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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패혈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혈액 내 사이토카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혈액관류장치 사이토솝 출시 

다공성 폴리머 기반의 흡착 방식으로 사이토카인 외 미오글로빈, 빌리루빈을 비롯해 

티카그렐러 및 리바록사반을 효과적으로 제거, 다양한 중증 질환 환자군에게 적용가능 
 
투석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석 전문 기업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대표이사: 김희경)는 패혈증 치료를 위한 혈액관류장치 ‘사이토솝(CytoSorb 300mL Device)’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 유럽의 CE(European Conformity) 인증을 받은 사이토솝 1은 

미국의 사이토소벤츠(CytoSorbents Corporation)사가 개발 및 생산하는 제품으로 한국에서는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가 판매 및 유통을 전담한다.  

 

전세계적으로 패혈증은 중환자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 자료에 의하면,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인 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패혈성 

쇼크는 사망률이 40~80%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3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다공성 폴리머 기반의 흡착 방식을 이용하여 △ 

패혈증 등으로 혈액 내 상승된 사이토카인(cytokines), △혈액 내 상승된 빌리루빈(bilirubin) 및/또는 

미오글로빈(myoglobin)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혈액관류장치 사이토솝을 승인 4 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체로서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 면역반응에 

관여한다.5 다만, 패혈증 및 전신성 염증반응 환자에서 초기에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사이토카인이 

과다 분비된다. 이로 인해 과다 염증반응이 나타나고, 외부의 감염원이 아닌 자가 조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져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를 수 있다.6 

 

또한, 사이토솝은 △심폐우회술 시 혈액 내 티카그렐러(Ticagrelor, P2Y12 억제제) 및/또는 

리바록사반(Rivaroxaban, Factor Xa 억제제)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허가 3를 획득했다. 

리바록사반 또는 티카그렐러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심장 수술을 받을 경우, 과도한 출혈이 야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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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사이토솝은 이와 같은 약제를 흡착함으로써 약물로 인한 과도한 출혈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7 

 

사이토솝은 다공성의 소수성 폴리머 비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약 45,000 m2의 넓은 표면적으로 

사이토카인 및 염증매개 물질을 흡착한다. 혈액이 사이토솝을 통과하는 동안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 

약 55,000 달톤(Da) 크기까지의 소수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착, 대분자 물질 및 세포 성분은 

흡착되지 않고 환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이 특징 8이다.  

 

실제 패혈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에 대한 

치료방법은 경험적 항생제 치료 및 감염원을 조절하는 것 외에 원인 제거를 위한 추가적 치료법이 없고, 

질환 특성상 초기 치료 실패 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발병 후 수일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9 특히, 

패혈증 혹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급성신손상은 중환자실 입원환자에서 발생하는 급성신손상의 50% 

이상을 차지 10하며, 지속적신대체요법을 받는 급성신손상 환자의 약 40%가 패혈증을 동반 11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김희경 대표는 “현재 패혈증 사망률과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이토솝이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는 

혁신적인 제품을 바탕으로 임상 현장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해결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토솝은 혈액투석,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심폐우회술(CPB, CardioPulmonary Bypass) 및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장비와 함께 적용하여 사용 가능하다.4 

 
## ENDS ##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박민정 과장: Min-Jung.Park@fmc-as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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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FRESENIUS MEDICAL CARE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는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약 350만명의 만성 콩팥병 환자를 위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석전문기업이다. 전세계적으로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의 4,073 개 

이상의 투석 클리닉 네트워크를 통해 349,167 명이 넘는 환자들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는 고투과성인공신장기를 비롯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와 같은 투석 제품 시장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핵심적인 사업을 비롯해 치료 코디네이션 분야에서의 관련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FME)와 뉴욕 

증권거래소(FMS)에 상장되어 있다.  
 

더 많은 정보는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freseniusmedicalcare.asia 
 

 
DISCLAIMER  

본 보도자료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을 수반한 미래예측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결과는 비즈니스, 

경제 및 경쟁 여건의 변화, 규제 개혁, 환율 변동, 소송 또는 조사 절차의 불확실성 및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포함한 

특정 요인으로 인해 미래예측진술에 기술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 요소 및 불확실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resenius Medical Care & Co. KGaA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Fresenius Medical Care AG & Co. KGaA는 본 보도자료의 미래예측진술 업데이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