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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Application of Massive Transfusion Protocol for Trauma
Patients at a Single Tertiary Referr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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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assive hemorrhage due to trauma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death in trauma patients, and
the quick supply of appropriate blood products is critical in order to reduce the mortality rate. We introduced
a massive transfusion protocol (MTP) for safe and rapid transfusion of trauma patients. Using records collected
since its adoption, we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MTP applied group (MTP group) and MTP not applied
group (non-MTP group)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n indicator for predicting patients to be treated with MTP.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and laboratory findings of patients who
received massive transfusions in the trauma emergency room of a single tertiary hospital from February to August
2018. We analyzed various laboratory test results, the amount and ratio of the transfused blood products, and the
time required for blood products to be released for the MTP group and the non-MTP group.
Results: Of the 54 trauma patients who received massive transfusions, 31 were in the MTP group and 22 in
the non-MTP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nitial vital signs (except blood pressure) and laboratory
test results. Also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amount and ratio of blood products, but the time required for
blood product release was shorter in the MTP group.
Conclu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linical findings such as initial vital signs and laboratory test
results between the MTP and non-MTP groups, but required blood products were prepared and released more
quickly for the MTP group. (Korean J Blood Transfus 2018;29:26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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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출혈은 외상
환자의 주요 조기 사망 원인 중 하나이다. 출혈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 시 결정질용액(crystalloid solution)과 적혈구제제만을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혈소판 및 응고인자의 희석성 결핍(hemodilution)
에 따른 급성 외상성 응고장애(acute traumatic
coagulopathy, ATC)로 인해 출혈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1,2]. 따라서 심각한 출혈이 있는 외상환
자에게 혈액제제를 수혈할 때, 적혈구제제뿐만
아니라 혈소판 및 혈장제제를 함께 신속히 공급
하여 외상 관련 응고장애를 조기에 방지하고 이
를 통해 추가적인 출혈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외
상성 출혈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
하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대량수혈이
필요한 외상환자에게 적혈구:혈소판:혈장제제의
비율을 1:1:1로 공급할 경우, 적혈구 수혈 비율이
높은 경우보다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함이 확인
된 바 있다[3-8].
이러한 대량수혈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보
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업
무지침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
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다수의 국외 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인
대량수혈 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2,8]. 국
내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응급/대량수혈 표준
업무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대량수혈
지침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고 실제
적용 사례도 적은 편이다[9,10].
이에 본원(외상센터가 있는 3차의료기관)에서
는 부서 간 업무의 혼선을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
이고 안전한 수혈을 시행하기 위해, 수혈관리위
원회의 결정사항 및 외상센터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량수혈 프로토콜(massive transfusion

protocol, MTP) 초안을 만들고 관련 전산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이후 외상센터와의 지속적인 업
무 협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 절차를 거쳐 확립된
MTP를 2018년 2월 1일부터 외상센터 응급실
(traumatic emergency room, TER)에서 대량수혈이
요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
다(Fig 1, Table 1).
본 연구에서는 2018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
지 7개월간 단일 3차병원의 TER을 방문하여 대
량수혈을 받은 환자들 중 MTP를 적용한 군(MTP
군)과 적용하지 않은 군(non-MTP군)을 구분하여,
이들이 수혈받은 혈액제제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두 군에서 혈액제제 처방
시점부터 출고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하고,
응급실 도착 직후 시행한 초기 검사결과 및 외상
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e.g. injury severity
score, ISS)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MTP
를 적용할 환자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 또는 임상적 자료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혈액제제가 처방된 시각으로부터 출
고된 시각까지의 소요시간을 조사하여, MTP 적
용 시보다 신속한 수혈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
하였다.

Fig. 1. Ordering process of massive transfus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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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ssive transfusion protocol
Massive transfusion protocol
1. Trauma emergency room
1) Before blood type testing, “MTP initial box (packed RBC (pRBC) 2 units, fresh frozen plasma (FFP) 2 units)” is
prescribed in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system and enter “MTP” on prescription note.
2) Notify the blood bank of the occurrence of MTP application and inform the name of the patient.
3) Print out the [Emergency transfusion request form] provided by EMR system and check the “Massive transfusion”
box and fill in the details. Send the request form and blood specimens required for ABO/Rh blood type test, unexpected
antibody screening test, and crossmatching to the blood bank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e pneumatic tube delivery
system.
4) Pick up the requested blood products directly in the blood bank.
2. Blood bank
1) Confirm the personal details and prescription contents of MTP patients.
2) For 2 units of pRBC and FFP 2 units in storage, the blood type test and crossmatching are omitted and registered
as ready blood. FFP should be thawed immediately.
3) After inputting the ID number of blood recipient and blood bank worker in the EMR system, the blood products
is released.
4) Check the [Emergency transfusion request form] and perform ABO/Rh blood type test, unexpected antibody test, and
crossmatching. If the patient’s condition is unstable and cannot be tested, continue to release O Rh＋ RBCs and AB
Rh＋ type of FFPs/platelets/cryoprecipitates.
3. Trauma emergency room
1) The initial MTP action is limited to one time. However, if additional transfusion is needed when blood type test is
not complete, continue to prescribe MTP in the following order.
(1) MTP1 Initial box: O Rh(＋) pRBC 2 units, AB Rh(＋) FFP 2 units
(2) MTP Box 1: O Rh(＋) pRBC 4 units, AB Rh(＋) FFP 4 units, platelet 6 units, cryoprecipitate 2 units
(3) MTP Box 2: O Rh(＋) RBC 3 units, AB Rh(＋) FFP 3 units, platelet 3 units, cryoprecipitate 1 unit
2) After the blood type test and antibody screening tests are completed, they are sequentially switched to ‘emergency
transfusion’ and ‘type & screen’ transfusion policy (in this case, an [Emergency transfusion request form] is omitted).
4. Blood bank
1) If the blood product requests converted to ‘emergency transfusion’, the examiner release blood products only after
the manual blood type test and crossmatching (saline phase).
2) The determined blood type is registered as the final result.
3) Follow the ‘emergency Transfusion' policy until the result of antibody screening is confirmed, and proceed with
transfusion according to ‘type & Screen' if the antibody screening result is available.
Other: Blood bank storage
The blood bank should have a sufficient amount of blood products through the Red Cross Blood Service in preparation
for MTP application. If there is no inventory of platelets, notify the trauma emergency room about the approximate time
available for blood supply.

－ 264 －

김혜린 외: 단일 3차 의료기관에서 외상환자에 대한 대량수혈 프로토콜 적용 분석

대상 및 방법
1. 대상 및 방법
국가지정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단일 3차병원
에서, 대량수혈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시작한
2018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7개월간 외상환
자 등록체계에 등록된 외상환자들 중 대량수혈을
받은 사람의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
였다. 대량수혈 환자는 24시간동안 적혈구제제
(농축적혈구, 백혈구제거적혈구 및 세척적혈구
포함) 10단위 이상을 수혈받은 16세 이상의 환자
로 정의하고, 그 중 대량수혈 프로토콜을 적용한
군과 적용하지 않은 군을 분류하여 두 군에 포함
된 환자들의 나이, 성별, 수상기전 및 수상 종류,
사망정보, 초기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결과를 조
사하였다. 또한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이 24시간
이내 수혈받은 적혈구(RBC), 혈소판(platelet), 신
선동결혈장(FFP), 동결침전제제(cryoprecipitate)의
수량 및 비율과 입원기간에 수혈받은 혈액제제의
총 수량 및 제제별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
고 두 군에 속한 환자들의 TER 도착 시각, 혈액
제제(최초로 처방된 농축적혈구 기준) 처방 시각,
혈액원에서 혈액제제가 출고된 시각, 현장수령
시각 및 수혈 개시시각을 조사하여, 각 시점들 사
이에 소요된 시간(interval)을 계산하였다.
또한 환자의 수상 부위 및 각종 초기 검사 결과
를 바탕으로, 외상환자의 중증도 평가에 사용되
는 injury severity score (ISS)및 대량수혈 가능성
예측에 사용되는 trauma associated severe hemorrhage (TASH) score를 산출하였다[2]. ISS는 외상
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외상 후 사망률,
이환율, 입원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ISS score가
15점을 초과할 경우 중증외상으로 분류할 수 있
다. TASH 점수체계는 7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

여 외상환자에게 대량수혈이 필요할지 예측하는
것으로, 수축기 혈압, 성별, 혈색소, focused abdominal sonography for trauma (FAST) 결과, 맥박
수, 염기과잉(base excess), 골반 또는 대퇴골 골절
여부에 따라 매겨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이렇게 산출된 점수는 0에서 23 사이의 값이
며, 18점은 대량수혈을 할 가능성이 50%임을 의
미한다.

2. 통계학적 분석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대량수혈을 받은 환자
중 대량수혈 프로토콜을 적용받은 군을 MTP군
으로, 프로토콜을 적용받지 않은 군을 non-MTP
군으로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MedCalc Statistical Software version 18.5 (MedCalc Software
bvba, Ostend, Belgium)를 이용하였고, 연속형 변
수는 중앙값과 95% 신뢰구간으로, 명목형 변수
는 빈도수 및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두 군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인 경우 MannWhitney test를, 비율인 경우에는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
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1. MTP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일반적 특징
및 초기 활력징후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7개
월간 외상센터 응급실을 방문한 820명의 외상환
자들 중 대량수혈을 받은 사람은 총 53명으로, 그
중 MTP군은 31명(58.5%), non-MTP군은 22명
(41.5%)이었다. MTP군 중 MTP initial box (1단계)
만 수혈받은 사람과 MTP box 1 (2단계)까지 받은
사람, 그리고 MTP box 2 (3단계)까지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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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7명, 17명, 7명이었다. 이 밖에도 MTP를
initiation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대량수혈
의 기준(24시간 이내 적혈구제제 10단위 이상 수
혈)을 충족하지 못한 환자는 총 42명으로, 그 중
14명은 사망, 28명은 상태 호전으로 인해 추가적
인 수혈을 받지 않았다. MTP군과 non-MTP군의
나이와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초기 활
력징후 중 수축기/이완기 혈압의 경우 MTP군에
서 더 낮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응급실 방문 당시 의식상
태 사정에 사용된 Glasgow coma scale (GCS)의 경
우 non-MTP군에 비해 MTP군에서 더 낮게 나타
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
니었다(Table 2).

한 수상기전으로 분류했을 때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환자(운전자, 보행자 포함)는 MTP군에서 22
명(71%), non-MTP군에서 12명(54.5%)으로 확인
되었다.

3. 혈액제제 사용량 및 비율 비교
24시간 동안 대량수혈에 사용된 1인당 적혈구,

Table 3. Type and mechanism of injury

Type of injury
Blunt
Penetrating
Compound
Mechanism of injury
Traffic accident–
driver/passenger
Traffic accident–
pedestrian
Fall
Stab wound
Crush wound

2. 수상 유형 및 수상기전
MTP군을 수상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둔상
(blunt injury), 관통상(penetrating injury), 이들의
혼합형인 복합손상(compound injury)을 입은 사람
은 각각 6, 2, 23명이었고, non-MTP군의 경우 4명
이 둔상, 18명이 복합손상을 입었다(Table 3). 또

MTP

non-MTP

6 (19.4%)
2 (6.4%)
23 (74.2%)

4 (18.2%)
0 (0%)
18 (81.8%)

10 (32.3%)

7 (31.9%)

12 (38.7%)

5 (22.7%)

6 (19.4%)
2 (6.4%)
1 (3.2%)

9 (40.9%)
0 (0%)
1 (4.5%)

Table 2. Patient characteristics, initial vital signs and Glasgow Coma Scale in the MTP & non-MTP group
MTP
N
Age (median)
Male (n, %)
Systolic BP (mmHg; median)
Diastolic BP (mmHg; median)
Heart rate (beats/min; median)
Respiratory rate (/min; median)
Body temperature (oC, median)
SpO2 (%, median)
Glasgow Coma Scale (median)

57.0
18
40
0
96
19
36.0
95.0
7.0

non-MTP

31
(25.3∼62.0†)
(58.1%)
(0∼64)
(0∼17)
(88∼125)
(15∼22)
(36.0∼36.1)
(90.6∼96.4)
(3.6∼9.4)

*P values based on the Mann-Whitney test except male (Chi-square test);
Abbreviations: MTP, massive transfusion protocol; BP,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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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17
70
40
102
22
36.0
98.0
11.0
†

22
(48.9∼66.3)
(77.3%)
(70∼90)
(38∼60)
(80∼116)
(18∼24)
(36.0∼36.2)
(92.9∼99.0)
(4.9∼15.0)

95% CI for the median.

P value*
0.742
0.197
0.002
0.001
0.794
0.503
0.805
0.21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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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혈장제제의 평균 개수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적혈구제제에 대한
신선동결혈장제제의 비율(FFP:RBC) 및 혈소판제
제의 비율(PLT:RBC) 역시 두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Table 4).

4. 초기 검사결과, 외상 중증도 지표 및 예
후 분석
MTP군과 non-MTP군에 대해 외상센터 응급실
방문 직후 시행한 전혈구수측정(CBC), 동맥혈가
스분석검사(ABGA), 응고관련검사(prothrombin time
(P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fibrinogen) 및 심장표지자 검사의 결과값을 비교
한 결과 혈액 pH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항목들은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본
원 외상센터에서 외상환자의 중증도 평가에 사용
하는 지표인 injury severity score (ISS)와, 다발성
외상환자에서 대량수혈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자인 TASH score가 MTP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다. 사망률의 경우 MTP군이 77.8%, non-MTP군이

Table 4. The mean number of transfused blood components (during the first 24 hours in hospital)
and the ratio of FFP or PLT to RBC
MTP
RBC per person (U)
PLT per person (U)
FFP per person (U)
Cryo per person (U)
FFP:RBC
PLT:RBC

20.8
14.0
18.0
11.6
0.85
0.70

non-MTP P value*
23.9
18.8
22.1
11.5
0.92
0.83

0.986
0.319
0.691
0.432
0.315
0.220

*P values based on the Mann-Whitney test.
Abbreviations: RBC, red blood cell; PLT, platelet; FFP,
fresh frozen plasma; Cryo, cryoprecipitate; U, unit.

50%로 MTP군이 더 높았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0.206, Table 5).

5. 혈액제제 처방부터 출고까지 소요되는
시간 비교
두 군에 속한 각 환자들에게 최초로 처방된 농
축적혈구를 기준으로, 처방시각으로부터 혈액원
에서 혈액제제가 출고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비
교한 결과 MTP군에서는 평균 7분, non-MTP군에
서는 12분으로, MTP를 적용한 경우 혈액원에서
혈액제제가 더 빨리 출고됨을 확인하였다(Table
6, P＜0.0001).

고 찰
대량수혈은 24시간 이내 전체 혈액량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혈액을 수혈받는 경우; 24
시간 이내 10단위 이상의 적혈구제제를 수혈받는
경우; 1시간 이내에 4단위 이상의 적혈구를 수혈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혈이 요구되는 경
우; 3시간 이내 총혈액량(total blood volume)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수혈받은 경우 등으로 여
러 의학문헌들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11,12]. 일반적인 출혈 상황에서는 혈액검사 결
과에 따라 필요한 혈액제제를 수혈하는 것이 권
장되나, 대량 출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경우 빠르게 진행되는
응고장애를 조기에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여 치명
적인 출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출혈 환
자에서는 경험적 수혈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응고인자를 포함한 혈액제제를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권장된다[11]. 이러한 대량수혈 과정의 프로
토콜화를 통해 임상의는 환자의 상태에 보다 집
중할 수 있고 혈액은행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
게 혈액제제를 준비할 수 있으며[13], 나아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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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itial laboratory results and clinical data
MTP
Hemoglobin (g/dL)
White blood cell (103/uL)
Platelet (103/uL)
pH
Base excess
Lactic acid (mmol/L)
PT time (sec)
PT INR
aPTT (sec)
Fibrinogen (mg/dL)
FDP (ug/mL)
D-dimer (ug/mL)
Troponin I (ng/mL)
CK-MB (ng/mL)
CK (U/L)
Myoglobin (ng/mL)
Total bilirubin (mg/dL)
Injury severity score
TASH
Mortality rate (%)

10.3
10.6
148.0
7.23
–14.0
9.9
17.8
1.51
43.0
129.4
80.0
34.5
0.13
10.6
446.5
1591.4
0.4
41.0
18.0

non-MTP
10.6
13.9
190.5
7.33
–8.9
7.7
18.5
1.58
42.8
123.1
80.0
36.0
0.08
14.1
569.0
1583.4
0.4
34.0
15.0

(7.4∼12.9)
(5.2∼16.1)
(83.8∼238.1)
(7.02∼7.30)
(–19.1∼–6.2)
(5.4∼15.0)
(14.4∼24.2)
(1.24∼2.16)
(31.1∼81.6)
(97.2∼150.4)
(36.9∼80.0)
(9.0∼36.0)
(0.03∼0.44)
(5.5∼30.8)
(266.9∼2768.0)
(609.8∼5245.0)
(0.3∼0.9)
(24.1∼57.4)
(12.8∼20.0)
54.8

(8.7∼12.5)
(9.8∼16.7)
(119.9∼241.4)
(7.26∼7.42)
(–11.1∼–3.8)
(4.5∼11.0)
(15.6∼19.8)
(1.31∼1.70)
(33.6∼53.8)
(90.6∼148.0)
(78.9∼80.0)
(35.1∼36.0)
(0.02∼0.54)
(5.7∼16.8)
(413.0∼897.7)
(621.6∼2461.4)
(0.3∼0.7)
(26.8∼39.3)
(13.8∼20.2)
40.9

P value
0.935
0.317
0.565
0.017
0.133
0.117
0.851
0.681
0.935
0.565
0.212
0.117
0.661
0.851
0.625
0.643
0.878
0.381
0.565
0.322

Abbreviations: PT, prothrombin tim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aPT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FDP,
fibrin degradation product; CK, creatine kinase; TASH, trauma associated severe hemorrhage.

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사용되는 혈액제제의 양도
줄일 수 있다[14].
앞서 본원에서는 외상환자와 비외상환자의 대
량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제제의 비율을 조사하였
으며[15], 이후에는 외상응급실과 기존 응급실의
대량수혈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제제 비율 및
사망률을 분석한 바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대
량수혈을 받은 외상환자들 중 2018년 2월부터 도
입한 대량수혈 프로토콜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초
기 활력징후 및 검사결과 등을 비교하여 MTP 적
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군에서 수혈된
혈액제제의 비율 및 첫 수혈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 분석하여, MTP 적용이 환자의 수혈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였다.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본원의 외상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대량수혈을 받은 환자들
중 31명이 MTP를 적용받았으나, 22명은 프로토
콜을 적용받지 않았다. MTP 도입을 시작한 2월
에는 MTP군보다 non-MTP군이 더 많았으나(1명/
6명), 이후 점차 MTP군이 늘어나면서 8월에는
MTP군이 non-MTP군보다 많았다(8명/4명). 프로
토콜에 따른 혈액제제 처방이 임상의들에게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 대량수혈 환자에 대한 MTP 적
용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MTP군
과 non-MTP군의 평균연령, 성비 및 초기 활력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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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21:02
23:07
11:34
09:54
14:42
14:44
20:08

10:07
23:34
15:31
21:58
18:07
13:29
13:57
09:28

2018/04/29
2018/04/18
2018/04/17
2018/04/09
2018/03/31
2018/03/28
2018/03/25
2018/03/07
…

2018/04/28
2018/04/21
2018/04/20
2018/04/14
2018/04/09
2018/04/05
2018/02/18
2018/02/18
…

TER arrival time

7
4
17
15
7
10
16
10
…
12

10
9
1
2
2
13
4
4
…
6.4

Interval
(min)

10:14
23:38
15:48
22:13
18:14
13:39
14:13
9:38
…

19:08
21:11
23:08
11:36
9:56
14:55
14:48
20:12
…

Order

10
14
12
9
14
7
11
14
…
12 (9.8∼14†)

6
2
8
21
3
6
10
5
…
5 (3.0∼6.4†)

Interval
(min)

10:24
23:52
16:00
22:22
18:28
13:46
14:24
9:52
…

19:14
21:13
23:16
11:57
9:59
15:01
14:58
20:17
…

Release

2
2
2
3
4
2
4
2
…
2.4

4
2
5
3
4
2
3
2
…
2.6

Interval
(min)

*P value for the interval time between order and release is ＜0.0001, based on the Mann-Whitney test;
Abbreviation: TER, traumatic emergency room.

MTP
MTP-01
MTP-02
MTP-03
MTP-04
MTP-05
MTP-06
MTP-07
MTP-08
…
MEDIAN
non-MTP
non-MTP-01
non-MTP-02
non-MTP-03
non-MTP-04
non-MTP-05
non-MTP-06
non-MTP-07
non-MTP-08
…
MEDIAN

Patient No.

Table 6. Interval between order and release of blood product

1
1
0:00
0:00
0:03
0:00
0:02
0:01
…
4.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

Interval
(min)

…

10:27
23:55
16:02
22:25
18:35
13:48
14:30
9:55

19:18
21:15
23:21
12:00
10:03
15:03
15:01
20:19
…

1st
transfusion
start time

95% CI for the median.

†

10:26
23:54
16:02
22:25
18:32
13:48
14:28
9:54
…

19:18
21:15
23:21
12:00
10:03
15:03
15:01
20:19
…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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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두 환자군이 프로토콜 적용 여부
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대량수혈의 대상이 되었
다는 점에서 같은 특성을 지닌 환자군임을 시사
한다. 다만 외상응급실 도착 당시 측정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혈압은 non-MTP군보다 MTP군에
서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혈압이 낮을수
록 대량수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MTP를 우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또한 외상응급실 도착 직후 시행한
전혈구수측정,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응고관련검
사, 심장표지자검사 중 pH의 근소한 차이를 제외
하면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외상의 종류는 둔상과 관통상 등
이 다발성으로 혼합되어 나타나는 두 군 모두에
서 복합손상이 가장 많았다. 외상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추락이 두 번째로 많았
는데, 이는 외상환자들의 수상 원인을 분석한 국
내 보고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17]. MTP군과
non-MTP군에 대해 병원 도착 후 첫 24시간 동안
의 혈액제제별 수혈량을 살펴보면 대체로 nonMTP군에서 수혈량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대량수
혈 이후 환자의 생존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
려진 RBC에 대한 FFP 및 PLT의 비율(FFP:RBC
및 PLT:RBC) 또한 두 군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실제로 외상응급실에서 임상의가
혈액제제를 처방하는 패턴을 살펴보면, MTP 처
방을 내지 않을 때에도 임의로 RBC와 함께 FFP,
PLT 및 cryoprecipitate를 1:1의 비율에 가깝게 처
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증 외상환자에게 수
혈하는 RBC, FFP 및 PLT의 비율이 1:1:1에 가까
울수록 환자의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임상의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이
러한 처방 패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두 군간의 유의한 수혈제제 비율의 차이는
없었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본원의
기존 응급실에 방문한 비외상환자들에게 수혈한
혈액제제의 평균 비율(FFP:RBC 0.62, PLT:RBC
0.73)과 비교하면[16] 본 연구에서 두 군의 평균
혈액제제 비율(FFP:RBC 0.88, PLT:RBC 0.76)이
1:1에 더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MTP를 적용한 환자와 적용하지 않은 환
자에서 최초로 처방된 적혈구 제제가 출고되기까
지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MTP를 적용했
을 때 소요시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MTP 적용 시 혈액제제 신청 직후 보관
중인 O형 적혈구와 AB형 FFP/PLT/cryoprecipitate
에 대해 혈액형검사 및 교차적합성검사를 생략하
고 즉시 출고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보다 신
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도 있다. 첫째,
MTP를 도입한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의 자료만을 수집하였으므로, 통계학적 결과를
뒷받침할 환자수가 기존의 대량수혈 관련 연구들
에 비해 다소 적다. 둘째, MTP의 효용성을 정확
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MTP군과 non-MTP군에
서 수혈 이후 혈액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 군 모두 환자가 치료 도
중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생존하였더라도 이
후 혈액응고인자검사, 용혈 관련 검사 등이 일관
성 있게 처방되지 않아 추적관찰이 어려웠다. 대
량수혈 이후 각종 혈액검사 수치들의 변화를 추
적하고 나아가 대량수혈 환자의 예후를 보다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임상과와의 협의
를 통해 응고인자검사, 전해질 검사 등 추시해야
할 혈액검사 항목들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모니
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원의 실정에 맞게 구축된 MTP는 이후에도
수혈관리위원회와 여러 임상과들의 지속적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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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거쳐 수정되고 있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환
자군을 확보하여 MTP 적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을 찾아,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
겠다. 또한 MTP를 적용하여 출고되었다가 환자
상태의 호전 또는 악화로 인해 반납되거나 폐기
되는 혈액량을 조사하여 프로토콜 개선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요 약
배경: 외상에 의한 대량출혈은 외상 환자의 주
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이 경우 초기에 다량
의혈액제제를 적절한 비율로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외상성 출혈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환자

에 대한 대량수혈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
행하기 위해 마련한 대량수혈 프로토콜(MTP)을
도입한 이후, MTP 적용군과 비적용군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MTP를 적용할 환자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임상적 지표가 있는지,
MTP를 적용할 경우 보다 신속한 수혈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였다.
방법: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단일 3
차의료기관의 외상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들
중 대량수혈을 받은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량수혈 환
자는 초기 24시간 이내에 적혈구제제 10단위 이
상을 수혈받은 16세 이상의 환자로 정의하였으
며, 이들 중 MTP를 적용받은 군(MTP군)과 비적
용군(non-MTP군)을 구분하여 수상 종류 및 메커
니즘, 초기 활력징후, 혈액검사결과, 외상 중증도
평가 점수, 수혈된 혈액제제의 비율과 양, 혈액제
제가 처방된 시점부터 출고되기까지 소요된 시간
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대량수
혈을 받은 53명의 외상환자들 중 MTP군은 31명,
non-MTP군은 2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축기혈
압 및 이완기혈압을 제외한 초기활력징후 및 초
기 혈액검사결과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두 군의 혈액제제 사용량 및 비율 또한 큰 차
이가 없었으나, 혈액제제 출고 소요시간의 경우
non-MTP군보다 MTP군에서 더 짧은 것이 확인되
었다.
결론: MTP군과 non-MTP군의 초기활력징후 및
검사결과 등 임상적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MTP군에서 혈액제제가 출고되기까지 소
요되는 시간이 더 짧아 보다 신속하게 수혈을 시
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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