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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eveloped a new blood management protocol that allows patients to not undergo transfusion during major
orthopaedic surgery. Here, we report the safety of or our protocol. The preoperative pharmacological protocol
consisted of the administration of 40 g of recombinant erythropoietin subcutaneously and 100 mg of iron
supplements intravenously. During the operation, reinfusion of drainage blood using a cell saver and plasma
expander was used. The cell saver device passed the collected blood through a filter, which washed the blood,
removing the hemolyzed cells and other impurities. Intravenous tranexamic acid 1 g is given just before the
operation, except high-risk patients for venous thromboembolism. Postoperatively, recombinant erythropoietin and
iron supplements were administered in the same manner with the preoperative protocol and continued until a
hemoglobin level reached 10 g/dL. (Korean J Blood Transfus 2019;3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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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면서 무분별한
수혈을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정형외과 의사와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
들에게 수술 전 후 수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1-8]. 인
공관절치환술 및 척추수술과 같은 정형외과 수술

의 경우 골 절제 및 연부 조직의 광범위한 박리가
동반되어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 출혈량이 큰 편
이며, 수술 전후 실혈로 인해 수혈의 필요성을 증
가시킨다[9,10]. 이러한 불가피한 출혈이 발생하
는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할 때 수혈을 줄이기 위
해 많은 노력에도 많은 환자들에게 있어 현재도
수술 전후에 수술로 인한 출혈로 수혈이 시행되
고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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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을 줄이려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처치에는 수술 전 빈혈에 대한 교
정을 위해 recombinant erythropoietin (EPO) 치료
[11-15], 정맥 내 철분제제의 사용 등이 있으며 수
술 중 출혈을 줄이기 위하여 지혈제의 사용
[16,17], 자가수혈[5,18], 셀세이버(Cell saver) 그리
고 트라넥사믹 산(Tranexamic acid, TXA) 주사
[19,20]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기관에서는 2002년부터 무수혈센터를
개소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수혈을 피
하고 출혈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개발하여 왔으며, 수혈을 피하기 위한
대체 수혈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수혈을 최소화하
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형외과 수술시 수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본 연구기관의 환자혈액관리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본 론
본 연구기관에서는 무수혈 정형외과환자를 수
술하면서 다년간 연구한 프로토콜을 발전시켜,
이로 인해 500여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을 수
혈 없이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일반 환
자군에게도 적용하여 수혈률을 줄이고자 하는 연
구를 지속하고 있다[1]. 정형외과 영역에서 수혈
을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는 본 연구기관에서
의 환자혈액관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수술 전 환자혈액관리 프로그램(preoperative patient blood management of orthopaedic surgery)
환자혈액관리 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은 기본적

으로 recombinant EPO (subcutaneous recombinant
erythropoietin, Darbepoetin; Aranesp, Amgen Inc.,
Thousand Oaks, CA, USA) 40 g 피하 주사(subcutaneous)와 정맥 철분 보충제인 철 수산화물 자당
복합제 100 mg (Venoferrum: ferric hydroxide sucrose
complex, Vifor Pharma Ltd., Glattbrugg, Switzerland)
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수술 전 환자의 혈색소가 10 g/dL 이하이면, 혈
색소가 10 g/dL에 도달할 때까지 recombinant
EPO 40 g을 주 3회 피하 투여하고, 정맥 철분
보충제(Venoferrom) 100 mg을 매일 투여하였다.
혈색소가 10 g/dL 이상이면, 수술 전 피하 recombinant EPO 40 g과 정맥 철분 보충제를 각각
수술 직전 1회 투여하고 바로 수술을 진행하였
다. 대부분의 수술은 환자의 혈색소가 10 g/dL 이
상인 경우 시행하였으나 일부 골절환자들에게서
는 골절부의 지속적 내부 출혈로 인해 무리하게
수술을 연장할 수 없어 8 g/dL 이상이면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였다(Table 1).

2. 수술 중 환자혈액관리 프로그램(intraoperative patient blood management of orthopaedic surgery)
수술 중 환자가 저체온일 경우 혈소판 기능 감
소와 응고 장애를 일으켜 출혈이 증가할 수 있으
므로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시키도록 유의하면서,
척추수술과 같이 전신마취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
외하고 되도록이면 전신마취보다는 척추마취 혹
은 경막외 마취를 권장하였다.
수술시 출혈이 발생하면 셀세이버를 이용하여
출혈되는 피를 수거하여, 세척하고, 재 주입하는
과정을 통해 환자의 혈액 소실을 줄였다.
그와 함께 트라넥사믹 산을 정주하거나 관절
내 혹은 수술부 주위 근육에 주사함으로써 출혈
을 매우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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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정맥혈전색전증의 발생 위험성을 주의해
야 하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수술 직전 1 g을 정주
투여하여 환자의 출혈성 경향을 감소시켰다(Table 2).

3. 수술 후 환자혈액관리 프로그램(postoperative patient blood management of orthopaedic surgery)
수술 후에도 수술 전과 유사하게, 환자의 혈색
소가 10 g/dL 이하이면, 혈색소가 10 g/dL에 도달
할 때까지 recombinant EPO 40 g을 주 3회 피하
투여하였고, 정맥 철분 보충제를 매일 투여하였
다. 수술 후 혈색소가 10 g/dL 이상이면, recombi-

nant EPO 40 g과 정맥 철분 보충제를 각각 1회
투여 후 혈색소 수치를 측정하고, 각각의 수술 별
혈색소 수치를 수술 전, 수술 직후, 수술 후 1일,
3일, 5일, 7일로 나누어 혈역학적 변화를 관찰하
면서 추가적인 환자혈액관리 프로그램의 진행 여
부를 결정하였다. 환자의 혈색소 수치가 급격하
게 저하되거나, 전신상태의 악화로 신속한 수혈
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혈액관리 프로
그램으로 수술을 진행하였다[1,7](Table 3).

4. 수술 후 혈색소의 변화
상기 기술한 환자혈액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

Table 1. Preoperative patient blood management protocol
Preoperative patient blood management protocol: SC recombinant erythropoietin and IV iron supplements
Hb≥10 g/dL: SC recombinant erythropoietin and IV iron supplements once before operation
Hb＜10 g/dL: 3 times a week SC recombinant erythropoietin and daily IV iron supplements until reaching Hb level
around 10 g/dL (the lower limit of hemoglobin was 8.0 g/dL for operation in hip fracture patients)
Abbreviations: SC, subcutaneous; IV, intravenous.

Table 2. Intraoperative patient blood management protocol
Intraoperative patient blood management protocol
Normothermia
The use of cell saver
IV Tranexamic acid: 1 g of TXA is given immediately before operation, except high risk patients for venous thromboelbolism
Abbreviations: IV, intravenous; TXA, Tranexamic acid.

Table 3. Postoperative patient blood management protocol
Postoperative patient blood management protocol: SC recombinant erythropoietin and IV iron supplements
Hb≥10 g/dL: SC recombinant erythropoietin and IV iron supplements once before operation
Hb＜10 g/dL: 3 times a week SC recombinant erythropoietin and daily IV iron supplements until reaching Hb level
around 10 g/dL
Abbreviations: SC, subcutaneous; IV, intrav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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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골절 수술과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크고 작
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수술에서 수술 후 혈
색소 수치는 수술 후 3일째 최저치를 보이고 그
후 점차 회복하여 대부분 1주일 이내 혈색소 수
치가 10 g/dL 이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타과와 달리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골절제면
혹은 골절면에서 지속적인 소량의 출혈이 수술
후에도 지속되어 수술 직후 최소 혈색소 수치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술 후 2∼3일째 더욱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3일 이후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
다. 환자혈액관리 프로그램의 이용과 함께 환자
혈색소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여 안정적인 프로그
램을 유지할 수 있었다(Fig. 1).

결 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고관절, 슬관절)과 같은 출혈을 동반하는
정형외과 수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Fig. 1. Perioperative hemoglobin pattern with patient blood management protocol.

되며, 이러한 정형외과의 노인 환자들은 생리 학
적 회복 능력이 약화되어 수술 전후 발생하는 출
혈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1,7,8]. 따라서 수술
후 발생하는 빈혈을 교정하고, 수술 후 빠른 회복
을 도모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수혈을 시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또한 앞으로 혈액을 기증 할
수 있는 인구는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지만, 고
령 환자의 혈액 사용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혈액 부족과 수혈의 안전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1,22].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은 다른 정형외과
수술에 비해 출혈이 많은 편에 속한다. 고관절 인
공관절치환술과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모두 수
술 시에 적당한 크기의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위
해서 골을 적절히 절제하고 인공관절 삽입물을
넣게 되는데, 이때 골을 절제하거나 갈아내면서
이로 인한 필연적인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1,7].
또한 수술 후에도 자연적으로 출혈이 대부분 멎
지만 골 절제부에서 소량의 출혈이 수술 후 2∼3
일째까지 지속될 수 있어 혈색소 수치가 낮은 환
자나 무수혈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에게서는 매우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개 혈색소 수
치는 정상을 12 g/dL 이상으로 보는데,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대략 2∼3 g/dL 정도 감소하게 되며
[23], 수술 전 빈혈이 없이 충분히 혈색소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수술 전 특별히 주의할 부분은 없
지만 수술 전 혈색소 수치가 10 g/dL 이하로 빈혈
이 있는 환자들은 수술 전후로 출혈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되도록 수혈을 줄일 수 있
는 환자혈액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시, 혈색소 수치가 수술 후에 떨어질 경우, 대부
분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혈을 줄이려고 하기보
다는 혈색소 수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손쉬운 방
법인 수혈을 하고 있고 환자혈액관리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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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대해 기울이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1,23].
수혈은 수술 전후 관절감염, 전신감염, 내부기
관 손상, 장기입원, 정맥혈전색전증 및 사망률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된 위험이 있다[21].
면역학적으로, 수혈은 일반적으로 체액면역의 상
승 조절과 대식세포와 T세포 면역의 하향 조절을
일으키고, 대식세포의 식세포 활성을 감소시킨다
[7]. 이와 같이 동종 수혈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몇몇 연구는 수혈과 수술 후 이환율
및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22,
24].
본 연구에서는 recombinant EPO를 이용하여 수
혈의 필요성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 몇몇의
연구에서는 말기신부전 환자와 재생불량빈혈 환
자에서 recombinant EPO가 적혈구 수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12,13]. Recombinant EPO
는 골수에서 적혈구의 증식, 분화, 성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이는 골수에서 적혈
구 전구세포의 생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면
역기능조절의 역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combinant EPO가 적혈구생성촉진인자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이는 적혈구 생성을 촉
진하게 된다[25,26].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철분 보충제의 정주는
심각한 부작용 없이 헤모글로빈 수치를 상승시키
고 동종 수혈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7-29]. 정형외과의 정규 혹은 응급수술에서
제한적인 수혈 프로토콜에 더해 수술 전후 정맥
내 철분제 주사는 recombinant EPO 투여와 관련
없이 수혈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29,30].
최근 들어 수술실내에서 수술 중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방법으로
트라넥사믹 산이 이용되고 있다[4,16,17,19,20].

트라넥사믹 산의 사용은 출혈 문제 및 수혈의 필
요성을 확연히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
적이다. 트라넥사믹 산은 수술실에서 출혈을 줄
이는데 중점을 둔 제제이면서, 사용방법이 쉽고
이로 인한 합병증도 적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직
전 1 g을 투여하여 수술부 출혈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토콜은 적혈구생성촉진인
자, 철분제제 및 셀세이버의 사용으로 출혈의 감
소 뿐만 아니라 혈액 보존과 재생산에도 중점을
두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수술중에 셀세이버를 이용하여 수집 된 혈액
을 여과기에 통과시켜 용혈 된 세포, 유리 헤모글
로빈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세척한뒤 재주
입할 수 있다. 셀세이버는 수술 중 발생하는 실혈
을 모을 수 있어서 조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하
거나 환자에게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경우 환자
의 혈액을 모아 세척하여 적혈구를 재주입하여
동종 수혈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1,7,
31,32]. 물론 감염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이 사실이나 셀세이버의 사용에도 감염의 증가는
본 연구기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1].
이 연구의 제한점은 혈색소 수치만으로는 수
술후 실혈량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
기에 수술 전후 발생하는 실혈량을 추정할 수 있
는 다른 지표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
라 생각한다.

요 약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혈 없이 recombinant EPO, 철분제제 그리고 셀세이버와 트
라넥사믹 산을 조합하여 사용한 환자혈액관리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본 연구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수술을 진
행하면서 빈혈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합병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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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았다. 감염률과 합병증 발생률, 사망
률은 기존에 발표 되었던 다른 연구결과와 다르
지 않았다. 따라서 수혈없이 정형외과 수술을 시
행하는 환자들에게 본 연구의 프로토콜은 수혈을
대체하는 환자혈액관리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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