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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Infusion Systems for
Red Blood Cell Trans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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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ransfusion in neonates and infants can be performed using an electro
mechanical infusion system that has appropriate accuracy in terms of flow rate, volume,
and bolus. However, there are no infusion systems approved for transfusion in Korea.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wo electromechanical infusion systems for
transfusion in pediatric patients.
Methods: We tested two systems, Baxter and Terumo, using 9 units of leukocyte-filtered
red blood cells. The blood samples were delivered through the systems at constant speeds
of 10, 30, and 100 mL/hr, and the accuracy in terms of the delivered volume was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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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Both infusion systems can be used safely for transfusion in pediatr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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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성인과 달리 소아, 특히 신생아에게 적혈구 및 혈소판 수혈
시 적은 양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이 일정 속도
로 수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 그래서 소아에게 수혈
시 작은 직경의 바늘을 사용하여도 일정한 주입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수혈된 양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전자기계식 주입장
치(electromechanical infusion pump)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자기계식 주입장치는 중환자실, 응급실 및 신생아실 등에서
쓰이는 필수장비로 환자에게 미세한 또는 다량의 약품을 주입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와 시간당 정확한 양의 약물을 주입시키

고자 할 때에 중요한 장비이다. 국내에는 수혈용으로 정식 허
가받은 주입장치는 아직 없고, 기존에 약물 또는 수액 주입용
으로 허가받은 주입장치에 혈액이 담긴 혈액백을 연결하여 혈
액을 주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입장치는 일반적으로 모터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일정량
을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에 의해 환자에게 주입한다. 주입장치
를 사용한 수혈 시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므로 적혈구가 바늘을
통과할 때 물리적 손상을 받아 용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주입장치가 전혈 사용 시 기계적 용혈을 일으키지 않
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적혈구제제 사용 시 육안으로 식별 가능
한 용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입장치를 사용하여 적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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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기타 제제를 수혈하는 경우에는 그 기구가 용도에 적합한
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1].
상용 주입장치 중 연동운동식(peristaltic type)은 수액세트
에 작용하는 작동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된다. Drop방식
의 non-pump용은 주입속도가 chamber에 떨어지는 방울 수
에 따라 결정되며, 또 다른 하나인 pump식은 수액세트를 눌러
주거나 밀어주는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 수액을 보내주는 방식
으로 주입속도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2가지 방식
의 주입장치의 주입속도의 정확도와 용혈 정도 평가를 토대로
그 임상적 안정성에 대한 간이평가를 시행해보고자 한다. 이는
소아 수혈 시 주입장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료 및 방법
서울아산병원에서 소아 환자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 분할혈
액제제를 제조하고 남은 보관 전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제제
9단위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잔여 적혈구에 같은 혈
액형의 신선동결혈장을 5:1 비율로 섞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적혈구는 보관기간이 7일 이내의 신선적혈구를
사용하였고 평균 hematocrit (Hct) 60%±10%였다.
비교 평가할 주입장치 및 수혈세트는 2가지를 선정하였
다. 하나는 기존에 본원에서 사용 중인 직경 3.2 mm인 수
혈세트-S (Doowon Meditec Co. Ltd., Yongin, Korea)를
non-pump형의 FloGard6201 (Baxter; Baxter Healthcare
Corp., Deerfield, IL, USA)에 장착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제이메드(JMED, Seoul, Korea)에서 직경 4.0 mm로
제작한 수혈세트가 장착된 pump형의 Terufusion TE LM700
(Terumo; Terumo Medical Corp., Tokyo, Japan)을 사용하
였다. Terumo의 경우 전용 수혈세트만이 장착이 가능하여 이
번 실험을 위해 장착이 가능한 수혈세트를 제작하였다.
평가항목은 시간당 혈액 주입량의 정확도와 주입장치 통과
전후의 용혈 정도이다. 주입량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시간당
혈액 검체 주입량을 10 mL/hr (180분), 30 mL/hr (120분),
100 mL/hr (60분)로 설정하였다. 본원에서 소아에게 수혈 시
10 mL/kg의 혈액은 2-3시간에 걸쳐 주입하고 있다. 본원에서
pump를 이용하여 수혈된 기록을 조사하였을 때 체중 3.0 kg
인 신생아의 경우 30 mL의 혈액을 2-3시간 동안 주입하게 되
면 약 10 mL/hr 속도로 주입하게 된다. 또한 20 kg의 소아는
200 mL의 혈액을 2-3시간 동안 주입하는 경우 약 100 mL/hr
의 속도로 주입하였다. 이런 조사내용과 본원 소아간호팀 자
문을 바탕으로 주입속도를 결정하고, 주입량을 30-100 mL로
선정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시행했던 주입속도 역시 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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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hr로 낮은 속도였다[2]. 각 주입속도별로 3개의 혈액제제
를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통과한 혈액은 메스실린더로 받아서
그 부피를 측정하였다. 오차율(error rate)은 다음과 같은 공
식으로 계산하였다: 오차율=(실제 주입량–설정 주입량)/설
정량×100 (%).
용혈 정도에 대해서는 주입장치 통과 전후의 혈액을 채취
하여 용혈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주입 전 혈액
에 대하여 hemoglobin (Hb), Hct, plasma Hb, potassium
(K), lactate dehydrogenase (LDH)를 측정하였다. Hb, Hct
은 Sysmex XN (Sysmex, Kobe, Japan)으로 측정하였고, K,
LDH는 AU5800 (Beckman Coulter Inc., Brea, CA, USA)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lasma Hb은 Spectrophotometer
(Hitachi U-3310; 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380
nm (A380), 415 nm (A415), 450 nm (A450)에서의 흡광
도를 측정하고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plasma Hb (mg/dL)=83.6×(2×A415–A380–A450).
주입 후 혈액에 대하여서도 plasma Hb, K, LDH를 동일
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각 혈액 검체에 대한 %Hemolysis
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Hemolysis=(100–
Hct)×plasma Hb/total Hb. 각 혈액 검체별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고, 10 mL/hr (180분), 30 mL/hr (120분), 100
mL/hr (60분)별로 주입한 3개의 혈액 검체의 plasma Hb,
%Hemolysis (mean±standard deviation [SD])를 계산하여
속도별로 용혈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각 데이터
는 측정값, mean±SD로 분석하였다.

결과
미리 설정한 주입속도 및 시간에 따라 실제 주입된 혈액량
및 그 오차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두 infusion system 모두
설정했던 주입량보다 더 많은 양의 혈액이 실제 투입된 것으로
측정되었다(Table 1).
Table 2는 용혈 관련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입 전
K, LDH, plasma Hb, %Hemolysis의 평균(범위)은 각각
18.5 mmol/L(범위, 11.6-25.9 mmol/L), 86.3 IU/L(범위,
53.9-116.1 IU/L), 32.7 mg/dL(범위, 18.6-66.7 mg/dL),
0.10%(범위, 0.06%-0.21%)로 확인되었다. Terumo infusion
system을 통과 후 혈액의 평균 plasma Hb은 44.1 mg/dL(범
위, 18.2-72.0 mg/dL)이었고, %Hemolysis의 경우에는 주입
후 평균 0.14%(범위, 0.06%-0.22%)로 증가하였다. Baxter
infusion system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주입 후 평균 plasma
Hb은 평균 54.2 mg/dL(범위, 24.0-84.3 mg/dL)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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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0.06
96.3±23.32 54.2±18.56
18.3±5.00
0.14±0.04
44.1±0.04
88.0±21.90
18.1±4.94
0.10±0.04
32.7±15.97
86.3±22.85
18.5±5.08
Mean±SD

Both systems showed increased %Hemolysis after infusion. The instruments were from the following companies: Baxter Healthcare Corp. (Deerfield, IL, USA) and Terumo
Medical Corp. (Tokyo, Japan).
Abbreviations: K, potassium; LDH, lactate dehydrogenase; plasma Hb, plasma hemoglobin; %Hemo, %Hemolysis;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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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계식 주입장치는 일정한 속도로 수액제제를 주입할
수 있고 주입된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소아 또는 만성 신질
환 환자에서 흔히 사용된다. 임상현장에서는 다양한 상용 주입
장치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제제 투여 시 약물 또는 혈액제
제의 삼투압, 주입량, 약물 공급절차, 일관성, 정확성, 주입속
도 등을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효과적인 환자관리에 도움이 되
며 버려지는 약물도 줄일 수 있다[3-5]. 일반적인 수액 펌프의
주입속도에 대한 오차율은 ±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elastic infusion pump를 보고된 주입속도에 대한 오차율은 ±
1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6].
제조사에서 약물 또는 수액 주입용으로 허가 시 제시한 오
차율(Terumo: ±5%, Baxter: ±7%)과 비교해 봤을 때
Terumo의 경우 2, 5 혈액 검체를 제외하고 5% 오차율 이내

Table 2. Effects of the two infusion systems on hemolysis

고찰

Plasma Hb
(mg/dL)

%Hemo
(%)

K
(mmol/L)

가하였다. %Hemolysis의 경우, 주입 후 평균 0.17%(범위,
0.07%-0.24%)로 증가하였다.
주입속도별로 plasma Hb 및 %Hemolysis를 비교해봤
을 때, %hemolysis 평균은 Terumo, Baxer 각각 10 mL/hr
일 때는 0.15%, 0.22%, 30 mL/hr일 때는 0.10%, 0.11%,
100 mL/hr일 때는 0.16%, 0.19%이었고, plasma Hb 평균
은 Terumo, Baxer 각각 10 mL/hr일 때는 41.8 mg/dL, 58.2
mg/dL, 30 mL/hr일 때는 34.0 mg/dL, 39.1 mg/dL, 100
mL/hr일 때는 56.3 mg/dL, 65.2 mg/dL 수준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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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curacy of the two infus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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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n hemolysis according to infusion rates
Baseline

Terumo–post infusion

Baxter–post infusion

Infusion
rate
(mL/hr)

Plasma Hb
(mg/dL)

%Hemolysis (%)

Plasma Hb
(mg/dL)

%Hemolysis (%)

Plasma Hb
(mg/dL)

%Hemolysis (%)

10

25.4±5.19

0.09±0.00

41.8±13.63

0.15±0.01

58.2±20.13

0.22±0.03

30

25.9±6.22

0.07±0.01

34.0±12.02

0.10±0.02

39.1±12.98

0.11±0.03

100

46.9±17.5

0.14±0.06

56.3±11.31

0.16±0.04

65.2±9.75

0.19±0.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Each number represents an average value of three samples. The instruments were from the
following companies: Baxter Healthcare Corp. (Deerfield, IL, USA) and Terumo Medical Corp. (Tokyo, Japan).
Abbreviation: Hb, hemoglobin.

였고, Baxter의 경우 오차율 이내의 혈액 검체는 없었다. 수액
pump의 오차율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Baxter 장비와 달
리 Terumo 장비의 주입속도에 대한 평균 오차율이 5% 미만
의 결과를 보여 주입속도에 따라 설정된 용량에 가깝게 환자에
게 주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비록 약물에 대한
평가이긴 하지만 기존 문헌과 비교해봤을 때 정확도에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5]. 다만 혈액은 수액과 점도의 차이가 있어
수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선동결혈장으로 희석된 혈액을 사용하였지만 수혈에 이용
하는 농축적혈구는 점도가 더 높기 때문에 실제 오차는 더 커
질 수 있다. Non-pump용의 Baxter는 수액세트를 눌러주는
물리적인 변화에 대한 복원력이 보장되지 않지만 pump식의
Terumo는 물리적인 압력으로 수액을 내보내 주입량이 복원
되는 능력이 drop용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가
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주입장치를 사용할 때 주의
해야 할 점은 부적절한 수혈세트를 쓰고 있는지, drip detector
의 위치, 배터리전력, 온도 등이 있다[4,5].
주입장치의 성능은 환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기록된 실례를 보면, 분만 중 옥시토신
을 공급하기 위해 주입장치에 주입속도를 2 mL/hr로 설정 후
시작버튼을 눌렀으나 약물 주입이 갑자기 과량이 주입되어 태
아의 심박 수가 저하되었던 보고가 있다[7]. 따라서 임상현장
에서는 주입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성능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하는 것이 안전한 진료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혈액이 주입되는 동안 적혈구가 받는 손상 정도는 여러 요인
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액제제의 채취
후 보관기간, 사용한 주사침 바늘 직경, 일정한 주입속도를 유
지하기 위해 가해진 압력 등이 그것이나 무엇보다 주요한 요인
은 주입장치 자체의 특성 및 작동방식이다[8-10].
특히 연동방식의 pump는 용혈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기
존에 보고된 13개의 보고 중 10개에서 연동방식 주입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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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혈이 관찰되었다고 하였으나, cassette mechanism을 쓰
는 volumetric 주입장치는 6개의 보고 중 4개에서 용혈과 연
관이 없음이 밝혀졌다[11]. 국내에서 진행된 한 연구결과에서
는 소아 수혈 시 주입장치에 따른 용혈 정도를 비교해봤을 때
전혈로 시행한 경우 모두 plasma Hb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
았고, 농축적혈구를 주입한 경우에 plasma Hb의 증가가 관
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2]. 이번 연
구에서 plasma Hb의 증가는 마찬가지로 관찰되었으나 검체
수가 적어 통계적인 분석을 따로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Hemolysis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두 system 모두 1% 미만
의 용혈을 보여 100 mL/hr 이하의 느린 속도로 혈액을 주입
하는 경우에 두 장비 모두 임상 적용에서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12,13]. 하지만 아주 높은 속도에서는 용혈이 더 증
가할 가능성이 있다.
주입장치의 종류에 따라 육안으로 관찰되는 용혈이 발생할
수 있어 적혈구나 기타 제제를 주입장치를 이용해 수혈할 경
우 기구가 용도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는 수혈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직은 없다. 뿐만 아니라 4개
월 미만 소아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입할 때, 24게이지의 카테
터로 용혈 등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입장치
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속도로 주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 신생아/소아 수혈 시 syringe pump를 사용하여 수혈
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원에서는 소아에서 감염의 우려
로 일반적인 주입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syringe pump와의 비교는 시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혈액 검체로만 실험한 점, 두
개의 수혈세트가 다르다는 점, 농축적혈구의 상층액이 적어서
검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선동결혈장을 혼합하여 실험한
점, 100 mL/hr 이하의 속도로만 평가한 점 등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실제 환자에게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실제 수혈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체외 검사결과만으로는 안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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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위한 간이평가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정식
수혈용 허가를 얻기 위한 대규모 성능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입장치의 수혈용 허가를 위한 성능평가에는 수혈
량 및 수혈속도의 정확성, 적혈구 수혈의 경우 용혈 정도에 대
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소아 환자에서 수혈을 수행하는 데
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수혈용 주입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허가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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