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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Shelf life)과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유효 기간(Shelf life)1
미개봉 바이알

냉동 바이알 : 개봉하지 않은 바이알은 -90 ℃ ~ -60 ℃에서 6개월간 보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봉하지 않은 바이알은 -25 °C ~ -15 °C에서 최대 2주 동안 보관 및 운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다시 -90 °C ~ -60 °C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동된 바이알 : 냉동보관에서 꺼낸 후 미개봉 바이알은 2 °C ~ 8 °C에서 최대 1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1개월 이내에 2 °C ~ 8 °C에서 최대 12시간 동안 운반할 수 있습니다. 					
미개봉 바이알은 사용 전 30 °C 이하에서 최대 2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동된 백신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됩니다.

초저온(-60°C 미만)에서 보관한 냉동 바이알의 이동
• 밀봉된 바이알 트레이(195개의 바이알)는 초저온 냉동보관(-60 °C 미만)에서 꺼내 최대 5분 동안 실온(25 °C 이하)에 둘 수 있습니다.
• 개봉한 바이알 트레이 또는 195개 미만의 바이알이 담긴 바이알 트레이는 초저온 냉동보관(-60 °C 미만)에서 꺼내 최대 3분 동안 실온(25 °C 이하)에 둘 수 있습니다.

-25 °C ~ -15 °C에서 보관한 냉동 바이알의 이동
• 밀봉된 바이알 트레이(195개의 바이알)는 냉동보관(-25 °C ~ -15 °C)에서 꺼내 최대 3분 동안 실온(25 °C 이하)에 둘 수 있습니다.
• 개봉한 바이알 트레이 또는 195개 미만의 바이알이 담긴 바이알 트레이는 냉동보관(-25 °C ~ -15 °C)에서 꺼내 최대 1분 동안 실온(25 °C 이하)에 둘 수 있습니다.

실온(25 °C 이하)에 노출된 바이알 트레이를 다시 냉동보관한 경우
실온(25 °C 이하)에 노출된 바이알 트레이를 다시 냉동보관한 경우, 다시 꺼내기 전에 최소 2시간 동안 냉동보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이알 트레이에서 꺼낸 바이알
바이알 트레이에서 한번 꺼낸 바이알은 해동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희석된 의약품
이 약을 0.9% 염화나트륨주사액으로 희석한 후에 2 °C ~ 25 °C에서 보관(운반 포함)하고, 희석 후 6시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희석 방법이 미생물 오염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은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
• -90 °C ~ -60 °C에서 냉동 보관합니다.
• 차광을 위해 원래의 용기에 보관합니다.
• 보관 중에는 실내조명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직사광선과 자외선 노출을 피합니다.
• 해동된 바이알은 실내조명 조건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조제된 주사액의 무균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미나티TM주는 전문 의료진이 무균조작(aseptic technique)을 통해 조제해야 합니다.1

희석 전 해동1
• 다
 회투여용 바이알은 냉동보관하고 희석하기 전에 해동해야 합니다. 냉동 바이알은 해동을 위해 2 °C ~ 8 °C 로 옮겨야 합니다. 							
195개 바이알팩을 해동하는데 3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는, 즉시사용을 위해 냉동 바이알을 최대 30 °C 온도에서 30분간 해동할 수 있습니다.
• 냉동보관에서 꺼낸 후 미개봉 바이알은 2 °C ~ 8 °C에서 최대 1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1개월 이내에 2 °C ~ 8 °C에서 최대 12 시간 동안 운반할 수 있습니다.
• 해
 동된 바이알은 실온이 되도록 하고, 희석하기 전에 부드럽게 10회 뒤집습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실온 (30 °C 이하)에서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 희
 석 전에 해동된 분산액은 흰색에서 미백색의 불투명한 무정형 입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
 색되거나 다른 입자가 관찰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희석1

• 해동된 백신은 무균조작으로 21게이지 이상의
가는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원래의 바이알에서
0.9% 염화나트륨 주사액 1.8 mL로 희석해야
합니다.

0.9% 염화나트륨
주사액 1.8 mL

• 바이알 마개에서 주사바늘을 제거하기 전에,
빈 희석용 주사기로 1.8 mL의 공기를 빼내어
바이알내 압력을 균일화합니다.
피스톤(plunger)을 당겨
바이알에서 1.8 mL 공기를 빼냅니다.

• 희석된 용액은 10회 부드럽게 뒤집으며, 흔들지 않습니다.
• 희석된 백신은 미립자가 보이지 않는 미백색 용액이어야 합니다. 미립자가 있거나 변색이 보이는 경우 희석된 백신은 폐기합니다.

부드럽게x10회

적절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희석 후 6시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 희석된 바이알에 적절한 날짜와 시간을 표기합니다.
• 희석한 후에 2 °C ~ 25 °C에서 보관(운반 포함)하고, 희석 후 6시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 희석된 용액을 냉동하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희석된 용액을 냉장 보관한 경우, 사용하기 전에 실온에 도달하게 합니다.

1회 투여용량(0.3 mL) 준비1
• 희석 후 바이알에는 0.3 mL씩 6회 용량에 해당하는 2.25 mL이 들어있습니다.
• 무균조작을 이용하여, 일회용 소독솜으로 바이알 마개를 닦습니다.
• 이 약 0.3 mL 용량을 취합니다.
희석된 백신
0.3 mL

- 1개의 바이알에서 6회 용량을 취하기 위해서는 최소잔여형 주사기 및 주사바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와 주사바늘 조합제품의 잔류량은 35 마이크로리터 이하여야 합니다.
- 표준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사용하는 경우 1개의 바이알에서 6회째 용량을 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각 1회 용량에는 이 약 0.3 mL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희석한 바이알에 남아있는 백신의 양이 0.3 mL의 용량이 안되는 경우에는 바이알과 내용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 희석 후 6시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백신은 폐기합니다.
• 여러 바이알에 남아 있는 백신을 모아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약은 희석 후, 각 0.3 mL을 3주 간격을 두고 2회 근육주사합니다. 가급적 위팔 삼각근에 투여합니다.

백신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 접종을 받는 개인별로 투여받은 백신의 이름과 제조번호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1

폐기1
모든 미사용 약물 또는 폐기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코미나티TM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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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 BioNTech Manufacturing GmbH

* 코미나티TM주(토지나메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의 제품설명서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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