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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에 대하여

The
JanssenExpiry
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Adverse Events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본 자료는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이
수 있도록
위한medical
교육적인
duration
of the
declaration that
circumstances
exist justifying
the authorization
of이루어질
the emergency
use하기
of the
product
목적에
한정하여
제작되었습니다.
under
Section
564(b)(1)
of
the
FD&C
Act,
unless
the
declaration
is
terminated
or
authorization
revoked
sooner.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Operation

Warp Speed(DNU)

본 자료를How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 배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It’s Supplied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supplied in a carton of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본 가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제품stoppers
허가사항을
코로나-19백신얀센주에
관한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받은
The vial
are 기반으로
not made작성되었습니다.
with natural rubber
latex.
자세한 사항 및 최신의 허가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의 의약품정보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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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A Fact Sheet 3

EUA Fact Sheet

Dosage & Admin

Information Center

Store unpunctured multi-dose
of the
Dosage & Admin vialsClinical
Trials Janssen COVID-19 Vaccine at 36°F to 46°F (2°C to 8°C) and protect from light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Do not store frozen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stored frozen b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 at 36°F to 46°F (2°C to 8°C).
If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 thaw at 36°F to 46°F (2°C to 8°C). If needed immediately, thaw at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At room temperature, a carton of 10 vials will take ~2 hours to thaw
At& Admin
room temperature,
an individual vial will take ~1 hour to thaw
Dosage
Clinical Trials

Storage After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Adverse Events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After the first dose has been withdrawn, hold the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EUA Find
Fact Vaccine
Sheet 3

Expiry Date
Resources

Reimbursment

CDCOperation
guideline
Warp Speed(DNU)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Expiration Tracking

Administration

Janssen is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assessment studies fo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Expiry dates may be updated as these studies are completed.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 the carton or vial.
Corona Virus Ed.
Storage
Supply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2. On the web: www.vaxcheck.jnj
Administration
vaccine
Facts
3.VirusBy
phone:
1-800-565-4008 (US Toll Free) or 1-908-455-9922 (US Toll)

*Current as of February 27, 2021.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Adverse Events
(DNU) OLD

pply

r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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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INDICATIONS
Do not administe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to individuals with a known history of a severe allergic reaction (e.g., anaphylaxis)
to any component of the Janssen COVID-19 Vaccine.
Please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Please rea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e (Vaccination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주)한국얀센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5층

이 정보는 한국 및 그 지역 내 보건의료전문가의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법률, 규제 요건 및 의료 관행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포함된 처방 정보는 한국 및 지역 밖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표기된 제품명은 존슨앤드존슨 소유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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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nssenExpiry
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Adverse Events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본 가이드에
| 01
duration
of the 대하여
declaration
that circumstances exist justifying the authorization of the emergency use of the medical product
under
Section
564(b)(1)
of
the
FD&C
Act, unless the declaration is terminated or authorization revoked sooner.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Operation

코비드-19백신얀센주 소개 | 03

Warp Speed(DNU)

How It’s Supplied

코비드-19백신얀센주
The Janssen작용기전
COVID-19 Vaccine is supplied in a carton of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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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and Handling*

백신의 공급
형태 Prior to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Storage

unpunctured
of the
백신
수령 Ensure
시Store
보관
Temperature
Dosage & Admin vialsClinical
Trials Janssen COVID-19 Vaccine at 36°F to 46°F (2°C to 8°C) and protect from light
Authenticity
Dosage & Adminmulti-dose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투여
전 준비
Resources _ 72px
Do not store frozen
백신 준비
Adverse Events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stored frozen b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 at 36°F to 46°F (2°C to 8°C).
(DNU) OLD
백신 추출 및 투여
If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 thaw at 36°F to 46°F (2°C to 8°C). If needed immediately, thaw at room
temperature
바이알 개봉
후 보관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폐기

EUA Fact Sheet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At room temperature, a carton of 10 vials will take ~2 hours to thaw
At& Admin
room temperature,
an individual vial will take ~1 hour to thaw
Dosage
Clinical Trials

임상시험Storage
소개 | After
06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Dosage & Admin

After the first dose has been withdrawn, hold the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임상시험 디자인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주요 유효성 결과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주요
안전성
결과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Find Vaccine
Operation
Information Center

EUA Fact Shee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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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iry Date

Corona Virus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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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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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iration Tracking

Janssen
ongoing stability assessment studies for the Janssen
자주 묻는
질문 is| conducting
09

COVID-19 Vaccine. Expiry dates may be updated as these studies are completed.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및date
구성appears
성분은 무엇입니까?
Therefore,
no 성상
expiry
on the carton or vial.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적응증은
무엇입니까?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Resources

Supply

1. Scan the QR다른
code
on the back
of교차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코비드-19백신얀센주를
코로나19
백신과
투여해도
됩니까?
2. On the web: www.vaxcheck.jnj
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 전/후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accine
Facts
3.VirusBy
phone:
1-800-565-4008 (US Toll Free) or 1-908-455-9922 (US Toll)
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 후 코로나19 예방효과의 수준 및 지속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Current
as of February 27, 2021. 소아 및 청소년에게도 투여할 수 있습니까?
코비드-19백신얀센주를

코비드-19백신얀센주를
임신한 INFORMATION
여성에게 투여해도 됩니까?
IMPORTANT
SAFETY
Adverse Events
(DNU) OLD

코비드-19백신얀센주를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투여해도 됩니까?

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 후 혈소판감소증 동반 혈전증이 의심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Do not administe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to individuals with a known history of a severe allergic reaction (e.g., anaphylaxis)
to any component of the Janssen COVID-19 Vaccine.

CONTRAINDICATIONS

그 외 문의사항 | 12

Please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Please rea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e (Vaccination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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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백신얀센주 소개

The
JanssenExpiry
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Adverse Events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1,3
코로나-19백신얀센주
작용기전
duration
of the declaration that
circumstances exist justifying the authorization of the emergency use of the medical product
under
Section
564(b)(1)
of the FD&C
Act, unless the declaration is terminated or authorization revoked sooner.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Operation

코비드-19백신얀센주는 SARS-CoV-2 스파이크 (S) 단백질을 암호화한 재조합 복제불능 사람 아데노바이러스 26(Ad.26) 백터로 구성된 단일가 백

Warp Speed(DNU)

신입니다. 백신
투여
후 SARS-CoV-2의
How
It’s
Supplied S-당단백질이 일시적으로 발현되면, 스파이크(S) 항원에 대한 중화항체 및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 코
로나19에 대한
나타냅니다.
The 보호작용을
Janssen COVID-19
Vaccine is supplied in a carton of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1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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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and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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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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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henticity

EUA Fact Sheet 3

EUA Fact Sheet

Dosage & Admin

Information Center

EUA Find
Fact Vaccine
Sheet 3

Store
unpunctured
of the
Dosage & Admin vialsClinical
Trials Janssen COVID-19 Vaccine at 36°F to 46°F (2°C to 8°C) and protect from light
Dosage & Adminmulti-dose
항원
전달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바이러스 벡터가 병원성 항원(이 경우 SARS-CoV-2 스파이크(S))의
Do not store frozen
2, 3

Ensure Authenticity

유전자 코드(DNA; deoxyribonucleic acid)를 세포내로 전달합니다.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stored frozen b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 at 36°F to 46°F (2°C to 8°C).
If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 thaw at 36°F to 46°F (2°C to 8°C). If needed immediately, thaw at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및 면역 a인식
At항원
room발현
temperature,
carton of 10 vials will take ~2 hours to thaw
At
room
temperature,
an
individual
vial사용하여
will takeS ~1
hour분자
to thaw
Dosage & Admin
Clinical Trials
체내 세포는
S 단백질의 유전자
코드를
항원의
복제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본을 생성합니다.
이들Puncture
항원은 세포of
표면에
반응을 유발
Storage
After First
the 발현되어,
Vaccine면역
Vial

하고the
신체가
수 있도록
합니다. hold the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After
first면역을
dose 가질
has been
withdrawn,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Adverse Events

Expiry Date

면역 반응

Corona Virus Ed.

2, 3

Storage

Administration

Expiration
Tracking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신체는 신속하게 위협을 인식하고 면역 반
CDCOperation
guideline
Warp Speed(DNU)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Expiry Date
Resources

Janssen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assessment
studies
for the Janssen
응을 is
일으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방어
기제는
SARS-CoV-2의
S단백질에
COVID-19
Vaccine.
Expiry dates
may be
updated
as these studies
are completed.
특이적인
항체와 T세포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신체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
the
carton
or
vial.
Corona Virus Ed.
Storage
2, 3

Reimbursment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2. On the web: www.vaxcheck.jnj
Administration
vaccine
Facts
3.VirusBy
phone:
1-800-565-4008 (US Toll Free) or 1-908-455-9922 (US Toll)

를 보호합니다.

Supply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SARS-CoV-2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
*Current as of February 27, 2021.

참고자료: 1.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바이러스백터백신) 허가사항. 최근변경일: 2021년 12월 16일. 2. Custers J, Kim D, Leyssen M, et al. Vaccines based on replication incompetent
Ad26 viral vectors:
standardized
template with key considerations for a risk/benefit assessment [published online October 3, 2020]. Vaccine. doi:10.1016/j.vaccine.2020.09.018 3. UnderstandAdverse
Events
(DNU) OLD
ing and explaining viral vector COVID-19 vaccin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ttps://www.cdc.gov/vaccines/covid-19/hcp/viral-vector-vaccine-basics.html. Updated February
17, 2021. Accessed April 8, 2021.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CONTRAINDICATIONS

Do not administe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to individuals with a known history of a severe allergic reaction (e.g., anaphylaxis)
to any component of the Janssen COVID-19 Vaccine.
Please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Please rea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e (Vaccination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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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투여방법

The
JanssenExpiry
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Adverse Events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백신의
공급that
형태
duration of the
declaration
circumstances exist justifying the authorization of the emergency use of the medical product
under
Section
564(b)(1)
of
the
FD&C
Act, unless the declaration is terminated or authorization revoked sooner.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Operation

Warp Speed(DNU)

코비드-19백신얀센주는 다회 용량 바이알로, 각 바이알 당 최대 5회 용량(0.5mL/1회)

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한 상자는 총 10개의 바이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ow
It’s Supplied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supplied in a carton of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

백신 수령 시 보관

Supply Dosing & Admin _ 72px
Storage

Storage and Handling*

중요: 냉장에서 해동된 백신을 수령한 후에는 2°C ~ 8°C 냉장조건에서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Storage
Prior to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Temperature

Resources _ 72px

Adverse Events
(DNU)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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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A Fact Sheet 3

EUA Fact Sheet

Dosage & Admin

Information Center

EUA Find
Fact Vaccine
Sheet 3

Expiry Date
Resources

Reimbursment

한 번unpunctured
냉장된 백신을multi-dose
냉동으로 옮기지
Store
of마십시오.
the
Dosage & Admin vialsClinical
Trials Janssen COVID-19 Vaccine at 36°F to 46°F (2°C to 8°C) and protect from light
Dosage & Admin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수령한 2°C ~ 8°C에서 냉장 보관된 백신의 업데이트된 사용기간을 확인하십시오.
Do not store frozen
2°C ~ 8°C
냉장stored
보관된frozen
백신은by외부상자
및 바이알 라벨에
인쇄되어at
있는
초과하지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
36°F사용기간을
to 46°F (2°C
to 8°C).않는 범위
~ 8°C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thaw
만약 at
업데이트된
If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내에서
thaw 2°C
at 36°F
to 냉장에서
46°F (2°C최대
to 8°C).
If needed
immediately,
room 새로운 사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용기간을
찾을 수once
없는thawed.
경우 공급 업체에 문의하여 냉장보관의 사용기간을 확인하십시오.

Ensure Authenticity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At room temperature, a carton of 10백신은
vials will
take ~2된hours
to thaw
업데이트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이내에 사용되지 못한
At
room
temperature,
an
individual
vial
will
take
~1
hour
to
thaw
Dosage & Admin
Clinical Trials
백신이 있다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Storage After First Puncture of 빛으로부터
the Vaccine
Vial 서로 다른 보관 조건에 따른 사용기간을 기록하기 위해 바이알은 반드시
보호하고
Adverse Events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After the first dose has been withdrawn,
the보관합니다.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본래의hold
상자에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개봉하지 않은 바이알은 9°C ~ 25°C에서 총 12시간 동안 안정합니다. 이는 권장되는 보관 또는 운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Expiration
Tracking
투여 전 준비
CDCOperation
guideline
Warp Speed(DNU)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송 조건은 아니지만 일시적인 온도 변동 발생 시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ion

Janssen is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assessment studies for the Janssen
및 백신의
여부
COVID-19 Vaccine. Expiry dates may바이알
be updated
as these이상
studies
are확인
completed.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
the
carton
or
vial.
Corona Virus Ed.
Storage
Supply

코비드-19백신얀센주는 무색에서 연한 노란색의 투명하거나 유백색의 현탁액입니다.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백신에 미립자 이물이나 변색이 있는지 백신을 투여하기 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2. On the web: www.vaxcheck.jnj 바이알에 균열이나 손상 및 변조의 증거와 같은 이상 여부가 있는 지 백신을 투여하기 전 육안
Administration
vaccine
Facts
3.VirusBy
phone:
1-800-565-4008 (US Toll으로
Free)확인합니다.
or 1-908-455-9922 (US Toll)

*Current as of February 27, 2021.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확인되는 경우 해당 백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제품 불량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코비드-19백신얀센주 고객센터: 080-868-5999(국내 무료전화), 1544-5999(국내 유료전화)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Adverse Events
(DNU) OLD

백신 준비

CONTRAINDICATIONS

Do not administer the Janssen COVID-19 Vaccine내용물
to individuals
혼합 with a known history of a severe allergic reaction (e.g., anaphylaxis)
to any component of the Janssen
10초 COVID-19 Vaccine.

백신을 투여하기 전에 다회용량 바이알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10초 동안 부드럽게 회전시켜

Please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swirling)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혼합합니다.
Please rea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e (Vaccination
흔들어 섞지
마십시오.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참고자료: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바이러스백터백신) 허가사항. 최근변경일: 2021년 12월 16일.

(주)한국얀센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5층

이 정보는 한국 및 그 지역 내 보건의료전문가의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법률, 규제 요건 및 의료 관행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포함된 처방 정보는 한국 및 지역 밖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표기된 제품명은 존슨앤드존슨 소유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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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nssen COVID-19 Vaccine
코비드-19백신얀센주

EUA Fact She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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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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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nssenExpiry
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Adverse Events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백신
추출 및
투여
duration of the
declaration
that
circumstances exist justifying the authorization of the emergency use of the medical product
under
Section
564(b)(1)
of
the
FD&C
Act, unless the declaration is terminated or authorization revoked sooner.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Operation

0.5 mL 추출하기

Warp Speed(DNU)

멸균 주사바늘과 멸균 주사기를 사용하여 0.5 mL의 1회 투여 용량을 추출합니다.

How It’s Supplied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supplied in a carton of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0.5 mL가 되지 않는 잔여분은 폐기합니다.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

Supply Dosing & Admin _ 72px
Storage

Storage and Handling*
Storage Prior to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Temperature

Resources _ 72px

Adverse Events
(DNU) OLD

EUA Fact Sheet

Dosage & Admin

Information Center

EUA Find
Fact Vaccine
Sheet 3

Expiry Date
Resources

Reimbursment

Store unpunctured
of the
Dosage & Admin vialsClinical
Trials Janssen COVID-19 Vaccine at 36°F to 46°F (2°C to 8°C) and protect from light
Dosage & Adminmulti-dose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0.5 mL 투여하기
Do not store frozen

Ensure Authenticity

근육 주사로만 투여하며, 가급적 위팔 삼각근에 투여합니다.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stored frozen b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 at 36°F to 46°F (2°C to 8°C).
If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혈관내,
thaw at
36°F
to 피내
46°F주사해서는
(2°C to 8°C).
If needed immediately, thaw at room
피하
또는
안 됩니다.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동일한 주사기로 다른 백신 또는 약물과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t room temperature, a carton of 10 vials will take ~2 hours to thaw
At& Admin
room temperature,
an individual 백신의
vial will이력을
take ~1추적하기
hour to위해
thaw접종을 받는 개인별로 투여한 백신의 이름과 제조번호를
Dosage
Clinical Trials
명확히 기록합니다.

Storage After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Adverse Events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After the first dose has been withdrawn, hold the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바이알
보관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Discard
the개봉
vial if후
vaccine

CDCOperation
guideline
Warp Speed(DNU)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Expiration Tracking

첫 개봉 일자와 시간을 개별 바이알에 기록합니다.

Administration

2°C~8°C
Janssen is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studies하는
for 날짜와
the Janssen
개별assessment
바이알에 폐기해야
시간을 기록
COVID-19 Vaccine.
Expiry dates may be updated as these studies are completed.
최대 6시간까지 보관
합니다.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 the
carton or vial.
Corona Virus Ed.
Storage

개봉한
바이알은 바이알을 처음 개봉한 이후 2°C~8°C에서 최대 6시간까지, 실온(최대 25°C)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Supply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camera
에서
최대 3시간까지
보관할device
수 있습니다.
2. On the web: www.vaxcheck.jnj
시간or내1-908-455-9922
사용되지 못했을(US
경우에는
Administration
vaccine
Facts
3.VirusBy
phone:
1-800-565-4008 (US Toll이
Free)
Toll) 백신을 폐기합니다.

*Current as of February 27, 2021.

최대 25°C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Adverse Events
(DNU)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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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guideline

Storage, Dosage and Administration Guide
보관 및 투여방법

2px

uthenticity

EUA Fact Sheet 3

최대 3시간까지 보관

CONTRAINDICATIONS

Do not administe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to individuals with a known history of a severe allergic reaction (e.g., anaphylaxis)
to any component of the Janssen COVID-19 Vaccine.
Please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Please rea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e (Vaccination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폐기

사용되지 않은 의약품 또는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바이러스백터백신) 허가사항. 최근변경일: 2021년 12월 16일.

(주)한국얀센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5층

이 정보는 한국 및 그 지역 내 보건의료전문가의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법률, 규제 요건 및 의료 관행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포함된 처방 정보는 한국 및 지역 밖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표기된 제품명은 존슨앤드존슨 소유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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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nssen COVID-19 Vaccine
코비드-19백신얀센주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Storage, Dosage and Administration Guide
임상시험 소개

The
JanssenExpiry
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Adverse Events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임상시험
디자인
duration
of the
declaration that circumstances exist justifying the authorization of the emergency use of the medical product
under
Section
564(b)(1)
of the FD&C
Act, unless the declaration is terminated or authorization revoked sooner.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Operation

현재 진행 중인 ENSEMBLE(COV3001) 연구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코비드-19백신얀센주 1회 투여 시 유효성, 안전성,

Warp Speed(DNU)

면역원성을How
평가하기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으로, 미국, 남아프리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It’s위한
Supplied
및 멕시코에서
The진행중입니다.
Janssen COVID-19 Vaccine is supplied in a carton of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등록
전 6개월
이내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았거나, 면역기능 이상인 자는 시험에서 제외되었으며 안정적인 HIV 감염자와 백신 투여 전 3개월 동안
Supply Dosing
Storage
& Admin _ 72px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

안정적인 기저질환자는
Storage 시험에
and 포함되었습니다.
Handling*

Storage
Prior
to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10
총 44,325명이
1:1 비율로
무작위
배정되어
코비드-19백신얀센주
(5 X 10Vial
VP 용량, 21,895명) 또는 위약(21,888명)을 투여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Temperature
& Admin
Clinical Trials
Ensure Authenticity
Dosage & Admin
22일
자료마감일
기준으로
백신 투여Dosage
후 추적관찰기간
중앙값은 58일이며, 코로나19에 대한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Store unpunctured multi-dose vials of the Janssen COVID-19 Vaccine at 36°F to 46°F (2°C to 8°C) and protect from light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위해
Resources최대
_ 72px 24개월간 추적 관찰할 예정입니다.
Do not store frozen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은 ClinicalTrials.gov/ct2/show/NCT045057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stored frozen b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 at 36°F to 46°F (2°C to 8°C).
If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 thaw at 36°F to 46°F (2°C to 8°C). If needed immediately, thaw at room
temperature
주요 유효성
결과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Adverse Events
(DNU) OLD

EUA Fact Sheet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At room temperature, a carton of 10 vials will take ~2 hours to thaw
일차
평가변수
및 인구학적
특성an individual vial will take ~1 hour to thaw
At& Admin
room
temperature,
Dosage
Clinical Trials
Dosage & Admin

일차 유효성 분석은 이전에 코로나19 감염 증거가 없으며, 중요한 계획서 위반이 없는 대상자 총 39,321명(백신군 19,630명, 대조군 19,691명)

Storage After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Information Center

Adverse Events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After the first dose has been withdrawn, hold the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인구학적 특성 및 기저상태는 두 군에서 유사하였습니다.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Administration18~100세)로, 65세 이상 20.3%(3,984명)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백신을CDC투여받은
대상자의
중앙값은
Reimbursment연령 Virus
vaccine Facts52세(범위
Operation
guideline

EUA Find
Fact Vaccine
Sheet 3

Expiration Tracking
Warp Speed(DNU)

코로나19Janssen
감염사례는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고,
중앙실험실의
중합효소
시험에서 SARS-CoV-2 바이러스 RNA가 양성을 나타
is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assessment
studies연쇄반응(PCR)
fo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Expiry dates may be updated as these studies are completed.
낼 때로 정의하였습니다.

Expiry Date
Resources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 the carton or vial.
Corona Virus Ed.
Storage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코로나19의
증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중등도 코로나19의
정의: 중등도
Supply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2. On the web: www.vaxcheck.jnj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accine
Facts발생하거나
3.Virus중
By
phone:
1-800-565-4008
(US 한
Toll가지
Free)
or 1-908-455-9922
(US Toll)
다음 증상
새로
악화된 증상을
경험한
경우:
호흡 수 ≥20회/분

*Current as of February 27, 2021.

폐렴의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근거, 심부정맥혈전증(DVT)의
Adverse Events
방사선학적
근거SAFETY INFORMATION
IMPORTANT
(DNU) OLD

실내 공기 수증기압에서의 이상 산소포화도(SpO2) >93%
짧아진 호흡 또는 호흡곤란

CONTRAINDICATIONS
Do not administe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to individuals with a known history of a severe allergic reaction (e.g., anaphylaxis)
또는,
다음 증상 of
중 the
새로Janssen
발생하거나
악화된Vaccine.
증상을 두 가지 경험한 경우:
to any
component
COVID-19

기침
Please고열(≥38.0°C)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위장관계 증상
심박수
≥
90회/분
권태
후각 또는 미각의
변화나Administering
장애
Please rea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Vaccine (Vaccination
몸이
떨리는
오한
두통
빨갛거나
멍든
발
또는
발가락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인후통

근육통

참고자료: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바이러스백터백신) 허가사항. 최근변경일: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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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nssen COVID-19 Vaccine
코비드-19백신얀센주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Storage, Dosage and Administration Guide
임상시험 소개

The
JanssenExpiry
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Adverse Events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중증/심각 코로나19의
증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중증/심각
코로나19의
duration
of the
declaration정의:
that circumstances
exist justifying
the authorization
of the
emergency use of the medical product
under
Section
564(b)(1)
of
the
FD&C
Act,
unless
the
declaration
is
terminated
or
authorization
revoked sooner.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Operation
관찰 기간 동안 다음 증상 중 한 가지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Warp Speed(DNU)

How It’s
Supplied
휴식 상태에서
심각한
전신 질환을 나타내는 임상적 징후

호흡 부전 (고속 산소, 비침습적 인공호흡, 기계적 인공호흡, 또는
외피막 산호화[ECMO]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정의)

The≥30회/분
Janssen COVID-19 Vaccine is supplied in a carton of 10쇼크
multi-dose
vials.
A maximum
5 doses
0.5 mL can
be
징후 (수축기
혈압
<90mmHg,of
이완기
혈압of
<60mmHg,
또는
호흡수
혈관수축제가
경우로 정의)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요구되는
natural rubber
latex.
심박수
≥125회/분
Supply Dosing
Storage
& Admin _ 72px
유의미한 급성 신장, 간, 또는 신경 기능의 장애
실내
공기 수증기압에서의
이상 산소포화도(SpO2) ≤93%
Storage
and Handling*
중환자실 입원
산소분압/흡입산소농도(PaO2/FiO2)
<300 mmHg
Storage Prior to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사망

Store unpunctured
of the
Dosage & Admin vialsClinical
Trials Janssen COVID-19 Vaccine at 36°F to 46°F (2°C to 8°C) and protect from light
Dosage & Adminmulti-dose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결과
Temperature

Ensure Authenticity

Do not
store frozen
베이스라인에서
혈청음성이었던(혈청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시험대상자 포함) 시험대상자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유효성은
투여 14일The
후 66.9%,
28일
후
66.1%였습니다(표
1).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stored frozen b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 at 36°F to 46°F (2°C to 8°C).

Resources _ 72px

Adverse Events
(DNU) OLD

If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
thaw at
36°F to 46°F
to 8°C). If needed
immediately,
at분석군
room
표1. 혈청
음성이었던
성인에서의
중등도에서
중증/심각
코로나19에
대한(2°C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유효성
분석 – 일차thaw
유효성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군 N=19,630
위약군 N=19,691
At room temperature, a carton of 10 vials will take ~2 hours to thaw
하위분석군  
코로나19 발생 수 (n)
Person-Years
코로나19 발생 수 (n)
Person-Years

EUA Fact Sheet

At room temperature,
an individual vial will take ~1 hour to thaw
Clinical Trials

백신 투여 14일 후 					

백신 유효성% (95% CI)b

Dosage & Admin

Dosage & Admin

a
Adverse Events
전체 시험대상자

Information Center

Storage After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116
3116.57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348

3096.12

66.9 (59.03; 73.40)

193

3070.65

66.1 (55.01; 74.80)

After the first dose has been
hold the vial between297
36°F and 46°F (2°C
to 8°C) for up64.2
to 6(55.26;
hours71.61)
or at
18세~64세
107 withdrawn, 2530.27
2511.23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65세 이상
9
586.31
51
584.89
82.4 (63.90; 92.38)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EUA Find
Fact Vaccine
Sheet 3

백신 투여 28일 후 					
Warp Speed(DNU) a
전체Expiration
시험대상자
CDCOperation
guideline

66
Tracking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3102.00

Administration

18세~64세
60
2518.73
Janssen is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assessment
studies for170
the Janssen

2490.11

Vaccine. Expiry dates
as these studies are
65세COVID-19
이상
6 may be updated
583.27
23 completed. 580.54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
the
carton
or
vial.
Corona Virus Ed.
Storage

65.1 (52.91; 74.45)
74.0 (34.40; 91.35)

a. 공동 일차
평가변수 b. ‘전체 시험 대상자’에 대한 신뢰구간은 다중 시험에 대해 Type 1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조정되었다. 연령 그룹에 대한 신뢰 구간은
Supply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내었다.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Expiry Date
Resources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2. On
the web:결과
www.vaxcheck.jnj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

vaccine
Facts
3.VirusBy
phone:
1-800-565-4008
(US코로나19에
Toll Free) or
1-908-455-9922
Toll)
주요 이차평가변수인
모든
증상 및 중증/심각
대한
백신 유효성은 (US
표 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Administration

Reimbursment

2.February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유효성 분석; 이차 평가변수 – 일차 유효성 분석군
*Current 표
as of
27, 2021.
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군 N=19,630

하위분석군   SAFETY INFORMATION
IMPORTANT
Adverse Events
(DNU) OLD

코로나19 발생 수 (n)

Person-Years

백신 투여 14일 후 					
CONTRAINDICATIONS

위약군 N=19,691

코로나19 발생 수 (n)

Person-Years

백신 유효성% (95% CI)

Do not administer
allergic reaction68.1
(e.g.,(60.26;
anaphylaxis)
모든 증상a the Janssen COVID-19
117Vaccine to individuals
3116.46with a known history
351 of a severe 3095.92
74.32)b
to any component
of
the
Janssen
COVID-19
Vaccine.
중증/심각
14
3125.05
60
3122.03
76.7 (54.56; 89.09)b

Please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백신 투여
28일 후 					
a
Please rea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e
(Vaccination
모든 증상
66
3102.00
195
3070.53
69.0 (56.68;
77.64)b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b
중증/심각

5

3106.15

34

3082.58

85.4 (54.15; 96.90)   

a. 모든 증상은 경증, 중등증, 중증/심각 코로나19의 첫 번째 발생을 평가하였다. 경증의 코로나19의 증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의되었다.

다음 증상 중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증상을 한 가지 경험한 경우: 발열(≥38.0℃), 인후통, 권태(식욕감소, 불편감, 피로, 허약), 두통, 근육통(관절통), 위장관 증상,
기침, 흉부 울혈, 콧물, 천명, 피부 발진, 눈자극 또는 불편감, 오한, 후각/미각소실, 붉은 또는 멍든 발/발톱

b. 신뢰구간은 다중 시험에 대해 Type 1 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조정되었다.

참고자료: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바이러스백터백신) 허가사항. 최근변경일: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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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nssen COVID-19 Vaccine
코비드-19백신얀센주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Storage, Dosage and Administration Guide
임상시험 소개

The
JanssenExpiry
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Adverse Events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주요 안전성
결과
duration
of the declaration
that circumstances exist justifying the authorization of the emergency use of the medical product
under
Section
564(b)(1)
of
the
FD&C
Act, unless
the약물의
declaration
is terminated
authorization
revoked
sooner.
임상
매우 다양한Virus조건
수행되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서
관찰된 or
약물이상반응
비율은
다른 약물의
임상 시험에서의 비율과
Administration
vaccine하에서
Facts
Operation시험은Reimbursment

직접 비교 될 수 없으며 실제 의료환경에서 관찰된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나타난 안전성 결과는 연구가 계속되면서 지속

Warp Speed(DNU)

How It’s Supplied

적으로 변경The
혹은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본in의약품의
참고 바랍니다.
Janssen
COVID-19
Vaccine
is supplied
a carton제품설명서를
of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COV3001 임상시험에서, 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 후 가장 흔하게 보고된 국소 약물이상반응(≥10%)은 주사 부위 통증(48.6%)이었고,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

Supply Dosing & Admin _ 72px
Storage

전신 약물이상반응은
피로(38.2%), 근육통(33.2%), 오심(14.2%)이었습니다. 38°C 이상의 발열은 9%에서 발생하였습니다.
Storage 두통(38.9%),
and Handling*

Storage Prior to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대부분의 약물이상반응은 경증~중등증으로, 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 후 1~2일 이내에 나타나 1~2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Store unpunctured
of the
Dosage & Admin vialsClinical
Trials Janssen COVID-19 Vaccine at 36°F to 46°F (2°C to 8°C) and protect from light
Dosage & Adminmulti-dose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Resources
72px
표3._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 후 보고된 약물이상반응
Do not store frozen
Temperature

Ensure Authenticity

기관계 분류

빈도
약물이상반응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stored frozen b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 at 36°F to 46°F (2°C to 8°C).
b
If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드물게
thaw at 36°F to 46°F과민성
(2°C to
8°C). If needed immediately, thaw at room
, 두드러기
각종 면역계
장애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a

Adverse Events
(DNU) OLD

EUA Fact Sheet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빈도 불명

아나필락시스

흔하지 않게

진전

At room temperature, a carton of 10 vials will take ~2 hours to thaw
매우 흔하게
두통
At&장애
room temperature,
an individual vial will take ~1 hour to thaw
각종
신경계
Dosage
Admin
Clinical Trials
Dosage & Admin

Adverse Events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기침
호흡기, 흉곽
및 종격
After
the 장애
first dose has been withdrawn, hold the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흔하지 않게
재채기, 구인두통증

Information Center

Storage After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흔하게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흔하게
위장관 장애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매우
within
these times오심
CDCOperation
guideline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 Reimbursment
Warp Speed(DNU)

EUA Find
Fact Vaccine
Sheet 3

Virus vaccine Facts

Expiration Tracking

흔하지 않게

발진, 다한증

흔하지 않게

근육 쇠약, 사지통증, 등통증

Administration

매우assessment
흔하게
근육통
Janssen is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studies
fo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Expiry
dates
may
be
updated
as
these
studies
흔하게
관절통are completed.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 the carton or vial.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Resources

Supply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매우 흔하게

피로, 주사 부위 통증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발열, 주사 부위 홍반, 주사 부위 종창, 오한
전신 장애
병태
2. 및
On투여
the부위
web:
www.vaxcheck.jnj 흔하게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accine
Facts
3.VirusBy
phone:
1-800-565-4008 (US Toll Free)
or
1-908-455-9922
(US권태
Toll)
흔하지 않게
무력증,

*Current
as of분류:
February
2021.(≥1/10); 흔하게 (≥1/100 이고 <1/10); 흔하지 않게 (≥ 1/1,000 이고 <1/100); 드물게 (≥1/10,000 이고 <1/1,000);
a. 빈도
매우 27,
흔하게

빈도 불명 (이용 가능한 자료로부터 평가할 수 없음)

IMPORTANT
SAFETY발생하는
INFORMATION
b. 과민성은 피부 및 피하조직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한다.
Adverse Events
(DNU) OLD

CONTRAINDICATIONS
자료마감시점(2021.1.22.) 기준으로 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군에서 IV형 과민반응(1건), 안면마비(2건), 길랑-바레증후군(1건), 주사 부위 통증
Do not administe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to individuals with a known history of a severe allergic reaction (e.g., anaphylaxis)
(1건),
심낭염(1건),
증후군(1건)의
약물이상반응(총 7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관심 이상사례 중 백신군과 위약군간
to any
component
of접종후
the Janssen
COVID-19중대한
Vaccine.
발생빈도에 차이가 나는 이상사례는 이명(백신군 6건, 대조군 0건), 심부 정맥 혈전증(백신군 6건, 대조군 2건), 폐 색전증(백신군 4건, 대조군 1건),

Please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횡정맥굴혈전(백신군
대조군
0건), 경련(백신군
대조군
Please
read Emergency1건,
Use
Authorization
(EUA)4건,
Fact
Sheet1건)이었습니다.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e (Vaccination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시판 후 경험 중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 이 백신 투여 후,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중,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뇌정맥동, 간문맥, 하지정맥 및 폐동맥을 포함한 대혈관과 관련된 혈전
증 사례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출혈을 동반했습니다.
- 혈액 및 림프계 장애 : 림프절 병증(Lymphadenopathy, 드물게), 면역 혈소판 감소증(빈도 불명)
- 각종 신경계 장애 : 지각 이상(흔하지 않게), 감각 저하(드물게), 길랑-바레 증후군(매우 드물게)
- 혈관 장애: 모세 혈관 누출 증후군(빈도 불명), 정맥 혈전 색전증(드물게)
- 귀 및 미로 장애 : 이명(드물게)

- 각종 위장관 장애 : 설사(흔하지 않게), 구토(드물게)
참고자료: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바이러스백터백신) 허가사항. 최근변경일: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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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nssen COVID-19 Vaccine
코비드-19백신얀센주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Storage, Dosage and Administration Guide
자주 묻는 질문

The
JanssenExpiry
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Adverse Events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및 구성성분은
무엇입니까?
duration
of the declaration that성상
circumstances
exist justifying
the authorization of the emergency use of the medical product
under
Section
564(b)(1)
of
the
FD&C
Act,
unless
the
declaration
is terminated or authorization revoked sooner.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Operation
코비드-19백신얀센주는 무색에서 연한 노란색의 투명하거나 유백색의 근육주사용 현탁액입니다.

Warp Speed(DNU)

How It’s Supplied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0.5 mL 용량은 각각 5 × 1010개의 바이러스 입자(virus particles, VP)와 다음과 같은 비활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시트르산 수화물, 시트르산삼나트륨수화물, 폴리소르베이트 80, 히드록시프로필시클로덱스트린, 에탄올, 수산화나트륨, 염산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supplied in a carton of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

코비드-19백신얀센주에는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Supply Dosing & Admin _ 72px
Storage

Storage and Handling*

Storage
to First제조되지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바이알 마개는
천연Prior
고무 라텍스로
않았습니다.

Store unpunctured
of the
Dosage & Admin vialsClinical
Trials Janssen COVID-19 Vaccine at 36°F to 46°F (2°C to 8°C) and protect from light
Dosage & Adminmulti-dose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Resources _ 72px
Do not store frozen적응증은 무엇입니까?
코비드-19백신얀센주의
Temperature

Ensure Authenticity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stored
frozen
b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코로나19의
at 36°F to 46°F
(2°C
to 받았습니다.
8°C).
코비드-19백신얀센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8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예방에
허가

Adverse Events
(DNU) OLD

If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 thaw at 36°F to 46°F (2°C to 8°C). If needed immediately, thaw at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At room temperature,
a carton
of 10 vials
will take교차
~2 hours
to thaw 됩니까?
코비드-19백신얀센주를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투여해도
EUA Fact Sheet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현재까지 코비드-19백신얀센주와 다른 백신의 교차사용 가능성에 대해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

Dosage & Admin

Information Center

At room temperature,
an individual vial will take ~1 hour to thaw
Clinical Trials

Dosage & Admin

Storage After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Adverse Events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After the first dose has been withdrawn, hold the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room temperature
(maximally
up to사항은
2 hours 무엇인가요?
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
전/후 77°F/25°C)
주의해야for하는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이 약의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해선 안 됩니다.

EUA Find
Fact Vaccine
Sheet 3

CDCOperation
guideline
Warp Speed(DNU)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Expiration Tracking

Administration

이 백신을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해선 안 됩니다. 이 백신 투여 후 첫 1일 내에 매우 드문 사례로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Janssen is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assessment studies for the Janssen

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보고된
사례의
경우
모세혈관
누출 중후군의
있었으며, 일부 사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모세혈관 누출 증
COVID-19 Vaccine.
Expiry
dates
may
be updated
as these병력을
studies가지고
are completed.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및
the저알부민혈증의
carton or vial.급성 에피소드를 특징으로 발생되므로 만약 이 백신 투여 후, 모세혈관 누출
후군은 주로
부종, 저혈압,
혈액농축
Corona팔과
Virus Ed. 다리의
Storage

Expiry Date
Resources

증후군의Three
급성 에피소드가
나타나면
즉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Supply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급성 중증2.열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 급성 중증 열성질환 또는 급성감염이 있는 경우, 백신 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경미한
On the
web:
www.vaxcheck.jnj
Administration
vaccine
Facts
By
phone:
1-800-565-4008
(US Toll Free) or 1-908-455-9922 (US Toll)
감염 또는3.Virus
미열로
접종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Reimbursment

*Current
as of 투여
February
2021.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사례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출혈을 동반했습니다. 이 중, 뇌정맥동 혈전증, 내장 정
이 백신
후, 27,
혈소판

맥 혈전증과 같이 흔치 않은 부위의 심각한 정맥 혈전증 사례와, 동맥 혈전증이 혈소판 감소증과 함께 나타난 사례들이 있었으며, 치명적인 결과로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Adverse Events
(DNU) OLD

이어질 수 있었고, 이러한 사례들은 이 백신 투여 후, 대부분 3주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은 자가 면역성 헤파린-유발

CONTRAINDICATIONS
혈소판 감소증과 유사한 임상 경과를 보였습니다. 이 백신 투여 후,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이 의심되면, 헤파린은 유해할 수 있으며, 대체

Do 약물의
not administer
the Janssen혈소판
COVID-19
Vaccine
to individuals
with a또는
known
history of혈소판
a severe
allergic병력이
reaction
anaphylaxis)
사용을 권장됩니다.
감소증을
동반한
뇌정맥동 혈전증
헤파린-유발
감소증의
있는(e.g.,
환자에게
이 백신은 잠재적
to any component of the Janssen COVID-19 Vaccine.
이익이 잠재적 위험을 능가할 때만 투여되어야 합니다.

Please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Please
read투여
Emergency
Use색전증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ation
이 백신
후, 정맥 혈전
사례가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
정맥
혈전 색전증에
대한 위험이
높은 사람은Vaccine
정맥 혈전
색전증 사례를 고려해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주십시오.

이 백신 투여 후,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은(μL 당 20,000 미만) 면역 혈소판 감소증 사례가 매우 드물게 발생했으며, 대부분 이 백신 투여 후 4주 이내
에 보고되었습니다. 출혈이 동반된 사례와 치명적인 결과가 보고된 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일부는 면역 혈소판 감소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면역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혈소판 감소성 장애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 백신 투여 전, 혈소판 수치가 낮아질 위
험을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백신 투여 후, 혈소판 수치를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신 투여 후, 혈전증 및/또는 혈소판감소증의 징후와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에게 숨가쁨, 흉통, 다

리 통증 또는 부기, 진행성 복통, 중증이거나 지속되는 두통, 시야 흐림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투여 수일 후 주사부위 이외의 피부 멍(점상 출
혈)이 나타난 경우 즉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된 경우 혈전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전문가는 이러한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참조하거나 전문가(예: 혈액분야 전문의)와 상담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바이러스백터백신) 허가사항. 최근변경일: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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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nssen COVID-19 Vaccine
코비드-19백신얀센주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Storage, Dosage and Administration Guide
자주 묻는 질문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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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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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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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orona Virus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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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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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신 투여
후, It’s
길랑-바레
증후군이 매우 드물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는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적절한 지
How
Supplied
원 관리와The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Vaccine
길랑-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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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Janssen
COVID-19
is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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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주의해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

항응고제를 투여 중이거나, 혈소판 감소증 또는 기타 혈액응고장애(예, 혈우병)가 있는 경우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다. 근육주사 시 출혈이나 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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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합니다.

Storage Prior to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백신들과 마찬가지로, 백신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 적절한 의학적 치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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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 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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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not사람은
store fro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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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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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 Events
(DNU) OLD

있습니다. 실신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If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 thaw at 36°F to 46°F (2°C to 8°C). If needed immediately, thaw at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면역억제 요법중인
포함하여a 면역기능이
사람에서
At room경우를
temperature,
carton of 10저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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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aw안전성, 면역원성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면역기능이 억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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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the필요합니다.
first dose has been withdrawn, hold the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수 있으므로After
주의가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코비드-19백신얀센주 투여 후 코로나19 예방효과의 수준 및 지속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EUA Find
Fact Vaccine
Sheet 3

CDCOperation
guideline
Warp Speed(DNU)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Expiration Tracking

Administration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백신 접종자에서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백신 투여 후 14일까지는 완전한

Janssen is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assessment studies for the Janssen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Expiry
있습니다.
COVID-19
Vaccine.
dates may be updated as these studies are completed.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 the carton or vial.
Corona Virus Ed.
Storage

Supply
백신의 예방지속기간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평가 중입니다.

Expiry Date
Resources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2. On the web: www.vaxcheck.jnj
코비드-19백신얀센주를
소아 및 청소년에게도 투여할 수 있습니까?
Administration
Reimbursment
vaccine
Facts
3.VirusBy
phone:
1-800-565-4008 (US Toll Free) or 1-908-455-9922 (US Toll)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이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Current as of February 27, 2021.

코비드-19백신얀센주를
임신한 여성에게 투여해도 됩니까?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Adverse Events
(DNU) OLD

이 백신의 임부에 대한 사용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CONTRAINDICATIONS

Do 동물시험에서
not administer임신,
the배태자
Janssen발달,
COVID-19
Vaccine
to발달과
individuals
with 직접적
a known
history
of 유해
a severe
allergic
reaction
(e.g., anaphyl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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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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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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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ny component of the Janssen COVID-19 Vaccine.

임신read
중 이additional
약의 투여는Important
모체와 태아에
대한Information
잠재적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합니다.
Please
Safety
throughout.
Please rea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e (Vaccination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코비드-19백신얀센주를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 투여해도 됩니까?
이 약이 모유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바이러스백터백신) 허가사항. 최근변경일: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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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Adverse Events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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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been authorized by FDA through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or active immunization to prevent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individuals 18 years of age and older. The emergency use of this product is authorized only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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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It’s Supplied
이 백신 투여
후,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 사례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출혈을 동반했습니다. 이 중, 뇌정맥동 혈전증,

내장 정맥 혈전증과 같이 흔치 않은 부위의 심각한 정맥 혈전증 사례와, 동맥 혈전증이 혈소판 감소증과 함께 나타난 사례들이 있었으며, 치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supplied in a carton of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

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러한 사례들은 이 백신 투여 후, 대부분 3주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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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역성Storage
헤파린-유발 and
혈소판Handling*
감소증과 유사한 임상 경과를 보였습니다. 이 백신 투여 후,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이 의심되면, 헤

파린은 유해할
수 있으며,
약물의Puncture
사용을 권장됩니다.
혈소판 감소증을
Storage
Prior대체
to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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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l 동반한 뇌정맥동 혈전증 또는 헤파린-유발 혈소판 감소증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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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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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
Authenticity
Dosage & Admin

Temperature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Do not store frozen

이 백신 투여 후, 혈전증 및/또는 혈소판감소증의 징후와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에게 숨가쁨,

Resources _ 72px

흉통, 다리 통증 또는 부기, 진행성 복통, 중증이거나 지속되는 두통, 시야 흐림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투여 수일 후 주사부위 이외의 피
부 멍(점상
출혈)이 나타난
즉시
진료를
받도록thaw
안내해
If vaccine
is still 경우
frozen
upon
receipt,
at주십시오.
36°F to 46°F (2°C to 8°C). If needed immediately, thaw at room

Adverse Events
(DNU) OLD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stored frozen b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 at 36°F to 46°F (2°C to 8°C).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혈전증에
3
CDC guideline
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된
경우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전문가는 이러한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EUA Fact Sheet

기 위해 적절한 지침을 참조하거나 전문가(예: 혈액분야 전문의)와 상담해 주십시오.

Dosage & Admin

At room temperature, a carton of 10 vials will take ~2 hours to thaw
At& Admin
room temperature,
an individual vial will take ~1 hour to thaw
Dosage
Clinical Trials

이 백신 투여 후, 3주 이내에 혈소판감소증을 진단받은 사람의 경우 혈전증 예후를 능동적으로 조사해주십시오. 이와 유사하게 이 백신 투

Storage After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여 후, 3주 이내에 혈전증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의 경우 혈소판감소증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십시오.

Information Center

Adverse Events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After the first dose has been withdrawn, hold the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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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iry Date
Resources

Reimbursment

CDCOperation
guideline
Warp Speed(DNU)

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Expiration Tracking

Administration

Janssen is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assessment studies fo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Expiry dates may be updated as these studies are completed.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 the carton or vial.
Corona Virus Ed.
Storage
Supply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2. On the web: www.vaxcheck.jnj
Administration
vaccine
Facts
3.VirusBy
phone:
1-800-565-4008 (US Toll Free) or 1-908-455-9922 (US Toll)

*Current as of February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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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INDICATIONS
Do not administe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to individuals with a known history of a severe allergic reaction (e.g., anaphylaxis)
to any component of the Janssen COVID-19 Vaccine.
Please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Please rea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e (Vaccination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참고자료: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바이러스백터백신) 허가사항. 최근변경일: 202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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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 Speed(DNU)

아래의 QR 코드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코비드-19백신얀센주
웹사이트: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supplied in a carton of 10 multi-dose vials. A maximum of 5 doses of 0.5 mL can be

How It’s Supplied

withdrawn from the multi-dose vial. The vial stoppers are not made with natural rubber latex.

esources

Supply Dosing & Admin _ 72px
Storage

Storage and Handling*
Storage Prior to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Store unpunctured
of the
Dosage & Admin vialsClinical
Trials Janssen COVID-19 Vaccine at 36°F to 46°F (2°C to 8°C) and protect from light
Dosage & Adminmulti-dose
Unpunctured vials of the vaccine may be stored between 47°F to 77°F (9°C to 25°C) for up to 12 hours
Resources _ 72px
Do not store frozen
코비드-19백신얀센주
고객센터:
Temperature

Ensure Authenticity

국내 무료If 전화:
080-868-5999
vaccine
is still frozen upon receipt, thaw at 36°F to 46°F (2°C to 8°C). If needed immediately, thaw at room

The Janssen COVID-19 Vaccine is initially stored frozen by the manufacturer, then shipped at 36°F to 46°F (2°C to 8°C).

Adverse Events
(DNU) OLD

2px

국내 유료 EUA
전화
(전국단일
71.5원/3분):
1544-5999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Do not re-freeze once thawed.

EUA Fact Sheet

uthenticity

At room temperature, a carton of 10 vials will take ~2 hours to thaw
At& Admin
room temperature,
an individual vial will take ~1 hour to thaw
Dosage
Clinical Trials

Dosage & Admin

Information Center

Storage After First Puncture of the Vaccine Vial
Adverse Events

Expiry Date

Corona Virus Ed.

Storage

After the first dose has been withdrawn, hold the vial between 36°F and 46°F (2°C to 8°C) for up to 6 hours or at
room temperature (maximally 77°F/25°C) for up to 2 hours
Discard the vial if vaccine is not used within these times

act She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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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A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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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mbursment

Virus vaccine Facts

Expiration Tracking

Administration

Janssen is conducting ongoing stability assessment studies fo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Expiry dates may be updated as these studies are completed.
Therefore,
no expiry
date appears on the carton or vial.
Corona Virus Ed.
Storage
Supply

Three Different Methods to Check Expiration:
1. Scan the QR code on the back of the carton using a mobile device camera
2. On the web: www.vaxcheck.jnj
Administration
vaccine
Facts
3.VirusBy
phone:
1-800-565-4008 (US Toll Free) or 1-908-455-9922 (US Toll)

*Current as of February 27, 2021.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Adverse Events
(DNU) OLD

pply

CONTRAINDICATIONS
Do not administer the Janssen COVID-19 Vaccine to individuals with a known history of a severe allergic reaction (e.g., anaphylaxis)
to any component of the Janssen COVID-19 Vaccine.
Please read additional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throughout.
Please read 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Fact Sheet for Healthcare Providers Administering Vaccine (Vaccination
Providers) including full EUA Prescribing Information available at www.JanssenCOVID19Vaccine.com/EUA-fact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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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한국 및 그 지역 내 보건의료전문가의 사용을 위한 것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법률, 규제 요건 및 의료 관행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포함된 처방 정보는 한국 및 지역 밖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표기된 제품명은 존슨앤드존슨 소유의 상표입니다.

EUA Fact Sheet 2

EUA Fact Sheet 3

CDC guideline

Storage, Dosage and Administration Guide

The Janssen COVID-19 Vaccine has not been approved or licensed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but h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