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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적혈구제제의 혈액형별 재고불균형현황을 파악하고 관ABO
련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혈액형별,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에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자료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전혈혈액입고량 과 각 의료기관(%)
으로 출고된 적혈구제제량 을 사용하였다(%) .
연구방법은 새롭게 개발한 입고 출고 편차비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것-
으로써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SAS 9.1 version .
라 전체 의료기관 대상의 입고 출고 편차비는 우리나라 전체 헌혈현황과-
혈액원별 현황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개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
은 일원분산분석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 다중회귀분석으로,

혈액형과 개 혈액원 및 각 연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ABO 16 .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지역에서, 혈액형별 불균형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지ABO ,

역에서 다른 혈액형에 비해 형 혈액의 입고 출고 편차비가 크고 전라O - ,
남북도의 경우만 형의 입고 출고 편차비가 크게 나타났다A - .
둘째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년부터 년까지 매년 천 단, 2004 2008 5

위이상 출고된 개 의료기관의 입고 출고 편차비를 분석한 결과 의료72 - ,
기관으로 출고되는 혈액량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

며 예측할 수 없는 수혈상황으로 인해 일정한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일반적인 의견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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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년부터 년까지 개별의료기관으로 출고된 모든 혈액의, 2004 2008
혈액형별 입고 출고 편차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출고량이ABO - ,
단위이상 단위 미만인 의료기관과 출고량이 단위 이상인 의200 1000 1000

료기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개별의료기관 중 단위 이상 출고된 그룹을 대상으로 다중회, 1000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형의 경우 연도 및 혈액원 요인과의 관련성을, A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을 종합해 보면 이 연구를 통해 혈액형별 적십자 전혈혈액입, ABO
고량에 비해 의료기관별 출고량의 편차가 중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존

재하고 있으며 혈액출고 패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연도와 혈액.
원 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혈액출고량의 편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을 찾아낼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좀 더 다양한 측면.
의 연구가 요구되며 의료기관의 정확한 혈액사용량과 폐기량 및 혈액사,
용용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차

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혈액형 혈액입고 혈액출고 혈액재고: AB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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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연구배경1.

매년 만 이상의 혈액이 전 세계에서 헌혈되고 또한 수백만의 생7,500 ,
명들이 수혈을 통해 구해진다(WHO, 2009) 수혈은 현대 보건의료의 필.
수적인 부분이며 바르게 사용된다면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WHO, 2009). 하지만 보건의료에서의 수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헌혈유보와 기증자의 현재 자기만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헌혈

자의 기반이 감소하고 있다(Chapman et al., 2004).
보건의료시스템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적절한 혈액 공급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WHO, 2009) 의료기관에서 혈, 액과 혈액제제들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혈액이나 혈액제제를 부

족하게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넓히게, ( 되는 것이다WHO, 2009) .
따라서 효율적인 혈액사업을 위해서는 혈액제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서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사용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서동희 등 하지만 혈액의 수요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바( , 2001).
로 그 보건의료의 성질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Chapman et al.,

따라서2004). 혈액부족 위기를 조기에 인지하고 국가 혈액공급량을 계획

조절하기위하여 혈액원의 공급량과 의료기관의 수요량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 , 2009).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혈액량에 비
해 혈액원의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혈액 부족사태가 발생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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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경우에는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귀중한 혈액을 폐기하게 되기 때

문이다 아주대 질병관리본부( , , 2009).
혈액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전혀 없는 현 의료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혈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한정된 자원인 만큼 혈액관리에 있,
어서 지속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국내 혈액수급상황의 문제점은 혈액형별 적혈구제ABO
제의 재고불균형으로써 적절한 연구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현, .
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헌혈측면인지 수혈측면인지 파악하여 그 원인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외를 불문하고 혈액형별 혈액

사용에 관한 연구나 혈액형별 재고불균형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전무

한 실정이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혈액의 수많은 종류의 혈액형들 가운데

식 혈액형은 수혈할 때 적합한 타입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식ABO Rh
혈액형과 함께 매우 중요한 혈액형이다 식 혈액형의 혈액원적인 분. ABO
포는 유럽에서는 형과 형이 높은 빈도를 보이며 아시아에서는 상대적A O
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http://www.bloodbook.com/world-abo.html)
우리나라 인구의 혈액형 분포는 형이 약 형이 약 형이A 34%, B 27%, O
약 형이 약 이다 권석운 대한적십자사 혈액사28%, AB 11% ( , 1998-2002).
업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헌혈자들의 혈액형 분포는 년부터1981

년까지 매년 거의 동일한 분포를 표 과 같이 보이며 이는 우리2008 < 1> ,
나라 인구의 혈액형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 3 -

표 혈액형별 헌혈자수 적십자 적십자 외< 1> ( +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2008)

이처럼 인구대비 헌혈자의 혈액형분포는 거의 동일한데 혈액형별, ABO
적혈구제제의 재고불균형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정적인 혈액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며 이는 의 권고사항인 시기, WHO
적절한 수혈을 할 수가 없게 만들고 수술이 지연되는 등 국민의 건강에,
때때로 심각한 위협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혈액형별로 재고편차가 발생.
하는 정확한 현황파악이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적십자사혈액원의 전혈혈액의 입고량과 각

의료기관으로의 적혈구제제의 출고량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혈액ABO
형별 재고불균형현황을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혈액형 2008 2007 2006 2005 2004 1995 1981
O 27.3 27.3 27.3 27.3 27.3 27 27.9
A 34.1 34.2 34.2 34 34.1 34.2 33.9
B 26.8 26.5 26.8 27 26.9 27.2 26.8
AB 11.5 11.3 11.4 11.4 11.4 1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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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2.

본 연구는 인구대비 혈액형별 수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혈액형별 재고편차를 분석하고 향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혈액형별,
재고불균형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혈액형별 대한적십자사의 전혈혈액입고량과 전체의료기관으, ABO
로의 출고량의 편차비를 연도별 혈액원별로 분석한다, .

둘째 혈액형별 대한적십자사의 전혈혈액입고량과 개별의료기관으, ABO
로의 출고량의 편차비를 연도별 혈액원별 공급량별로 분석한다, , .

셋째 안정적인 혈액수급관리체계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IOD =
의료기관으로의 혈액형별 출고량 혈액형별 전혈혈액입고량(%) - (%)

혈액형별 전혈혈액입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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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3.

가 입고 출고 편차비. -

혈액형별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입고량과 출고량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입고 헌혈된 혈액 중 혈액형별 전혈혈액입고량(Incoming) = ABO (%)
출고 전혈혈액입고량 중 부적격혈액 검사부적격 기한경(Outgoing) = ( ,
과 등 폐기혈액 을 제외한 후 각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혈액) (%)

편차비 연도별 혈액원별 개별의료기관별로 계산(IOD) = , ,

나 입고 출고 편차비 해석. -

헌혈과 마찬가지로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인구비례 유사한 비율

로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편차비가 인 경우는 인구비례해서 더 많이, '+'
출고되는 의료기관이며 또는 인 경우는 인구비례해서 더 적게 출' ' '-'∅
고되거나 수요공급이 일치하는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되는 혈액형이 실제로 많, ‘+’
이 필요해서 출고가 된 경우이거나 필요이상으로 청구하여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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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가 많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또는 인 경우는 해당의료. ' ' ‘-’∅
기관에서 필요한 만큼만 혈액을 청구하였거나 더 적게 청구한 경우이며

폐기량 또한 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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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II.

국외 문헌고찰1.

가 미국정부지원 프로그램.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 감시기관을 대상으로2001 8 15 2002 8 14 29
지부인 와 미국보AABB NBDRC(National Blood Data Resource Center)

건성 자문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 연구는 처음에 병원수혈서
비스 단계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적혈구와 혈소판을 감시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금이 후원된 프로그램이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혈액공급이 수요를 감당

하기에 충분하고 또한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 계획은 적혈구 혈소판 또는 와 같은 혈액형의 일일 공급에서, O+, O-
변동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적혈구나 혈소판이 없어서.
예약수술이 지연되거나 연기되었는지 혹은 비 예약수술이 지연되었는지

를 보고함으로써 확인된 것으로 실제 혈액 실족을 예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다 연구 방법은. 재고에서 램이 와 형에 따른 적혈구나 혈소판의ABO Rh
일일 수혈량 공급량 및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량 등을 보고했다 동종 고했, .
다 미만 예 소아 단위 의 단위는 이러한 카운트로부터 배제되었으.450mL ( , )
며 혈장다혈장제제들은 이 연구에서 감시되지 않았다 램이장소는 적혈구나, . .
혈소판의 실족의 징후가 있는지 혹은 실제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일,
대답하였으며 표 수요에 상응하는 혈액 공급 능력에 대한 일차 측정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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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는 적혈구의 일 공급량을 택했다1 .

표 혈액 혹은 혈소판의 부족징후나 실제부족에 관한 일 질문 응답자< 2> 1 ,
수 및 전체 응답율(n=10,447)*

*
추가로 자유기재 적혈구나 혈소판에 대한 가 개의 보고서에 포함되었, ( ) 772(7%)

으며 적어도 회의 적혈구 실제 부족이나 부족징후가 개의 보고서 에 기1 1625 (15.6%)
록되었다.

숫자로써 기록된 자료 (%)†

이 자료는 워드시트 프로그램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에 남( , , Redmond, WA)
겨졌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로 분(SAS Version 8, SAS Institute, Cary, NC)
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뚜렷한 수혈의 주별 순환주기와 혈액의 일 공급량. 1
을 보여준다 일 공급량은 일요일에 최대량이 되며 목요일에 가장 낮아졌다. 1 .

사건 혈액† 혈소판†
실제 부족

혈액이나 혈소판이 이용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된 응급

수술이 있었는가? 0(0) 3(0.03)
혈액이나 혈소판이 이용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수술

이 연기되었는가? 0(0) 10(0.10)
혈액이나 혈소판이 이용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된 수술

이 취소되었는가? 3(0.03) 7(0.07)
부족 징후 191(2.8)
배송이 지연되었는가? 1.8(1.8) 139(1.3)
처방을 충족시키지 못했는가? 450(4.3) 145(1.4)
통상적이지 않은 공급자로부터 혈액이나 혈소판이 구입되어

야 했는가? 219(2.1) 332(3.2)
혈액부족 때문에 의사의 상담이 필요했는가? 283(3.0) NA
혈액이 환자에게 주어지고 프로토콜에 따르지 않았는D+ D-

가? 206(2.0) NA
혈소판 수혈이 지연되었는가? NA 99(1.0)
감소량에 혈소판의 비율이 있었는가? NA 119(1.1)

다른 부족 사건 929(8.9) 5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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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수혈량과 부족량 보고서는 일요일에 가장 낮고 주중 후반에 최고치,
에 달했다 이러한 자료는 표 에서 보여진다. < 3> .

표 는 모든 혈액형에 대한 재고자료를 요약한다 및 형은< 4> . A+, O+ O-
총 병원수혈사업 재고의 로 계산되었다30, 35, 12% .

기대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모든 혈액형 혹은 각각의 혈액형에서 실제부,
족이나 부족징후의 보고와 재고수준 사이에 반비례 관계를 볼 수 없었다.

표< 3> Reports of the numbers of transfusions and the number of
shortages reports

Day Hospital sites
median days supply

Percentage of all
blood transfused

Percentage of all
shortage reports

Sunday 9.6 11 09
Monday 9.0 12 11
Tuesday 7.2 15 14
Wednesday 6.9 16 18
Thursday 6.3 16 18
Friday 6.5 16 16
Saturday 7.5 15 14

표< 4> median days supply(and Percentage of total inventory) of all blood
groups and platelets

All sites Community only Hospital only
All RBCs 7.3 7.8 7.2
A+ 7.3(29.2) 7.1(28.0) 7.4(30.2)
B+ 6.6(9.7) 9.6(11.1) 5.9(8.7)
O+ 5.1(2.9) 12.5(3.9) 3.5(2.1)
AB+ 6.4(34.5) 7.0(33.4) 6.4(35.2)
A- 9.3(8.5) 9.8(8.5) 9.2(8.5)
B- 5.2(2.4) 11.0(2.8) 4.0(2.2)
AB- 6.5(1.1) 14.5(1.5) 3.0(0.9)
O- 9.3(11.6) 9.3(10.8) 9.5(12.2)

All platelets 1.2 1.9 1.0
Apheresis 1.0(20.5) 1.5(12.7) 1.0(37.3)
Random 1.4(79.5) 1.9(87.3) 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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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절한 혈액재고관리를 위한 모델.

년 월 일 발표 가 적절한 혈액재고관리를 위한 모델에Lindsey cant(2006 4 17 )
있는 자료로 미국의 혈액형별 수요공급은 표 와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 5> .
와는 혈액형분포도와 달리 형과 형 혈액형의 비율이 인구의 가량 차O A 80%
지한다 이 연구에서는 적절한 혈액재고관리를 위한 복잡한 수학적 경제적. ,
접근을 하였으며 여기서는 미국 내 혈액의 수요공급현황만을 발췌하여 보고,
자 하였다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혈액형. 4
별재고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의 경우 수요가 공A+, A-
급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다른 혈액형에 비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5> Supply and Demand Distribusions by Blood Type in the United States

캐나다2. 주의British Columbia 혈액재고관리(British
이하Columbia’s Blood Inventory Management; BC BIM)

년 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의 혈액조정사무소2003 2 (the Provincial
에 의해 개시된 은 병원과 캐Blood Coordinating Office; PBCO) BC BIM

나다 혈액서비스 의 매일 혈액사용 수준(Canadian Blood Services; CBS)

Blood Type O+ A+ B+ O- A- AB+ B+ AB-
Percentage of Supply 39.82% 27.94% 11.63% 9.26% 5.17% 3.4% 2.13% .65%
Percentage of Demand 38% 34% 9% 7% 6%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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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그 혈액 재고에 대하여 병원과 캐나다 혈.
액 사업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혈,
액 재분배 프로그램 과 다른(Inter-regional Blood Redistribution Program)
기전들을 통해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있는 병원 도처에 재고 관리를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촉진함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혈액 재고 수준을 감시하는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의 혈액형불균형 상황과 비슷하게도 의 혈액재분BC BIM
배정책에서 보면 형 혈액형은 혈액부족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O
로 보인다 연도에 에서 기한 경과된 적혈구의 약 가. 2002/2003 BC 32% O
형 혈액형이었다 따라서 형 혈액의 기한경과를 줄이기는 것에 즉시 초. O
점을 맞췄는데 그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에서는 다른 혈액형의 기한경과를

감소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혈액을 재분배함으로써 에서 적혈구. , BC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였다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인해 적혈구. ,
의 기한경과를 제로화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만약 우.
리가 절대적으로 최소한 적혈구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웹사이트에 있는 다른 리소스BC BIM 들은 다양한 정보 자료 통계 그, , ,
리고 혈액 관리를 하는 수혈사업 전문가에게 유용한 교육적 자료를 포함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의 일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그 자료의 정확성이 보고한 참여자에게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
에 웹사이트에 제공된 자료는 단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자료는 보통 이른 아침에 한번 입력되고 그날 하루 동안은 의미 있. ,
게 교정할 수 있다.



- 12 -

에서CBS 년 혈액재고관리를 가지 모범사례로 분류하였는데 이런2007 15 ,
시스템이 혈액 폐기율을 낮췄을 뿐 아니라 병원이 항상 보유해야 할 필요

가 있는 혈액 재고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가지 목록들은 효과적인. 15
혈액재고 시스템의 일부로 고려된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부터 모아진 핵심

들이다 여기에서는 가지사례 중 본 연구와 연관성이 있는 세 가지만. 15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가급적이면 가 동일한 적혈구와 혈장 제제들을 수혈 받는, ABO
환자들에게 제공하시오 이렇게 하면 응급상황에 대비해 형 적혈구와. O
혈장제제를 절약할 수 있다AB .
둘째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를 환자에게, RBC , RH- RBC RH+

일안에 수혈 하도록 고려하시오“soon to outdate"(5 ) .
셋째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은 병원들은 에 대한 요구, RBC , RBC
도가 높은 더 큰 병원에 를 양도해주는 조정을 고“soon to outdate” RBC
려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법인소속의 병원들끼리 혹은 지리적으로 가까.
운 병원간 일어날 수 있다 가 이송도중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RBC
포장처리가 확실해야만 한다.

영국의 혈액재고관리체계3. (The Blood Stocks Management
이하Scheme; BSMS)

혈액재고관리체계 는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 있는 병(BSMS) ,
원들과 혈액원에서 혈액재고관리를 감시하기위해 세워진 협력 사업이다.

는 년 이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혈액원에서 병원으로 출고된BSMS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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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혈구와 혈소판 수량 혈액원의 적혈구 및 혈소판 재고 병원의 적혈구, ,
재고와 병원과 혈액원의 적혈구 및 혈소판 폐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년 현재 에 등록된 곳은 에 의2008 BSMS NBS(National blood service)
해 직접 공급받는 개병원 중 곳296 274 , NIBTS(Northern Ireland Blood

에서 공급받는 개 병원 중 곳Transfusion Service) 11 11 , WBS(,Welsh
에서 공급받는 개 병원 중 곳이다Blood Service) 15 13 .

이 기구는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재고사례조사(Inventory Practice
이하 를 통해 혈액재고관리에 대한 정보를 모은다 년Surveys; IPS) . 2006

는 이전 조사들에 있었던 주제들로 재방문 했고 재고 관리 혈액 처IPS , ,
방 재고 공유 임상적 훈련 및 혈액 보전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했다 그, , .
것의 목적은 최상의 업무처리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기 위해

서 병원의 재고관리 수행과 업무 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두 가지 지표인 와ISI(Issuable Stock Index)

를 사용하였다 는 출고가WAPI(Wastage as a Percentage of Issues) . ISI
능한 재고수준 모든 혈액형의 예약되지 않은 적혈구 수량 을 명목재고 값( )

로 나누어진 년 동안 병원에서 발송된 적혈구 수량 으로 나눔으로써(365 1 )
얻어진다.
예를 들면 발송된 단위를 로 나누면 재고에서 예약되지 않은, 7,300 365 =
단위20 =100, ISI=5(100/20)

는 혈액원의 적혈구 출고에 대한 병원의 전체 적혈구 폐기를 백WAPI
분율로 계산한다 병원에서 폐기의 주된 유형은 기한경과. BSMS (TIMEX)
와 로 분류되며 이것은 이외의 이유로 폐기된 단위들로 구MISC TIMEX
성되어있다 예를 들면 포장라벨오류 온도조절과 냉장실패로 남게 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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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다 후자의 이유는 예방적 기술적 조치들에 의해 물리적으로 조절가. ,
능하다.

표 적혈구 폐기율< 6> NBS

MISC - miscellaneous
*WAPI - wastage as a percentage of issue TIMEX - Time expiry

모든 혈액형에서 평균 폐기율이 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그중NBS 3 ,
에서 기한경과로 인한 폐기는 년 에서 로 줄어들었다2006/2007 0.3% 0.2% .

와 에서도 동일하게 폐기율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NIBTS WBS .
잉글랜드와 북웨일즈의 병원분류에 따른 평균 는 일정치 않았다ISI .

년 가장 낮은 는 병원분류에서 계속 발견되었으2006-2007 ISI 'High usage'
며 병원사용량분류는 년 동안 변화해왔고 가장 낮은 는, 2007-2008 , ISI

병원 분류에서 발견되었다'Very High usage' .

표< 7> 병원들에 대한 병원 분류에 따른 평균2007-2008 NBS BSMS ISI

YEAR TIMEX MISC Total WAPI(%)
2007/2008 3,879 4,039 7,918 0.4
2006/2007 6,698 3,512 10,210 0.5
2005/2006 7,009 4,881 11,890 0.6
2004/2005 17,348 5,324 22,672 1.1
2003/2004 4,995 5,768 10,723 0.4
2002/2003 7,374 5,141 12,515 0.6

Very High High moderate Low Very Low
All Groups 4.8 5.6 6.6 8.9 13.5
O neg 6.9 7.7 9.1 11.3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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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와 북웨일즈에서는 성인의 만이 적극적인6% 헌혈자이며 국가,
혈액사업 이하 으로부터의(National Blood Service, NBS) 형상은 기증자의

기반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는 기증의. NBS
를 주고 있는 의 기증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 내에75% 50% .

재참여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이다 년 는 반복적인 불참 때문에: 2003 NBS
기증의 가 줄어들었다 에 의해 출고된 적혈구는 연도15.4% . NBS 2006/2007
는 년보다 감소한 이었으며 연도는2005/6 3.5% 1,873,000 , 2007/2008 2006/7
년보다 감소한 이었다2.6% 1,825,000 .

는 혈액사업 적혈구 재고의 유효기간이 와 병원 모두에서 폐BSMS NBS
기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첫 번째.
이유는 출고 시 적혈구의 혈령 변화이다 따라서 그들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에 비추어 FIFO(first in, first out)나 LIFO(last in, first out) 출고원
칙의 선택에 기초했다 모든 적혈구 수요가 만족스러웠는지 놓쳐버린. : ,
수요가 최소화되는지 혈령의 마지막에 도착하는 품목들이 최소화되는지, .
그들은 가 모든 목적을 만족했다고 결론지었다 재고 관리는 복잡하FIFO .
다 주어진 자원의 자유로운 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 그것,
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공급 고리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작용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다.

년에 이상 적혈구 단위 사용* Very High Usage : 1 10,001
년에High Usage : 1 6501-10,000

년에moderate Usage : 1 4001-6500
Low Usage : 801-4000 , Very Low Usage ;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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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헌고찰2.

가. 혈액형별 혈액사용에 관한 연구ABO

김현옥 등 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2007)
음성적혈구를 수혈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음성적혈구를 항시 비RhD RhD

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성 형 농축적혈구를 사용하는 방안도RhD O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 혈액을 신청하는.
의료기관 중 작은 병원에서는 혈액형 별로 적혈구를 갖추기 힘들기 때문

에 형 위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었다O 김현옥 등( ,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형이 다른 혈액형에 비A
하여 일평균사용량이나 적정 및 최소재고량의 단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혈액원에 가장 많이 요청되고 있고 국내 혈액 부족 시 형 혈액이 가장, A
먼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임영애 등 하지만 이는( , 2008).
우리나라 인구 중 형 혈액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혈액수요A
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실시,
간 적혈구보유현황에 의하면 표 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보다3 A
는 형 혈액의 부족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O .

년 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질병관리본부 용역으로2008 1 KBIMs ,
실시한 국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개 기관대상 의 적혈구제제의 혈액형(28 )
별 재고량 현황을 수집 분석한 최초의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에서는 각, .
혈액형별 일평균사용량 적정재고량 최소재고량에 대하여 분석하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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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의료기관들이 재고량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임(
영애 등, 2008).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전혈 및 적혈구제제의 필요량

은 년 만 단위 년에는 만 단위 년에는 만 단위로2010 174 , 2020 272 , 2030 422
예상되었으며 혈소판제제의 예상 사용량은 년에는 만 단위, 2010 168 , 2020
년에는 만 단위 년에는 만 단위로 추정되었다 김현옥 등221 , 2030 278 ( ,

이처럼 혈액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2009).
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새로운 질

병출현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년에. 2015
이르면 헌혈률이 까지 감소하고 적혈구와 성분채집혈소판을 합한2.5% ,
혈액수요량이 헌혈자 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도 있었다 임영(
애 등 이와 같이 혈액의 수요와 공급 비율이 상이하게 추정되므, 2006).
로 공급되는 혈액제제가 환자의 치료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즉, ,
부적절한 혈액제제의 사용 또는 폐기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

권석운 등 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2002)
김 등의 연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적혈구제제를 의료기관

혈액은행에 입고 후 최종환자에게 수혈되기까지 손실률이 로 조사되18%
었으며, 국내 의료기관의 채혈대비 수혈용 혈액사이의 손실량도 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여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

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현옥( , 2001).
우리나라 혈액사업이 단체헌혈에서 개인헌혈위주로 점차 전환됨에 따

라 예상보다는 혈액부족위기가 다소 늦춰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기관에서는 부족한 혈액상황 때문에 환자가족들에게 혈액을 구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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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등 위급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하는 경향이 있다 향.
후 지속적으로 국민 헌혈율이 로 유지 김현옥 등4.5% ( , 2009)되어야만 매
년 증가하는 혈액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었다.

나 우리나라 혈액수급감시체계. (Korea Blood Inventory
이하Monitoring System; KBIMs)

안정적인 혈액공급의 일환으로서 혈액형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각 의료기관들의 적혈구제제의 재고량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
만 그동안 국내 의료기관의 각 혈액형별 혈액제제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나 국내보고가 없었으며 임영애 등 년 월부터( , 2008), 2008 12
가 운영되면서 의료기관의 혈액형별 혈액제제 재고량 파악이 가KBIMs

능한 체계가 비로소 갖춰졌다.
웹 기반 보고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는 년 월 현재 개 의KBIMs 2009 7 29
료기관이 표본감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년 월부터 자료를 제2008 12
공받아 의료기관의 혈액형별 적혈구제제 사용량 및 재고량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혈액부족 위기 조기인지에 필요한 혈액재고비 적정재. ,
고비 최소재고비 사용지수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혈액수급상황을 모니, ,
터링하고 있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지표는2008 12 2009 7 .
개 의료기관 자료의 가중 평균치로 계산하였으며 자료분석은2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분석 을 실시하SPSSWIN(ver 12.0) (ANOVA)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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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Blood inventory ratios by the ABO Blood Type from Dec.
2008 to July 2009

이 자료는 표 와는 달리 혈액형별 편차가 다소 다른 양상을< 9> ABO
보이며 적혈구제제 사용량과 병상수에 따른 차이는 파악할 수 있다,

표< 9>Total Usage level by The ABO Blood Type rom Dec. 2008 to
July 2009

표 를 총 사용량 대비 각 혈액형 사용량을 비율로 산출해보면< 9> , A
형 형 형 형 로 분포하34.2±10.7%, B 26.8±8.5%, O 28±8.6%, AB 11.1±3.9%
며 연도 우리나라의 헌혈율은 형 형 형, 2008 A 34.1%, B 26.8%, O 27.3%,
형 인 것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형이 가장 부족한 것을AB 11.5% O

알 수 있다.

ITEM A(+) AB(+) B(+) O(+) Total
Average annual of RBCs
5,000~9,999 units 5.20 5.32 5.70 5.45 5.42b
10,000~49,999 units 6.80 7.58 7.32 7.81 7.31c
50,000+ units 4.16 5.18 4.41 4.68 4.49a
Number of the hospital bed
500 under bed 3.95 3.92 4.92 3.46 3.85a
500~1,000 bed 6.82 8.17 7.35 7.36 7.26c
1000+ bed 4.87 5.44 5.24 5.72 5.27b
Values are means ± SD of 29 seninel hospitals.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by ANOVA test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AB(+) B(+) O(+) Total
445.5 144.4 349.0 364.9 1303.8

Total usage level of RBCs ± ± ± ± ±
139.5 50.6 111.4 111.5 389.3

Values are means ± SD of 29 sentinel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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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혈액관리현황.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자 관리를 위해 년 월부터 혈액정보관리2003 5
시스템 이하 을 운영하여(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IMS)
선진국의 시스템에 비해서도 우수한 전산 시스템으로 국내 혈액 공급량,
특히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하는 혈액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년 월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2008 7
혈액정보공유시스템 이하 프(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 BISS)
로그램에 연계된 혈액수급감시체계인 KBIMs(Korea Blood Inventory

을 구축하고Monitoring System) 아주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등( 2009),
수혈자에게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년 이후 헌혈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연도는, 2003 , 2008
국고헌혈의집 확대 및 말라리아혈액원 혈장채혈팀 가동 등으로 헌혈자

수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혈액형별 혈액수급의 불균형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2008 , 2008
년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만 명이며 이중 전혈헌혈자가 년234 , 2007
대비 상승한 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혈헌혈이 증가한 이유7% 176 .
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등으로 헌혈의집 신설 및 개선을 통해 개인헌

혈자들의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정된 자원인 혈액의 사용은 매우 신중해야하며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대

책도 사전에 수립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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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III.

연구모형1.

그림 연구모형< 1>

연구가설2.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적혈구제제의 혈액

형별 재고편차지수는 혈액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적정재고ABO .
일을 기준으로 재고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써 혈액형별 부족분의 비율은

연 구 대 상

년 년까지2004 ~ 2008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혈액이 출고된 의료기관

종속변수

혈액형별ABO
입고 출고 편차비-

독립변수

입고량

출고량

입출고연도

혈액원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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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혈액원 측면의 문제인지 의료기관 측면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으로 입고되는 전혈혈액량과

의료기관으로 출고되는 적혈구제제 혈액량이 혈액형별로 차이가 있는ABO
지 여부와 관련요인을 의료기관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
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형 혈액은 다른 혈액형보다 전혈혈액 입고량에 비해 출고량의1. O
편차가 크다.
가설 각 혈액형의 입고 출고 편차비는 의료기관특성에 의존성이 크다2. - .

표 혈액형별 재고편차지수 년 월 일 시 기준< 10> (2009 10 12 , 10 )
혈액형 일 재고목표1 재고량 재고량 일( ) 부족분 편차지수

O 1,370 5,454 4.0 3.0 -2.0
A 1,693 7,661 4.5 2.5 -1.5
B 1,291 11,900 9.2 -2.2 3.2
AB 555 4,339 7.8 -0.8 1.8

합계 평균( ) 4,909 29,354 6.0 1.0 1.6

대한적십자사 재고편차지수 정의  * *
재고량 일 재고량 소요량1. ( ) :  /
부 족 분 재고량 일2.   :  ( )
편차지수 재고량 일 평균 재고량 일3.   :  ( ) - ( )
평균재고량 일 재고량 소요량 의 평균값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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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및 자료3.

가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년부터 년까지 전혈입고자2004 2008
료 및 적혈구제제의 출고자료가 있는 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였2500
으며 혈액형별로 를 모두 포함한 자료를 연구에 사용ABO Rh(+), Rh(-)
하였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외 혈액원으,
로 입고되는 전혈혈액의 혈액형별 분포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과 유사하

기 때문에 헌혈점유율이 가량 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혈액입출97%
고 자료만 사용하여도 모집단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용하였다.

나 자료수집.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전혈 입고자료1)

각 혈액원에서의 입고자료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채혈일

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월에 입고되어 익월에 출고되었다고 하

더라고 당월에 입고된 것으로 처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입고.
자료의 경우 출고와는 상관없이 해당년도에 채혈된 자료는 해당연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개 혈액원에서는 혈액의 유효기간 때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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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호간에 혈액을 조절입고와 조절출고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입출고자료는 조절입출고와 상관없이 혈액형별 연도별 전체,
전혈혈액입고자료를 사용하였다.

개별 의료기관으로의 출고자료2)

각 의료기관으로의 출고량 산정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

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년도에 입고되어 당해년도에 출고되

었다고 하더라고 당해년도에 출고된 것으로 처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따라서 전년도 월에 입고되어 당해년도 월에 출고된 혈액은 당해. 12 1
년도 월에 출고 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년도에 월에1 . 2003 12
입고된 혈액의 출고자료는 포함되고 년도 월에 입고되어 년도2008 12 2009
월에 출고된 혈액은 배제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출고자료는 채혈된1 .
혈액원에 관계없이 출고한 혈액원을 기준으로 혈액형별 연도별로 개별,
의료기관으로의 출고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출고혈액의 종류는,

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하였다WB, PRC, WRC, LPRC, LRF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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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정의 및 측정4.

가 종속변수.

본 연구는 적혈구제제의 혈액형별 입고 출고 편차비를 분석하ABO -
였으며 종속변수는 연도별 및 각 혈액원의 입고 출고 편차비이다 종속, - .
변수에 반영되는 자료는 표 과 같다< 11> .

표 종속변수 자료< 11>

나 독립변수.
적혈구제제의 혈액형별로 연도별 혈액원별 의료기관별 입고ABO , , -

출고 편차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의 전혈혈액

입고량과 의료기관으로 출고되는 적혈구제제의 출고량의 입고 출고 편차-
비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혈액원의 입고 출고 사용비에 반영. -
되는 독립변수들은 표 와 같다< 12> .

변수 자료명 세부자료 형태

혈액원의

입고 출고-
편차비

년 적십자2004~2008
전혈혈액 입고자료

혈액형별ABO
연도별 전혈입고량(%) 연속형

년 적십자2004~2008
개별의료기관

출고자료

혈액형별ABO
연도별 혈액원별,

적혈구제제 출고량(%)
연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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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독립변수 자료< 12>
변수 자료명 세부자료 형태

입고량(%) 전혈입고자료
연도별 혈액형별,
전혈혈액 비율

연속형

출고량(%)
연도별 혈액원별, ,
월별 의료기관별,
출고자료

년 출고자료2004~2008
개 적십자혈액원16
입출고자료

개별 의료기관 출고자료

연속형



- 27 -

분석방법5.

이 연구에서는 연도별 혈액형별 혈액형을 모두 포함, ABO , Rh(+), Rh(-)
한 최근 년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한적십자사의5 .
연도별 혈액형별 전혈 입고량 을 모든 입고 출고편차비의 분모로 동, (%) -
일하게 적용하였고 각 입고 출고 편차비에서는 적혈구제제 출고량 를, - (%)
분자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남겨졌으며 모든 분석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통계분석 방법, SAS 9.1
은 다음과 같다.

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대상 입고 출고 편차비 분석. -

우리나라 전체 헌혈 및 성분별 입출고 현황을 살펴보고 전국 개, 16
혈액원의 입고 출고 편차비를 구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고 백분율-
과 빈도를 보기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및 그 외 혈액원에서 헌혈된 모든 혈액1 :
을 혈액형별로 나누어 백분율을 산출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며 대한적십,
자사 혈액원에서의 혈액성분별 혈액입고량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그림으

로 나타내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단계 계산에 사용된 분모는 동일하므로 대한적십자사내의 혈액조절2 :
입출고에 관계없이 각 개혈액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적혈구제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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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량 을 분자로 사용하였다 계산은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속(%) .
형인 모든 변수에 대해 입고 출고 편차비를 구하고 산출된 데이터를 이- ,
용하여 혈액원간 편차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냈다.

나 개별 의료기관 입고 출고 편차비 분석. -

개별 의료기관 입고 출고 편차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혈액이 출고된-
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입고 출고 편차비의2600 . -

백분율과 빈도를 보기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평균에서 테스트로 분,
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계 년연속 천단위 이상 적혈구제제를 사용한 개 의료기관을1 : 5 5 72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연도별 혈, , ABO
액형별 적혈구제제의 백분율을 분자로 하여 편차비를 구하였다.

단계 개별의료기관의 입고 출고 편차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각 의2 : -
료기관으로 출고된 혈액형별 출고량 을 분자로 하여 산출하였다ABO (%) .
그 다음 연도에 관계없이 전체 출고된 혈액량을 분위로 분류한 후 각5
분위별로 연도별 혈액원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

단계 년간 단위 이상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년도는 년3 : 5 1000 2004
을 기준으로 하고 혈액원은 부산을 기준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기준에 비해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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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IV.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대상 분석1.

가 헌혈종류 별 편차비.

년부터 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헌혈된 혈액의 혈2004 2008 ABO
액형별 연도별 분포는 그림 와 같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인구분포와< 2> .
동일한 패턴으로 헌혈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각 혈액형별 평균

분포는 형 형 형 형 로 거의 매년 동A 34.2%, B 26.9%, O 27.4%, AB 11.4%
일하게 헌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우리나라 전체 헌혈분포 적십자 적십자 외< 2> ( + )
우리나라 혈액형별 헌혈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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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체헌혈 전혈헌혈 편차비< 3> -
대한적십자사 전체헌혈대비 전혈헌혈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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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체헌혈 성분혈장헌혈 편차비< 4> -
대한적십자사 전체헌혈대비 성분혈장헌혈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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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체헌혈 성분혈소판헌혈 편차비< 5> -
대한적십자사 전체헌혈대비 성분혈소판헌혈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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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헌혈혈액에 비해 수혈용 혈액인 전혈 혈액의 경우 매년 편차비가 적

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헌혈에 비해 전혈헌혈

편차비는 형과 형의 편차비가 형과 형보다 크게 나타난다O B A AB .
전혈의 경우 형과 형은 양수로 유지되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채혈됨, O A
을 알 수 있으며 형과 형은 음수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덜, B AB
채혈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분혈장과 성분혈소판의 경우 적혈구제제의 부족으로 전혈혈액확보정,
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년도부터는 오히려 적혈구제제가 부족한2007 O
형과 형의 경우 전혈채혈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대적으A
로 성분헌혈량은 감소하고 있고 형과 형의 경우는 적혈구제제 부족이, B AB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므로 성분헌혈량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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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적십자사 전혈 입고 출고 편차비. -

년부터 년까지 각 연도별로 전혈헌혈 입고율을 분모로2004 2008
하고 각 혈액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적혈구제제의 출고율을 분자로

하여 계산한 대한적십자사 전혈 입고 출고 편차비는 그림 과 같다- < 6> .

그림 대한적십자사 전혈 입고 출고 편차비< 6> -
대한적십자사 전혈입고대비 전혈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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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우 다른 연도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형 혈액은2006 , B
양수로 나타났고 다른 혈액형은 전부 음수로 나타났다 나머지 개년에서. 4
는 모두 형과 형은 양수로 형과 형은 음수로 나타났다O A B AB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년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 성분헌혈의 입고량2006
이 가장 많은 해이며 상대적으로 전혈헌혈 입고량은 가장 적은 해이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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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의 경우 형은 다른 해에 비해 가장 적게 전혈이 입고되고 가2005 , O
장 많이 출고된 해이기 때문이며 년도와 년도 형의 경우는 다른, 2004 2005 B
해에 비해 가장 많이 전혈이 입고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년간 모두 기한경, 2
과 폐기가 가장 많은 해였기 때문에 입고 출고 편차비가 가장 작은 음수-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혈액형별 헌혈분포인 그림 와 비교하여 그림ABO < 2> < 3>~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마다 혈액형별 입고 출고 편차가< 6> ABO -
확연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에서는 매년 전반적으로 편차. < 6>
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혈용 혈액의 혈액관리가 안정되어가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혈액형별 불균형은 존재하며 특히 형과 형의ABO A O
경우는 편차비가 양수로써 다른 혈액형에 비해 입고 대비 출고가 많아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함을 나타내며 형과 형의 경우는 편차비가, B AB
음수로써 입고에 비해 출고량이 적어 혈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형 및 형의 경우 최근까지도 가장 편차가 크. O B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혈액원별 입고 출고 편차비. -

년부터 년까지의 대한적십자사 전국 개 혈액원의 입고 출고2004 2008 16 -
편차비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혈액형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었으

며 서울의 경우는 타 혈액원에 비하여 편차가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형 혈액의 편차비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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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특별시 입고 출고 편차비< 7> -

서울특별시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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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충청남북도 입고 출고 편차비< 8> -

충청남북도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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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상남북도 입고 출고 편차비< 9> -

경상남북도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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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라남북도 입고 출고 편차비< 10> -

전라남북도 입고-출고 편차비

-0.15

-0.10

-0.05

0.00

0.05

0.10

0.15

2004 2005 2006 2007 2008

년도

(
출

고
량

%
 
-
 
헌

혈
량

%
)
 
/

헌
혈

량
% O형

A형

B형

AB형



- 36 -

혈액원별 입고 출고 편차비를 크게 개 지역으로 범주화한 것은 그림- 4 <
그림 와 같다 그 외 개 혈액원의 편차비에 대한 그림은 부7> ~ < 10> . 16 <

록 에서 보여주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북도는 형과 형의1> . O B
입고 출고 편차비가 양수로 크게 나타났으며 경상도는 형만 거의 양수- , O
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라도의 경우는 형과 형의 편차비가 양수로 크. A AB
게 나타났고 오히려 형과 형은 편차비가 음수로 작게 나타났다O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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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2. 라 개별 의료기관 대상 분석

가 년 연속 천 단위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 편차비. 5 5

년부터 년까지 년 연속 천 단위 이상 혈액이 출고된2004 2008 5 5 72
개 의료기관의 입고 출고 편차비는 각 의료기관의 차이를 잘 나타내주었-
다 각 의료기관에서 요청하는 혈액패턴이 매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의료기관이 속한 혈액원의 혈액형별 편차비와 거의 동일, ABO
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형의료기관의 사용패턴이 혈액원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다 대표적인 개의. 10
의료기관의 그림은 다음의 그림 그림 와 같다< 11> ~ < 20> .

그림 서울 병원< 1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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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 소아병원< 1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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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 병원< 1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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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 병원< 1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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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기 센터< 15>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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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기 병원< 16> -A

경기-A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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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천 병원< 17>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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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구경북 병원< 18> -K

대구경북-K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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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원 병원< 19>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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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북 병원< 20> -Y

전북-Y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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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의료기관 입고 출고 편차비. -

연도별 혈액형별 편차비1)

총 전혈헌혈량 대비 의료기관 출고량 혈액형별 편차비가 표 을< 13>
보면 년을 제외한 년 동안 유의하게 의미가 있었다2006 4 .
다른 혈액형에 비해 형의 편차비가 크고 양수이므로 상대적으로 더O
많이 사용되거나 폐기됨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형의 편차비는 거의 음, B
수이므로 상대적으로 더 적게 사용되거나 알맞게 사용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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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혈액형별 편차비< 13>

년도와 년도의 경우 형의 경우 입고 출고 편차비가 가장2007 2008 AB -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사용과 폐기자료가 있어야만 정

확한 원인파악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된다.

연도별 의료기관 분포 및 출고량 분포2)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혈액을 사용하는 개별 의료기관 수가 매< 14>
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혈액출고량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단위그룹별 출고량 분포3)
단위그룹별 출고량 분포는 표 와 같이 년간 혈액이 출고된 전< 15> 5

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출고된 혈액을 분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5 .
단위 미만의 의료기관 수가 전체의 분위를 차지하지만 분위에 속1000 4 1

하는 단위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출고되는 혈액량이 전체의1000 85~86%
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혈액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

다.

연도
O A B AB p-value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2004 7.62 99.94 1.82 82.13 -8.16 93.83 -4.98 151.09 <.0001
2005 7.94 96.52 -1.61 78.30 -7.17 90.41 1.61 156.20 <.0001
2006 4.73 94.81 0.20 79.44 -5.92 89.06 1.68 158.22 0.006
2007 2.42 92.19 -1.04 77.03 -5.29 89.96 8.83 166.89 <.0001
2008 0.13 89.52 -3.66 75.54 0.10 92.04 10.65 164.7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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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의료기관 및 출고량 분포< 14>

표 단위그룹별 출고량 분포< 15>

Totalunits
O A B AB

Mean Std Min Max Sum Mean Std Min Max Sum Mean Std Min Max Sum Mean Std Min Max Sum

<5 1 1 0 4 2109 1 1 0 4 2458 1 1 0 4 1693 0 1 0 4 813

5~30 4 4 0 27 14104 4 4 0 26 16307 3 4 0 26 12329 1 2 0 22 5466

30~200 24 15 0 126 74347 28 18 0 108 88855 22 15 0 114 69387 11 10 0 64 33541

200~1,000 129 65 22 393 230953 159 78 42 469 284227 123 60 19 342 220427 57 30 2 291 102157

>=1,000 1733 2106 218 17209 1966711 2143 2626 242 22387 2431816 1640 2024 189 17744 1861275 689 853 76 8029 781552

연도
의료기관

수

O A B AB
Mean Std Sum Mean Std Sum Mean Std Sum Mean Std Sum

2004 2303 194 831 447113 239 1033 550074 184 793 422910 77 323 178383
2005 2353 190 816 447157 233 996 547623 178 766 418677 77 328 180111
2006 2498 178 787 444531 221 988 551306 171 765 426832 72 318 180323
2007 2656 174 788 462298 216 981 574529 164 749 435504 71 319 187293
2008 2678 182 799 487125 224 998 600131 172 768 461188 74 327 19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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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그룹별 편차비 분포4)

입고 출고 편차비를 이용한 분위수로 분류한 후 각각에 해당하는 의- 5
료기관이 혈액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표 년간 출고량 단위 이하인 의료기관< 16> 5 5
total units < 5

의료
기관
수

type O type A type B type AB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합계 2779 9.58 159 1.20 132 -12.96 152 3.16 270 <.0001
YEAR
2004 558 20.11 163 1.79 132 -13.61 151 -22.74 237 0.001
2005 508 11.98 162 -0.72 132 -9.49 153 -4.57 259 0.281
2006 575 12.26 160 6.18 134 -21.74 145 1.75 268 0.011
2007 575 8.00 156 0.28 132 -15.43 152 15.46 286 0.042
2008 563 -4.12 153 -1.79 131 -3.93 157 24.69 294 0.032
혈액원

중앙 252 26.19 168 -18.68 125 -34.82 137 73.72 339 <.0001
서울남부 338 22.69 166 -10.59 130 -17.18 150 16.70 297 0.017
서울동부 321 16.71 162 -1.54 133 -8.37 154 -16.80 242 0.104
서울서부 301 18.40 160 7.09 132 -22.15 146 -14.97 247 0.017
경기 303 33.98 169 4.47 134 -25.60 145 -37.13 212 <.0001
인천 279 -21.17 144 18.08 137 -5.02 157 8.90 274 0.071
부산 192 -16.04 140 9.32 133 0.80 157 9.16 275 0.497
경남 98 -24.69 135 6.29 130 23.13 165 -12.86 237 0.222

대구경북 129 13.22 156 -15.69 126 0.58 161 13.49 282 0.570
대전충남 146 11.04 162 -5.44 130 -0.30 159 -8.78 261 0.809
광주전남 83 5.54 159 -6.75 131 2.35 163 1.14 279 0.980
전북 129 -13.02 152 22.47 140 -36.13 135 48.21 312 0.004
강원 66 2.30 159 1.86 135 0.80 160 -13.05 259 0.957
충북 59 -24.18 135 35.01 133 -4.21 158 -36.47 209 0.088
울산 67 18.69 158 7.96 133 -11.06 155 -44.01 183 0.111
제주 16 31.31 154 -66.48 81 2.27 152 120.51 36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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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간 출고량 단위 단위 미만인 의료기관< 17> 5 5 ~ 30

표 와 표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혈액출고량이 비교적 적은< 16> < 17>
의료기관에서는 연도 및 지역별로 일정한 패턴이나 유의한 결과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수는 가장 많으며 각 혈액형별 표. ,
준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필요시마다 혈액을 요청하여 사

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otal units 5~30
의료
기관
수

type O type A type B type AB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합계 3653 6.64 97 -1.41 80 -4.71 94 -0.85 159 0.001
YEAR
2004 687 9.35 101 5.85 85 -13.19 94 -9.52 158 0.001
2005 717 14.18 101 -2.92 81 -11.06 92 0.39 164 0.001
2006 730 4.26 92 -1.01 78 -0.90 92 -5.30 151 0.406
2007 756 3.47 96 -1.18 78 -5.11 95 6.98 169 0.186
2008 763 2.54 93 -7.14 77 5.63 97 2.29 155 0.119
혈액원

중앙 256 8.11 101 -8.47 81 -8.02 96 24.75 197 0.008
서울남부 287 13.96 109 -6.94 841 -6.32 101 1.80 183 0.157
서울동부 369 12.46 101 -1.65 86 -8.73 99 -4.84 164 0.073
서울서부 301 6.76 100 0.09 80 -4.22 97 -6.90 152 0.454
경기 367 20.50 101 -7.91 78 -6.92 95 -10.04 154 0.000
인천 348 1.28 91 -1.32 80 1.73 94 -3.04 166 0.938
부산 274 5.18 90 0.87 77 -2.96 94 -8.37 145 0.479
경남 188 -0.08 92 4.08 78 -14.28 84 21.45 171 0.023

대구경북 254 3.46 93 -1.43 77 -2.87 92 2.52 147 0.888
대전충남 225 -0.43 97 1.56 82 -0.90 101 -1.26 141 0.993
광주전남 135 6.34 101 4.49 75 -7.71 87 -11.31 139 0.405
전북 208 6.69 96 6.53 81 -14.91 89 -1.29 151 0.138
강원 142 -5.81 86 1.50 77 3.94 90 0.91 151 0.880
충북 143 -2.69 88 5.76 75 2.04 83 -15.38 139 0.299
울산 123 3.24 85 -1.51 79 -1.54 91 0.48 143 0.981
제주 33 -1.36 92 -25.92 66 30.13 94 10.94 19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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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간 출고량 단위 단위 미만인 의료기관< 18> 5 30 ~ 200

년간 출고량 단위 단위 미만인 의료기관에서는 혈액형별5 30 ~ 200 ABO
편차비가 연도별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혈액원분류에서는 주로,
수도권지역에서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otal units 30~200
N type O type A type B type AB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합계 3136 1.71 45 -2.31 38 -2.57 44 8.86 81 <.0001
YEAR
2004 503 -0.23 42 -1.08 37 -2.65 47 10.12 84 0.001
2005 568 4.51 44 -2.37 38 -4.58 44 6.96 82 0.001
2006 623 3.56 46 -2.30 36 -3.85 43 7.25 79 0.001
2007 718 -0.39 45 -1.95 38 -0.95 41 9.13 80 0.001
2008 724 1.37 46 -3.50 38 -1.43 46 10.58 79 <.0001
혈액원

중앙 164 -1.54 45 -9.83 37 1.93 45 29.17 95 <.0001
서울남부 209 -1.02 46 -5.23 36 4.71 44 7.34 80 0.080
서울동부 324 2.23 40 -5.00 38 -1.26 50 12.68 85 0.001
서울서부 226 -1.03 36 -8.17 34 1.92 39 22.69 68 <.0001
경기 251 3.52 50 -0.34 38 -7.92 44 10.96 80 0.002
인천 218 2.35 43 -1.57 37 -4.22 39 8.98 76 0.045
부산 287 5.87 45 -1.59 34 -3.50 41 -1.38 72 0.123
경남 227 5.59 46 -0.40 33 -4.96 42 -0.87 64 0.129

대구경북 285 3.88 49 -5.26 40 3.44 49 -1.45 80 0.170
대전충남 189 0.06 46 -1.46 40 -5.18 45 16.46 93 0.002
광주전남 186 -2.80 46 10.10 41 -11.62 41 3.39 78 0.001
전북 196 -0.43 43 5.52 37 -7.63 42 2.31 90 0.132
강원 122 5.76 48 -10.37 40 1.98 46 12.83 83 0.014
충북 110 -4.33 46 -0.38 40 -0.75 51 13.47 92 0.137
울산 115 1.00 48 0.87 37 -7.22 41 11.62 78 0.066
제주 27 5.61 38 -3.34 21 -0.67 40 -2.23 71 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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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간 출고량 단위 단위 미만인 의료기관< 19> 5 200 ~ 1000

연도별 혈액원별로 가장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으며 경남과 제주, ,
를 제외한 년간 출고량 단위 단위 미만인 의료기관에서 혈액5 200 ~ 1000
의 입고 출고 편차비가 가장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

total units 200~1,000

N type O type A type B type AB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합계 1785 -1.35 19 -1.27 17 -0.62 21 8.64 37 <.0001
YEAR
2004 343 -0.85 21 -0.45 18 -2.86 20 10.22 37 <.0001
2005 333 -0.46 18 -0.77 17 -2.23 18 8.71 35 <.0001
2006 347 -2.21 20 -1.81 17 2.12 22 5.98 35 <.0001
2007 380 -1.71 19 -1.10 18 0.14 21 7.24 39 <.0001
2008 382 -1.46 19 -2.09 17 -0.46 21 10.98 39 <.0001
혈액원

중앙 62 -5.90 18 -11.71 15 12.75 22 20.16 46 <.0001
서울남부 91 -2.78 17 -4.13 14 2.98 20 12.38 32 <.0001
서울동부 177 -0.92 18 -1.22 15 -0.57 19 7.32 35 0.001
서울서부 101 -5.35 21 0.35 18 -1.20 20 14.93 46 <.0001
경기 136 1.55 17 -4.22 16 -0.86 21 11.02 38 <.0001
인천 70 -3.68 16 -3.71 16 4.52 25 9.79 35 0.002
부산 169 1.64 20 -0.52 18 -4.38 19 7.83 36 <.0001
경남 170 -0.83 23 1.70 17 -2.45 20 2.66 36 0.222

대구경북 188 2.06 20 -4.05 16 -0.24 19 7.80 39 <.0001
대전충남 110 -3.18 18 3.75 19 -3.11 20 3.69 32 0.019
광주전남 187 -5.35 17 5.54 16 -6.99 19 12.73 38 <.0001
전북 102 -3.68 21 2.71 17 -3.56 23 9.18 34 0.000
강원 84 4.49 20 -10.21 15 7.20 18 3.12 29 <.0001
충북 44 -5.43 20 3.61 25 4.38 23 -7.77 25 0.029
울산 86 0.39 19 -5.82 15 1.88 20 12.33 35 <.0001
제주 8 -1.98 23 -13.35 14 13.08 10 14.38 68 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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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간 출고량 단위이상인 의료기관< 20> 5 1000

년간 출고량 단위이상인 의료기관에서는 혈액원별로는 서울남부5 1000 ,
서울동부 서울서부와 경기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의하게 관련성이, ,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의 경우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O
지역에서 양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 20> O
형 혈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total units >=1,000
N type O type A type B type AB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합계 1135 0.86 9.9 0.33 8.9 -0.88 10.2 -1.04 16.4 <.0001
YEAR
2004 212 0.91 9.5 0.48 9.6 -0.39 10.3 -2.79 14.9 0.004
2005 227 1.23 9.8 0.99 8.5 -2.16 9.7 -0.83 16.1 0.004
2006 223 0.24 10 -0.64 8.8 0.58 9.9 0.01 18.6 0.765
2007 227 1.17 10 0.32 8.8 -1.24 10.5 -0.97 14.5 0.077
2008 246 0.76 9.7 0.48 8.7 -1.11 10.6 -0.73 17.5 0.248
혈액원

중앙 93 2.02 9.1 -0.84 7.5 -0.15 9.8 -2.09 10.9 0.026
서울남부 55 1.26 9.8 -1.24 6.9 0.05 9.4 0.57 19.4 0.751
서울동부 112 1.49 10 -1.00 8.2 -0.51 8.2 0.59 22.3 0.515
서울서부 68 1.05 10 0.12 8.4 0.12 10.3 -3.25 13.7 0.106
경기 87 1.40 8.7 -0.33 7.0 -0.79 8.7 -0.59 13.8 0.443
인천 79 0.15 8.5 -0.90 6.7 2.35 7.8 -3.13 16.7 0.014
부산 135 1.05 10 0.67 8.1 -2.36 9.5 0.93 19.1 0.076
경남 51 0.62 7.9 3.01 8.9 -4.49 8.4 -0.09 14.7 0.004

대구경북 110 2.18 10 -1.64 7.3 1.92 10.0 -4.80 13.6 <.0001
대전충남 72 1.79 9.5 3.28 7.8 -5.26 10.0 -1.98 15.5 <.0001
광주전남 85 -5.01 10 10.02 8.7 -8.76 9.2 2.47 15.1 <.0001
전북 52 -4.56 9.3 8.33 7.9 -6.67 8.1 1.53 15.9 <.0001
강원 29 7.02 11 -9.05 5.2 5.49 7.7 -2.67 17.1 <.0001
충북 42 4.58 9.5 -4.44 9.2 3.15 10.0 -5.18 18.8 0.001
울산 38 4.99 9.9 -3.14 6.0 -0.65 7.6 -1.14 15.5 0.006
제주 27 -4.26 7.4 -10.85 11.0 17.95 13.5 1.34 1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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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량 단위이상인 의료기관 편차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5) 1000

혈액출고 단위별 평균비교에서 유의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량이 가장 많은 단위 이상 기관의 편차비만 다중회귀분석을 실1000
시하였다 연도별 비교는 년을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 2004
데 년이 유일하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혈액원별 비교는2006 . 1000
단위 이상 사용하는 혈액원 중에 의료기관 수가 가장 많은 부산을 기준

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형의 경우 부산에 비해 광주전남 전북 강원 충북 울산 제주가) O , , , , ,
유의하게 나왔지만 이는 가 로 설명력은 매우 낮았다Adj. R2 0.058 .
나 형의 경우 부산에 비해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북 강) A , , , ,
원 충북 울산 제주가 유의하게 나왔으며 가 로 설명력이, , , , Adj. R2 0.222
높게 나타났다.
다 형의 경우는 부산에 비해 인천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 B , , , ,
북 강원 충북 제주가 유의하게 나왔으며 가 로 비교적 설, , , , Adj. R2 0.185
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라 형의 경우는 안에서 유의하였으므로 이는 설명력) AB Adj. R2 0.005
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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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간 출고량 단위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한 다중회귀모형< 21> 5 1000
　 O A B AB
년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회귀계수 표준오차 p-value
2004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
2005 0.31 0.92 0.733 0.46 0.75 0.538 -1.73 0.88 0.050 1.97 1.57 0.208
2006 -0.72 0.92 0.434 -1.09 0.75 0.147 0.93 0.89 0.292 2.90 1.57 0.066
2007 0.34 0.92 0.714 -0.31 0.75 0.683 -0.74 0.88 0.401 1.81 1.57 0.249
2008 -0.07 0.90 0.940 -0.17 0.73 0.822 -0.61 0.87 0.480 2.09 1.54 0.174
혈액원

부산 기준( ) 기준( ) 기준( ) 기준( )
중앙 0.99 1.29 0.446 -1.50 1.06 0.156 2.18 1.24 0.080 -2.99 2.21 0.176
서울남부 0.23 1.54 0.881 -1.89 1.25 0.133 2.36 1.48 0.111 -0.34 2.62 0.898
서울동부 0.45 1.23 0.716 -1.66 1.00 0.097 1.82 1.18 0.123 -0.30 2.10 0.885
서울서부 0.02 1.43 0.987 -0.53 1.17 0.647 2.43 1.37 0.078 -4.16 2.44 0.088
경기 0.36 1.32 0.783 -0.99 1.08 0.358 1.57 1.27 0.217 -1.55 2.25 0.492
인천 -0.89 1.36 0.515 -1.56 1.11 0.161 4.71 1.31 0.001 -4.12 2.32 0.077
경남 -0.41 1.58 0.793 2.35 1.29 0.069 -2.16 1.52 0.155 -1.00 2.69 0.711
대구경북 1.14 1.23 0.355 -2.30 1.01 0.023 4.25 1.19 0.001 -5.72 2.11 0.007
대전충남 0.74 1.40 0.596 2.63 1.14 0.021 -2.90 1.35 0.032 -2.97 2.39 0.214
광주전남 -6.06 1.33 <.0001 9.33 1.08 <.0001 -6.38 1.28 <.0001 1.58 2.27 0.487
전북 -5.60 1.57 0.001 7.69 1.28 <.0001 -4.33 1.51 0.004 0.54 2.68 0.841
강원 5.98 1.96 0.002 -9.73 1.60 <.0001 7.85 1.89 <.0001 -3.57 3.36 0.287
충북 3.55 1.70 0.036 -5.07 1.38 0.001 5.46 1.63 0.001 -6.17 2.90 0.034
울산 3.94 1.76 0.026 -3.80 1.44 0.008 1.70 1.70 0.316 -2.06 3.01 0.493
제주 -5.31 2.02 0.009 -11.51 1.65 <.0001 20.29 1.95 <.0001 0.41 3.46 0.905
Adj. R2 0.058 0.222 0.185 0.005



- 52 -

고찰 및 결론V.

이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전혈입2004 2008
고자료 및 적혈구제제 출고자료를 이용한 입고 출고 편차비를 혈액- ABO
형별 연도별 혈액원별 의료기관별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이 연구에, , , .
서 새롭게 개발한 입고 출고 편차비 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IOD)
써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AS 9.1 version .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대상의 입고 출고 편차비는 우리나라 전체 헌-
혈현황과 혈액원별 현황으로 나타냈으며 우리나라 개별 의료기관을 대,
상으로 한 분석은 일원분산분석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 다중회

귀분석으로 혈액형과 개 혈액원 및 각 연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ABO 16
였다 이 연구는 혈액형별 재고의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는. ABO
데 필요한 초석이 되는 연구이며 향후 발전된 연구와 혈액수급의 안정,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대상 분석에 대한 고찰1.
모든 지역에서 혈액형별 불균형이 존재하며 서울을 포함한 대부ABO ,

분의 지역에서 다른 혈액형에 비해 형 혈액의 입고 출고 편차비가 크O -
게 나타났다 혈액사용이 가장 많은 서울 개 혈액원 중에서도 형 편차. 4 O
비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서울서부 혈액원이었으며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서울서부혈액원 관할 의료기관이 형 혈액의 사용이 더 많을 수밖O
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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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혈액원와 울산혈액원에서 형 혈액 편차비가 가장 크게 나O
타났으며 전남광주혈액원과 전북혈액원에서는 형과 형 혈액의 편차, A AB
비가 크게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경우 형의 편차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B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인구 전체의 혈액형분포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만 지역별 헌혈인구와는 유사한 것으로써 지역마,

다 혈액형별 인구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ABO .

혈액형별 입고 출고 편차비의 분산정도를 보면 인구밀도가 높고ABO - ,
대형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는 혈액형간 분산정도가

작았으며 지방의 경우는 혈액형간 편차비의 분산정도가 상당히 크게 나,
타났다 이것은 입고 대비 출고량이 많고 적음에 따른 영향을 받았기 때.
문이며 대형의료기관에서 수혈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별 의료기관 대상 분석에 대한 고찰2.

가 년 연속 천 단위 이상 사용하는 의료기관 편차비. 5 5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년부터 년까지 매년 천 단위이2004 2008 5
상 출고된 개 의료기관의 입고 출고 편차비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72 - ,
으로 출고되는 혈액량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예,
측할 수 없는 수혈상황으로 인해 일정한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

적인 의견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년을 제외하고 년부터2004 2005 2008
년까지 표 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고 츨<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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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편차비의 평균값이 형과 형은 양수 형과 형은 음수인 경향을O A , B AB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개 의료기관으로 형과 형 혈액에 비해. 72 B AB A
형과 형 혈액이 더 많이 출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대한적십자O .
사혈액원의 적혈구제제 일일재고현황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써, 혈액수급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각 의료기관에 대한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년 연속 천 단위 이상 출고된 개 의료기관 연도별 분석< 22> 5 5 72

나 개별 의료기관 입고 출고 편차비. -

년부터 년까지 개별의료기관으로 출고된 모든 자료를 출고2004 2008
연도도 무시하고 중복된 의료기관도 개별의료기관으로 취급한 후 입고-
출고 편차비를 산출하였으며 전체를 분위로 나누어 각 그룹에 대하여, 5
일원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혈액형별 입고 출고 편차비를 산출한 결과 혈액형마다 분산ABO - ,

연도 의료

기관수

O A B AB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p-value*
2004 72 0.01 0.06 0.00 0.06 -0.01 0.07 -0.01 0.11 0.414
2005 72 0.02 0.06 0.01 0.06 -0.02 0.06 -0.03 0.08 <.0001
2006 72 0.00 0.06 0.00 0.06 0.01 0.07 -0.03 0.09 0.010
2007 72 0.01 0.06 0.01 0.06 0.00 0.07 -0.03 0.10 0.011
2008 72 0.01 0.06 0.00 0.06 0.00 0.06 -0.03 0.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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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달랐는데 형의 편차비는 에서 으로 분산정도가 가장, A -1.0 1.93
좁았으며 형은 에서 형은 에서 로 비슷하게 나타났, B -1.0 2.79, O -1.0 2.61
고 은 편차비가 에서 으로 분산정도가 가장 넓었다AB -1.0 7.86 .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혈액출고량이 단위이상 단위미만, 200 1000
인 그룹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단위이, 1000
상인 그룹에서도 상대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데 단위이상인 그룹에서 전체 혈액출고량의 를 차지하고 있었으1000 86%
며 단위이상 단위미만인 그룹에서는 전체의 단위미만의, 200 1000 10%, 200
세 그룹에서는 전체의 를 차지하고 있었다4% .
따라서 우리나라 혈액수급현황에 가장 영향력이 큰 단위 이상인1000
그룹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한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독립변수인 출고연도와 혈액원에 의하여 설.
명되는 정도가 혈액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형은 수정된 결정ABO , A
계수 값이 로서 정도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Adj R-sq) 0.222 22.2%
며 형은 형은 형은 로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 B 0.185, O 0.058, AB 0.005
났다 의 경우 독립변수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값이 증가. Adj R-sq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독립변수가 추가되면 그 값이 작아지

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출고연도 및 지역적인 요인 외에

혈액출고량의 편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혈액형별 편차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혈. ABO
액원 측면이 아닌 의료기관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한다

고 사료된다.



- 56 -

결론 및 제언3.

이 연구는 혈액형별 재고의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찾는데ABO
필요한 초석이 되는 연구이며 향후 발전된 연구와 혈액수급의 안정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혈액형별 전혈혈액입고량에 비해 의료기관별 출고량의ABO
편차비가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과 혈액원별

혈액출고패턴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혈액원에서 대형의료기관으로 출고되는 혈액. ABO
형별 패턴이 매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예측할 수 없는 수혈상,
황이기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의견과는 다른 결

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불규칙한 패턴을. ,
보이는 중소의료기관보다는 혈액형별 편차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ABO
는 대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혈액사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혈액형별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연구 설계 시 설문조사지 등 외국의. BC BIM
혈액사업관련 설문지를 참조하여 혈액사용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분석하

고자 부록 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 3> .
하는 기간이 짧아 설문의 회수율이 낮았고 따라서 유의한 영향요인을,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연구결과에서 제외시켰다 그 외에도 군.
병원의 경우는 대형의료기관과는 달리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보기는 어

려웠으며 전체대비 군병원 출고량은 에 불과하여 혈액수급전체에,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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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연구결과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향후 좀 더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요구되며 의료기관의 정확한,
혈액사용량과 폐기량 및 혈액사용용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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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혈액원별 입고 출고 편차비< 1> -

그림 중앙 혈액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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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남부 혈액원< 22>

서울남부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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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동부 혈액원< 23>

서울동부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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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울서부 혈액원< 24>

서울서부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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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산 혈액원< 25>

부산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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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구경북 혈액원< 26>

대구경북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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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천 혈액원< 27>

인천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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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기 혈액원< 28>

경기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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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원 혈액원< 29>

강원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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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충북 혈액원< 30>

충북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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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전충남혈액원< 31>

대전충남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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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북 혈액원< 32>

전북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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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광주전남 혈액원< 33>

광주전남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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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남 혈액원< 34>

경남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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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주 혈액원< 35>

제주 입고-출고 편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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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의료기관 설문조사지< 2>

일반사항I.

귀 병원의 병상 수는 얼마입니까1. ? 병상

귀 병원은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2.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 , , , , , , , , , ,
경북 경남 제주, ,

귀 병원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3. ?

안녕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에는 혈액 수급에 있어서 혈액형별 재고불균형의 원인을 파악ABO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혈액 사용이 많은 상위 여기관에 대한 설문100
조사를 실시하고자합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헌혈자들은 비슷한 비율로 헌혈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형적혈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O .
액형별 재고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혈액수급불안정의 주요한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혈액사용면의 원인을 분.
석하기위한 것으로서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분석에

만 사용될 것이며 개별기관의 통계나 현황은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바쁘시겠지만 한정된 소중한 자원인 혈액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연구라는점

을 고려하시어 잠깐 시간을 내어 답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올림O O O

1) 종합전문요양기관 2) 종합병원

3) 병원 4) 의원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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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제 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34 ( )
규칙 제 조 항 요양기관의 인정 등8 1 ( )

귀 병원에서는 헌혈을 받을 수 있는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고 있습니까4. ?

귀 병원의 설립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5. ?
국립 국립대학 공립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 , , , , ,
회사법인 특수법인 의료법인 개인 군병원, , , ,

병원의 적혈구 재고설정기준II.

귀 병원에서는 적혈구의 혈액형별 적정재고목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6. ?

귀 병원에서는 혈액재고관리를 위한 혈액재고관리 담당자 가7. (Unit manager)
있습니까?

년 이 전에 귀 병원에서는 얼마나 많은 횟수의 적혈구 부족을 경험했습니까8. 2008 ?
적혈구 부족이란 귀 병원이 있는 곳에서 대기수술 취소를 검토하거나 혹은 취소(
하기 시작하고 응급 수요만을 위해 혈액을 출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적혈구부족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심각하게 귀 병원의 운영에 영향을 주8-1. ,
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없음 2) 회1~2
3) 회3~4 4) 회5~6 5) 회이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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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혈액원에서 어떤 혈액형의 부족으로 위기 상황에 있다고 알려줄 때 귀9.
병원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혈액재고가 부족하다고 들었을 때 혈액을 평소 청구10.
량 보다 더 많이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0-1. , ?

1)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음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수술 취소 없음( , )
2) 경미한 영향 보통의 스트레스 수술취소를 준비( , )
3) 심각한 영향 수술 취소 매우 스트레스 심함( , )

1) 스스로 부족한 혈액형의 주문을 감소시킨다.
2) 입고할 수요를 계획하고 대체할만한 혈액형으로 교체한다.
3) 앞으로의 부족을 걱정해서 더욱 재고를 획득하려고 한다.
4) 정기적인 주문패턴을 바꾸지 않는다.
5) 병원 자체 현혈 실시 혈액원과 연계하여 헌혈을 받는다/ .
6) 기타 사유 :

예 아니오

1) 응급용 대비
2) 혈액불출체계에 대한 불안감
3) 수술지연에 대한 우려
4)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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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요청할 경우 추가 요청 형태는10-2 ?

혈액부족 시 적십자 혈액원에서 병원의 재고를 파악하고 병원간 수급조정10-3
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병원의 적혈구제제 의 사용량 단위III. (RBC) ( : UNIT)

지난 년간 적혈구제제의 혈액형별 재고목표량은 얼마였습니까11. 5 ?

지난 년간 적혈구제제의 혈액형별 연사용량은 얼마나 되십니까12. 5 ?

1) 전체 혈액형을 평균 청구량보다 약 추가( )%
2) 많이 출고되는 혈액형 위주로 약 추가( )%
3) 전체 혈액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청구

4) 많이 출고되는 혈액형 위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청구

예 아니오

혈액형

재고목표량
A B O AB

년2004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혈액형

연사용량
A B O AB

년2004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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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적혈구 폐기현황 단위IV. ( : UNIT)

지난 년간 적혈구제제의 혈액형별 연사용량은 얼마나 되십니까13. 5 ?

적혈구제제가 폐기되었다면 다음 요소들 중 다빈도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14. ,
시오. 예 다빈도 순으로 로 표기( : 1,2,3,4,5 ) ( )

환자상태 호전 기한경과 환자의 전원 혹은 퇴원 소아혈액 기타1) 2) 3) 4) 5)

번 소아혈액의 경우 잔여혈액폐기는 제외* 4) .

기타의 경우 다음 중에 해당되는 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14-1. .

혈액형

연폐기량
A B O AB

년2004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1) 업무상 사무적 오류
2) 환자의 거부 발열 사망, ,
3) 혈액백 등 파손
4)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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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적혈구제제의 사용용도V. O

귀원에서 이형혈액형 수혈 예를 들어 형을 다른 혈액형에게 수혈 이 이루15. ( O )
어지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지난 년간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15-1. , 1 ?

있다면 지난 년간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고 괄호안에 횟15-2. , 1
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가장 많은 사유 가지를 다빈도 순으로 나열하여 주십시오15-3. , 3 .( )

예 아니오

1) 없음 2) 회1~5 3) 회5~10 4) 회 이상10

1) 형 혈액을 다른 혈액형 환자에게 수혈O ( )
2) 형 혈액을 형 환자에게 수혈A AB ( )
3) 형 혈액을 형 환자에게 수혈B AB ( )
4)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Rh(-) Rh(+) ( )

1) 오래된 혈액을 선입선출하기 위해 기한경과 폐기방지( )
2) 수술 시 혈액 부족으로

3) 응급수혈 시

4) 교환수혈 시

5) 신생아 수혈

6) 이형 골수이식 환자

7)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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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혈액원에서 혈액형별 재고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 형 혈액부족현상16. (O )
을 알고 계십니까?

귀 병원에서는 형 적혈구 제제가 다른 혈액형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17. O
까?

형 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가장 주된 이유로 생각되는 것부터17-1. O ,
순서대로 나열하여 주십시오. ( )

예 아니오

1) 없음 2) 년 회1~5 3) 년 회5~10 4) 년 회 이상10

1) 형 혈액환자들의 실제 수요가 많기 때문O
2) 형 혈액의 이형수혈이 많기 때문O
3) 형 혈액의 폐기가 많기 때문O
4) 잘 모르겠음
5)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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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Differenc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Blood
Center's Total Incoming Blood Volume for
Each ABO Blood Type and Outgoing Blood
Volume of Each Medical Institution

Chang, Da ye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fessor Jung, Woo jin, PhD)

This research has started with a purpose to contribute to stable
supply of blood for each blood type and to provide effective resolution
ideas by assessing the situation of unbalanced inventory levels for
ABO blood types of red blood cells and by analyzing relev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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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searched on blood type O based on a hypothesis that it had
bigger differences between incoming and outgoing volume, and as for
the research data, we use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Blood Center's total blood stocked volume(%) and the red blood cell
volume(%) outgoing to each medical institution.
The research method was to calculate the newly developed
differences between incoming and outgoing volume and analyze them,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with SAS 9.1 version.
The overall blood drive overview of Korea and the status for each
blood center were shown with the incoming-outgoing differences of
Korea's total medical institutions.
As for the analysis of each medical institution in Korea, we ver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groups with one-way ANOVA, and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ABO blood types, 16 blood
centers and each year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
Firstly, there exist imbalances among ABO blood types in all areas
and in most areas it showed that blood type O had relatively bigger
incoming-outgoing differences compared to other blood types, and
only as for Jollanambuk-do'case, interestingly blood type A had
bigger incoming-outgoing differences.
Secondly, from the result of analysis of incoming and outgoing
differences of 72 medical institutions with over 5000units of red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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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 outgoing every year from 2004 to 2008 from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Blood Center, we can learn that there is a
certain pattern in the volume of outgoing blood to the medical
institutions.
This is a very different result as it's a opposite of the general
belief that a certain pattern cannot exists due to an unpredictable
blood transfusion situation of hospital.
Thirdly, the result of one-way ANOVA for the incoming and
outgoing differences of each ABO blood type for all outgoing blood of
each medical institution from 2004 to 2008 showed institutions with
200 to 1000 unit volume and over 1000 unit volum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urth, from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medical institution group with each over 1000 unit outgoing blood, it
showed that blood type A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year
and each blood center.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s the first
research to show that the differences in the outgoing blood volume of
each medical institution exist among mid-to-sized large medical
institutions compared to the
total incoming blood volume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Blood Center, and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blood outgoing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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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could not find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directly
on the incoming-outgoing differences since the influential factors were
limited to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 year and blood center.
Therefore, further various researches related to this matter are
needed, and we need more active cooperations from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get information on accurate blood usage, disposed data and
the type of use, and I think we need researches from government
level.

key word : Blood Type, Blood Incoming, Blood outgoing, Blood inven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