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 보관

–25°C ~ –15°C
드라이아이스 위에 올려서 보관하거나 -40°C 미만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래 상자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유효기간까지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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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 8°C

8°C ~ 25°C

냉장고

최대 아래의 실온에서 
차갑게 보관

12
시간

30
일

해동 후 지침

해동된 백신은 절대로 재냉동하지 마십시오

구멍을 뚫지 않은 바이알 1차 투여 용량을 추출한 후

최대 시간

냉장고 또는 실온6
시간

최대 시간

바이알은 2°C ~ 25°C 사이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해야하는 날짜와 시간을  

바이알 라벨에 기록합니다.
구멍을 뚫은 바이알은 6시간 후 폐기합니다.

냉장고 안에서 2시간 30분 실온에서 1시간

2°C ~ 8°C 15°C ~ 25°C 

투여하기 전에 15분 동안 바이알을 실온에 둡니다.

또는

사용 전 각 바이알의 해동
 바이알 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목적에 한함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감염원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주사에 대해  
새로운 멸균 바늘과 주사기를 사용하여 바이알에서 각각 0.5mL 용량의 백신을 추출합니다. 

 주사기 안에 있는 용량은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

최초 용량 추출을 위해 바이알에 구멍을 뚫은 후에는 백신을 
즉시 사용하고 6시간 후에 폐기해야 합니다.

모든 미사용 백신 또는 폐기물은 현지 요건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COVID-19 Vaccine Moderna 
보관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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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COVID-19 Vaccine Moderna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COVID-19를 예방하기 위한 능동 면역 용도입니다.

금기 
활성 물질에 대한 과민증 또는 6.1항에 열거된 일체의 부형제에 
대한 과민증

© 2021 Moderna, Inc.

 COVID-19 Vaccine Moderna 
용량 및 투여 

COVID-19 Vaccine Moderna는 일련의  
2회 용량(각각 0.5mL)으로 근육 내에 투여됩니다.  

권장되는 간격은 28일입니다.

용량 및 일정

일련의 백신 접종 완료를 위해 COVID-19 Vaccine Moderna와 다른 COVID-19 백신의 
상호교환가능성(interchangeability)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용 가능한 자료는 없습니다.  
COVID-19 Vaccine Moderna 1차 용량을 투여받은 백신 접종자는 일련의 백신 접종  

완료를 위해 COVID-19 Vaccine Moderna 2차 용량을 투여받아야 합니다.

해동 후에, 그리고 각 추출 사이에 바이알을 부드럽게 빙빙 돌립니다. 해동 후에 바이알은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흔들지 마십시오. 백신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바이알과 주사기 모두 그 안에 있는 액체의 
색깔이 백색 내지 미백색 임을 확인합니다.

백신 접종자가 COVID-19 Vaccine Moderna의 2차 투여를 위해 내원해야 하는 날짜가 
나와 있는 백신 접종 카드를 백신 접종자 또는 그 간병인에게 제공합니다.

투여

주사기 용적이 0.5mL인지 확인합니다.  

주사 전에 각 용량을 검사하여 다음을 실시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www.modernacovid19global.com을 방문하여 귀하의 국가를 선택해주십시오.

COVID-19 Vaccine Moderna에는  
백색 또는 반투명한 제품 관련 미립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량이 부정확하거나 변색되고  
기타 미립자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백신을 투여하지 마십시오.

해동 후에, 그리고 각 추출 전에 바이알을 부드럽게 빙빙 돌립니다.  
 해동 후에 백신은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흔들거나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