고 보건 및 안전 부서(Health & Safety Department)와 상의하십시오.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 지침 ‘주의사항’
만지지 마십시오 - 눈에 닿는 것을 피해야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제거하거나 추가 할 때 냉동 화상과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 방수ㆍ절연 장갑을 사용하십시오.
얼굴 및 눈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측면이 보호되는 보호 안경 또는 안전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드라이 아이스는 먹거나 삼키면 해롭습니다. 섭취한 경우에는 즉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좁고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드라이 아이스는 실온에서 매우 빠르게 기체로 변하여 산소를 대체합니다.
개방되어 있거나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만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하십시오.

밀폐 용기에 넣지 마십시오
드라이 아이스는 -78 °C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기체로 빠르게 팽창하여 밀폐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환기
드라이 아이스는 실온(대부분의 냉장 보관 온도 포함)에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되어 호흡 곤란이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에 드라이 아이스가 있었다면,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어 적절한 환기를 하십시오. 숨이 차거나 두통이 생기면 이산화탄소를 과량으로 흡입한
징후일 수 있으니, 즉시 그 장소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낮은 공간에 축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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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모든 적절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화상에의 대처
드라이 아이스는 피부에 냉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취급 할 때는 방수ㆍ절연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SDS)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치료를 받으십시오.

폐기
드라이 아이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열고 실온의 환기가 잘되는 곳에 두십시오. 즉시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할 것입니다.
드라이아이스를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배수구에 넣거나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지 마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워크인쿨러(walk-in cooler)와 같은 폐쇄된 공간에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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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를 다운로드하려면
www.comirnatyhcp.co.kr의 리소스(Resource)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