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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ycoplasmal Pneumonia 

Chan Se Lee, M. D. 

The author has made a review on the Mycoplasmal Pneumonia in general and presented 

four cases of various types with sputum culture positive. 

The first case was 39 year old male, showed a relapse with a new lesion development on 

right cardiophrenic region after a transient initial pneumonic infiltration on left hilar region 

several days ago (Fig 1) 

The second case was 37 year old female, patch type pneumonic shadow was located on 

right infraclavicular region and much more confused with tuberculosis. However it was 

remarkably cleared in only 3 days of admission treatment. 

The third case was 20 year old, female. The lesion was located on right upper lung field. 

This was found on University entrance physical examination without subjective complaints 
i 

and much cleared in 2 days (Fig 2) 

The fourth case was 17 year old , female , the disease was left sided pleurisy with small 

amount fluid and followed for one month with no remarkable change of the X-ray picture 

although the subjective complaints subsides after several days treatment. 

으로 일명 Cold hemagglutination positive pneumonia 

Mycoplasma 에 대 하여 타고도 했 다. 

그후 1944년에는 Eaton 에 의해서 그명원체가 virus 

과거에는 급성폐염 이라고 하연 폐영구균성 대엽성폐 와 비슷하게 여파성이 있다는 것이 중영되였으나 그 청 

엽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인정되였었고 이와 대조적인 체의 소속이 불확실 해서 우선 Eaton agent 라고 가칭 

것으로는 기타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기관치폐염뿐인 것 되 였고 또 그 영을 Eaton agent pneumonia 타고도 했 

으로 구분했었마. 다. 몇해후인 1961년에 Chanock 는 이것이 소의 Pleu-

그러나 1942년에 Dingle 파 Finland 는 이것플과 또 ropneumonia 플 일으키는 병원체인 PPLO (Pleuropn-

다른 폐 영 으로서 세 균성 이 아닌것 이 있 다는 정 을 밟히 eumonia like organism) 라고 했으나 그후 곧 1962년에 

고 이 것 을 Primary Atypical Pneumonia 라고 했 마. 는 이 것 이 Mycoplasma Pηeumoηz'ae 라고 개 칭 되 였 고 

그리 고 이 것 은 Cold hemagglutination test 가 양성 이 1965년 의 Jensen 은 vaccine 을 제 조해 서 예 방에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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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을 제의했다. 

Mycoplasma 는 S l!hizomycetes 강 (class) 에 속하는 

Afycoplasmatales 목 (Order) 중에 Afycoplasmataceae과 

(family) 에 있 는 한개 의 genus(속) 이 나 이 것 은 15종 

(species) 로 본류되 고 있 다. Mycoplasma 는 그크기 가 

150mp(밀려마이크론)가량으로 myxovirus 와 비슷할정 

도이묘로 여괴-성이 있고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작은 마 

생 물 이 다 (The smallest known free- living microor

ganism). 보통현마 경 으로는 그 접 략 (colony) 만을 볼수 

있고 전자현며경 이래야 그 개체를 확인 할수 있다. 이 

의 성질은 세슐과 바이러스의 중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즉 숙추세포 외에서 중식이 가능하고 분열중식을 하며 

RNA 와 DNA 흘 소유하며 tetracycline 과 갇운 항생 

제에 민강 한정 등은 세균과 흉사하나 그형태가 변화성 

이 많고 매우 작고 고정된 세포막이 없는 것윤 바이러 

스와 흉사하마. 세균 풍에도 L형 (form) 에서는 세포막 

이 없무드로 Mycoplasma 하고 혼통되기 쉬우나 그 유 

래가 곤본척￡로 달른 것이 둘흔이다. 

Mycoplasma 중에 서 가창 운제 가 되 는 것 은 호흉기 

질환을 일으키 고 primary atypical pneuimonia 의 병 

원체인 Af. pneumoniae 이지만 이 이외에도 7가지를 

들수카 있마. 깐략하게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Human MycoplasmajCouch) 

Species Usual Site of Occurrence 

Af. pneμmoniae . ..... Respiratory tract 

Af. saliνarz'，μm ..... 、

Af. orale 1 ...... ... I 
\ Oropharynx 

Af. orale 2 ......... I 
Af. orale 3 ... ...... ) 

Af. fermeηtans ...... Oropharynx(Urogenital) 

Af. hominis . ..... ... ) ’ Urogenital 
※ T -myco plasma ... ) 

/ 

것 은 Af. Pneumoniae 라는 정 에 는 차이 가 없다. 

최근의 펴|염들의 양상과 

Mycoplasma Pneumoniae 

1971년 에 발표된 Fekety 의 논운에 서 는 폐 염 구균정 

폐염이 전체 폐엽의 62%나 된다고 했지만 같은 해에 

Jones 의 논문에서는 최근 30년 동안에 호흉기질환 양 

상의 가장 큰 변화는 세균성질환이 강소되고 바이러스 

성질환이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지척했으며 Foy(1970) 
는 모든 폐 염 의 20%가 Mycoplasma 폐 엽 이 라고 했 다. 

외국뿐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도 과거와 같이 전형척인 

폐염구율성 대엽성 급성혜염을 혼이 볼수없게 됐다는데 

는 의견이 합치된마고 할수 있을 것이다. 본 경희대학 

병원에서의 경험에서도 지난해 (1975) 에 업원치료한 급 

성회l 염환자 31명충에서 폐염구균성은 2예뿐으로 Myco

plasma 에 의한 폐염추청의 수효와 폭 같았다. 

급성폐염의 원인별 분류 (1975년도 경희의대병원 업 

원환자) 

※ Mycoplasma 배양은 1975년 9월부터 시작했음-

객담배양 세균 환자수효 

a-streptococcus ‘ .. .• •.. .. ‘ . . .... . . . ....... 6 

Undetermined .... ............ ‘ ............. 6 

StaPhylocco.cus aureus““‘ ............. 4 

Klebsiella 、 ••• •• •• .• ……… ................. 2 

Pneumococcus .. " .......................... 2 

Mycoplasma ................................. 2 

E. Coli .. " ... ‘ ••• • ‘ •.. ••• . ‘ .•.. • • ‘ ........... 2 

StaPhylcoccus ePidermidis … ....... .. 1 

Tuberculosis (Pneumonic) .. ... . ...... 4 

(miliary) ...... ............ 2 

Total 31 

※ 마른 Mycoplasma 의 colony 는 대 략 1,000 μ (직 경 ) Mycoplasma 폐 엽 과 atypical pneumonia로 불리 우 

인데 이것윤 50μ 밖에 않되므로 작마는 tiny 에서 T 게되는 이유의 하냐는 이명의 중상이 매우 다양해서 아 
를 땅. 주 심한 급성폐영에서 부터 아주 경한 강기요양으로 아 

Jones 에 의하면 Af. þneumoηiae 가 혈액에 발견된 우도 모르게 지내는 것까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일이 없고 Af. salivarium 과 Orale 1는 건강인 80%에 발생먼도를 알아보기는 매우 어려우나 Cate 는 감수성이 

발견될 만즘 흔하며 Af. fermentans 는 인후에서 발견 있는 사람은 30영중에 1명 꼴로 이 혜염 을 일A킨다고 

된 일이 없고 Af. homi:ηis 는 건강인 oropharynx 에서 했고 대개는 한정안에서 어린애가 먼저 앓기 시작해서 

5% , T-mycoplasma 도 oropharynx 에서 더러 발견된 온 집안식구가 마 앓게되는 일이 많다는 정 그리고 정 

다고 해서 이 표에서 보는 것과 약간 다른 발표를 했마. 단챙활을 하는 젊은 군인들에서는 대유챙을 하는 일이 

이것은 결국 Mycoplasma 가 상당허 광범위하게 퍼저있 있으며 또 이것이 별로 계절적 차이가 없마는 정등으로 

다는 것을 의마한다고 하겠으나 입상적으로 중요시되는 봐서 세균성폐엽 보다는 훨씬 많고 viral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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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별로 척지 않을 것으로 추척된다. 

Knight 는 Mycoplasma 혜영의 반도가 "1 국 Seattle 

에서 인구 1000병당 1년에 1.3이고 모든 종류의 폐영의 

약 10%라고 했고 Jansson(1964) 은 Eaton agent 보체 

반웅 양성 폐염이 16셰이 하에선 20% , 성인에선 13% 

라고 했 마. Grayston(1965) 은 혜 염 에 서 M. pneumo

niae 를 분리검출 한것이 20%인데 이중의 대부분은 15 

-25세 연령충이 였다고 했다. 

1964년 Reimann 의 논운에 인용한 Hilleman 의 도표는 

1953년부터 19601건까지의 채료이므로 상당한 연대석차 

이가 나겠지 만 아직도 폐엽의 양상의 변화를 알아보는 

데 매우 좋은 통겨1 석 인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 
므로 여기 에 소개한마. 그리고 그늠 또 모든 급성강염 

성호흉기질환의 95%가 virus 와 Mycoplasma 에 의한 

다고했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급성폐엽의 원인역시도 。l

것들이 세균성보마도 더 많을 지도 모른마는 추칙 을 자 

아내게 한다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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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of Causative Agent (1953-60) 
Hillemanj Reimann 

Mycoplasmal pneumonia 의 빈도와 관련해서 또 샌 

각해 야 할 운게 는 여 태 까지 의 primary atypical pneu

monia 타고 하는 영 중에 서 MycoPlasma pn el‘mon

iae 카 원인 인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모든 

Primary a typical pneumonia 가 마 Mycoplasma 에 

의한 것이타고는 할수가 없을 것이고 바이러스를 비롯해 

서 또 다른 원인틀。l 있올 것은 물론일 것이다. 

Knight 7]- Pneumonia due to mycoplasma 라는 제 옥 

에 서 이 의 synonym 으로서 primary atypical pneumo

nia, Eaton’s agent pneunonia, 그리 고 cold agglutinin 

positive pneumonia 까지 넣은 것은 좋으나 virus pneu

monia 까지 를 포항시 킨 것 은 Mycoplasma 를 virus라 

고 오해한 과거의 오류를 뒤새겨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 

겠지만 이것운 따로 구분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Mycoplasma 폐염의 특성과 임상증상 

MycoPlasma Pneumoniae의 강염 증으로서 나타나는 

호흉기 중상운 마우 다양하고 subclinical case 도 많은것 

인데 그중에서도 폐염을 얼으킨 것은 이흔척으로 봐서 

좀 중중에 속할것 같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또 역시 매 

우 그 영태가 다양하고 이렇게 다양한것 자체가 이명의 

특성이라고도 말향 수가 있다. 

딸영 역시도 급격할수도 있고 서서할수도 있는데 장 

복기는 대체로 1-3주일이라고 인정된다. 

처음 중상은 보통감기나 비슷한 경우가 않으냐 한가 

지 특정은 아른 기칭이 심하게 날수가 있마는 것이라고 

하겠마. 후에도 합병중이 없는 한 맑은 정액의 가래가 

좀 있을뿐이며 흑간 혈당이 섞이는 것도 종 특이한데 

이러한 것들은보통세끌성감염과는 마르지만 바이러스성 

절환과는 매우 흉사한 정이 많다고 할수있마. 

비교적 심한 경우 특히 소아들에 있어서는 hemorr

hagic bullous myringitis 를 합병하는 얼이 있고 이 

것은 마。]코플라스마 페영의 진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창고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 발생빈도는 5-10% 뿐이 

다. 

인후염 을 병 발하는 것 은 약 30%가량이 고 업 가의 her

pes 가 나타냐는 것운 3-5% 뿐이다. 

체온은 아추 정상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37-380 C 

청도인 경우가 많고 39.5'C 이상의 고열을 내는 일은 

드물다. 흉막염 을 병말하는 경우는 10-15% 나 되고 피 

부에 발진 (maculopapular 흑은 erythematous) 을 통 

반하는 것이 15%가량이나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서 Jones 는 이충의 몇 %는 치료약(특히 진통해열제 ? ) 
에 의한 것얼것이라고 했다. 

액스선사진 소견 역시 아주 고유한 변화라고 할수 있 

는 것은 없으나. 페운부에서 퍼저냐가는 청윤상 혹은 폐 

하야뿌-에 불규칙한 침윤상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보 

통 세 균성 질환과는 좀 마르지 만 이 러 한 것들은 바이 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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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혜영에서도 혼허 보는 것이마. 

대부분에 경우는 한쪽혜에 껴은 칭윤상을 보였다가 

수일 내지 2-3주얼 안에 완전 소실되는데 드을게는 마 

치 결핵성과 같이 수주일 이상 계속되는 수도 있￡냐 

풍풍형성을 하는 일은 없다. 특히 그 위치가 폐의 상부 

혹은 쇠골부얼 경우냐 또는 최근에 혜결핵치료를 받은 

얼이 있는 환자 얼예는 결핵과의 감별진단이 더욕 어려 

꿔진다. 이러한 경우에 저자는 우선 결핵치료와 TM 을 

처방하고 약2주일 후에 다시 엑스션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는데 결핵성이 아닌경우엔 그 옴영이 현저히 감소되 

던지 완전 소설되는 것이 1;!_통이 기 때운에 ‘쉽게 감별i쉴 

수가 있다. 

이렇게 얼과성인 혜염상의 몇 %가 Mycoplasma 성 

인지는 아직 쿠명하지 못하였으냐 하여깐 우리냐라와 

강이 결핵이 많은 나라에서도 얼과성인 혜염이 결핵성 

보다 2배이상A로 많다는 것만은 툴링없는 사실이라고 

저자는 믿고 있다. (이찬세， 1966) 

Jones 에 의하면 속럽성실포성옴영을 냐타낼 수도 있 

다고 하는데 이 러 한 경 우에 도 tetracycline 에 대해 서 

치유가 잘되고 한두주얼 안에 음영 이 소설되는지는 알 
수가없다.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수가 약간 중가 할수 있A나 

대체로 정상척이고 혈구청강속도는보통 약간가속된다. 

진 단 

확진을 위해서는 객감중에서 MycoPlasma pneumo

niae 를 배양정출 해야 하지만 아칙까지도 이것이 브 

급되지 옷했고 또 이 배양에는 1-3주얼이 컬리므로 치 

료전 진단에는 도움을 못준다. 

그러므로 임상에서는 형광항체반웅검사법이 매우 펼 

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쉽게 이용-할 단계에 이르 

지 못하고 있다. 임상척A로 가장 혼히 이용되는 것은 

보체결합반웅이고 여기에 갯드려서 한성웅정반웅을 영 

용하는데 이것을 역시 반응이 양성 A로 나타나기 위해 

서는 1-2주일 이상의 기간이 휠요하고 또 현채의 질 

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주일후에 채검을 해서 4배 

이상의 상송올 인정해야 된마는 난정이 있다. 

그러 냐 보통으로는 보체결함반웅이 80배 이 상이 고 임 

상충상이 확실하연 진단을 거이 확정할수가 있다. 그리 

고 이것은 Mycoplasma 혜염에서 50-80% 양성요로 냐 

타난다고 한마 (Jones). 한성 웅정 반웅윤 50%가량의 양성 

융 뿐이고 또 비특이성반웅 아니까 전자와 동시에 해서 

32배 이상으로 냐타날예만 보조껴 역활을 할수가 있다~ 

그러 나 이 것 이 virus 혜 염 이 나 Q-fever 냐 Psittacosis 

에서 는 과히 높윤 수치 가 냐타나지 않으으로 256배 이 

상얼 경우는 Mycoplasma 혜염의 진단에 확실한 충거 

가 될수 있다고 한다. 또 이것은 이병의 경중과 병행되 

며 특히 hemolysin 에 의 한 ß-hemolysis 와 칙 접 관계 가 

있다고 인청되고 있다. 이 이외에 growth inhibition, 

indirect hemagglutination, hemagglutination inhi

bition 경사볍 둥이 진단에 이용될수 있￡며 이것들을 

명 용한다면 95% 가량의 확진융이 있다고 한다. 

MycoPlasma pne“moniae 의 배 양을 위해서는 신선한 

객 담이 나， pharyngeal swab 에 의 한 채 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swab 한것운 건조하지 않도록 곧 바이러스채료 

나 마찬가지 로 o. 2% bovine albuniin in Hanks solu

tion 을 1-2ml 주입한 영속에 장가서 운반해야 하며 즉 

시 배양을 옷할 혜는 40 C 에 10여시칸 보존할 수 있다. 

분리 배 양에는 쿄오엑스과 혈청 혹윤 난황을 첨가한 

Difco 의 PPLO Agar 에 다가 잡균제거를 위해서 페니 

실련을 가한 고형평판배지 혹은 Difco 의 PPLO Broth 

액체배지를 사용해서 37
0 C 에 보관한다. 1-3주 이상 배 

양하는 도중에 혜혜로 정략형성 여부를 검샤하고 I생판 

배지에 생긴 정략은 과렵양이고 직경이양 1000μ 아니까 

보홍현마경으로 그대로 볼수가 있다. 

치료와예후 

현채까지는 치료전 확진이 불가능하으로결국이의 치 

료는 매우 불안하다. 그러니까 검사용 객당과 혈청을 

채취하고는 짐작으로 진단을 가청하고 치료를 개시하는 

수밖에 없다. 

항쟁 제 로서 tetracycline 파 erythromycin 은 매 우 

효과 척이나 아직도 그 작용기전에 대해서는잘모른다. 

그러나 대체로 발육저지 착용이 있을 뿐이라고 추척되 

므로 임 상중상이 완천소설 될혜까지 보통 2주얼 이 상 계 

속해야한다. 

이명은 채발이 흔하지만 대개는 치료여하에 불구하고 

완전회복이 가능하다. 상당한 신열이 있는 환자도 치 

료후 2-3일 혹은 발명후 2주일 가량이연 I영온으로 되 

고 엑스션사진 소견도 청상으로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키청과 쇠약감윤 수주일깐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사망 

융은 0. 1% 이하이다. (Jones) 

마이코플라스마 혜영에 병발하는 중요한 비호흉기성 

질환으로서 첫째로 꼽아야 할것은 용혈성질환이다. 01 
명에서 한성웅정반웅이 잘 얼어난다는 정에서 정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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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지 만 hemolysin 에 의 해 서 ß-hemolysis 가 잘 얼 어 

나게 되 는데 소량의 용혈은 이 병을 앓는 환자의 전부 

에서라고 할수있을 더이지만 임상적A로 주옥될수 있는 

경우는 약 5%이고 이러한 일은 이명의 경중과 직정척 

으로 관련된마고 할수 있으무로 예 후에 대해서 큰 관계 

를 마치는 것이다. 

그마음은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서 aseptic mening

itis, encephalomyelitis, ascending polyneuritis 둥 

윷 올수 있는데 이의 반도는 아주 드울지만 이것이 발 

생되면 그 예후가 아주 어려워지므로 중요시되지 않을 

수가힐마. 

그다음운 피부질환인데 여러가지 의 경한 발진이 흔하 

게 냐타냐는 것은 별 운제가 안되지만 드을기는 하니 

erythema multiforme 이 나 싱 지 어 는 Stevens- Johsoll 

Syndrome 울 일으커서 사망한 예도 보고되여 있마. 

E드 

‘그 
려| 

본 경회의대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최근에 

Mycoplasma 의 분리 배 양이 가능하게 되 여 서 현재 까지 

10여례의 환자 객담중에서 MycoPlasma pne“moniae라 

고 생각되는 병원체를 안정할 수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청체에 대해서 좀더 규명할 정이 있기는하냐 대략적으 

로 그 병들이 Mycoplasmal Pneumonia 라고 진단했3 

으로 그중의 몇예플 여기에 제시해서 동료들의 고견은 

묻고자한마. 

증려I 1. 이 O흐， 39세 남자 1976년 1월 초 (당시 인플 

르엔지 유행)에 기칭과 고열이 약 10일깐 계속되여서 

본병원에서 5일간 치료후 경쾌퇴원혔다가 3얼후에 마시 

열이 나서 또 5얼간 입원치료 하고 경혜되원했마. 처음 

발병윤 보동 강기 비슷했고 기칭은 꽤 싣혔으나 가래는 

별로 없었마. 처음 임원혜나 둘째번 입 원때나 청타진상 

혜에는 소견이 없었고 백혈구수는 약 1만가링: 이였으며 

한성웅정반웅운 약 l주얼 간격으로 두엔한 것이 모두 1 : 

4로 음성이 였마. 초임원시 체온은 38.5' C 정도， 재입원 

서는 37. 50 C 정도가 2-3일 계속혔마. 초진시에 한 객 

당검사에서 Mycoplasma 가 양성으르 배 양되 였 기 때문에 

초임원 시에는 ampiciIIin 과 kanamyci n 올 사용 했던 

것을 채업웬시에는 tetracycI in 으로 치료를 하게되였마. 

찍l 엑스선 사진소견은 폐운부에서 띄저나가는 침윤상 

으로서 말하자면 전형 적 인 Mycoplasma 혜 영 상이 라고 

할수 있었마. 

이때에 특기할 것은 신체중상은 퇴 원후에 재발되였 

쓴데 사진소견은 그 동안 계속척으로 호선되는것 같았 

으며 초진단후 10일 즉 재입원 치료후 3얼에는 그 병변 

운 완전히 소싣되여 있었으며 재치료후에 신체증상운 호 

전되였는데 엑스선사진에선 반대쪽 페운하부에 약간의 

불규칙 한 청 윤상이 나타낯마는 점 이 다. 

이예 는 단시일내에 마른 폐에 채발된 M ycoplasma1ì]. 

엽이라고 인정된다. 환자는 신체중상이 없으으로 곧 퇴 

원하고 말았다. (그럽 1) 

‘. ï::.í ./.:; λl 

76-1-5 

2H~ 원시 
76-1-16 

초fi‘쉰갖 1 료중 
76- 1 -7 

Z서 잉찬갖!즐후 
‘ 76 -1-23 

그딩 1. 숭예 l 이 0호 39세 남자 

증례 2. 이 0자 37세 여자 역시 1976년 1월초에 (야 

당시 인플르엔자가 유행했고 폐염환자가 많았음)고열 ， 

흉통， 기침 ， 혈담을 주소르 하고 입원했다. 발병은 보 

통강기 같았고 약 20일후 입원했마. 입원초진찰시 혜의 

소견을 없었으며 백혈구수는 12， 600이였고 체은 39' C 
가량， 인데 폐엑스선사진에서 우칙 혜상부L 쇠골하부에 

침윤상이 보였기 때운에 결핵을 의성하고 치료플 시작 

히연서 ampic ilI in 도 병용했마. 객담검사는 도말과 배 

양 3회 오도 결핵균은 음성이였고 얼반세끌검사에서도 

특키 할 것 이 없 었는데 Mycoplasma 가 두번 배 양 양성 이 

였으므로 이것이 그 원인일것이라고 추정했마. 한성응 

징반응은 한번한 것이 1 :4르 음성이 였마. 환지-는 입원 

3일후에 일반중상이 좋와졌을 뿐아나타 엑스선사진 소 

견도 현저히 경쾌되여서 퇴원했는데 그후 소식은 모흔 

다. 이예에서 특기 할 것은 영변의 위치가 마치 결핵을 

의성하기 좋을 청도이였다는 정이라요 하겠다. 결핵 이 

아니 었다는 것운 병원체의 검사결과 뿐아니라 단지 3일 

만에 현저한 경쾌릎 보았다는 것으로도 의성할 여지가 

없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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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려I 3. 한 O엽 20세 여자 이 환자는 1976년 2월에 

학교업학 신체검사 시에 혜엑스션사진에서 우칙중상푸 

에 혜염양의 이상소견이 발견되 였는데 수얼전에 경한감 

기를 알았다는 것이외에는 아우 중상이 없고 진찰소견 

에도 이상이 없었다. 

한성웅정반웅윤 1:4로 음성이였￡나 객담중결핵균검 

사는 도말과 배양 1회한 것이 음성이였는데 객담배양에 

’ 서 Mycoplasma 가 인청되였다. 

이예에서 특기할 일은 2알후에 혜액스선사진에서 그 

옴영이 거이 다 쇼/설꾀 였마는 정이다. (그럼 2) 

76-1-24 76-1-26 

그림 2. 중례 3 한 O엽 20세 여 자 

중례 4. 이 O옥 17세 여자 역시 1976년 2월에 기첨 

가래， 최칙흉통 그리고 38도가량의 열을 주소로 하;t 

발병 후 약 2주에 본원에 업원해서 5일깐 치료후 신체 

중상이 경쾌되여서 회원하고 그후 1개 월만에 외래로 와 

서 진찰을 받았는데 자각증상은 없었으냐 엑스션사진 

소견은 여전하였다. 엑스선사진에서는 좌칙의 경한 상 

출성흉막영의 양상을 보였으며 임상껴으로도 결핵성흉 

막염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컬빽치료로서 etham

butol, isoniazid, streptomycin 을 계 속했 다. 

할명은 역시 일반 강기 비슷했고 입원초에 갱사한 백 

혈구수는 4， 100이였다. 결핵균검사로서 객당의 도발파 

배양 3회， 흉악액 배양 1회를 했는레 모든 옴성으로 보 

고되 였으며 Mycoplasma 는 배 양 2회 모두 양성 이 였 다. 

이예 에 서 특기 할것윤 검 사결과를 갖이 고 MycoPlasma 

pneumoniae 에 의 한 흉막엽 이 라고 한다연 결핵 치 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Mycoplasma 의 배양 

기간이 걸어서 조기치료 가 불가능했댄 것은 사실이나 

치료를 안한 혜영성 변화는 벼교척 단시일에 소설될수 

도 있었는데 흉막염의 변화는 오래동안 계속되는 것인 

지하는 정이라고 하겠다. 

※ 이상의 예플이 모.두 마tI]한 정률이 많으나금후연 

구를 계속해서 보충할 계획이다. 

※ 「이연구는 경희대학교 연구배에 의해서 이루워졌A 

며 본교 마생물학교실의 경찬수교수의 지도협조와 

마이코플파스마배양에 있어서 직정 수고해주신 。l

금자여사에게 충섬A로 사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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