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혈학회지：제29권 제3호, 2018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pISSN 1226-9336 eISSN 2383-6881

Vol. 29, No. 3, 253-261, December 2018
https://doi.org/10.17945/kjbt.2018.29.3.253

Original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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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 massive blood transfusion (MT) requires significant efforts by the Blood Bank. This study
examined blood product use in MT and emergency O Rh Positive red cells (O RBCs) available directly for
emergency patients from the Trauma Center in Ajou University Hospital.
Methods: MT was defined as a transfusion of 10 or more RBCs within 24 hours. The extracted data for the
total RBCs, fresh frozen plasma (FFP), platelets (PLTs, single donor platelets (SDP) and random platelet
concentrates (PC)) issued from Blood Bank between March 2016 and November 2017 from Hospital Information
System were reviewed. SDP was considered equivalent to 6 units of PC.
Results: A total of 345 MTs, and 6233/53268 (11.7%) RBCs, 4717/19376 (24.3%) FFP, and 4473/94166 (4.8%)
PLTs were used in MT (P＜0.001). For the RBC products in MT and non-MT transfusions, 28.0% and 34.1%
were group A; 27.1% and 26.0% were group B; 37.3% and 29.7% were group O, and 7.5% and 10.2% were
group AB (P＜0.001). The ratios of RBC:FFP:PLT use were 1:0.76:0.72 in MT and 1:0.31:1.91 in non-MT
(P＜0.001). A total of 461 O RBCs were used in 36.2% (125/345) of MT cases and the number of O RBCs
transfused per patient ranged from 1 to 18.
Conclusion: RBCs with the O blood group are most used for MT. Ongoing education of clinicians to minimize
the overuse of emergency O RBCs in MT is required. A procedure to have thawed plasma readily available in
MT appears to be of importance because FFP was used frequently in MT. (Korean J Blood Transfus 2018;29:
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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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량수혈은 24시간 이내에 환자의 총 혈액량
이상을 수혈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략 10 단위 이
상의 전혈이나 20 단위 이상의 농축적혈구 수혈
받는 경우로 간주한다. 이외에도 대량수혈의 정
의에는 여러 기준이 이용되고 있는데 수혈 받는
용량이 24시간 이내에 농축적혈구를 10 단위 이
상 혹은 환자 혈류량의 50% 이상이거나, 혹은 1
시간 이내에 농축적혈구 4 단위 이상을 수혈 받
았는데 추가 수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수술 중 분당 150 mL 이상의 출혈이 동반되
는 경우로 정의하기도 한다[1].
이렇듯 대량수혈의 정의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단 시간 내 많은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므로 환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혈액은행에서도 한정된 인원이 짧은 시간 내 많
은 혈액제제를 준비하여야 하므로 혈액은행 직원
들의 상당한 집중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혈액은
행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대량수혈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아주대병원에서는 2016년 3월 이전까지는 모
든 혈액제제는 혈액은행에서만 출고하는 것이 원
칙이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에 개소한 아주대
병원 권역외상센터(이하 외상센터)에서 혈액형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응급인 환자들을
위하여 외상센터에서 응급 O형 혈액을 보관하였
다가 즉시 출고 가능한 체계를 혈액은행에게 요
청하여 왔다. 이에 혈액관리에 대한 교육과 혈액
보관 체계를 정비하고, 혈액은행과 외상외과가
협력하여 O형 RhD 양성농축적혈구를(이하 응급
O형 혈액) 항시 출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2016년 3월부터 국내 최초
로 응급 O형 혈액을 공급하여 현재는 4 단위를
항시 공급하여 응급 외상환자를 위한 혈액출고시

간을 단축하였다[2].
이에 아주대병원에서 이루어진 대량수혈과 외
상센터에서 사용된 응급 O형 혈액 사용을 분석
하여 의료기관에서 대량수혈과 응급 O형 혈액
수혈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량수혈은 24시간 이내 10 단위 이상의 적혈
구제제를 수혈 받은 것으로 정의하였기에 대량수
혈시 수혈량은 수혈을 시작한 후 24시간 이내 수
혈한 혈액제제 단위수로 정의하였다. 대량수혈
이외에 환자에게 사용된 혈액은 비대량수혈로 정
의하였고 이때의 수혈량는 입원기간 동안 수혈
받은 혈액단위수로 정의하였다. 만약 대량수혈
환자가 24시간을 넘어 지속적으로 수혈을 받은
경우에는 첫 수혈부터 시작하여 24시간 이내에
수혈 받은 단위의 수만을 분석하였다.
수혈을 포함한 진료 기록은 아주대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자료는 외상센
터에서 응급 O형 혈액을 보관하기 시작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출고된 백혈구여과제
거적혈구제제, 세척적혈구 등을 포함한 적혈구제
제, 신선동결혈장, 동결침전제제, 농축혈소판 혹
은 성분채집혈소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혈소
판제제 산정시 한 단위의 성분채집혈소판은 6 단
위의 농축혈소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축
혈소판 단위수로 산정하였다.
자료는 Excel 2013 (Microsoft, Redmond, WA,
USA)로 정리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SPS 12.0 for
Windows (SPSS,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대량수혈군에서 남성과 여성의
연령 및 수혈된 혈액제제 단위 수의 차이 및 응급
O형 적혈구를 수혈한 응급 O형 수혈군과 비응급
수혈군의 수혈된 혈액제제 단위 수의 차이는 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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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s t-test를 사용하였다. 대량수혈에서 혈액형
별 혈액제제 단위 수 차이는 ANOVA test를 시행
하였다. 대량수혈과 비대량수혈에 사용된 혈액제
제의 제제 종류별과 혈액형별 차이는 chi-square
test로 시행하였다. P＜0.05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제의 평균 수혈 단위들은 남녀에 따른 통계학적
인 차이는 없었다(Table 1).
345명의 대량수혈 환자에 사용된 혈액제제 총
단위 수는 적혈구 6233 단위, 혈소판 4473 단위,
신선동결혈장 4717 단위, 동결침전제제 170 단위
였다. 혈소판 제제 중 258단위의 성분채집혈소판
이 168명의 환자에게(48.7%) 수혈되었지만 성분
채집혈소판만 수혈을 받은 환자는 70명, 농축혈
소판만 수혈 받은 환자는 177명으로 2.5배 더 많
았다. 대량수혈 환자 중 혈액형 검사를 위한 검체
를 채혈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2명의 환자를 제
외한 나머지 환자에서 혈액형 분석이 가능하였
다. 비록 통계학적으로 대량수혈 환자의 혈액형
별에 따른 혈액제제의 수혈 단위 수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대량수혈 환자들의 혈액형은 A형
이 31.6%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제제
의 혈액형은 O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특
히 사용된 동결침전제제의 42.4%가 O형 혈액제
제였다(Table 2).

결 과
1. 대량수혈 분석
21개월 동안 345건의 대량수혈이 발생하여 월
평균 16.4건의 발생을 나타내었다. 대량수혈 환자
들의 24시간 동안의 평균 수혈량은 적혈구 18.1

단위, 혈소판 13.0 단위, 신선동결혈장 13.7 단위,
동결침전제제 1.0 단위를 수혈 받았다. 이들 중
남성은 228명 여성은 117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
다. 대량수혈 환자의 남성 평균 연령은 52세로
56.4세인 여성보다 낮았으며(P=0.032) 각 혈액제

Table 1. Comparison between males and females with massive transfusions for the mean age and number of blood products
transfused
Year

Gender
F (n=117)
M (n=228)
P value*
Total (n=345)

Mean
SD
Mean
SD
Mean
SD

Number

Age

RBC

PLT

Cryo

FFP

All

56.4
19.8
52.0
17.4
0.032
53.5
18.4

16.6
9.7
18.8
11.4
0.059
18.1
10.9

12.2
12.0
13.4
11.5
0.447
13.0
11.7

0.4
1.7
0.5
2.2
0.422
1.0
9.3

12.0
9.6
14.5
12.4
0.074
13.7
11.6

24.6
19.1
28.4
21.8
0.566
27.1
21.0

The number of RBC products transfused for a massive transfusion means the products transfused within 24 hours after
starting the transfusions.
*Male (M) vs female (F) using Student’s t-test.
Abbreviations: RBC, all red blood cell (RBC) products including packed RBCs, leuko-reduced RBCs and washed RBCs;
PLT, single donor platelets (SDP) and random platelet concentrates (PC), SDP was considered equivalent to 6 units of
PC; FFP, fresh frozen plasma; Cryo, Cryoprecipitates;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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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수혈 환자의 36.2% (125/345)에서 461 단
위의 응급 O형 혈액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중
RhD 음성환자는 없었다. 사용된 응급 O형 혈액
은 대량수혈시 사용된 적혈구제제의 7.4%에 지
나지 않았으나 대량수혈에 사용된 O형 적혈구제
제의 19.8%에 해당하였다. 한 환자당 사용된 응
급 O형 혈액은 1∼18 단위까지 다양하였으며 한

환자당 수혈된 총 적혈구제제 중 응급 O형 혈액
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0% (20.8±18.6%, mean±
SD)로 다양하였다(Fig. 1). 대량수혈 환자중 응급
O형 수혈군은 비응급 수혈군에 비하여 평균 수
혈량이 많았는데(P=0.011), 특히 적혈구제제(P＜
0.001)와 신선동결혈장(P＜0.001)의 수혈량이 유
의하게 많았다(Table 3).

Table 2. Number (%) of blood products and massive transfused patients within 24 hours after starting transfusions
according to the ABO blood groups
Blood group
A
AB
B
O
Not done
Total

RBC
1746
470
1689
2328

(28.0)
(7.5)
(27.1)
(37.5)

6233 (100.0)

PLT
1394
335
1114
1630

Cyro

(31.2)
(7.5)
(24.9)
(36.4)

56
0
42
72

4473 (100.0)

(32.9)
(0.0)
(24.7)
(42.4)

170 (100.0)

FFP
1438
391
1366
1522

(30.5)
(8.3)
(29.0)
(32.3)

4717 (100.0)

Patients
109
32
96
106
2
345

(31.6)
(9.3)
(27.8)
(30.7)
(0.6)
(100.0)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blood products between ABO blood groups using the ANOVA test.
Abbreviations: See Table 1.

Fig. 1. Associations between the
total RBC transfused other than
emergent O RBC (X-axis) and emergent O RBC (Y-axis) according to
the ABO blood groups in patients
transfused emergent O RhD positive
prior to pre-transfusion testing. The
number of RBC products transfused
for massive transfusion means the
products transfused within 24 hours
after starting the transf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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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량수혈과 비대량수혈 비교
21개월 동안 아주대병원에서 사용된 총 혈액
제제 중 대량수혈시 사용된 혈액제제의 백분율은
적혈구제제 11.7% (6233/53268), 신선동결혈장
24.3% (4717/19376), 동결침전제제 49% (170/347),
그리고 혈소판제제 4.8% (4473/94166)였다(Fig. 2,
P＜0.001). 신선동결혈장의 25%와 동결침전제제
의 50%가 대량수혈시 사용되어 다른 제제에 비
하여 혈장제제는 대량수혈시 더 많은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환자 중 53219명에서 혈액형 검사결과 추
적이 가능하였는데, 대량수혈과 비대량수혈에 사
용된 적혈구제제의 혈액형 분포는 각각 A형
28.0%와 34.1%, B형 27.1%와 26.0%, O형 37.3%
와 29.7% 그리고 AB형 7.5%와 10.2%로 혈액형별

로 차이를 보였는데(P＜0.001), 특히 O형의 경우
비대량수혈에 비하여 대량수혈에서의 혈액사용
량이 많았으며, B형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Fig. 3).
대량수혈에서 응급 O형 적혈구제제 461단위를
제외할 경우에도 대량수혈에 사용된 적혈구제제
의 혈액형 분포가 A형 30.2%, B형 29.3%, O형
32.3% 그리고 AB형 8.1%로 비대량수혈 적혈구
제제의 혈액형과 차이를 보였으며(P＜0.001), O
형과 B형의 적혈구제제는 비대량수혈보다 대량
수혈에서 사용량이 많았다.
비대량수혈과 대량수혈에 사용된 적혈구:신선
동결혈장:혈소판 혈액제제의 비율은 비대량수혈
에 1:0.36:1.91인 반면 대량수혈은 1:0.76:0.72를
나타내어(P＜0.001), 대량수혈시 신선동결혈장이
비대량수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배나 많이 사
용되었다.

Table 3. Comparison of the number of blood products
in massive transfused patients between with
and without transfusions of emergent O RhD
positive RBCs (ER O RBCs)

RBC
PLT
Cryo
FFP
Total

ER O
RBCs

N

Mean

SD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125
220
125
220
125
220
125
220
125
220

22.0
15.8
13.2
12.8
0.4
0.6
17.6
11.4
31.2
24.8

13.8
8.0
10.8
12.1
1.9
2.1
15.4
7.9
24.5
18.3

P value

＜0.001
0.743
0.35
＜0.001
0.011

Number of products transfused for massive transfusion
means the products transfused within 24 hours after
starting the transfusions.
Abbreviations: See Table 1.

Fig. 2. Percentage of products transfused during a
massive transfusion (MT) among the total units
transfused including during non-MT (P＜0.001). The
number of products transfused for MT means the
products transfused within 24 hours after starting the
transfusions.
*Number of units for cryoprecipitates.
Abbreviations: See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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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percentage of RBC products transfused between massive transfusion (MT)
and during non-MT according to the ABO blood
group (P＜0.001). The number of RBC products
transfused for massive transfusion means the
products transfused within 24 hours after starting the
transfusions.

고 찰
아주대병원에서는 2016년 3월부터 외상센터에
서 혈액형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응급인
환자들에게 바로 O형 RhD 양성농축적혈구인 응
급 O형 혈액을 출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었
다[2]. 응급혈액으로 O형 RhD 음성 농축적혈구가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RhD 음성인이 15%를 차지
하는 서구인과는 달리 0.1% 정도를 차지하는 국
내에서는 O형 RhD 양성농축적혈구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독일의 일개 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O형 RhD 음성 혈액이 없는 응급상황시
혈액형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437명의 응급환자
에게 O형 RhD 양성농축적혈구를 투여한 경우 17
명인 4%에서 항-D 항체가 발생하여 동종면역의
위험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O형 RhD 음
성 적혈구를 10% 이상 절약할 수 있어 실제 RhD
음성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여 이

러한 소견이 수혈지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3]. 또한 이 보고에서는 O형 RhD 양성농
축적혈구를 투여하여 항-D 항체가 발생한 경우
가 RhD 음성 환자군에서는 26% (29/110)로 혈액
형에 상관없이 투여한 응급환자의 발생률보다 항-D
항체 발생율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견은 국내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응
급용으로 무조건 O형 RhD 음성 적혈구를 보유하
는 것보다는 실제 각 지역의 공급혈액원에서 보
유하였다가 RhD 음성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
록 하게 하여 무조건적 의료기관의 O형 RhD 음
성 적혈구 보관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다. 2017년 국내 대량수혈 표
준업무안내서에[4] 따르면 대량수혈시 RhD 혈액
형은 원칙적으로는 RhD 음성을 권장하지만 재고
가 없는 경우는 RhD 양성 혈액도 사용 가능하다
고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량수혈이 응급
상황이며 각 의료기관에서 대량수혈을 대비하여
많은 단위수의 RhD 음성 적혈구제제를 보유하지
못하므로 초기에 RhD 음성 혈액을 수혈받던 환
자라도 결국에는 RhD 양성 혈액을 수혈받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혈로 다시 체외로 나올 가
능성이 높은 수혈 초기에 무조건적으로 비축해둔
소량의 O형 RhD 음성 적혈구를 수혈하기 보다는
RhD 음성 환자의 대량수혈 발생시 초기에 소량
의 RhD 양성 적혈구를 수혈받더라도 각 지역 공
급혈액원에서 공적으로 비축해둔 RhD 음성 적혈
구제제를 공급받아 충분히 수혈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일개 의료기관에서의
O형 RhD 음성 적혈구의 무조건적 보관은 지양되
어야 한다는 홍보와 RhD 음성 적혈구제제의 지
역별 공급 혈액원 공적 비축에 공감대 형성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응급 O형 혈액은 한 환자에게서
1∼18 단위까지 다양하였는데, 현재 아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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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은행에서는 한 환자에게 10 단위 이상의 응
급 O형 혈액이 수혈된 경우에는 후향적으로 외
상센터와 논의하여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응
급 O형 혈액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
다. 국내 대량수혈 표준업무안내서에서는 응급 O
형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들은 채혈이 가능한 상
황이 되면 환자의 ABO/RhD 혈액형과 일치한 혈
액제제의 수혈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4].
그러나 실제 많은 양의 응급 O형의 수혈은 혈액
형 검사에 영향을 주어 정확한 혈액형을 판정하
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꼭 필요한 응급 혈액만
을 수혈할 필요가 있겠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대량수혈 프로토콜에서 한번에 6단위씩의 출고
를 권장하는데 이러한 체계에서는 항상 초기에
많은 양의 응급 O형 혈액이 필요 이상으로 출고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 번에 출고하는 단위를
줄여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는 현재 2∼4 단위의 응
급 O형 혈액을 출고하고 있다[2].
한국인에서 혈액형 분포는 A형 34%, O형 28%,
B형 27%, 그리고 AB형 11%로 보고되고 있다[5].
한국인의 혈액형 분포와 유사하게 대량수혈 환자
들의 혈액형 중 A형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
고, 비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량수혈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된 혈액제
제들의 혈액형은 오히려 O형이 다른 혈액형에
비하여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대량수혈군과 비
대량수혈군에 사용된 적혈구제제들의 혈액형 분
포는 차이를 보였는데(P＜0.001), 비대량수혈군
에 비하여 응급출혈 가능성이 높은 대량수혈군에
서 B형과 O형의 혈액제제가 A형이나 AB형의 혈
액제제에 비하여 사용량이 더 많았다(Fig. 3). 이
러한 이유는 대량수혈 환자군은 응급상황이 많아
서 만능공여자인 O형의 혈액을 수혈받기도 하지
만 O형은 출혈시 일차 지혈기능이 다른 혈액형

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왜
냐면 본 연구에서도 응급 O형을 제외한 대량수
혈군도 비대량수혈군과의 비교에서 혈액형 분포
에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O
형은 다른 혈액형에 비하여 Von Willebrand factor
수치가 낮으므로 비혈관성 일차 지혈기능에 차이
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 반면
O형에 비하여 다른 혈액형들은 혈전으로 인한
심장, 뇌 및 말초 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은 것
으로 보고되어 있기 때문이다[6-8]. 따라서 대량
수혈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권역응급센터 혹
은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타 의료
기관에 비하여 O형의 혈액을 더 많이 확보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혈액의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응급 환자를 위주로 수혈을 시
행하게 되므로 O형의 혈액이 특히 더 부족해지
는 이유의 한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량수혈 환자중 응급 O형 수혈
군은 비응급 수혈군에 비하여 평균 수혈량이 많
았으나 이는 입원기관중의 전체 혈액사용량이 아
닌 대량수혈 시작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된 혈액
량이므로 이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대량수혈에서 혈소판제제 사용은
전체 혈소판제제 수혈의 약 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공급된 혈소판제제의 특성상 의료
기관에서 재고를 관리하기보다는 필요시마다 혈
액원에 요청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주로 응급으로
이루어지는 대량수혈시 즉각적인 혈소판제제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대량수혈 표준업
무안내서에서도[4] 적혈구, 혈장 그리고 혈소판을
1:1:1의 비율로 동시에 함께 출고하는 것을 권장
하고 있으나 혈소판제제의 즉각적인 공급이 어려
운 국내 현실에서는 혈소판제제의 공급 이전에
적혈구제제와 신선동결혈장을 먼저 출고하는 것
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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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의 대량수혈 환자의 혈소판 수혈
시 성분채집혈소판만 수혈을 받았던 환자보다 농
축혈소판만 수혈 받았던 환자가 2.5배 더 많았다.
이러한 소견은 응급상황의 혈소판 수혈시 성분채
집혈소판보다 농축혈소판 수혈이 더 많았었다는
싱가포르의 일개 외상센터의 보고와도 일맥 상통
하는 소견인데, 응급상황에서는 성분채집혈소판
보다 농축혈소판 의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9]. 대량수혈 환자에서 성분채집혈소판이 선호
되는 이유는 단일 헌혈자로부터 얻어졌다는 장점
보다는 응급상황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 단위
로 성인 용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수혈시의 간편
성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공급혈액원에서 헌혈
자 제한 때문에 성분채집혈소판 공급이 어렵다면
미리 pooling된 농축혈소판을 공급할 경우에 의
료기관의 대량수혈이나 응급수혈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량수혈시 적혈구:신선동결혈장:
혈소판 혈액제제의 비율은 1:0.76:0.72로 비대량
수혈에 비하여 신선동결혈장 사용비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량수혈 환자에서 적혈
구:신선동결혈장의 1:1 비율의 수혈이 혈액응고
가 부족한외상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
이외에도[10-13], 국내 대량수혈 표준업무안내서
에서도 적혈구, 혈장 그리고 혈소판을 1:1:1의 비
율로 동시에 함께 출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동결혈장의 출고가 많은 것으로 설명
된다. 마찬가지로 동결혈장제제의 약 50%도 대
량수혈에 사용되므로 대량수혈시는 평소보다 많
은 량의 혈장제제를 신속히 해동하여야 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혈액은행에서는 단시간내에 냉동
된 혈장의 많은 량을 해동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
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대량수혈시는 비대량수혈에 비하
여 O형 적혈구 사용량이 많았으므로 대량수혈이

많은 혈액은행에서는 O형 적혈구에 대한 특별한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량수혈시 응
급 O형 혈액의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
진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
다. 또한 신선동결혈장과 동결침전제제의 사용은
비대량수혈시보다 대량수혈시에 자주 사용되므
로 대량수혈시 동결된 혈장제제를 혈액은행에서
즉시 가용할 수 있도록 혈장 해동에 대한 수기법
과 장비를 갖추고 대량수혈에 대비하는 것이 중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 약
배경: 대량수혈은 혈액은행의 상당한 집중을
요하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주대병원의 대
량 수혈에 사용된 혈액제제와 외상센터에서 응급
환자들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던 O형 Rh 양성

농축적혈구를(이하 O형 혈액)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량수혈은 24시간 이내 10 단위 이상의
적혈구제제를 수혈 받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수
혈을 포함한 진료 기록은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추
출하여 검토하였다.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출고된 총 적혈
구제제, 신선동결혈장, 혈소판제제(성분채집혈소
판 혹은 농축혈소판)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였다.
한 단위의 성분채집혈소판은 6 단위의 농축혈소
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345건의 대량수혈이 발생하였으며, 적혈
구제제 11.7% (6233/53268), 신선동결혈장 24.3%
(4717/19376), 그리고 혈소판제제 4.8% (4473/94166)가
대량수혈에 사용되었다(P＜0.001). 대량수혈과 비
대량수혈에 사용된 적혈구제제의 혈액형은 각각
A형 28.0%와 34.1%, B형 27.1%와 26.0%, O형
37.3%와 29.7% 그리고 AB형 7.5%와 10.2%였다
(P＜0.001). 적혈구제제:신선동결혈장:혈소판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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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은 대량수혈은 1:0.76:0.72인 반면, 비대량
수혈은 1:0.31:1.91을 나타내었다. 응급 O형 혈액
은 461 단위가 대량수혈 환자의 36.2% (125/34)에
서 사용되었으며, 한 환자당 사용된 응급 O형 혈
액은 1∼18단위까지 다양하였다.
결론: O형 적혈구는 대량수혈시 많이 이용되
므로 대량수혈시 응급 O형 혈액의 남용을 최소
화하기 위한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
다. 신선동결혈장도 대량수혈시 자주 사용되므로
대량수혈시 즉시 가용할 수 있는 혈장 해동에 대
한 수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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