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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축적혈구 수혈은 다양한 내과적, 외과적 임상상태에서 

조직에 산소공급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명유지도구이며, 전

체 수혈의 2/3 정도는 수술 전후 기간에 이루어진다. 그러

나 최근 수혈로 인한 AIDS virus 또는 hepatitis B virus 등의 

치명적 감염 및 면역억제 등의 합병증들이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수술 중과 후의 빈혈에 의한 생리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수술 전후의 수혈기준

에 대한 재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

  1960년대 이후부터 수술 전후의 농축적혈구 수혈기준은 

혈색소치(hemoglobin, Hb) 10.0 g/dl 혹은 적혈구 용적(hema-

tocrit, Hct) 30%로 전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2) 그

러나, 그 이후 많은 실험 또는 임상 연구가 Hb 10.0 g/dl 이

하의 빈혈에도 주요한 이환율 및 사망률이 발생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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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A new transfusion guideline was developed to reduce the number of unnecessary blood preparations and trans-

fusions as well as the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transfusions in an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OPCAB) procedure.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using existing guidelines.

  Methods:  The patients who had undergone an elective OPCAB were divided into 2 groups.  In group A (n = 70, with existing 

transfusion guideline), the anesthesiologists transfused to a Hemoglobin (Hb) level of 8.0-10.0 g/dl based on the decisions of 

the anesthesiologists or surgeons.  In group B (n = 102, using new transfusion guideline), the transfusion was performed to a 

Hb of 8.0 g/dl.  The number of preoperative blood preparations, transfusions, and wastage were evaluated, and the Hb concentrations 

were examined preoperatively, postoperatively, at discharge, and 2 weeks after surgery.  The incidence of postoperative compli-

cations in the two groups was compared.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operative,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minimal Hb concentrations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Hb concentrations in group B on the day after surgery, at discharge, and 2 weeks after 

surgery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P ＜ 0.001); the Hb was ＞ 10.0 g/dl in group B (minimum 

Hb 10.4 g/dl).  The rate of bloodless OPCAB increased from 2% to 57%.  There was a similar number of blood restorations 

and wastage, incidence of wound infections, bleeding, arrhythmias, myocardial infarctions, sudden death, length of the ICU stay 

and postoperative admissions in the two groups.

  Conclusions:  With the new transfusion guideline, number of P-RBC preparations and transfusions wa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out an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complications.  (Korean J Anesthesiol 2006; 51: 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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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고해 왔고,3) 특히 여호와의 증인 등의 극한적 빈혈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4,5) 그리하여 급성 빈혈인 경우 Hb 7.0 g/dl까지

는 심박출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잘 적응하며,3) 만성 신부전

증 등의 만성 빈혈인 경우 Hb 7.0 g/dl 이하에서도 심박출

량 증가 없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우회술을 받는 심근허혈 환자들은 질병의 특수

성 때문에 빈혈에 의한 허혈의 심화, 뇌경색, 급사 등의 부

작용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병원에서 농축적혈구 수혈기준

으로 Hb 10.0 g/dl, 혹은 Hct 30%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술 

전 혈액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Doak과 Hall은6) 관상동맥우회술 시 더 낮은 혈색소농도

(Hb 5.8-17.2 g/dl) 범위에서도 심근허혈 발생 없이 안전하

음을 밝혔으며, Johnson 등도7) 체외순환 관상동맥우회술

시 Hct을 25% 이하로 유지하면서 수혈한 군이 Hct이 30% 

이상이 되도록 수혈한 군과 비교해 혈역학적 지표, 합병증, 

수액 투여량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운동검사 상에서

도 운동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이에 본 저자들은 본원에서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

술(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OPCAB)을 시행 받는 환

자들의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Hb 8.0-10.0 g/dl를 기준으로 

수혈한 기존수혈기준군과 새로이 수립한 수혈기준으로 수

혈한 군으로 나누어, 농축적혈구의 준비량, 수혈량, 반납 및 

폐기량과 함께 수술 전후의 Hb 수치를 비교하 으며, 수술 

후 빈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과 입원

기간 등을 관찰하 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8월부터 2년 동안 OPCAB을 시행 받은 미국 마취

과학회 분류 1, 2, 3 등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수혈한 군(A군, 70명)과 새로 수립한 수혈기준(Table 

1)에 맞춰 수혈한 군(B군, 102명)의 진료기록을 후향적으로 

관찰, 분석하 다. A군에서는 수술 전 Hb 수치와 상관 없이 

최소 농축적혈구를 2 units 이상 준비하 고, 수술 중 cell 

saver를 통한 자가 혈액을 수혈하 으며, 수술 전후 Hb이 

8.0-10.0 g/dl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농축적혈구를 수혈하

다. 이에 반해, B군에서는 수술 전 Hb이 13.0 g/dl 이상일 경

우 농축 적혈구 1 unit, 13.0 g/dl 미만일 경우 2 units 를 준

비하 다. 마취유도 후 중심정맥관을 통해 Swan Ganz 

catheter를 삽입하 고, 심장박출계수(cardiac index)를 연속적

으로 감시하면서 2.0-2.5 L/min/m2 범위로 유지되도록 하

으며, 폐모세혈관쐐기압(pulmonary capillary wedge pressure, 

PCWP)이 8-12 mmHg으로 유지되도록 먼저 교질액 (VolubenⓇ, 

Freseni-Carbi, Höhe, Germany) 500 ml와 20% albumin 200 ml

를 투여한 후 소변량을 고려하여 정질액을 투여하 다. 이

식혈관 연결이 끝난 후 먼저 cell saver에 의해 수집된 자가

혈액을 수혈하고 난 후, Hb 8.0 g/dl를 목표로 농축적혈구를 

수혈하 다. 수술 중의 Hb 수치는 마취유도 직후, heparin 

투여 직후, 관상동맥우회시술 직전, protamine 투여 직후, 그

리고 중환자실 이송 30분 전에 동맥혈가스분석을 통해 측정

하 다. 수술 당일 중환자실에서의 수혈은 A군은 Hb 8.0- 

10.0 g/dl 이상 유지되도록 행해졌으나, B군에서는 1) Hb 8.0 

g/dl 미만일 경우, 2) 8.0 g/dl ＜ Hb ＜ 9.0 g/dl인 경우 흉관 

배액량이 400 ml/hr 이상이거나, 출혈이 지속되어 흉관 배액

량이 800 ml/day 이상일 때 이루어졌다. 수술 다음날부터는 

A군은 Hb 10.0 g/dl, B군은 Hb 9.0 g/dl를 기준으로 수혈하

다. 수술 전후 기간 동안 aprotinin, tranexamic acid 그리고 

erythropoietin 등의 제제는 사용하지 않았다.8) 수술 후 중환

자실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로 대사

성 산증을 치료하 으며, 퇴원 직전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

하여 전반적인 상태, 심박출량 등을 관찰하 다.

  두 군의 농축적혈구 준비량, 수혈량, 수술 후 반납량 그

리고 폐기량을 비교하 으며, 수술 전과 직후, 수술 당일 

중환자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최저치, 퇴원 시 그리고 

수술 2주일 후 외래방문시의 Hb을 비교하 다.

  수술 후 중환자실 이송 즉시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함께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심전도, 혈압, 심장박출계수를 연속

적으로 감시하 고,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방 세동을 포함

한 모든 종류의 심방 부정맥과, 리도케인이나 amiodarone의 

사용이 필요했던 심실성 조기박동이나 심실성 빈맥성 부정

맥이 있는 경우 부정맥의 발생으로 판단하여 두 군 간의 

Table 1. New Guideline of Packed Red Blood Cells Transfusion 
in OPCAB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Preoperative blood reservation

  - P-RBCs; 1 unit, if preoperative Hb ≥ 13.0 g/dl

2 units, if preoperative Hb ＜ 13.0 g/dl

Intraoperative transfusion

  - Reuse the blood collected by cell saver.

  - Tranfuse P-RBCs, if Hb ＜ 8.0 g/dl

2. Postoperative transfusion

- POD # 0

Hb ＜ 8.0 g/dl; give P-RBCs according to above formula

Hb 8.0-8.9 g/dl; give P-RBCs if chest tube drainage ＞

  400 ml/hr or if Hb is decreasing and chest tube drainage

  ＞ 800 ml in total

Hb ≥ 9.0; wait

- POD # 1 and after 

transfuse P-RBCs if Hb ＜ 9.0 g/d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BCs: packed red blood cells, Hb: hemogl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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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빈도를 비교하 다. 1도 방실 차단은 부정맥 발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심전도상 수술 후 새로 나타난 Q파가 

있는 경우와 수술 직후, 수술 다음 날 아침, 수술 후 24시

간에 측정한 CK-MB 수치가 50 ng/ml 이상인 경우 심근경

색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두 군을 비교하 다.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을 조기 사망으로 정의하여 비교하 고, 수

술 후 출혈로 인한 재수술 여부와 수술 후 퇴원 시까지 창

상의 감염이나 봉합이 필요했던 창상의 벌어짐 유무를 비

교하 다. 그리고 중환자실 체류일자, 수술 후 재원기간도 

함께 비교하 다.

  모든 측정치는 평균 ± 표준편차 또는 환자수로 하 고, 

정규분포하지 않는 측정치의 경우 중심값(median) (25-75 

분위수)로 표시하 다. 두 군 간의 성별, 수술 후 부작용 발

생 빈도의 비교는 chi-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사용

하 고, 수술 전 농축적혈구 준비량, 수혈량, 반납량 및 폐

기량, 각 시점에서의 Hb, 중환자실 체류기간 그리고 수술 

후 재원기간은 t-test와 Mann Whitney rank sum test로 비교

하 으며, P 값이 0.05 미만인 것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다. 

결      과

  본 연구에서 두 군의 대상환자 간의 나이, 성별, 신장, 체

중, 문합 혈관수, 수술시간, 그리고 수술 당일 cell saver 투

여량과 흉관 배액량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수술 전, 수술 직후 및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의 최저 Hb

은 두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술 

다음 날, 퇴원 시, 그리고 2주일 후 외래 방문 시의 Hb은 B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나(P ＜ 0.001), 평균(혹은 중심값) 

Hb은 10.0 g/dl 이상으로 유지되었다(Table 3). 

  농축 적혈구의 준비량, 총 수혈량 및 수술 시 수혈량도 B

군이 유의하게 적었다(P ＜ 0.001). 무수혈 관상동맥우회술

이 기존의 2%에서 57%로 증가되었다. 농축적혈구 반납량은 

B군에서 2 units (1-2 units)로 A군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폐기량은 두 군에서 0 unit (0-0 

unit)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수술 후 부정맥, 심근경색, 조기사망, 출혈 및 창상감염 

모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5). 중환자실 

체류기간은 A군과 B군에서 각각 1.5 ± 1.2일, 1.4 ± 0.9 

일로 차이가 없었고, 수술 후 재원기간도 각각 6.8 ± 2.7 

Table 2. Demographic Data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A (n = 70) Group B (n = 10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ge (yr) 63.0 (56.6-69.0) 63.0 (55.4-67.7)

Sex (M/F) 52/20 70/32

Height (cm) 162.0 (156.0-169.3) 162.0 (154.9-170.0)

Weight (kg) 65.9 ± 11.1 66.7 ± 10.7

Operation time (min) 252.5 (225.0-290.2) 270.0 (240.0-290.0)

Number of grafts 3.4 ± 1.0 3.7 ± 1.2

The amount of chest

  drainage in POD 550.0 (380.2-660.3) 495.4 (380.1-690.3)

  #0 (m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numbers and means ± SD. Non-normally 

distributed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ranges). Group A: pre-

existing transfusion guideline, Group B: new transfusion guideline, 

POD: postoperative day.

Table 3. Comparison of Hemoglobin Level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A Group B
Hb, g/dl P value

(n = 70) (n = 10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Preoperative 13.0 (12.2-13.8) 13.0 (11.8-14.2) NS

ICU arrival 9.9 (9.2-11.1) 9.6 (8.9-10.6) NS

Lowest in ICU 9.3 ± 1.0 9.2 ± 1.2 NS

POD #1 11.3 (10.6-12.2) 10.4 (9.6-11.5) ＜ 0.001

At discharge 11.4 (10.7-12.3) 10.4 (9.7-11.1) ＜ 0.001

2 weeks after
12.2 ± 1.1 11.3 ± 1.2 ＜ 0.001

  operat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Non-normally distributed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ranges). Group A: preexisting transfusion 

guideline, Group B: new transfusion guideline, Hb: hemoglobin, 

ICU: intensive care unit, POD: postoperative day.

Table 4. The Numbers of Request, Delivery, Transfusion, Restora-
tion and Wastage of Packed Red Blood Cells in OPCAB Patient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A Group B
P value

(n = 70) (n = 10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Requested (units) 3 (3-5) 2 (2-3) ＜ 0.001

Delivered (units) 3 (3-5) 2 (2-3) ＜ 0.001

Transfused (units)

  OR 1 (0-2) 0 (0-1) ＜ 0.001

  POD #0 1 (0-2) 0 (0-0) ＜ 0.001

  Ward 0 (0-0) 0 (0-0) NS

  Total 2 (1-4) 0 (0-2) ＜ 0.001

Amounts of cell saver
323.6 ± 64.2 306.0 ± 44.1 NS

  Blood transfused (ml)

Restoration (units) 1 (0-3) 2 (1-2) NS

Wastage (units) 0 (0-0) 0 (0-0) N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Non-normally distributed data 

are expressed as median (ranges). Group A: preexisting transfusion 

guideline, Group B: new transfusion guideline, OR: operating room, 

POD: postoperativ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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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7 ± 2.5일로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농축적혈구 수혈은 산소운반능력 증대라는 이점과 함께 

감염과 면역억제9-12)라는 크게 두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혈액은행 관리 능력을 감안할 때, 세균성 감

염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바이러

스성 감염이 문제시되고 있다. 가장 흔히 간염바이러스(B형 

간염, C형 간염),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cytomegalo-

virus, human T-cell lymphotropic virus 등이 문제가 되고 있

는데, 특히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같은 심각하고 치명

적인 감염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행되고 있는 수혈에 대해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가수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자가수혈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

술 전 자가 헌혈법, 수술 중 혈액 구제, 그리고 급성 정상 

혈량성 혈액희석법 등이다. 자가수혈 방법마다 각각의 장단

점이 있으므로 적응증에 맞게 적절한 방법의 자가수혈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ell saver를 통한 수술 중 

혈액 구제법을 사용하 다.

  농축적혈구 수혈은 산소운반력 감소로 인한 조직 저산소

증을 피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경한 빈혈인 경우 정상 

혈액량이 유지될 경우 수술 전후의 이환율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혈로 인한 조직 저산소증으로 

올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심근 허혈, 급사, 조직 허혈, 수술 

후 창상감염, 지연된 창상치유, 그리고 이로 인한 재원기간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13) 이로 인해 수술 전후의 이환율

과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조직 저산소증이 수혈해야 할 만큼 임상적

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특이적 검사는 없

다. 따라서, 염기과잉, 산소 추출율, 혈장 젖산 수치, 심장박

출계수 등이 이런 임상상황을 반 해주는 지표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통한 

염기과잉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여 농축

적혈구 수혈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산

소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는 위의 검사들보다 매우 약

하지만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Hb 수치가 수혈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축적혈구 수혈은 Hb 7.0 g/dl 이하일 때 적

절하다고 알려져 왔으나,3,14,15) 앞으로 계속 출혈할 가능성이 

있거나, 동반된 기저질환의 유무에 따라 더 높은 Hb 수치

에서도 수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Hb 수치와 함께 

산소운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심장질환, 폐질환, 심박출

량, 그리고 혈색소-산소 친화도 등을 고려하여 수혈을 결정

하게 된다.

  1998년 Hebert 등은 캐나다 중환자실 의사 193명을 대상

으로 수혈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발표하 다. 이들 중 대

부분은 Hb 8.0-10.0 g/dl 범위에서 수혈하고 있었으며(40%: 

10.0 g/dl, 35%: 9.0 g/dl), 일단 수혈하고자 결정했으면 90% 

이상이 2 units 농축적혈구를 수혈한다고 답했다.3) 본원에서

도 OPCAB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수혈기준군에서는 

Hb 8.0-10.0 g/dl 사이에서 수혈해 왔으며, 국내 보험기준

이 농축적혈구 2 units 이상일 때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수혈하기로 결정되면 농축적혈구 2 units 이상을 수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수혈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만약에 있을 출혈에 대비하여 과다한 

양의 혈액 제제를 준비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고 반환되거나 

폐기되는 혈액량이 많아 불필요한 수혈과 혈액준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OPCAB을 받는 환자들은 명백히 관

상동맥 관류가 감소된 환자들이므로 일반환자들보다 더 높

은 Hb을 기준으로 수혈되어져 왔으나,3,16) 여러 임상, 실험 

연구에서 기존 수혈기준보다 더 낮은 Hb에서도 관상동맥 

관류량이 잘 유지되고, 허혈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17)

  Jan 등의18) 실험에 따르면, 마취된 개에서 관상동맥 혈류량

은 혈색소수치가 낮을수록 빨라져, 적혈구용적률 25% 때 심

박출량이 가장 커지게 되며, 심근의 산소소모량(oxygen con-

sumption)도 적혈구용적률 25%일 때 가장 크다고 한다. Shah 

등도19) 혈관질환의 수술 시 정상혈량성 혈액희석법(isovolemic 

hemodilution)을 실시하여 혈색소치를 12.5 ± 0.6 g/dl 에서 

10.2 ± 0.5 g/dl로 감소시킬 경우 오히려 심박출량과 산소 

운반량이 증가하며 산소소모량도 증가하게 되므로 동맥경

화성 혈관질환자들에서 좋은 마취방법이라는 연구를 발표

하 다. Shah 등은20) 또 다른 연구에서 농축적혈구 수혈로 

인해 혈액의 점성도(viscosity)가 증가하여 조직 관류량이 감

소되어 조직의 산소공급이 줄어들고, 전신혈관저항도 커져 

Table 5. Postoperative Complications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Group A Group B
P value

(n = 72) (n = 102)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Arrhythmia 9 10 NS

Postoperative MI 0  0 -

Early death 0  0 -

Postoperative bleeding 0  0 -

Wound problems 3  5 NS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Data are expressed as numbers. Group A: preexisting transfusion 

guideline, Group B: new transfusion guideline, MI: myocardial infar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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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심장박출계수가 감소한다고 하 다. 또한 농축

적혈구의 수혈이 산소운반능력은 증가시키나, 2, 3 DPG가 

낮은 오랜 기간 저장된 혈액은 혈색소-산소해리곡선에서의 

P50이 낮아 혈색소의 산소친화도가 증가하여21) 실제로 조직

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지 못하게 된다고 하 다. Fitzgerald 

등도22) 28일간 citrate phosphate dextrose adenine-1에 보존된 

저장혈액은 신선농축적혈구에 비해 조직산소섭취(VO2)가 유

의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원에서는 고식적 관상동맥우회술과 OPCAB 수술 모두

에서 자가수혈의 한 방법인 자가혈액회수법을 사용하여 출

혈된 혈액을 다시 재수혈함으로써 부족한 혈액량을 먼저 

채운 후 동종 혈액을 수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엄격한 수혈기준으로 수혈한 군에서 cell saver를 통

해 구득한 혈액의 재투여만으로도 목표 혈색소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무수혈 수술이 57%까지 증가함을 보 다. OPCAB 

수술은 심폐우회로(cardiopulmonary bypass circuit)를 사용하

지 않음으로써 혈액응고 체계를 유지하여 농축적혈구와 그 

외 혈액 제제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3)

  또한, 생리적으로 빠르면 3일, 안전하게 1주일 정도면 충

분히 회복되는 혈액 재생을 고려하고24,25) 퇴원 시 Hb 10.0 

g/dl, 1-2주 후 외래 방문 시 Hb 11.0-12.0 g/dl 이상 될 

것을 예상하여 중환자실에서의 농축적혈구 수혈기준을 Hb 

9.0 g/dl로 정하 는데, 저자들의 예상대로 퇴원 시 Hb 10.4 

(9.7-11.1), 외래 방문 시 Hb 11.39 ± 1.20으로 측정되었다. 

수술 후 1일째, 퇴원 시 그리고 외래 방문 시 측정한 Hb 수

치가 새 수혈기준군에서 유의하게 적었으나 평균 혹은 중

심값이 모두 10.0 g/dl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빈혈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의 발생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혈기준이 Hb 8.0-10.0 g/dl로 

비교적 모호했던 군에 비해 엄격한 수혈기준을 마련하여 

수술 중 Hb 8.0 g/dl를 기준으로 농축적혈구를 수혈한 군에

서 농축 적혈구 준비량과 수혈량을 의의 있게 줄일 수 있

었고 농축적혈구 수혈기준을 낮추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환자실 체류기간, 재원기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향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했고, 일반적으로 빈혈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수혈기준의 변화가 결과에 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

상으로, 여러 병원의 통합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산소추출률(oxygen extraction ratio), 혈장 젖산 수치

(serum lactate levels), 심장박동계수 등의 여러 자료가 뒷받

침되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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