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및 취급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준비가 적절히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다루기 전에 www.comirnatyhcp.co.kr에 방문하시어 리소스(Resource)
페이지에서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를 검토하고 직장내 건강 부서
(Occupational Health Department)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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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브로셔는 www.comirnatyhcp.co.kr을 방문하십시오.
(본 문건상의 정보는 2021년 7월 27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락처
코미나티TM주(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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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정보

취급

이 안내서에는 사용자가 코미나티TM주(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 수령 시 지켜야 하는

운송 컨테이너는 무거울 수 있으므로, 들어올릴 때 주의하십시오. 주문한 백신의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운송
컨테이너의 무게는 약 36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냉동 운송 컨테이너 위에 아무것도 올려 놓지 마십시오.

과정 및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백신은 운송 및 수령 후 보관 중에 초저온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냉동된 백신이 담긴 다회투여용
바이알은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는 냉동 운송 컨테이너에 담겨 배송됩니다. 이를 통해 백신이 저온에서 냉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의 안전성, 보관, 취급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특정 온도 조건과 모니터링
해야 하는 온도 범위에 대한 정보는 www.comirnatyhcp.co.kr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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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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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omirnatyhcp.c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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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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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또는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바이알 트레이를 열거나 바이알을 꺼내지 마십시오. 추가정보는
www.comirnatyhcp. co.kr을 참고하십시오.
드라이 아이스 취급을 준비할 때는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개봉하기 전에, 작업 장소에 환기가 적절하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공간 또는 워크인쿨러(walk-in coolers)
와 같이 좁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취급하면 산소가 고갈되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측면이
보호되는 보호안경 또는 안전 고글을 착용하고, 드라이 아이스를
취급할 때에는 방수ㆍ절연 장갑을 착용합니다.

www.comirnatyhcp.c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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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는 팬데믹 때문에 착용하였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로부터의 보호에 대해서는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를 참고하십시오.

바이알이 파손, 손상 또는 누출되는 경우, 바이알에 의해 베이거나 백신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맨손으로 바이알을 취급하지 마십시오.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포셉(forcep), 집게 또는 기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의료용 폐기용기
(sharps container)에 바이알 조각을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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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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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낮은
공간에 축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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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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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 폐쇄된 장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운영 규칙을 검토하고 보건 및 안전 부서(Health &
Safety Department)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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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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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기체로 빠르게 팽창하여 밀폐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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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아이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열고 실온의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십시오. 즉시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할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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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아이스의 보충
냉동 운송 컨테이너는 임시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드라이 아이스 보충 요건,
드라이 아이스 펠렛 크기 및 드라이 아이스 보충 방법(pack-out instructions)은 www.comirnatyhcp.co.kr
을 참고하십시오. 드라이 아이스의 안전 취급 가이드라인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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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 및 포장
냉동 운송 컨테이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Softbox 냉동 운송 컨테이너와 AeroSafe 냉동 운송 컨테이너로
외형은 다르지만 구성품은 매우 유사합니다. 냉동 운송 컨테이너 및 그 구성품을 버리지 마십시오.

Softbox

수령한 냉동 운송 컨테이너는 약 36kg까지 무거울 수 있으므로 바닥에서
개봉해야 합니다.

AeroSafe
Item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

드라이 아이스의 최상층을 고정합니다.

B

바이알 트레이

바이알 트레이는 작은 피자 상자같은
모양입니다. 각 바이알 트레이에는
다회투여용 바이알이 들어 있습니다.

C

바이알 트레이를
담은 내부 상자입니다. 이 상자는 꺼내지
담은 내부 상자
않도록 합니다.

A

A
B
D
C
D

E

Description

E

냉동 운송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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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폼 리드(Foam Lid)는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Softbox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외부 상자(outer
box)입니다.

B
D

Description

A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

드라이 아이스의 최상층을 고정합니다.

B

바이알 트레이

바이알 트레이는 작은 피자 상자같은
모양입니다. 각 바이알 트레이에는
다회투여용 바이알이 들어 있습니다.

C

알루미늄 내부
라이닝(LINING)

바이알 트레이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구조는 냉동 운송 컨테이너에
붙어있습니다.

D

폼 리드
(FOAM LID)

상단의 폼 리드(Foam Lid)는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AeroSafe 상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A

냉동 운송 컨테이너 안의 바이알 트레이를

폼 리드
(FOAM LID)

Item

C

E
E

냉동 운송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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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외부 상자(outer
box)입니다.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개봉

3

단계별 지침
1

Softbox

냉동된 백신이 정부 지정 배송처로 운송되는 동안 규정된 온도로 유지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온도
모니터링 장치가 운송 내내 온도를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백신을 수령하면 모니터링 장치의 stop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이후, 정부 지정
배송처는 제품 보관 온도를 계속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습니다.

AeroSafe

운송 중 온도 모니터링 장치의 기록은 stop 버튼을 누른 후 약 1시간 이내에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수령하는 모든 정부 지정 배송처에 발송되는 이메일의 일부로서 제공됩니다.

두 종류의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개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밀봉을 뜯어야 합니다.

장치를 포함한 온도 모니터링에 대한 정보는 www.comirnatyhcp.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개봉하면, 폼 리드
(foam lid)에 내장된 온도 모니터링
장치가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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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열 때는 주의하십시오.
Softbox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한 쪽 덮개
(flap)는 폼 리드(foam lid)와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Softbox를 열 때
주의하십시오. 이 덮개(flap)을 당기지
마십시오. 폼 리드(foam lid)를 열 때, 세 개의
손가락 구멍을 사용하여 활짝 젖혀서 열도록
합니다.

Softbox와 AeroSafe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폼 리드(foam lid)
는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외부 상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 있는
부분을 취급할 때는 방수ㆍ절연 장갑과
측면이 보호되는 보호 안경 또는 안전 고글을
착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폼 리드(foam lid) 아래에는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가 있습니다.
(1) 이 포장지에는 다회투여용 바이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2) 바이알 트레이를 담은 내부 상자를 둘러싼
주위 공간에도 드라이 아이스가 채워져 있습니다.

AeroSafe의 폼 리드(foam lid)를 열 때는
폼 리드(foam lid)의 절개선에서 부드럽게
열도록 합니다.

Softbox 냉동 운송
컨테이너에는 내부 상자의
모든 옆면에 드라이 아이스를
분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를 꺼내야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임시 저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두 공간 [(1)과 (2)] 모두에 드라이 아이스를 보충해야 합니다.
방수ㆍ절연 장갑을 사용하여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를 꺼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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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Safe 냉동 운송
컨테이너에는 측면에 드라이
아이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은
컨테이너에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를 그대로 둔 상태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5

Softbox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받은 경우,
바이알 트레이를 담은 내부 상자의 뚜껑이 보일
것입니다. 이 뚜껑을 열면 바이알 트레이가
있습니다. 내부에 최대 5개의 바이알 트레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이알 트레이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바이알 트레이에 접근하거나 꺼낼 때, 바이알
트레이를 담은 내부상자는 냉동 운송 컨테이너
안에 그대로 둡니다.
AeroSafe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받은 경우,
바이알 트레이를 보관하는 내부 상자가 없습니다. 대신, 바이알 트레이가 바로 보이며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알루미늄 내부 라이닝(lining) 안에 보관됩니다. 알루미늄 내부 라이닝(lining)에서 바이알
트레이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해동하거나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바이알 트레이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www.comirnatyhcp.co.kr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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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나티TM주의 Safety Data Sheet는
www.comirnatyhcp.co.kr의 리소스
(Resource) 페이지에서 제품 SDS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백신 제품을 가급적 초저온(ULT)
냉동고(-90 °C ~ -60 °C)에 즉시
보관해야합니다.

요구되는 특정 온도 조건과 모니터링 해야 하는 온도 범위, 임시 저장 및 드라이 아이스
보충에 대한 정보는 www.comirnatyhcp.co.kr을 참고하십시오.

드라이 아이스의 폐기
냉동 운송 컨테이너가 백신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드라이 아이스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전준비를 하고, 보건
및 안전 부서(Health & Safety Department)와
상의하십시오.
드라이 아이스를 폐기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열고
실온의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십시오.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할 것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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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는 팬데믹 때문에 착용하였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로부터의 보호에
대해서는 드라이 아이스 Safety Data Sheet를 참고하십시오.

초저온(ULT) 냉동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임시 저장소로
마스크는 팬데믹 때문에 착용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임시 저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외관을 점검하고 드라이
아이스를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개봉하지 않은 바이알은 -25 ℃ ~ -15 ℃에서 최대 2주 동안 보관 및 운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다시 -90 ℃ ~ -60 ℃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1 보관 옵션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www.comirnatyhcp.
co.kr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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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운송 컨테이너 반환
냉동 운송 컨테이너는 수령 후 최대 30일까지 임시 저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가 재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한 냉동 운송
컨테이너는 사용 후에 공급업체에 반환해 주셔야 합니다.
제거

1.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반환할 준비가 되고 모든 구성품을 안에 넣었다면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2. “Dry Ice Acceptance" 라벨(사진의 빨강색 라벨)을 제거해 주십시오.
3. 사
 전 인쇄된 반품 배송 라벨은 냉동 운송 컨테이너 내부에 동봉되어 있거나,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덮개(flap) 안쪽에 이미 부착되어 있습니다. Softbox 냉동 운송 컨테이너 반환을
준비할 때는, 기존 배송 라벨 위에 사전 인쇄된 반품 배송 라벨을 덧붙이십시오. AeroSafe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반환을 준비할 때는 반품 라벨이 외부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참고: 컨테이너에 더 이상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반환을 준비할 때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드라이 아이스 UN1845
표시 및 다이아몬드 모양의 9 등급(Class
9) 위험 라벨 위에 빈 라벨을 덧대어 부착한
것을 확인합니다.

빈 라벨인 필 오프(peel-off) 스티커 부착 위치
견적 송장
부착 위치

Softbox의 경우, UN1845 표시 위에 부착할
빈 스티커 라벨은 냉동 운송 컨테이너 내에
동봉된 영문판 브로셔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UN3481
battery
dangerous
goods label은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반품 배송 라벨 덧붙이실 위치

4. 질
 병청을 통해 별도 전달 받으신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을 냉동 운송 컨테이너 외부에 부착해 주십시오.
5. 박
 스 겉면 드라이아이스 표기 부분(UN1845/diamond shaped class 9)에 빈 라벨인 필 오프(peel-off)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고, 반품 배송 라벨 또한 빈 라벨의 오른쪽에 부착해 주십시오. 필 오프(peel-off) 스티커는 냉동 운송 컨테이너 내에
동봉된 영문 브로셔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6. UN3481 battery dangerous goods label은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7. 냉동 운송 컨테이너 반환을 위해 백신 수령시 받으시는 이메일 하단의 초록 버튼(“Please confirm collection or usage”)을
눌러 반환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본 브로셔 오른쪽 페이지의 이메일 연락처로 이메일을 보내어 반환 요청도 가능합니다. (이메일은
영어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반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8.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지정된 픽업 장소에 놓아 둡니다.

AeroSafe 반환에 대한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이메일은 영어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은 영어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반환해야 하는 구성품
․ 온도 모니터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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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s@aerosafeglobal.com

pfizer.logistics@controlant.com

자세한 부착 위치는 오른쪽 페이지의 그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냉동 운송 컨테이너 및 내부 구성품

AeroSafe의 경우,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덮개(flap) 안쪽에서 라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라벨로 UN1845 표시와 원래
배송 라벨을 모두 덧대어 부착합니다.

․ 드라이 아이스 포장지

냉동 운송 컨테이너를 지정된 픽업 장소에 놓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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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운송 컨테이너 내에 동봉된
영문판 브로셔의 마지막 페이지에 필 오프(peel-off) 스티커가 있습니다.
필 오프(peel-off) 스티커는 UN1845 표시 위에
덧붙여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컨테이너에 더 이상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반환을 준비할 때 냉동 운송
컨테이너의 드라이 아이스 UN1845 표시 및 다이아몬드 모양의 9 등급(Class 9) 위험 라벨
위에 빈 라벨을 덧대어 부착한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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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
BioNTech Manufacturing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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