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수송을 위한 뉴욕주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지침
백신의 일상적인 수송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각 수송은 부적절한 보관 조건에 백신을 노출할 위험을 높여 백신의
생존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백신을 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봉된 바이알은 운반할 수
없습니다.
백신을 수송할 때마다 작성한 운송 추적 양식(이 지침의 마지막 페이지)을 이메일
covid19vaccine@health.ny.gov로 뉴욕주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NYS COVID-19 Vaccine Program)에
제출하십시오.
보관이 가능한 각 수령 장소는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보관 및 취급 요건을 포함한 모든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안내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백신은 어떻게 수송되어야 합니까?
1. 휴대용 백신 냉장고와 냉동고가 백신 수송에 가장 적합한 옵션으로 여겨집니다. 휴대용 백신
냉장고/냉동고는 온도 조절기를 통해 제어되는 내장온도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온도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팩아웃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호됩니다.

2. 연속 온도 모니터링 장치 또는 디지털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여 운송 중 온도를 모니터링합니다.
3. 적합한 용기 및 포장재는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 되며 휴대용 백신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 또는
단기 백신 수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적합한 컨테이너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온도 조절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지만, 적합한 포장 방법을
사용하면 적절한 온도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 폴리스티렌 쿨러 또는 손상되지 않은 스티로폼 백신 운송 컨테이너가 인증된 컨테이너의
예입니다. 부드러운 표면의 쿨러 또는 접이식 쿨러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C. 적합한 포장에는 온도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소모품 및 포장 절차가 필요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긴급 상황 시 수송을 위한 백신 포장,
3~4페이지

D. 휴대용 또는 적합한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단기 또는 비상 수송을 위해 단단한 절연 쿨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냉장 백신을 수송하려면:
A. 운송 중 온도는 36ºF에서 46ºF(2ºC에서 8ºC)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얀센(Janssen), 모더나(Moderna),
화이자(Pfizer) 백신은 냉장 보관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B. 휴대용 냉장고 장치 또는 적합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디지털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여 포장하십시오. 적절하게
관리된 포장은 외부자극 없이 보관하면 최대 8시간 동안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C. 백신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D. 백신을 낙하, 충격 및 진동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십시오. 가능하면 항상 원래 상자에 넣어 수송하십시오.
개별 바이알을 운반하는 경우 바이알은 던니지(버블 랩 또는 이와 유사한 패딩 소재)와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운송 컨테이너를 반드시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E. 사용하지 않은, 구멍이 뚫리지 않은 바이알만 운송하십시오.
F. 운송 중에 백신이 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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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백신의 사용 초과일(Beyond Use Date, BUD)을 계산할 때 운송에 사용된 시간을 포함하십시오. 자세한 내용과
샘플 사용 초과일 추적 레이블은 다음의 문서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info-byproduct/moderna/downloads/bud-tracking-labels.pdf 및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info-byproduct/pfizer/downloads/bud-tracking-labels.pdf를 참조하십시오.

5. 냉동 백신을 운송하려면:
A. 2021년 3월 현재,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25°C~-15°C 또는 -13°F~5°F)로 보관하거나
운송할 수 있습니다.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의 개별 바이알을 운송해야 하고 해동되지 않은 경우, 냉동
운송이 바람직합니다.

B. 휴대용 냉동 장치 또는 적합한 컨테이너와 포장을 사용하고, 냉동 온도에 적합한 디지털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십시오.
C. 목적지에 도착 즉시 백신의 포장을 벗기고 허용되는 온도 범위에서 냉동고나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D. 화이자의 개별 바이알이 냉동 상태로 운송된 경우, 운송에 사용된 모든 시간은 -25°C~ -15°C에서 2주로
제한됩니다. -25°C~-15°C로 운반된 냉동 상태의 바이알은 -80°C~-60°C의 권장 보관 상태로 한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E. 모더나 백신을 드라이아이스에 보관하거나 -40°C(40°F) 이하에서 운송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F. 바이알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G. 냉동 상태의 백신이 운송 중에 해동되기 시작하는 경우, 수신 장소의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녹기
시작한 백신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6. 초저온 백신을 수송하려면:
A. 2021년 2월 기준으로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상태(-80°C~-60°C 또는 -112°F~-76°F)로 보관 또는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B. 드라이아이스와 함께 원래의 온도 보존 운송 컨테이너 또는 -80°C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휴대용 초저온
냉동고를 사용하십시오.
C. 백신의 전체 트레이만 운송합니다. 부분 트레이 또는 개별 바이알은 이미 해동되지 않은 경우 -25°C~-15°C로
운송해야 하며, 이를 위해 냉동 운송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용된 바이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급자 간에 운송할
수 없습니다.
D. 백신을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트레이를 원래 포장에 보관하십시오.
E. 해동 준비가 될 때까지 트레이를 열거나 바이알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F. 포장을 개봉하고 5분 이내에 트레이를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십시오.
G.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낸 후 120시간(5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H. 해동된 백신을 절대로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운송 중 온도가 적정 온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백신이 수령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vaccinetempexcursion@health.ny.gov로 이메일을 보내 보고하십시오.

재산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비상시 운송용 백신 포장,
http://www.cdc.gov/vaccines/recs/storage/downloads/emergency-transport.pdf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백신 보관 및 취급 툴킷,
https://www.cdc.gov/vaccines/hcp/admin/storage/toolkit/storage-handling-toolkit.pdf 21~24페이지 및 49~6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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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수송 추적 시트
제공업체는 작성한 백신 수송 추적 시트를 covid19vaccine@health.ny.gov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수송 날짜:

백신 방출 공급자 성명:

PIN:

백신 방출 제공업체 담당자 성명:

연락 담당자의 전화 번호:
☐ °C

운송 당일 보관 장치 해제 온도:

°F

운송 컨테이너에 옮긴 시간:

_ ☐ 오전 ☐ 오후

의 백신이 운송됩니다(하나 선택):

☐ 냉장 상태

☐ 초저온 상태

☐ 냉동 상태

2°C~8°C(36°F~46°F)

-25°C~-15°C(-13°F~5°F)

-80°C~-60°C(-112°F~-76°F)

• 모더나, 화이자, 얀센 백신
• 휴대용 냉장고 장치 또는 적합한

• 모더나 및 화이자 백신
• 휴대용 냉동고 장치 또는 적합한

• 화이자 백신 해당 사항
•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원래의 온도 보존 운송 컨테이너 또는 -80°C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디지털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여 포장

컨테이너 사용 및 디지털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여 포장

• 백신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사용하지 않은, 구멍이 뚫리지 않은 바이알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휴대용 초저온 냉동고를 사용

• 모더나 백신의 드라이아이스 또는 40°C(40°F) 이하 운반 및 보관 금지

• 백신을 직사 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화이자 냉동 보관에 대한 2주 제한에 운송

운송

• 운송 중 충격과 진동 최소화
• 모더나 및 화이자 백신의 사용 초과일(BUD)

시간을 포함

• 냉동 운송된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에서

계산 시 운송 시간을 포함

•
•
•
•
•
•

초저온 상태에서는 Pfizer 백신의 전체 트레이만 운반
백신을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트레이를 원래 포장에 보관
해동 준비가 될 때까지 트레이 개봉과 바이알 제거 금지
포장을 개봉하고 트레이는 5분 이내에 초저온 보관소에 보관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낸 백신은 120시간(5일) 이내 사용
해동된 백신의 재냉동 절대 금지

한 번 재보관 가능

• 해동된 백신의 재냉동 절대 금지

• 해동된 백신의 재냉동 절대 금지

이 운송에 포함된 백신(필요한 경우 추가 시트 첨부):
제조사

로트
번호

만료 날짜

사용 초과일
(BUD)1

선량
수량2

접종
회차(1
또는 2)

콜드 체인 유지
여부(네/아니오)3

코멘트:

모더나 백신의 사용 초과일은 해동 시작 후 30일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사용 초과일은 해동 시작 후 120시간(5일)입니다.
2021년 2월 16일 이후, 화이자 백신 1 바이알당 복용 6회로 계산하십시오.
3
운송 중 온도가 범위를 벗어나면 즉시 vaccinetempexcursion@health.ny.gov로 보고하십시오.
1
2

백신을 수령하는 공급업체 이름(또는 대체 보관 위치):

수령하는 공급업체 담당자 이름:
수령 장소에 도착한 시간:
운송 당일 보관 장치 수령 온도:

PIN:
연락 담당자의 전화 번호:

☐ 오전 ☐ 오후
°C

☐ °F

도착 시 운송 컨테이너의 온도:
운송 중 도달한 최대 온도:

☐ °C ☐ °F
_ ☐ °C☐ °F
2021년 3월 5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