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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Until recently, it was not easy to conduct intraoperative autotransfusion in children due to technical limitations, 

however, due to advanced technology this is now possib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if the intraoperative use of 

the continuous autotransfusion system (CATS
Ⓡ

) can reduce homologous transfusion during pediatric orthopaedic surgery.

  Methods:  Fifty-five children scheduled for elective orthopaedic surgery were reviewed and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availability of the CATS
Ⓡ

.  The control group (n = 29) had surgery without the cell saver, whereas the CATS
Ⓡ

 group 

(n = 26) had surgery with the cell saver.  The amounts of perioperative homologous transfusion were then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The amount of homologous blood transfusion required during the operation was significantly less in the CATS
Ⓡ

 group 

5 ± 10 (ml/kg) than in the control group 15 ± 13 (ml/kg) (P ＜ 0.01).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amount of homologous 

blood transfusion required after operation between the groups.

  Conclusions:  CATSⓇ can reduce the need for intraoperative homologous transfusion during pediatric orthopaedic surgery.  

(Korean J Anesthesiol 2008; 54: 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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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발달성 고  탈구, Legg-calve perthes 질환, 뇌성마비 등

은 소아에서 정형외과  교정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다. 교

정수술은 여러 차례 시행되며, 를 잘라내는 과정에서 출

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수 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

한다.1,2)

  동종수 로 인한 여러 가지 험성, 즉 간염, 후천성 면

역결핍증 등의 액 매개 성 질환의 감염, 동종 면역과 

알 르기 반응, 성 폐손상 등은3-6)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동종수 을 최소화 하기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7,8) 이  수술  cell saver를 이용한 자가수 은 성인에

서 동종수 을 감소시켰지만,9-12) 최근까지 cell saver의 운용

을 해서는 최소 300 ml의 액이 필요했기 때문에13) 

인 출 량이 은 소아에서는 그 사용이 제한 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개된 continuous autotransfusion system (CATSⓇ 

Fresenius AG, Bad Homburg, Germany)은 최소 30 ml의 액

만 채집되면 처리과정을 시작할 수 있어서 소아에서도 

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4-16) 

  따라서 수 이 상되는 소아의 정형외과 수술에서 

CATSⓇ를 이용한 자가수 이 동종수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본 연구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발달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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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Preoperative Data 

CATS (n = 26) Control (n = 29)

Age (yr)  8.6 ± 3.7  8.6 ± 3.7

Weight (kg)  32.6 ± 22.1  32.6 ± 16.9

Height (cm) 124.1 ± 27.8 129.0 ± 34.5

Hb (g/dl) 12.8 ± 1.8 13.0 ± 0.9

Hct (%) 37.2 ± 4.7 38.8 ± 2.3

Operation site Pelvis n = 12 Pelvis n = 8

Femur n = 7 Femur n = 12

Pelvis + Femur n = 7 Pelvis + Femur n = 9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CATS: continuous auto-

transfusion system.

Table 2. Amounts of Estimated Blood Loss and Postoperative 
Drainage

CATS (n = 26) Control (n = 29)

Estimated blood loss (ml)  592 ± 500 594 ± 368

Estimated blood loss/kg (ml/kg) 18 ± 8 19 ± 10

Postoperative drainage (ml)  108 ± 106 111 ± 103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CATS: continuous 

autotransfusion system.

Table 3. Transfusion Amounts 

CATS (n = 26) Control (n = 29)

Autologous blood (ml) 155 ± 160 (n=25) 0

Intraoperative homologous (n = 7) (n = 24)

  pRBC (ml)  118 ± 236* 425 ± 285

  pRBC/kg (ml/kg)   5 ± 10* 15 ± 13

Postoperative homologous (n = 8) (n = 10)

  pRBC (ml) 118 ± 228 103 ± 165

  pRBC/kg (ml/kg) 5 ± 9  5 ± 11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CATS: continuous 

autotransfusion system. pRBC: packed red blood cell, *: P ＜ 0.01 

vs. control.

 탈구, Legg-calve perthes 질환, 뇌성마비 환아  미국마

취과학회 신체등  분류 1−2 인 3−15살까지의 환아를 

상으로 하 다. 상 환아  신 마취 상태에서 동일 

외과의에게 계획 인 퇴부 골 단술이나 골반골 단술

을 받은 CATSⓇ를 사용한 26명(CATS군)과 사용하지 않은 

29명( 조군)의 의무 기록을 후향 으로 분석하 다. 본 연

구는 임상윤리 원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환자 는 보호자

에게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환아는 마취  투약 없이 수술장에 도착하여 심 도, 

압계, 말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하 다. 마취유도를 

해 thiopental sodium 5−6 mg/kg, rocuronium bromide 0.6 

mg/kg 를 정주한 후 기 내 삽 을 시행하 다. 마취 유지

는 50% 아산화질소, 50% 산소  sevoflurane의 혼합가스를 

사용하거나 악성 고열증 험군에서는 propofol과 remi-

fentanil을 이용한 정맥마취로 하 다. 

  수술  수 은 실 량과 실  속도, 수술 의 액검사 

결과, 수술 도 의 응  액검사 결과, 활력 징후 등에 따

라 동일 마취과 의사의 감시하에서 시행하 다. 조군에서

는 수 이 필요하다고 단되면 동종수 을 시행하 고, 

CATS군 에서는 CATSⓇ를 이용하여 생성된 자가 액을 먼

 수 하고, 부족한 액량은 동종 액을 이용하여 수 하

다. 수술 후 병실에서의 수 은 정형외과의의 단에 따

라 시행하 고 추가로 동종 액을 수 한 경우 그 양을 기

록하 다. 

  각 군의 수술  실 량, 수술 후 배액량, 수술   수

술 후 수 량을 기록하 고 수술 , 수술 (수 하기 ), 

수술 후 당일, 수술 후 1일, 2일의 색소 수치의 변화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통계학  검정은 SPSS를 이용하 다. 자료의 분포를 

kolmogorov-smirnov test로 평가 한 후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는 unpaired t-test로, 그 지 않은 경우는 Mann-Whitney test

로 두 군간의 차이를 비교하 다. 색소 수치의 변화는 반

복 측정 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각 군에서 

수  받은 빈도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이용해 분석하 다. 

결과는 평균 ± 표 편차로표시하 으며, P ＜ 0.05인 경우 

통계 으로 의미 있다고 단하 다. 

결      과

  두 군 간에 나이, 체 , 키, 수술  액검사 소견, 수술

부 는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한 

평균 실 량과 수술 후 배액량은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CATS군에서는 수술  155 ± 160 ml (4.8 ± 3.9 ml/kg) 

의 자가 액을 수  받았다. 이  3살 환아(10.5 kg)는 

cell saver로 처리된 자가 액이 무 어 수 을 받지 못

했다. 수술  받은 동종 수 의 총량과 체  당 수 량은 

CATS군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었다(P ＜ 0.01). 하

지만 수술 후 동종수 량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Table 3).

  CATS군에서 수술  추가로 동종수 이 필요했던 환아

는 26명  7명(27%)이었고 수술 후에는 수술  동종수

을 받은 환아 2명을 포함하여 8명(31%)이 수 을 받았다. 

이에 비해 조군에서는 수술 에는 29명  24명이(83%), 

수술 후에는 수술  동종수 을 받은 환아 7명을 포함하

여 10명(34%)의 환아가 수 을 받았다. 결국 CATS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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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 13명(50%), 조군에서는 총 27명(93%)이 동종수 을 

받았다(P ＜ 0.05).

  시간에 따른 색소 수치의 변화는 CATS군의 경우 수술 

 (수 을 하기 )에는 7.8 ± 1.1 g/dl, 수술 후 당일은 

10.3 ± 2.3 g/dl, 수술 후 1일에 11.1 ± 1.3 g/dl, 2일에 10.1 

± 1.3 g/dl 이었으며, 조군은 각각 7.8 ± 1.3 g/dl, 11.9 

±1.3g/dl, 11.2 ± 1.3 g/dl, 10.7 ± 1.3 g/dl로 측정 시간에 따

른 각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고      찰

  본 연구 결과 골반골 단술이나 퇴부 골 단술을 받

는 소아에서 CATSⓇ 사용시 수술  동종 수 의 양을 조

군에 비해 70% 가량 일 수 있었다. 한 주술기동안 

조군의 93% 환자에서 수 을 받은 반면, CATS군은 50% 의 

환자에서 수 을 받았다.

  B형, C형 간염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같은 바이러스

성 질환의 , 수 련 성 폐손상, 각종 면역반응에 

이르기까지 동종 수 의 험성은 리 알려져 있다.3-6) 이

에 동종 수 을 최소화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

어 왔고, 특히 소아는 그 남은 여명을 생각할 때 동종 수

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Cell saver의 일반 인 원리는 원심분리를 통해 다양한 

도들을 가지고 있는 액성분들을 분리해내는 방법이다. 

재 리 쓰이고 있는 부분의 cell saver 는 원심분리 원리

를 채택하고 있으며 액이 채집되어 원심분리 되기 해 

장되어야 하는 1회용 원심분리 키트의 형상에 따라 bowl 

시스템과 chamber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 일정한 

양의 액을 채집한 후 액 처리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간헐 (discontinuous) 시스템과 연속 (continuous) 시스템으

로도 구분할 수 있다. 지 까지 부분의 cell saver 는 bowl 

시스템을 채택해서 bowl의 크기에 따라 일정량의 액(800

−1,000 ml)이 회수되어야만 액처리과정이 시작될 수 있

었다.18) 그러므로 인 출 량이 은 아나 소아에서

는 수 이 필요한 시 에 액 처리 과정이 시작될 수 없

어서 그 용에 한계가 많았다.19) 이로 인해 작은 bowl 시

스템을 용한 cell saver가 개발되었는데14,20,21) Jimenz와 

Barone의 연구에서 125 ml bowl을 사용한 cell saver 

(Haemonetics Cell Saver IIIⓇ)사용시 동종 수 을 67%에서 

100%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CATSⓇ는 wash chamber를 채용한 연

속  시스템으로써 30 ml의 소량의 액으로도 액 처리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23) 한 액 회수율이 거의 100%에 

도달하며, 구 용 율(Hct) 60% 이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두 종류의 cell saver (Haemonetics Cell 

Saver 5Ⓡ와 DIDECO compact-A & AdvancedⓇ)와 비교 시 소

아에서 사용이 가장 합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16) Dahmani 

등도 6개월 이하 아에서의 두개골 유합증 수술에서 

CATSⓇ를 사용시 수술  동종 수 을 피할 수 없었으나 

체 인 동종 수 을 감소시켰다고 발표 하 다.
24)

  반복측정분산 분석에서 시간에 따른 색소 변화가 두 

군간 차이가 없어 사후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수술 후 

당일의 색소 만을 비교할 경우는 조군에서는 11.9 ± 

1.3 g/dl, CATS군에서는 10.3 ± 2.3 g/dl로 조군에서 높았

다. 그러나 색소 수치가 수술 후 1−2일에는 같아지고, 

CATS군에서는 조군보다 낮은 색소 수치로 인해 

압이나 빈맥 는 기증 등의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

았다. 오히려 조군에서는 구 용 률 32% 이상으로 

과수 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최 권 등은 수 을 

시행한 수술 환자에서 수술 후 구 용 률이 32% 이상

인 경우가 총 211 명의 환자  56%가 넘는 119명으로서 

과수 례가 빈발함을 보고 하 다.25) 특히, 소아를 한 작

은 수 백이 없고 수 백이 성인 것과 크기가 같아서 과수

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아 환자에서 동종수 시 한 

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후향  연구라는데 있다. 그러나 

두 군의 인구학  요소나 수술  액검사 결과에 차이가 

없었고 한 각 군에서 실 량이나 수술 후 배액량에도 차

이가 없었다. 더욱이 이 연구는 상 으로 약 12개월의 짧

은 기간 내에 행해졌고, 수술이 동일 정형외과의에 의해 시

행되었고 수술 방법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 인 

오차는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여

러 가지 인자를 조 한 상태에서의 향  연구와 수술 종

류 혹은 나이에 따른 cell saver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 으로 소아에서 CATSⓇ를 이용한 자가수 은 퇴

부 골 단술이나 골반골 단술  수술  동종수 의 

양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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