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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척추 유합술 시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의 술 후 감염 및 임상적 결과 비교 

 

자가 수혈은 감염 등의 동종 수혈의 부작용을 예방한다고 주장되어 왔으며 일반 

정형외과 수술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의 결과를 

비교한 연구는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이 길고 실혈량이 많은 척추 

유합술에 국한하여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간의 술 후 결과를 비교한 연구는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척추 유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수혈과 자가 수혈의 술 후 

감염 및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였다.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감압술 후 

내고정 기기 고정 및 자가골 이식술에 의한 척추 유합술 시 수혈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 수혈만을 시행한 30예(자가 수혈군)와 동종 수혈만을 시행한 

32예(동종 수혈군)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성별, 연령, 수술 전 및 후 3일의 혈액학적 

검사, 분절당 수술 시간, 분절당 실혈량, 분절당 수혈량, 총수혈량, 항생제의 사용 

기간을 비교하였다. 술 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창상 감염, 요로 감염, 폐렴, 붕소염, 

바이러스성 질환의 술 후 감염 빈도를 조사하고 술 후 발열 여부, 발열 기간, 임상적 

증상의 호전 정도, 골 유합 및 수혈 처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통계 분석은 

윈도우용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 10을 이용하였고 p 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자가 수혈군과 동종 수혈군을 비교 시 성별, 연령, 

혈액학적 검사, 분절당 수술 시간, 분절당 실혈량, 분절당 수혈량, 항생제 사용 

기간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으나, 총수혈량은 동종 수혈군에서 많았다. 술 후 감염 

빈도, 발열 빈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발열 기간은 동종 수혈군에서 길었다. 수술 후 

임상적 증상의 호전 정도 및 골 유합 유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혈 처치에 대한 

만족도는 동종 수혈군에서 감소하였다. 자가 수혈이 술 후 감염을 감소 시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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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총수혈량과 술 후 발열 기간을 감소시켜 수혈 처치의 불편감을 해소하여 척추 

유합술의 목적인 정상 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척추 유합술, 자가 수혈, 임상적 결과, 술 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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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유합술 시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의 술 후 감염 및 임상적 결과 비교 

 

<지도 교수 박희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문 수 

 

I .  서  론 

 

정형외과 수술은 흔히 수술 중 혹은 수술 후의 과다한 실혈로 인하여 수혈을 

필요로 하게 된다.1-4 척추 수술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내고정 기기에 의한 척추 

유합술을 시행할 경우 실혈량이 많아 대부분의 수술 환자에서 비교적 다량의 

수혈이 필요하다.2,5,6 의학의 발달과 함께 혈액 검사와 채혈 방법, 혈액 보관 방법 

등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종 수혈의 부작용으로 동종 면역, 용혈, 발열 

반응, 과민성 반응 등이 발생한다. 수혈과 관련된 질병의 전파로서 전체 B형 

간염의 5% 이상, C형 간염의 95%가 수혈과 관련이 있으며 동종 수혈 1 단위 당 

수혈 후 간염의 발생율은 1%로 추산된다.7 동종 수혈은 환자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동종 신장 이식술의 이식률을 향상시키며8 바이러스성 감염의 임상 

양상을 악화시키고9 악성 종양의 재발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된다.10 세균성 

감염에서도 동종 수혈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감염의 위험도가 증가되며3 화상 

환자와11 복부 외상 환자에서12 동종 수혈 후 창상 감염이나 폐렴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동종 수혈이 세균성 감염에 대한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도 증명되었다.13  

자가 수혈은 이러한 동종 수혈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아 왔다. 자가 수혈은 1818년 Blundell14에 의하여 처음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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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도입된 이래 1970년 Klebanoff15에 의한 Bentley autotransfusion 

system으로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되었고 주로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영역에서 

적용되어 오다가 1980년 중반부터 Flynn 등16에 의해 척추 외과 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반 정형외과 수술 후2 또는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3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을 각각 시행하여 술 후 감염을 비교한 연구는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이 길고 실혈량이 많은 척추 유합술에 국한하여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간의 술 

후 감염을 비교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적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보고는 

드물었다.17  

본 연구에서는 척추 유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수혈과 자가 

수혈의 술 후 감염 및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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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척추관 협착증 또는 척추 전방 전위증 진단 

하에 감압술 후 내고정 기기 및 자가골 이식술에 의한 척추 유합술 후 자가 

수혈이나 동종 수혈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종 수혈을 시행하지 않고 

자가 수혈만을 시행한 30예(자가 수혈군)와 자가 수혈을 시행하지 않고 동종 

수혈만을 시행한 32예(동종 수혈군)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을 동시에 시행한 25예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스테로이드나 술 후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나 영양 상태 불량, 비만, 당뇨, 

면역체계의 저하, 수술 부위에 근접한 장기의 감염 환자, 수술 수기 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수술 전 혈액 예치법 

자가 수혈을 위한 수술 전 혈액 예치 시 혈색소 치는 11 gm/dL 이상임을 

확인하였고 채혈빈도는 7일 간격으로 하되 적어도 수술 3일 전에 채혈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환자의 채혈 전 혈색소 치에 따라 철분제제를 첫 채혈일부터 

수술 후까지 약 2개월 간 경구 복용하였다.  

 

3. 수혈 요법 및 수술 후 처치 

수혈은 수술 중 혹은 후에 마취과 의사 및 정형외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였다. 자가 수혈은 320 ml 전혈로, 동종 수혈은 200 ml 적혈구 농축액으로 

시행하였다. 배액관은 전일 오전 6시부터 당일 오전 6시까지 1일의 총 배액량이 

50cc 이하인 경우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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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의무기록과 전화 설문을 이용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각 군의 성별, 연령, 

수술 전 및 후 3 일의 혈색소 치, 적혈구 분율 및 혈소판 수치를 관찰하였다. 총 

수술 시간을 수술 척추 분절수로 나눈 분절당 수술 시간, 수술 중 실혈량과 수술 

후 배액량을 합한 총 실혈량을 수술 척추 분절수로 나눈 분절당 실혈량, 총 

수혈량을 수술 척추 분절수로 나눈 분절당 수혈량 및 총수혈량을 비교하였다. 수술 

후 항생제의 사용 기간을 비교하였다.  

술 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군에서 창상 감염, 요로 감염, 폐렴, 붕소염의 

술 후 감염의 빈도를 조사하고 바이러스성 질환의 이환 여부를 조사하였다. 상기 

술 후 감염과 관련이 없는 술 후 발열 여부 및 발열 기간, 수술 후 임상적 증상의 

호전 정도, 골 유합 유무 및  환자의 수혈 처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창상 감염은 창상에서 화농성 삼출액이 관찰되고 창상 균 배양 검사 상 양성일 

때, 요로 감염은 소변 균 배양 검사 상 단일 균주가 105 이상 군락을 형성할 때, 

폐렴은 발열 반응이 있고 백혈구의 수가 증가하며 흉부 방사선 소견 상 침윤 

소견이 있을 때 감염으로 판정하였다.2,18 상기 술 후 발열은 38.3oC 이상으로, 발열 

기간은 발열 일 수로 정의하였다.3 임상 증상의 호전 정도는 임상 결과의 

판정기준표에 의거하였고 19 수술 후 골 유합은 단순 전후면 및 측면 방사선 촬영 

상 척추 횡돌기를 연결하는 이식골 내에서 골소주가 관찰되거나 굴곡 신연 부하 

촬영 상 유합 부위에서 운동 분절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수혈 처치 시행 전과 

비교하여 수혈 처치 과정 및 처치 종료 직후에 느끼는 불편감 등으로 판정한 수혈 

처치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만족, 불만족, 판정 불가로 분류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윈도우용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 10 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samples t test)과 카이 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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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상관 관계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고 p 값이 0.05 이하일 때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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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  결  과 

 

1. 임상적 및 혈액학적 비교 

 

자가 수혈군과 동종 수혈군을 비교 시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분절당 수술 시간, 분절당 실혈량, 분절당 수혈량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항생제의 사용 기간에서도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총수혈량은 동종 수혈군이 자가 수혈군보다 많았다(Table 1) . 자가 수혈군과 동종 

수혈군을 비교 시 수술 전 및 후 3 일의 혈색소 치, 적혈구 분율 및 혈소판 수치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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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with autologous and homologous 

transfusion  

 Autologous  Homologous  p value 

Number 30 32  

Sex (male/female) 13/17 16/16  

Age (years) 53.6 ± 12.7 56.9 ± 6.9 NS* 

Seg. time in surgery (min) 142.6 ± 43.9 144.6 ± 67.0 NS 

Seg. estimated blood loss (ml) 475.8 ± 216.9 561.7 ± 124.7 NS 

Seg. transfused units 1.7 ± 0.8 2.2 ± 0.9 NS 

Total transfused units 2.0 ± 0.7 3.5 ± 1.8 0.001 

Days on IV antibiotics 7  7  

 

The values shown are mean ± SD unless otherwise noted.  

The p 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samples t test, level 5%.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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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boratory features of patients with autologous and homologous 

transfusion  

 Autologous  Homologous  p value 

Preop. Hb (gm/dL) 12.5 ± 1.3 13.3 ± 1.5 NS* 

Preop. Hct (%) 37.1 ± 4.1 39.6 ± 4.2 NS 

Preop. Platelet (x103/uL) 221.6 ± 73.4 271.7 ± 54.7 NS 

PO. 3d Hb (gm/dL) 10.4 ± 1.3 11.0 ± 1.7 NS 

PO. 3d Hct (%) 30.0 ± 3.8 31.5 ± 4.5 NS 

PO. 3d Platelet (x103/uL) 225.9 ± 54.8 280.9 ± 103.7 NS 

 

The values shown are mean ± SD.  

The p 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samples t test, level 5%.  

*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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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술 후 결과  

자가 수혈군 및 동종 수혈군 모두에서 창상 감염, 요로 감염, 폐렴, 붕소염의 술 

후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가 수혈군 중 1 예에서 바이러스성 감염(감기)이 

발생하였다. 자가 수혈군과 동종 수혈군을 비교 시 술 후 감염 빈도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자가 수혈군 및 동종 수혈군 모두에서 상기 술 후 감염과 관련이 

없는 술 후 발열은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였으나, 발열 기간은 동종 수혈군에서 

길었다(Table 3). 발열 기간은 총수혈량과 상관 관계가 있었다(Pearson 

correlation 0.448, p value 0.015). 자가 수혈군 및 동종 수혈군 모두에서 수술 후 

골 유합은 100%였다. 자가 수혈군과 동종 수혈군을 비교 시 수술 후 임상적 

증상의 호전 정도에서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Table 4). 수혈 처치에 대한 

만족도는 자가 수혈군에서 증가하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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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f patients with autologous and 

homologous transfusion 

 Autologous 

(n=30) 

Homologous 

(n=32) 

p value 

Postop. Infection 1 0 NS* 

Wound infection 0 0  

UTI 0 0  

Pneumonia  0 0  

Cellulitis  0 0  

Viral infection 1 0  

Incidence of fever 19 (63.3%) 20 (62.5%) NS* 

Days of fever† 1.63 ± 0.68 3.00 ± 1.73 0.005‡ 

 

The p values were determined by Chi-Square test, level 5%. 

*Not significant  

†The values shown are mean ± SD.  

‡The p 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samples t test, lev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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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ostoperative clinical results of patients with autologous and 

homologous transfusion 

 Autologous (n=30) Homologous (n=32) 

Excellent 21 (70%) 26 (81.3%) 

Good 6 (20%) 4 (12.4%) 

Fair 3 (10%) 2 ( 6.3%) 

Poor 0 ( 0%) 0 ( 0%) 

Chi-Square test, p value 0.710. 

 

Table 5. Overall satisfaction for transfusion in the autologous and homologous 

transfused groups  

 Autologous (n=30) Homologous (n=32) 

Satisfied 23 (76.7%) 4 (12.6%) 

Unsatisfied 4 (13.3%) 26 (81.1%) 

Not judged 3 (10.0%) 2 ( 6.3%) 

Chi-square test, p value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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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 .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척추 유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수혈과 자가 

수혈의 술 후 감염 및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척추 수술은 무균적 수술로서 수술 후 창상 감염은 1%내지 2%로 보고된다.20 

수술 후 감염의 발생 빈도는 수술 방법, 수술 시간 그리고 수술 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간단한 수술 수기, 수술 부위의 풍부한 혈관 분포, 항생제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빈도는 낮아졌으나, 척추 기기의 내고정 이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절개되는 연부 조직이 넓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며 실혈량이 많고 사강(dead space)이 증가하여 수술 후 감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20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을 내고정 기기와 골 이식에 의한 척추 

유합술 환자로 제한하였고 척추 유합술에서 술 후 창상 감염은 1%내지 2%로 

빈도가 낮아서 창상 감염에 국한하는 것은 각 군의 비교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로 

감염, 폐렴, 붕소염, 바이러스성 감염의 술 후 감염을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가 수혈군과 동종 수혈군을 비교 시 술 후 감염의 발생 빈도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Murphy 등3은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8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을 각각 시행 후 창상 감염, 요로 

감염, 붕소염, 원인 미상 발열(Fever of Unknown Origin)의 술 후 감염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동종 수혈을 받은 환자에서 술 후 감염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Triulzi 등5도 척추 수술을 시행한 10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을 각각 시행 후 술 후 감염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동종 수혈을 

받은 환자에서는 20.8%, 자가 수혈을 받은 환자에서는 3.5%로써 동종 수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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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환자에서 술 후 감염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동종 수혈 시 술 후 

감염의 증가는 수혈된 혈장에 의해서 피수혈자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한다고 

보고되며21 혈액학적 검사 상 자연 살해자 세포(natural killer cell)의 수가 

감소함에 기인하고5 자가 수혈 시에는 세포 면역 기능(cellular immunity)이 

유지되어 술 후 감염이 적다고 보고된다22.  

그러나, Fernandez 등2은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 받은 3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을 각각 시행 후 술 후 창상 감염과 요로 감염과 폐렴의 술 

후 감염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자가 수혈 시 5.0%, 동종 수혈 시 6.9%로써 동종 

수혈을 받은 환자에서 술 후 감염이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Sauaia 등1도 인공 관절 치환술이나 자궁 절제술을 시행 받은 99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을 각각 시행 후 술 후 창상 감염과 요로 

감염과 폐렴과 붕소염의 술 후 감염 빈도를 분석한 결과 자가 수혈을 받은 환자와 

동종 수혈을 받은 환자에서 술 후 감염의 빈도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동종 수혈 시 술 후 감염의 증가는 수혈된 혈장에 의해서 피수혈자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한다고 보고되나21 Triulzi 등5이 면역저하를 유발하는 

혈장이 제거된 적혈구 농축액에 의한 동종 수혈과 전혈에 의한 자가 수혈을 비교한 

결과 술 후 감염은 동종 수혈군에서 증가하였다고 상반되게 보고했다.5 Brunson 

등23은 술 후 감염 중 창상으로부터 원위부에 발생하는 폐렴, 요로 감염 등이 창상 

감염보다 흔히 발생하며 동종 수혈이라는 한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술 후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외상이나 패혈증 등에 의해 전신적으로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에서 동종 수혈이 술 후 감염을 유발하는 하나의 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많은 연구자들도 수혈 후 술 후 감염은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1,1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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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혈군 및 동종 수혈군 모두에서 감염과 관련이 없는 술 후 발열은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였으나, 발열 기간은 동종 수혈군에서 증가하였다. 수혈과 관련된 술 

후 발열에는 비용혈성 발열 반응(febrile non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이 

흔하며 뚜렷한 발열 원인이 없이 수혈이 시작된 직 후 또는 수혈 종료 후 발생하여 

10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자연 소실된다.25 Murphy 등3은 자가 수혈과 동종 수혈을 

각각 시행 후 감염과 관련이 없는 술 후 발열을 조사한 결과 술 후 발열 기간은 

자가 수혈군에서는 평균 1.3일, 동종 수혈군에서는 평균 1.1일로써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 대상 환자들의 자가 수혈량과 동종 수혈량이 동일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종 수혈군이 자가 수혈군보다 평균 발열 

기간이 길었는데 이는 총 수혈량이 많았으므로 술 후 발열 기간이 동종 수혈군에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술 후 임상적 증상의 호전 정도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 후 임상적 증상은 수술 전 보행 능력이 유지되거나, 심혈관 질환 등의 동반 

질환이 없을 때 또는 경막의 단면적이 감압술에 의해 술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할 

때 호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26,27 본 연구에서도 자가 수혈이 동종 수혈보다 

심혈관계 기능을 호전시키거나 보행능력을 향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임상 증상의 

호전에서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수혈 처치에 대한 만족도는 

자가수혈군에서 23 명(76.7%)이 만족함을 표시한데 비해 동종수혈군은 

4 명(12.6%)만이 만족하다고 하여 대부분의 동종 수혈자는 수혈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었다. 

 

신경성 파행에 의한 하지 방사통에 의하여 보행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척추 

수술은 감압술에 의하여 통증을 감소시켜서 환자를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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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혈이 술 후 감염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으나 총 수혈량과 술 후 발열 기간을 

감소시켜 수혈 처치의 불편감을 해소하여 척추 유합술의 목적인 정상 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척추 유합술은 많은 수혈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예정 수술 환자이며 수술 전에는 채혈이 가능한 정상 혈색소 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가 수혈의 적절한 적응 대상이다. 따라서, 척추 유합술을 시행 

받을 환자에서 수술 전 자가 수혈은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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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척추 유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수혈과 자가 

수혈의 술 후 감염 및 임상적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감압술 후 내고정 기기 

및 자가골 이식술에 의한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면서 수혈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수혈군와 동종 수혈군으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 수술 전 및 후 3일의 

혈액학적 검사, 분절당 수술 시간, 분절당 실혈량, 분절당 수혈량, 총수혈량, 

항생제의 사용 기간, 술 후 감염의 빈도, 술 후 발열 여부 및 발열 기간, 임상적 

증상의 호전 정도, 골 유합 및 수혈 처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자가 

수혈군에서 수술 시 사용된 총 수혈량이 적고 술 후 발열 기간이 짧아 환자의 수혈 

처치의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수혈 처치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동종 

수혈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자가 수혈의 장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척추 

유합술을 시행 받을 환자에서 수술 전 자가 수혈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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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Comparison of autologous transfusion with homologous transfusion in 

spinal arthrodesis : Postoperative infection and clin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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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ed by Professor Hui Wan Park ) 

 

Autologous transfusion has been suspected to overcome the adverse effects of 

homologous transfusion, such as transmissions of infection. Clinical studies have 

been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logous and homologous 

transfusion and postoperative results in those undergoing general orthopaedic 

surgeries and total hip arthroplasties. But, few studies have been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logous and homologous transfusion and 

postoperative infection, specially in those undergoing spinal fusion which has 

longer duration of operative procedure and larger amount of blood loss. The 

purpose is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utologous and 

homologous transfusion and postoperative infection and clinical results of spinal 

fusion.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all patients who underwent instrumented 

spinal fusion with autogenous bone graft and received transfusion between 

January 1999 and December 2000. In 30 procedures patients received autologous 

blood only, in 32 procedures patients received homologous blood onl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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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ed information on the patient’s gender, age,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count at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3rd day, segmental time in surgery, 

segmental estimated blood loss, segmental transfused units, total transfused units 

and duration of antibiotic therapy. We also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postoperative infections including wound infection, pneumonia, urinary tract 

infection, cellulitis, and viral transmitted disease and incidence and duration of 

fever. We also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 of postoperative clinical 

results, fusion rates and satisfaction with the transfusion.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software of SPSS 10 and p values that were less than 0.05 were 

considered significant.  

Our autologous and homologous recipients were similar to each other in 

measures such as gender, age, hematologic features, segmental time in surgery, 

segmental estimated blood loss, segmental transfused units and duration of 

antibiotic therapy. Homologous transfusio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total 

number of units transfused. There are a significantly increased number of total 

units transfused in homologous transfused group.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postoperative infection, incidence of fever, but homologous transfusion was 

associated with longer duration of fever. No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improvement of postoperative clinical results, fusion rates, but autologous 

transfusio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satisfaction with the transfusion.  

Our finding suggested that autologous transfusion dose not result in decreased 

incidence of postoperative infection. But, the use of autologous blood transfusions 

may enhance the recovery to the activity of daily living by increasing satisfaction 

for the transfusion due to decreased number of total units transfus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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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duration of postoperative fever.  

 

Key words : Spinal fusion, Autologous transfusion, Clinical results, Postoperative 

inf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