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47-23-11-XXX  REV: A

Confidential Property of Fresenius Kabi and its Affiliates

PROOFREADING INSPECTION / RELEASED ARTWORK

Proofreading Approval: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Print Name Signature Date

Document No.: 4723
Revision: A
Change Order: CO-022933
Title: PRODUCT INSERT AMICUS APHERESIS KIT - 

SINGLE NEEDLE K6R2312

Page: 3 of 4
Last Modified: 16 Mar 2017  JML
Color: Black

 K6R2312 3x 포장단위: 3 unit / box 수혈용채혈세트 (Blood donor set)

(ko) AMICUS Apheresis Kit - Single Needle
멸균의료기기   혈장을 포함하는 혈소판 저장 및 적혈구 채집   
AMICUS Separator와 함께 사용.

사용목적: 
수혈 등을 위한 혈액을 인체에서 채혈하는 기구
(A set intended to collect blood for transfusion from a blood donor)

일회용, 재사용금지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육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통제된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동결을 피하여 보관하십시오. 
과도한 열을 피하십시오.

“통제된 실온”의 정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관리되는 온도로, 20°~25°C의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작업 환경을 포함하므로 계산된 평균 운동학적 온도가 
25°C를 넘지 않으며 약국, 병원 및 창고에서 나타나는 15°C~30°C의 
온도 편위를 고려합니다. 평균 운동학적 온도가 허용된 범위에 
속할 경우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최대 40°C까지의 일시적인 
급격한 상승은 허용됩니다. 평균 운동학적 온도는 보관 온도 
변화에 따른 비등온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등온 보관 온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산 값입니다.”

참조: 미국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 일반 주의사항. United States 
Pharmacopeial Convention, Inc. 12601 Twinbrook Parkway, Rockville, MD.

구성:
Apheresis ki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000mL 0.9% 생리식염주사액, USP(생리식염수)
(1) 1000mL 항응고 구연산 포도당액, USP, Formula (ACD-A)
(2) 1000mL 혈소판 저장 백
(1) 800mL 혈장 저장 백
(1) 600mL 적혈구 백
(1) 17게이지 주사침 

작용원리 및 사용방법
본 제품은 혈장, 적혈구, 백혈구가 제거된 혈소판의 채집을 위해 
Amicus Separator와 함께 사용하는 키트이다.

농축혈소판은 혈소판 저장 백에 다음과 같이 보관할 수 있 습니다.

• 천천히 교반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20ºC ~ 24ºC에서 최대 5일.

각 백은 해당 혈장량에 최대 4.7 x 1011 혈소판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 혈장 보관 용량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채집하기 직전에 헌혈자의 혈소판 
수치를 측정하고 이 값을estimator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과정 후 최소 혈소판 수치는 100,000/µL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한단위 혈소판 제제는 5500mL의 전혈, 두단위 혈소판 제제는 
7000mL의 전혈, 세단위 혈소판 제제는 8000mL의 전혈을 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혈장과 적혈구는 해당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취급해야 합니다(냉동, 
보관 조건, 라벨 작업 등). 적혈구는 허가된 AMICUS 적혈구 세트를 
사용하여 추가 처리해야 합니다. 적혈구는 해당 보관액과 백에 
보관해야 합니다.

헌혈자로부터 채집된 혈소판을 포함한 혈장은 600mL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신선 동결 혈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집된 혈장은 정맥천자 성공 
후 8시간 이내에 동결 및 냉동해야 합니다.

금기 사항:
항응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Amicus separator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
 1. 체외순환을 수반하는 과정은 혈액 손실, 용혈, 공기 색전 및/

또는 혈액 응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Operator’s manual에 기술된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2. 제품의 무균상태를 보호하려면, 정맥천자 직전까지는 채혈 및 
반혈 라인을 프라이밍하지 마십시오.

 3. 분리기는 이 기기의 작동법을 교육 받고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 의해 작동되어야 합니다.

 4. 정맥천자 전에 사용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전혈 샘플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5. 헌혈자는 헌혈자 자격 기준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헌혈 당일 
건강한 상태여야 합니다.

 6. 혈소판 수치가 낮은 헌혈자는 예상 헌혈량보다 낮은 양을 
제공할 수있으며 헌혈 후이전의 혈소판 수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헌혈자의 혈소판 수치는 혈소판 성분채집 과정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AMICUS separator의 높은 혈소판 
채집 효율 때문에 다른 blood cell separator와 비교했을 때, 
헌혈후 낮은 혈소판 수치를 갖지 않도록 처리되는 전혈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7. 허가된 멸균 연결 방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closed system의 
변경 또는 open system 조건에서의 주사침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losed system 상태로 유지할 경우, 혈소판은 최대 5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Open system상태로 채집했을 경우, 혈소판 보관 기간은 
2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채집 후 무균 밀봉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혈소판의 저장 기간은 4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8. Inlet/Return 라인에서 INTERLINK 주입 부위를 사용하는 경우, 
closed system이 열렸으므로 혈소판은 24시간 이상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9. 제품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멸균 연결 장치를 사용할 때는 
해당 규정 가이드라인과 제조사에서 제시한 사용 방법에 따른 
작동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10. 혈소판의 잔여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Operator’s 
manual를 참조하십시오.

작성연월: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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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17층 (가락동, 동관)
허가번호: 수허 00-1044호

부작용:
일반 채혈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헌혈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는 어지러움, 실신, 구토, 과다 호흡, 
정맥절개 부위의 혈종 형성이 포함됩니다. 저혈량증으로 인한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성분채집 과정에 특이한 반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홍조,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리식염수 또는 헌혈자 혈액의 온도 저하는 한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이 함유된 항응고제의 주입은 신진대사되지 않은 
구연산에 의한 칼슘의 킬레이션으로 인해 헌혈자에게 가벼운 
저칼슘혈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헌혈자 
반응은 종종 손가락 또는 입 주변에 얼얼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기타 징후로는 근육통, 근연축 또는 경련 및/또는 미각 이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구연산 주입 속도
(CIR)를 줄여 헌혈자/환자 혈액의 반혈을 일시적으로 느리게 하거나 
과정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백혈구성분채집술을 받는 헌혈자에게서 드물게 심각한 저칼슘혈증 
증상으로는 근육 경직, 발작, 심부정맥, 사망 등이 나타납니다.

혈액 손실(실혈), 용혈, 공기 색전증 및/또는 혈액응고 등의 
합병증은 부적합한 작동 조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이 용기는 가소제로 Di-(2-EthylHexyl)Phthalate(DEHP)를 사용한 PVC 재
질로서 DEHP는 어린 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수컷 생식기의 발
달 및 정자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PVC
용기의 경우 DEHP가 극미량 용출될 수 있으나 DEHP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위험성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DEHP에 의하여 우려되
는 위험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방법:
설치 절차와 사용 방법 및 혈소판 보관을 위한 혈장량은 AMICUS 
separator의 Operator’s manual를 참조하십시오.

폐기물은 미생물 오염물 수거통에 폐기하거나 국내 규정 에 따라 폐
기 하십시오.

기호 및 정의:

주의, 사용 방법 참조 사용기한

제조의뢰자

제조 시설/제조자

혈액성분채집 
프로토콜

깨지기 쉬움

이 방향을 위로

재활용 가능

R
습열 및 방사선 멸균. 멸균 
유로.

비발열성 유로

재사용 금지

제품의 무균상태가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기 금지

프탈레이트(DEHP(디에틸헥실프
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명

제조번호

중량:
아래는 혈소판 백 및 연결된 키트 구성품의 대략적인 
무게입니다. 혈소판 산출을 위한 무게는 해당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근사값 중량

(g)

2개의 혈소판 저장 백: 
2개의 샘플 파우치 어셈블리 
2개의 롤러 클램프 및 튜브 
1개의 Y-어댑터 
1개의 41.9cm 튜브

77

2개의 혈소판 저장 백: 
2개의 샘플 파우치 어셈블리 
2개의 롤러 클램프 및 튜브 
1개의 Y-어댑터

73

1개의 혈소판 저장 백: 
1개의 샘플 파우치 어셈블리 
1개의 롤러 클램프 및 튜브 
1개의 Y-어댑터

37

1개의 혈소판 저장 백: 
1개의 샘플 파우치 어셈블리

31

1개의 혈소판 저장 백 27

플라스틱 튜브 0.12 g/cm

1개의 혈장 저장 백(800mL) 39

1개의 적혈구 백(600mL) 32

INTERLINK는 Baxter International,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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