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코로나 19 예방 접종 프로그램
운송 기준 온도 이탈 보고서
2021 년 2 월 14 일
백신 제조사가 안정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문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해당
백신에 "DO NOT USE"(사용 금지) 라벨을 부착하고, 가능한 경우 적정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옮깁니다. 제조사가 효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vaccinetempexcursion@health.ny.gov 를 통해 뉴욕주 보건부
백신 프로그램(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Vaccine Program)에 온도 이탈에 대해 보고하기 전까지
보관 온도를 이탈한 백신을 접종하지 마십시오.
제조사

냉장고

화이자

2°C~8°C
(36°F~46°F)

모더나

2°C~8°C
(36°F~46°F)

권장 보관 온도
냉동고

초저온 냉동고

온도 조절 유통 장치

해당 사항 없음

-80°C~-60°C(112°F~-76⁰F) -

-90°C~-60°C
(-130°F~-76°F)

-25°C~-15°C
(-13°F~5°F)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 이러한 온도 범위 내에서의 보관하는 것은 권장 보관 온도를 이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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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운송 기준 온도 이탈 상세 정보를 기록하십시오.
해당 백신을 선택: □ 화이자 □ 모더나
기준 이탈 온도: □ 너무 낮음 □ 너무 높음
온도 이탈 시작일: ______________ 온도 이탈 종료일: ______________
해당 백신 저장 방식:
□ 냉장고 □ 냉동고

□ 초저온 냉동고

□ 온도 조절 유통 장치

□ 운반 전용 용기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
□ 재공급 □ 다른 제공자에게 운송 □ 야외/이동식 클리닉 □ 응급 운송
가장 높은 온도는 얼마였습니까? ______________
가장 낮은 온도는 얼마였습니까? ______________
총 온도 이탈 기간: __________ (시간/분)
예상 원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거 백신에 운송 기준 온도 이탈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 아니요 □ 네. 발생일: ___________
2단계: 제조사의 안정성 판단 결과를 기록합니다.
• 아래의 전화 연락처로 백신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 문의 전화에 대한 접수 번호/참고 번호를 요청하여 해당 번호를 기록합니다.
• 제조사에 안정성에 대한 전자 보고서를 요청하고 3년 간 해당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본 문서에 제조사가 제안한 해결책을 기록합니다.
제조사

전화

화이자

800-666-7248

해당 백신을
접송했습니까?
□ 예 □ 아니요

모더나

833-272-6635

□ 예 □ 아니요

안정성 결정

사례 또는 참고 번호

□ 사용했을 수 있음
□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음
□ 사용했을 수 있음
□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음

해결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단계: 사용 여부 결정
제조사가 백신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DO NOT USE"(사용 금지) 라벨을 제고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합니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백신이 효용을 잃었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효용을 상실한 백신을 전용 용기에 담는 등 의료 폐기물로 취급하여 폐기합니다.
• 뉴욕주 면역 정보 시스템(New York State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NYSIIS)에 폐기량을
기록합니다.
4 단계: 연락처 정보.
시설/서비스 제공자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YSIIS 코로나 핀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
제출자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단계: 온도 이탈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문서를 첨부합니다.
• 본 문서를 vaccinetempexcursion@health.ny.gov 에 제출하고 데이터 로거 요약 보고서(또는 이탈
기록을 명시한 내용), 백신 운송 기록, 온도 기록 등과 같은 관련 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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