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에서 내독소를 체외 제거

Alteco LPS Adsorber는 혈액 정화용 의료기기로, 혈액 내 순환하고 있는 내독소를 특이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체외 치료(Extracorporeal treatment) 중에 혈액 정화 시스템과 함께 사용됩니다. 내독소를 제거함으로써,
Alteco LPS Adsorber 는 2시간 이내에 패혈증의 진행 방향을 전환하고 환자의 혈역학적 매개변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1

패혈증 — 전 세계적 건강 위기

패혈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5명 중 1명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내독소가 혈류로 유입되면 면역
시스템에서 대응하려는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며 이는 패혈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2 패혈증은 신체가 감염에
대해 과도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반응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조직 손상, 장기부전 및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
다. 패혈증은 현대 중환자실 내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4,900만 건 가까이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
하고 1,100만 명이 사망(5명 중 1명)하며, 이제는 암보다 패혈증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여깁니다.3

내독소가 무엇입니까?

내독소(지질다당류)는 그람 음성균에서 독성이 있는 부분으로, 세균
세포벽의 외막에 존재하며 세균 세포가 파괴될 때 방출됩니다. 내독소로
인해 사이토카인과 대식세포가 분화하며, 이는 면역 시스템에서 염증 반응을
차례대로 활성화합니다.4
내독소는 면역 시스템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첫 계기가 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대한 매우 강력한 세균성 유도체이기도 합니다.5 높은
수준의 내독소 활성은 장기부전 및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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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독소를 내보냅시다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먼저 감염이 발생해 면역 시스템에
과도하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반응을 촉발하고 이는 결국 패혈성 쇼크로 발전,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Alteco LPS Adsorber를 이용한 조기 치료 시작의 목표는 내독소를 제거함으로써 패혈증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패혈증의 진행을 반전 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는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독소 제거의 목적은 면역 시스템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전신성 부전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패혈성 쇼크가
오기 직전의 급성 상황에서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고 패혈증 진행 방향을 전환하면
첫 장기부전인 신부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급성 지속적 신대체 요법이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은 급성신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전체 급성신손상 중 45~70%가 패혈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7

Alteco LPS Adsorber는 환자의 혈액이 본 제품을 통과할
때 흡착 기술을 이용, 혈액에서 내독소를 제거합니다. 본
제품에는 특수한 합성 펩타이드로 코팅된 레진 디스크(
다공성 폴리에틸렌)가 있습니다. 펩타이드는 무독성이며
지질다당류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친화력을 높여 맞춤
제작하였습니다.
안전. Alteco LPS Adsorber는 내독소를 특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EU MDD 2a 등급의 유일한 의료기기이며
금기사항, 부작용, 중대한 이상사례 또는 알레르기 반응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특이적. Alteco LPS Adsorber는 내독소를 특이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효과적. Alteco LPS Adsorber 는 2시간 이내에 환자의
혈역학적 매개변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1 권장 치료
시간은 2시간이며 일반적으로 치료는 한 번만 필요합니다.
치료 한 번 당 Adsorber 한 개를 사용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패혈증 관리

대부분 감염은 세균혈증, 패혈증 및 중환자실 입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폐렴
• 요로감염
• 위장 및 복부 감염
• 수술 후 감염
• 창상감염
• 뇌수막염
• COVID-19를 포함한 바이러스 감염 및 계절성 독감. 폐의 형태가 심각한 COVID-19 환자의 90%에서 내독소
수치가 증가했으며 내독소 수치와 COVID-19의 중증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8, 9
이러한 감염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일반적인 의학적 치료로는 환자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Alteco LPS
Adsorber를 추가 요법으로 사용해 안전하고, 특이적이고, 효과적으로 내독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준

다음과 같은 임상적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경우 2시간 동안의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 요량이 감소함 (급성 신부전 임박)
• 평균동맥압 65mmHg 이하
• 혈관수축제를 2시간 이상 사용해도 환자가 여전히 불안정함
또한, 내독소혈증은 체외 순환을 사용하는 심장수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심장수술 도중 Alteco LPS Adsorber를 심폐우회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10
내독소 수치가 높으면 수술 후 감염 및 심혈관 기능장애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11, 12

임상적 유익성

치료 후, 환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입증되었습니다.
• 내독소, 프로칼시토닌 및 젖산 수치 감소13, 14, 15
• 조직 관류 개선14
• 백혈구증가증 수치에 긍정적인 효과15
• 체온에 긍정적인 효과15
• 폐 산소공급 기능 증가 15
• 혈관수축제 사용 의존도가 감소하거나 없어짐13
• 평균동맥압, 심박수 및 산소 포화도의 안정 및 개선15
• 순차적 장기부전 평가(SOFA) 점수 개선13

우리의 사명은 체외에서 내독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환자를 안정시키고,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패혈증의 진행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판매자

Alteco Medical AB
Höstbruksvägen 8
SE-226 60 Lund, Sweden

20210908 KO R01

참고문헌
1.
B. Adamik, Prolonged Cardiopulmonary Bypass is a Risk Factor for Intestinal Ischaemic Damage and Endotoxaemia
2.
Pathophysiology of endotoxic shock, ICU Management & Practice, Volume 18 – Issue 3, 2018
3.
The Lancet,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sepsis incidence and mortality, 1990–2017: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4.
Cohen, The immunopathogenesis of sepsis
5.
Exotoxins and endotoxins: Inducers of inflammatory cytokines
6.
Prognostic value of endotoxin activity assay in patients with severe sepsis after cardiac surgery
7.
Gut–kidney crosstalk in septic acute kidney injury
8.
Systems biological assessment of immunity to mild versus severe COVID-19 infection in humans
9.
Preexisting and inducible endotoxemia as crucial contributors to the severity of COVID-19 outcomes
10.
Clinical experience with a novel endotoxin adsorbtion device in patients undergoing cardiac surgery
11.
The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to Cardiac Surgery: Implications for the Anesthesiologist
12.
Endotoxemia related to cardiopulmonary bypass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infection after cardiac surgery: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13.
B. Adamik, Prolonged Cardiopulmonary Bypass is a Risk Factor for Intestinal Ischaemic Damage and Endotoxaemia
14.
Effects of early use of Alteco LPS Adsorber in Acute Aortic Dissection Type A: Preliminary results
15.
Preliminary report regarding the use of selective sorbents in complex cardiac surgery patients with extensive sepsis and prolonged intensive care stay

+46 46 32 86 00
info@altecomed.com
www.altecome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