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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assive transfusion is defined as an 8- to 10-unit transfusion of red blood cells (RBC) within 24
hours in an adult or a 4- to 5-unit transfusion of RBC within 1 hour. Massive transfu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saving the lives of trauma patients. We investigated changes in blood volume and blood product ratios
used in massive transfusion in trauma patients at emergency room (ER) and traumatic center emergency room
(TER) and evaluated prognostic factors of patients based on mortality.
Methods: We compared massive transfusion requirements for trauma patients between the ER and TER such as
amount of transfusion, mortality, and ratio of products. The patients selected were over 18 years old. The patients
who were transfused with more than 10 units of RBC within 24 hours were defined as massive transfusion patients.
Results: There were a total of 189 people who received massive transfusions at the ER over 4 years, and 67
patients were transfused at the TER over 1 yea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 of blood products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mortality rate of the ER (63.1%)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TER (41.8%).
Conclusion: The ratio of blood products was not related to patient mortality, but the mortality rate of the TER
was lower than that of the ER. (Korean J Blood Transfus 2017;28:24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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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량수혈은 성인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8∼10
단위의 적혈구 제제가 수혈되거나 1시간 내에 4∼
5단위의 적혈구가 수혈되는 경우로 정의된다[1,2].
대량출혈 환자의 경우 출혈성 쇼크로 환자의 사
망 및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량수
혈은 필수적이다[3]. 또한 최근 장기이식 등 이식
수술의 증가 그리고 외상센터의 개소 때문에 대
량수혈의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4]. 대량수
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병원 내 혈액은행의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대량수혈은 제
한된 시간 안에 환자에게 적합하고 적정량의 혈
액을 공급해야 하며, 동시에 혈액은행은 수혈 전
검사의 오류와 누락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혈액
재고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고량이 부
족하다면 필요한 수혈을 지연시키고, 너무 많이
보유된 혈액제제는 폐기수량 증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량수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혈액은행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병원에서는 응급실(Emergency Room, ER)과
더불어 권역외상센터 안에 외상응급실(Traumatic
Emergency Room, TER)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저자는 TER개소 전에 급성 출혈을 동반
한 외상환자가 늘어날 것을 전망하였고, 이에 따라
대량수혈의 수요량도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대량수혈은 수혈 전 단계에 시행해야 하는 검
사가 통상적인 수혈 전 단계 검사와는 달라야 할
뿐만 아니라 평소 혈액은행의 적혈구제제 재고량
이나 성분제제의 재고 비율도 달라져야 한다. 따
라서 국내외의 병원들은 대량수혈에 관한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지만[5,6], 국내
에서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대량수혈에 대한 공
통된 지침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 대
신 대한수혈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수혈가이드라인에 대량수혈에 관한 정보
가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에는 대
량수혈의 혈액제제 사용 비율에 대한 내용이 제
시되어 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AABB)의 지침과 일치
하며 대량수혈을 위해 혈액제제를 준비할 경우
적혈구(RBC), 신선동결혈장(FFB)과 혈소판(PLT)
제제를 1:1:1로 수혈하거나 적혈구 제제를 더 높
은 비율로 수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5]. 근래
에 연구결과들 역시 1:1:1 비율로 혈액제제를 사
용할 경우 대량수혈로 인해 발생하는 응고인자결
핍의 부작용과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발
표하였기[6-8] 때문에 위의 내용이 지금의 가이드
라인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운영해 왔던 ER과 새로
개소한 TER에서 외상환자에게 시행한 대량수혈
에 대한 자료를 비교하여 환자의 나이와 수축기
혈압을 조사 하였고 대량수혈에 사용된 혈액량
및 혈액제제 비율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대량수
혈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저자들은 ER과 TER에서 외상환자의 대량
수혈에서 사용되는 혈액량과 혈액제제간 비율의
변화를 알아보고 사망률을 바탕으로 환자의 예후
인자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방법
2015년 10월 1일부터 본 병원에서 TER을 개소
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년간 기존 ER에서 외상을 주소로 입
원한 환자들에게 요구된 대량수혈과 TER 개소
후 1년간 요구된 대량수혈을 비교하였다. 자료
수집은 우선 RBC 혈액제제 5단위 이상 수혈 받

－ 249 －

Korean J Blood Transfus Vol. 28, No. 3, 248-255, Dec. 2017

은 환자를 수혈 받은 장소에 따라 ER과 TER로
분류하였으며, 이 환자들 중에 24시간 이내에 총
적혈구제제 10단위이상을 수혈 받은 18세 이상
환자를 대량수혈 환자로 정의 하였다. 환자의 나
이, 수축기 혈압, 수혈 받은 장소, 수혈 시 사용한
혈액제제 종류 및 수량 그리고 사망정보 등의 의
료정보는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분석
하였다. TER과 ER에서 혈액제제 수량을 ultramassive transfusion이라고 명명하는[9] 20단위를
기준으로 각각의 평균 수축기 혈압과 사망률을
조사하였다. 환자 중에 내원 당시 수축기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들의 평균 및 분산은 IBM SPSS statistics 21.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T-검정을 통해 분석 하였다. ER과 TER의 사
망률 비교는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고, 수축기
혈압 비교는 Mann-Whitney test를 통해 분석하였
다. P＜0.05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1. ER 환자 군과 TER 환자 군의 특징과
혈액사용량
연도별로 환자수와 환자의 나이 그리고 수혈
량을 분석하였다(Table 1). 2010년부터 2013년까
지 ER에서 대량수혈을 받은 사람은 총 189명이
며, 평균 나이는 47.6 (18∼91)세였다. 연간 대량
수혈을 받은 환자수는 평균 47.2 (37∼61)명이었
으며, 외상환자 1명당 평균 20.5 (10∼78)단위의
적혈구제제를 사용하였다.
TER은 1년 동안 1,197단위의 적혈구제제를 사
용하였고 ER에서 연간 평균적으로 사용된 적혈
구 혈액제제 보다 26%가 증가하였다. 반면 외상
환자 1명마다 수혈되는 적혈구제제 수량은 ER환
자군에서 20.5단위였지만, TER환자군에서는 17.9

2. 통계학적 분석
Microsoft Excel 2013 (Microsoft Corporation,
Redmond, USA)를 사용하여 대량수혈 받는 환자
수, 환자 나이, 사용된 혈액제제의 수량, 환자1명
당 수혈 받은 혈액제제의 수량, 혈액제제 종류에
따른 사용 비율 등의 평균 및 총량을 구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동안 기존 응급실에 입원하여
대량수혈 받은 외상환자군을 ER로 표시하고,
TER개소 이후 1년간 외상응급실에서 대량수혈
을 받은 환자 군을 TER로 표시하였다. 4년동안의
ER 환자 군과 1년간의 TER 환자 군에 대한 자료

Table 1. Age and number of patients and quantity of used RBC units in the ER and TER groups
Classification
N
Mean age (years)
T.RBC
RBC per person (units)

ER

TER

2010

2011

2012

2013

Total

Average

2015

61
46.2
1,081
18.0

44
44.9
920
20.9

37
49.0
845
22.8

47
50.2
952
20.2

189

47.2
47.6
949.5
20.5

67
51.2
1,197
17.9

*P values based on the independent T-test.
Abbreviations: N, number of patients; T.RBC, total transfused RBC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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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P value

0.132*
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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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평균 2.6단위가 감소했다. TER에서는 생
존자는 1인당 평균 15.9단위의 적혈구제제를 사
용했고, 사망자는 20.6단위의 적혈구제제를 사용
하였다. ER환자군에서는 생존자 1인당 사용한
RBC 혈액제제 수량은 사망자 1인당 사용한 혈액

제제 수량보다 보다 많았다. 하지만 TER환자군
에서는 사망자와 생존자의 1인당 적혈구제제 사
용량이 역전되어 사망자에게 더 많은 혈액제제가
수혈되었다(Fig. 1). ER보다 TER에서 대량수혈을
받은 1인당 적혈구제제의 평균 사용량도 감소 하
였을 뿐만 아니라, 생존자에게 사용하는 평균 적
혈구제제가 약 10단위 줄어들었다.

2. 혈액제제 비율의 변화와 사망률

Fig. 1. Average of transfused blood products for
survival and expired patients. Patients visited in
emergent room between 2010 and 2013 Patients
visited in traumatic emergent room in 2015.

2010년 ER에서 대량수혈 시 FFP:RBC의 비율
이 0.47이고, PLT:RBC의 비율이 0.61이었지만,
2011∼2013년까지 수혈 시 각각의 혈액제제 비율
이 점점 증가했다. 그리고 2015∼2016년 TER에
서는 FFP:RBC, PLT:RBC의 비율이 각각 0.8까지
증가하였는데, PLT:RBC의 비율은 ER에 비하여
TER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43). 혈액제
제 비율의 변화에 따른 사망률 차이를 보면, ER
환자군의 연간 평균 사망률은 63.1% (54.5∼
74.5%)이며, TER환자군은 41.8%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02, Table 2).

Table 2. Ratio of transfused blood products and mortality rate of massively transfused patients
Classification
Ratio
FFP:RBC
PLT:RBC
Mortality
Nonsurvivor
Survivor
D. Rate

ER

TER

2010

2011

2012

2013

0.47
0.61

0.77
0.71

0.65
0.82

0.58
0.80

39
22
63.9

24
20
54.5

22
15
59.4

35
12
74.5

*P values based on the independent T-test;
Abbreviation: D. rate, death rate.

†

Total

120
69

2015

0.62
0.73

0.8
0.8

0.172*
0.043*

30.0
17.25
63.1

28
39
41.8

0.002†

P values based on the chi-squar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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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수혈량과 수축기 혈압
TER과 ER에서 혈액제제 수량을 20단위를 기
준으로 각각의 평균 수축기 혈압과 사망률을 조
사한결과 20단위 미만으로 수혈 받은 환자에서
ER, TER의 수축기 혈압차이는 0.3 mmHg 차이를
보인 반면, 20단위 이상으로 수혈 받은 경우에는
TER환자군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80.3 mmHg과
69.1 mmHg로 10.9 mmHg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09). 20개 단위
이상 수혈 받은 환자군의 사망률은 ER 53.8%에
비하여 TER 81.8%로 높았다. ER과 TER군의 평
균 사망률의 차이는 20단위 이상 수혈 받은 환자
군(P=0.1691)와 20단위 미만으로 수혈 받은 환자
군(P=0.35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Table 3).

고 찰
대량수혈은 많은 혈액량을 수혈함으로써 혈압
유지와 산소 포화도를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상
대적으로 혈액이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혈
장 성분 특히 혈소판이나 응고인자 부족을 유발
하게 된다[6]. 이 때문에, 대량수혈 시 환자 예후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총 적혈구제제의 수량과
혈액제제간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R과 TER에서 대
량 수혈을 받은 환자의 연령, 내원 당시 혈압, 총
수혈량 그리고 혈액제제간의 비율을 조사하고 환
자 예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R과 TER 대량수혈 환자군 사이에서 연령의
평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두 환자군에서 대량수혈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40∼5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외상환자
에 대한 대량수혈의 국외의 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외상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이
며, 두 번째가 총상이었다[3]. 하지만 총기 구입이
허가 되지 않는 국내의 환경으로 볼 때, 교통사고
로 인한 외상환자가 대량수혈의 주요 대상자로
생각된다. 특정 연령대가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운전이 불가능한 소아 및 청소년과 외부활동이
적은 80세 이상 고령층은 운전으로 인한 외상을
입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보다 낮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대량수혈을 받은 환자의 경
우 사망률은 25∼45%로 보고되었는데[7], 본 연
구의 ER환자군의 사망률은 63.1%로 기존의 보고

Table 3. Systolic blood pressure and mortality according to amount of transfused RBC units
RBC units
＜20
ER
TER
≥20
ER
TER

N

Mean SBP (mmHg)

P value

Death (D. rate)

P value

124
44

93.4
93.1

0.015*

42 (32.8%)
19 (43.2%)

0.3571†

52
11

80.3
69.1

0.109*

28 (53.8%)
9 (81.8%)

0.1691†

†
*P values determined by the Mann-Whitney test of SBP between ER and TER; P values based on the chi-squared test.
Abbreviations: N, number of patients; Mean SBP, mean systolic blood pressure; D. rate, dea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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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보다 높고 TER환자군의 사망률은 보고된 사
망률의 범위 이내였다. 이러한 사망률의 차이는
다양한 원인을 생각할 수 있으며 본 자자는 총 수
혈량 총 수혈 량과 생존율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국외의 한 논문에서는 적혈구 20단위 이상의 대
량수혈을 ultramassive transfusion이라고 명명하여
1,360명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보고하였다. 20단위
이상 적혈구제제를 수혈했던 환자 군은 병원 도
착 전부터 낮은 혈압 및 호흡곤란 등 생체 징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9]. 논문의 저자들
은 환자의 예후가 좋지 못한 환자일수록 적혈구
제제 총 수혈량이 증가하고 사망률도 동시에 증
가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논문에서는 RBC 50
단위 이상의 대량수혈을 받은 외상환자들은 오히
려 생존율이 상승한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기
도 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ER, TER 외상환자
의 내원시 수축기 혈압 및 적혈구제제 수혈량 그
리고 사망률을 조사 하였다. 20단위 이상 수혈 받
은 환자군에서 ER과 TER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적 분석을 해보았을 때, 두
군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대량수혈 시 사용되는 적혈구제제에 대한 성
분제제의 비율이 연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국외 논문에서는 외상센터에서
대량수혈지침을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로 외상환
자의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7],
논문의 결과는 RBC:FFP:PLT의 혈액제제를 1:1:1
로 사용하여 대량수혈을 할 경우 환자의 사망률
과 대량수혈로 인한 혈액응고부작용을 모두 감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혈
액제제 사용 비율과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혈액제제의 비율은 ER에 비해 TER에서 1:1:1
비율로 기존의 원칙에 따르는 경향을 보여 두 환
자군간 적혈구와 혈소판제제의 사용 비율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적혈구와

신선동결혈장 사용 비율의 차이는 없었다. 사망
률은 두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TER환자군에서 ER환자군 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기존 보고된 연구결과들을 볼 때 혈액제
제 비율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
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혈액제제 비율보다는 내
원시 환자의 생체징후의 차이가 사망률에 더 영
향을 미친다고 추측한다. 이 밖에도 환자의 예후
를 결정하는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TER 의료진의 외상환자에 대한 높은
숙련도와 외상환자에 전문화된 의료시설이 환자
의 생존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3].
본 연구와 연구결과에는 제한점도 존재한다.
ER과 TER 환자군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서는 나이와 수축기 혈압 이외에도 환자의 질병
명, 외상의 원인, 성별, 혈색소, 호흡수와 같은 추
가적인 환자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11,12]. 특히
환자의 생존률과 관련된 예후인자를 찾기 위해서
는 생체징후 및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 영상소견
등의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대량수혈 대상
자 선정 시,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소아환자에 대한 자료는 없다.
소아환자에 대한 대량수혈은 성인과는 차이점이
있다는 다른 연구 결과를 볼 때 소아에 관한 연구
도 필요하다[13].
통계학적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자수의
부족함도 있다. Table 3을 보면, TER 환자는 총
55명이며, 20단위 이상 수혈한 사람은 11명, 사망
자는 9명으로 ER환자군 숫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환자가 조사 되었다. ER환자군은 4년
간 조사한 자료이지만, TER의 경우 1년의 조사기
간만으로 환자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환자의 수
축기압과 수혈량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를 통계학
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지만, TER환자군의 환자
수 부족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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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로 인해 내원하는 외상환자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며, 따라서 대량수혈의 빈도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본 저자는 실질적으로 수행
될 수 있으면서 효과적인 대량수혈을 위해서는
기존의 ER과 TER 환자군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
며 이에 따라 사용되는 혈액제제 수량을 조사하
여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 지
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량수혈에서 1:1:1 혈
액제제 사용 비율은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 시켰
다는 종래의 연구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ER과 TER 환자군 사이에서 사망률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적혈구와 신선동결혈장 그리고
적혈구와 혈소판제제의 사용 비율을 비교 하였을
때, 두 환자군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
었다.

요 약
배경: 대량수혈은 성인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적혈구제제 8∼10단위를 수혈하거나 1시간 내에
적혈구제제 4∼5단위를 수혈하는 것으로 정의된
다. 외상환자에게 대량수혈은 생명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들은 응급실(ER)과 외상센터
응급실(TER)에서 외상환자의 대량수혈에서 사용
되는 혈액량과 혈액제제간 비율의 변화를 알아보
고 사망률을 바탕으로 환자의 예후인자를 평가하
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대량수혈로 인한 수혈량, 수혈
이후 사망률 그리고 수혈된 혈액제제 비율 등을
ER과 TER로 나누어 서로를 비교 하였다. 대상자
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선별하고 24시간 내에 적
혈구제제 10단위 이상 수혈 된 환자를 대량수혈
환자로 정의하였다.
결과: 4년 동안 총 189명의 사람들이 기존 응급
실에서 대량수혈을 받았으며 1년 동안 외상센터

응급실에서는 67명의 환자가 대량수혈을 받았다.
두 군간의 비교에서 혈액제제 비율에 대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지만 ER의 사망률은 63.1%로
TER 41.8%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혈액제제 비율은 환자의 사망률과 관련
은 없었으나 TER의 사망률은 ER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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