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손실된 순환 혈액량의 보충

  (2) 부족한 혈액응고인자를 보충하여 혈액을 교정

  (3) 빈혈환자의 산소운반 능력의 증가

전산입력   by 의사(수혈 order, ABO/Rh 검사입력)

   

채혈   ABO/Rh. X-matching

   

혈액수령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보조원이 타옴 (혈액수령 요청서 출력 및 작성+혈액box)

    적혈구 제재는 1unit씩 수령한다.

   

혈액확인   도착즉시 혈액 스티커 환자이름 확인 후 도착시간과 확인자란에 sign

   

환자확인

  환자와 함께 의료인 1인이 환자이름, ID, 혈액형을 확인 후 연결자란에 

    cosign(무의식환자는 보호자에게, 수술실, 중환자실은 chart나 침상ID로

    확인)

   

혈액연결   수혈 전 수혈의 목적 및 부작용 설명 후 혈액연결

   

수혈
  주입속도 : 처음5~15분간 1~2㎖/min

    (RBCs의 경우 1unit당 2~3시간(4시간 이하)으로 수혈)

      

수혈기록
  기록내용 : V/S, 부작용 및 특이사항

    기록시간 : 시작, 15분후, 끝난 시간

   

반납/폐기
  적혈구 제재 혈액 bag은 분리수거

    불출 후 사용하지 않은 혈액 반납 또는 폐기

  (1) 전산입력

   반드시 의사가 수혈력 및 검사결과를 검토한 후 입력한다. 

  전산입력시 적응증, 혈액수량, 특이사항을 입력하고,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별 MSBOS

  (최 혈액신청량) 기준을 확인 하도록 한다.



  (2) ABO/Rh 및 X-matching 검사 했던 환자인지 확인한다.

  (3) 혈액수령

   ① 혈액이 준비되면 전산화면에 알림표시가 뜬다. 혈액수령요청서를 출력하여, 혈액의

    종류와 수량을 기입한 후 혈액수령요청서와 혈액box를 가지고 진단검사의학과에 가서

    혈액을 수령한다.

   ② 일반적인 병실 및 응급실 환자의 적혈구 제제는 1unit 단위로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혈소판과 cryoprecipitate, FFP를 제외한 혈액산물은 수혈하기 직전까지 진단검사의

    학과 냉장고에 저장하고, 혈액이 nursing station에 도착한 즉시 수혈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filtration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호단위에서 여과할 수 있도록 혈액과 bed side용 

    filter가 불출되거나, 백혈구 성분제거 혈액제제가 불출된다. 간호단위에서 여과하는 경

    우 bed side용 filter를 불출 받아오되, RBC 2unit 당 filter 1개가 불출되므로 RBC 

    2unit마다 filter를 교환하도록 한다.

  (4) 혈액확인

   수혈을 시작하기 전에 환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담당간호사는 수혈 

   할 환자의 이름을 혈액백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확인 한 후 도착시간을 기록하고 확인

   자란에 sign한다.

    혈액 유효기간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2D 바코드 출력시 확인되어 유효기간이 넘은 

    경우 다음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 환자확인 및 혈액연결

   혈액연결시 수혈혈액의 확인은 환자 앞에서 의료인 2인이 서로 상호간에 환자의 이름, 

  혈액형, ID를 확인한 후 혈액백에 부착된 스티커의 연결자란에 함께 서명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① 환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a. 수혈 전 환자 확인은 환자의 이름을 불러 확인함과 동시에 ID band와 혈액스티커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조하여 확인한다. 혈액형은 “혈액형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개

     방성 질문으로 확인한다.

    b. 의식이 흐린 환자 또는 소아인 경우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이름과 혈액형을 확인하고, 환자의 ID band와 혈액스티커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소리

     내어 읽어 조, 확인한다.



    c. 무의식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혈액형을 모르는 경우에는 혈액백과 혈액형 검사결과

     를 소리내어 읽어 확인하고, 환자이름과 등록번호는 혈액스티커와 환자 ID band를 소

     리내어 읽어 조,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 과정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수혈해서는 안된다.

    확인 작업이 끝나면 수혈의 목적 및 부작용에 해 설명하고, V/S 확인 후 수혈을 

    시작한다.

  (6) 수혈

   ① 주입속도는 처음 5~15분 동안은 1~21㎖/min 정도로 천천히 시작하고 특별한 부작

   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RBCs의 경우 1unit당 2~3시간(4시간 넘지 않도록)정도 수혈한다.

   ② 수혈 시작시, 15분 후, 종료시에 V/S을 check하고 수혈 도중 부작용을 계속 관찰한다.

   ③ 심부전증이 있는 환자는 처방에 따라 천천히 주입한다.

  (7) 수혈기록

   ① 전산상의 수혈기록에 기록한다.

    의사처방의 수혈 확인을 클릭하면 수혈기록 화면으로 들어간다. 해당하는 혈액번호를 

    클릭하여 vital sign과 부작용의 유무를 기록 저장한다. 이때 확인자란에 cosign을 한 

    간호사를 입력한다.

   ② V/S의 기록은 임상 관찰 기록지나 간호기록으로 copy할 수 있다.

    부작용 발생 등 기타 문제가 없을 시 수혈기록 화면만 기록하고 따로 간호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다.

  (1) 수혈속도

   ① 수혈을 시작하고 5~15분간은 주입속도를 1~2㎖/min정도로 서서히 주입한 후 오심, 

    구토, 피부 발진, 오한 등의 부작용을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지속된 속도로 주입한다.

   ② 일반적으로 RBCs는 1unit당 2~3시간 내에 수혈하며 4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plt.concentrate나 plt.apheresis는 혈액성분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주입한다.(5~15분/bag 이나 10㎖/분)

   ③ RBC는 혈액 1unit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하고 FFP의 경우 혈액 4unit마다 수액세트를 

    교환한다.

   ④ 필요시에는 blood warmer를 사용한다.

    a. 량 수혈(성인>50㎖/㎏/hr, 소아>15㎖/㎏/hr), 신생아교환수혈, 중심정맥을 통한 

     신속한 수혈, cold agglutinin(+)인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b. cold blood를 급격히 수혈한 경우 ventricular fibrillation, cardiac arrest의 위험이

     증가한다.

  (2) 수혈시 주의사항

   ① 수혈은 다른 수액이나 약물을 함께 주입하지 않는다.

   ② 수혈 중에 혈액이 잘 주입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본다.

    a. 주사부위의 부종여부와 patency를 확인

    b. route를 생리식염수로 flushing



    c. 혈액걸이의 높이를 조절

    d. set를 교환

    e.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잘 주입되지 않을 때는 진단검사의학과에 연락한 후 교환 

     또는 폐기

   ③ 수혈의 부작용에 해 미리 설명하고 수혈반응과 혼돈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일단 수혈을 중지하고 prn투약을 하거나 의사에게 즉시 보고

    한다.

   ④ 수혈이 종료되면 tube를 saline으로 flushing한다.

   ⑤ 수혈 후 정맥주입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set를 교환한다.

  (3) 수혈 부작용

   ① 급성 수혈부작용

    a. 용혈성반응: 부적합한 혈액 수혈시 발생한다. 핍뇨성 신부전이나 사망이 초래될 수 

     있는 초응급사태

    b. 발열반응 : 발열(with or without)오한, 두통, 홍조, 쇠약감, 빈맥, 심계항진

    c. 알레르기 반응 : anaphylactic reaction, urticaria

    d. 순환량과다 : 호흡곤란, 중심정맥압 상승, 흉부압박감

    e. 세균감염

   ② 지연성 수혈부작용

    a. Delayed 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

    b. Infectious complications of blood transfusion : 매독, 간염, AIDS, CMV 등

    c. Post transfusion purpura

    d. Transfusion hemosiderosis : 200㎎ iron/unit RBC

   ③ 부작용 발현시 일반적인 간호

    a. 혈액 bag과 연결된 tube를 clamp하고 수혈을 중단

    b. 혈액을 주입하던 IV set를 제거하고 새로운 set를 이용해 식염수를 연결

    c. 식염수로 혈관을 유지하고 IV set나 혈액 bag은 진단검사의학과에 검사의뢰

    d. 심각한 과민성반응이 나타날 때는 CPR team을 부르고 심폐소생술 실시

    e. 정확한 혈액이 투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관련 정보 파악

    f. 의사에게 환자증상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direct Coomb's test나 용혈검사(소변)실시

    g. 관찰사항 및 의사에게 보고한 내용 및 행해진 처치의 내용 기록

    h. 과민반응이 의심된 환자에게 수혈을 계속할 경우 의사의 지시를 반드시 기록

 

  (1) 정의

   혈액 구성성분 중에서 필요한 성분만을 분리하여 수혈하는 것

  (2) 목적

   ① 혈액자원의 낭비를 줄임



   ② 불필요한 성분의 수혈에 의한 부작용을 줄임

   ③ 같은 헌혈량으로도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줌

   ④ 특정 혈액 성분이 다량으로 여과되는 환자에게 충분량의 성분을 공급

  (3) 혈액성분제제의 종류 및 제조과정

혈액제제
용량/U

불출후

보존온도

유효기

간

주입시간

/U
비고

혈액명 약칭

Whole blood WB
400㎖

320㎖
4~6℃ 4시간 2·3시간

Red Blood Cells RBCs 200~250㎖ 4~6℃ 4시간 2~3시간
4시간 넘지

않도록

Fresh Frozen 

Plasma
FFP 150~200㎖ 실온 22℃ 2시간 30분

해동 후

즉시 사용

Platelet 

concentrate
PC 40~50㎖ 실온 22℃

가능한

즉시
5~10분

장시간 보관시

plt.agitator보관

Cryoprecipitate CRYO 40~50㎖ 실온 1시간 10~15분

Plateletpheresis PLTP
약 300㎖

(pc6unit)
실온

가능한

즉시
15~30분

Plateletpheresis ESP 약 300㎖ 실온
가능한

즉시
15~30분

혈액은행

5일 보관

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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