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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Report

적혈구 제제의 수혈 적정성 평가를 위한 수혈 전 혈색소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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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blood cell transfusions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risk of transfusion transmitted infections, and inappropriate
transfusions may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patient's clinical course. The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was
used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the hemoglobin level before transfusion and to use it as a basis for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A program was developed for assessing the hemoglobin level that was checked within five
days before a red blood cell transfusion. The hemoglobin level was analyzed according to each clinical department
and the site where the transfusion had been done from Jun to Dec 2018. A total of 10,520 units of red blood
cells were transfused, and leuko-reduced units accounted for 2,225 units (21.2%). The hemoglobin measurements
were taken in all units within five days. The median hemoglobin level before the transfusion was 7.9 g/dL.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emoglobin level (P＜0.0001) was observed among clinical departments and transfusion
sites. The median hemoglobin level in cardiolog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medical sub-departments.
The hemoglobin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perating room (10.3 g/dL) than in the hemodialysis room
(7.15 g/dL). The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the hemoglobin level before a transfusion may be used as data
for communication with the clinical department. (Korean J Blood Transfus 2019;30:23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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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혈구 수혈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의
료행위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수혈전파성 감염
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부적정한 수혈은 환

자의 임상경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1], 적
정 수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혈
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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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수혈의 적정성을 전향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던
국내 연구에서 혈액을 신청하는 의사들과 혈액의
요청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하는 부분이 가장 어
려웠다는 보고가 있으며[2], 수혈의 실제 행위에
대한 정보가 임상의와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적혈구 수혈의 원칙은 환자 개개인의 임
상적 상태의 평가가 중요하지만 수혈 전 혈색소
수치가 객관적 기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3,4]. 이에 저자들은 병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수혈 전 혈색소 농도 분포를 조사하여 적정
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동아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정보시
스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적혈구 제제 수혈 전
5일 이내 검사된 혈색소 수치를 조회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환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진료과, 진료

장소, 수혈 받은 혈액제제의 종류도 조회 가능하
도록 하였다.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적혈구
제제가 수혈된 환자를 대상으로 혈색소 농도를
각 진료과별, 수혈이 이루어진 장소를 12개소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MedCalc
software (Version 18.11.6, Ostend, Belgium)을 이용
하였다. 수혈 전 혈색소 농도와 진료과별, 수혈
장소에 따른 차이 유무는 Kruskal-Wallis test를 이
용하여 구하였고, 각 세부그룹간의 통계적 차이
는 Post-hoc analysis를 이용하였다.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
다.
7개월 동안 10,520단위의 적혈구 제제가 수혈
되었고, 이 중 백혈구 제거 제제는 2,225단위(21.2%)
를 차지하였다. 5일 이내 혈색소 농도 측정은 모
든 적혈구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남성에게 수혈

Fig. 1. Box and whiskers plot of pre-transfusion hemoglobin in the 22 clinical departments. The central boxes
represent the values from the 25 th to 75th percentile. The middle line represents the median. The vertical line
extends from the minimum to the maximum value, excluding the outside and far out values, which are displayed
as black colored points and red colored points, respectively.
Abbreviations: AI, allergy; CI, cardiology; CS, chest surgery; EM, emergency medicine; GI, gastroenterology;
GS, general surgery; HI, hemato-oncology; IC, intensive care department; II, infectious diseases; NI, nephrology;
NS, neurosurgery; NU, neurology; OG, obstetrics and gynecology; OL, otolaryngology; OS, orthopedic surgery;
PD, pediatric; PI, pulmonology; PS, plastic surgery; RI, rheumatology; RM, rehabilitation medicine; TR,
therapeutic radiology; UR, ur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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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적혈구 제제는 6,218단위(59.1%)이었고, 수혈
된 환자의 평균 나이는 64.1세 이었다. 수혈 전 혈
색소 농도의 평균값은 8.1±1.7 g/dL, 중앙값은 7.9
g/dL (범위 2.2∼18.4, Q1∼Q3 7.2∼8.8)이었다. 진
료과별로 혈색소 농도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으
며(P＜0.0001), 소아과의 혈색소 중앙값은 10.3
g/dL으로 가장 높았고, 응급의학과의 혈색소 중
앙값은 7.4 g/dL으로 가장 낮았다(Fig. 1). 외과계
열의 혈색소 중앙값은 흉부외과 9.1 g/dL, 일반외
과 8.3 g/dL, 신경외과 8.6 g/dL, 정형외과 8.3 g/dL,
성형외과 8.7 g/dL로 내과계열보다 높았다. 내과
계열의 혈색소 중앙값은 순환기 내과에서 8.4 g/dL
로 타 내과들과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었다(Table 1). 수혈이 이루어진 장소 별로 분석
하였을 때 병동에서 수혈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
으며, 중환자실, 외래주사실, 수술실 순이었다. 수
혈 장소 별로 혈색소 농도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으며(P＜0.0001), 소아과를 제외하였을 때, 수
혈 전 혈색소 농도의 중앙값은 수술실이 10.3 g/dL
으로 가장 높았고, 혈액 투석실은 7.15 g/dL으로
가장 낮았다. 중환자실, 병동, 외래에서 이루어진
수혈의 경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2).
본 연구에서 관찰된 수혈 전 혈색소 농도는 평

균 8.1 g/dL, 중앙값 7.9 g/dL로 2009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평균 8.0 g/dL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5]. 2010년에 일반 입원 환자들 중 수혈량
이 대표적으로 높은 3개 부서를 조사한 국내 연
구에서는 수혈 직전 혈색소값을 평균 7.5 g/dL으
로 보고하였고[6], 이는 응급실이나 수술실 환자
들이 포함될 경우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진료과별로 수혈 전 혈색소 농도는 유의미
Table 2. Distribution of pre-transfusion hemoglobin
among the 12 clinical sites
Median Transfusion
Hb (g/dL)
units

Clinical site
Intensive care unit (ICU)
Ward
Outpatient department
Emergency room
Operating room
Delivery room
Neonatal, pediatric ICU
Dialysis room
Ward, pediatric
Stem cell transplant room
Outpatient department, pediatric
Operating room, pediatric

7.8
7.8
7.9
7.3
10.3
7.8
11.3
7.15
7.8
7.2
8.4
11.6

2,073
5,438
977
761
959
81
128
24
28
33
17
1

Table 1. Comparison of the pre-transfusion hemoglobin level among eight medical departments during a seven month period
Departments
Allergy
Cardiology*
Gastroenterology
Hemato-oncology
Infectious diseases
Nephrology
Pulmonology
Rheumatology

Total TF Units

Hb (g/dL) Median

Q1

Q3

17
409
1,299
3,269
312
573
462
70

7.8
8.4
7.7
7.8
7.7
7.8
7.6
7.5

7.3
7.5
7.0
7.3
7.0
7.2
7.0
6.5

8.3
9.7
8.3
8.6
8.4
8.5
8.2
7.9

*P＜0.05 by Post-hoc analysis.
Abbreviations: TF, transfusion; Hb, hemoglobin; Q1, first quartile; Q3, third quar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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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2017년 세브란스병원
에서 발표한 적혈구 수혈 결정 최저 혈색소 수치
가 임상 진료과별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다
는 결과와 일치하였다[7]. 본 연구에서도 수술이
이루어지는 외과계열의 혈색소 중간값은 내과 계
열과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번 연구에
서는 내과계열을 8개의 세부 파트별로 비교하였
을 떄 순환기 내과의 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수혈 가이
드라인과 비교해서 일치하는 소견이다. 2016년
국가 가이드라인[8]에서도 시술이나 수술 중 적
혈구 수혈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혈색소 7∼
8 g/dL면 충분히 산소 공급이 가능하지만 관상동
맥질환 등의 심장실환, 폐기능 이상 혹은 뇌순환
이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색소 10 g/dL 정
도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혈액
은행협회에서 발표한 적혈구 수혈 가이드라인[9]
에도 제한적 수혈 권고 기준인 혈색소 7 g/dL가
대부분의 임상적 상황에서 안전하지만, 급성 관
상 동맥 증후군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제외시키도
록 하였다. 혈액은행에서는 이러한 임상적 상황
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으면, 임상 진료과와 의
사소통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혈 장소 별로 분석한 경우 수술실의 혈색소
중간값이 가장 높았고, 투석실이 가장 낮았다. 세
브란스병원의 연구[7]에서 수혈 당일 수술을 한
군에서는 수혈 결정 최저 혈색소 값의 평균을
11.8 g/dL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술실에서
수혈이 이루어진 경우 혈색소 중간값은 10.3 g/dL
으로 세브란스병원의 11.8 g/dL보다는 낮았다. 하
지만 심장 수술에서 수혈 기준 혈색소 농도에 대
한 대규모 임상연구[10,11]의 제한적 기준 7.5
g/dL나 자율적인 기준 9.5 g/dL보다 상회하고 있
었다. 또한 5개의 수혈 가이드라인을 비교한 리
뷰에서 혈색소 10 g/dL을 초과할 때는 수술이 필

요한 경우라도 수혈의 적응증이 되는 일은 드물
다고 보고[12]하고 있어서 수술환자들의 수혈 기
준이 되는 혈색소 수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되었다.
만성신장질환에서는 빈혈이 흔하게 동반되면
서 적혈구 조혈 자극 약제를 이용해 왔었지만 심
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로 인해서 최소의 사용
을 권고하고 있다[13]. 혈액 투석 환자들을 대상
으로 수혈이 이루어진 전향적 연구에서 수혈 전
혈색소는 평균적으로 7.53 g/dL에서 7.86 g/dL를
보였다고 한다[14]. 본 연구에서는 투석실의 수혈
전 혈색소 중간값 7.15 g/dL를 보여, 낮은 혈색소
농도에 수혈을 시행하고 있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에서의 수혈 비율이나 수혈의 적응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환자들의 임상적 상황에 따
른 차이로 수혈 장소 별로, 임상진료 과 별로 수
혈 전 혈색소 농도 분포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임상 진료과와
의사소통 및 개별 환자에 최적화된 적정 수혈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요 약
적혈구 수혈은 수혈전파성 감염의 위험을 내
포하고 있으며, 부적정한 수혈은 환자의 임상경
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적정 수혈의 중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병원 전산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수혈 전 혈색소 농도 분포를 조사하여 적
정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동아
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정보시스템 자
료를 기반으로 하여 적혈구 제제 수혈 전 5일 이
내 검사된 혈색소 수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
다.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적혈구 제제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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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된 환자를 대상으로 혈색소 농도를 각 진료과
별, 수혈이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10,520단위의 적혈구 제제가 수혈되었고, 백혈구
제거 제제는 2,225단위(21.2%)를 차지하였다. 5일
이내 혈색소 측정은 모든 적혈구 단위에서 이루
어졌다. 수혈 전 혈색소 농도의 중앙값은 7.9 g/dL
이었다. 진료과별로 혈색소 농도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으며(P＜0.0001), 내과계열의 혈색소 중
앙값 중에서 순환기 내과는 유의미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수혈 장소 별로 혈색소 농도는 유의미하
게 차이가 났으며(P＜0.0001), 수술실(10.3 g/dL)
에서 가장 높았고, 혈액 투석실(7.15 g/dL)에서 가
장 낮았다. 중환자실, 병동, 외래에서 이루어진
수혈의 경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수혈 전 혈
색소 농도 분포의 차이는 임상의와의 의사소통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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