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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실험적 폐결핵의 단기 화학요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부속영원 내과 

박 준 하·이 찬 세 

A Study of Short Course Chemotherapy for Experimental Pulmonary Tuberculosis 

Joon Ha Park M.D. and Chan Sae Lee, M.D. 

Depal.tmeηt 011ηterηal Mediciηe. Kyung H ee University 

An experimentaI study with 62 guinea-pigs has been carried out to have a criticaI 

review of the short course chemotherapy of pulmonary tuberculosis hy Rifampicin(RFP) 

plus Isoniazide (INH) combined' regime and INH single regime 

1) The infection was made by a transtrache,aI administration of VU 2X 104 mg of 

!vf ycobacteriμm tμóerculosis H37Rv suspension deep into the Iung through a fine polyethylene 

tube to induce a primary pulmonary tuberculosis. 

2) The cultures for i'v[ ycobacteriwm tuberculosis became nega tive without ‘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 chemotherapeutic regimens by the end of 9th week of treatment 

in the delayed treatment group. where it was given from 8 weeks after the infect!on. 

and by the end of 5th week in the grouþ of early treatment where it was given from 

5 weeks after the infection. 

3) The histopathlogic changes were similar to the human tuberculosis with typicaI 

tubercles consisted of epitheloid ceIls and caseous necrosis. 

There were very little differences in the response of the treatments betwe'en each 

group showing visible calcification from 5 weeks bf the treatment. 

4) Some of the acid fast bac iIli were st iII visible in the Iesions of Iungs up to 11~16 

weeks of the treatment irrespective of the treatment regimen. but not visible in the 

other organs. 

5) The cum ulative mortality rate after the infection without treatment was 60.8% up 

to 8 weeks. 

AIthoug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body weight and spleen index 

between the treated and the untreated controI group. there were no remarkable differe

nces between each of various treatment groups 

In concuIsion. INH single and the INH+RFP comdined regime were very effective 

similary. However. the AFB were persisted in the Iesions of the Iungs and the pulmo

nary pathology unresolved after 16 weeks of the treatment. It should be carefully 

foIIowed for much Ionger period for a definite evaluation of the short coure chemotherpy. 

Sinc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respones of the treatment between the early 

and delayed treatment groups. the earIy diagnosis and treatment should be encouraged 

even in the short course chl!motherapy with more strong drug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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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퍼1 켈핵 치료는 19 :15 1건 이후 Streptomycin (S. M)과 

IsonicotinicAdd Hydrazide (INH). Para-Amino

salicylic A::id (P AS)등올 이용한 화착요법의 말달로 

현격한 진보를 하였고 1970~ 이후에는 Rifampicin 

(RFP)의 청가로 영국 B 'vI ~C (British : Medical 

R~3e9.rch CJun::il) 의 Fox 둥끼 치료기간격 단축가 

능성에 대해셔 많은 연구 결과를 뱉표하였다 17， 34 ， 35 ， 36) 

최 근 1979~ 발표된 Fox 논운헤 의 하연 INH. RFP 

을 주흑푸로 하는 강격한 화학요법에 의하견 치료후 

객당중 결핵균 음성화7} 3개웰 내에 。l 루에 칠 수 았 

고3.5) 패결핵의 치료는 6rv )개월 ~l 연 완철훨 수 있으므 

로 과거에 일반척A로 주장되던 것 갇야 화학요법을 

B7~ 월까지 계속하는 것은 풀필요한 일 ó] 라고 주장하 
였다 34) 

퍼l 걸핵 치료헤 았꺼셔 그 치료71' 단기에 완철될 수 

있기률 바라는 것이 우걱의 희망끼고 。l 렇게 됨으로써 

경제척， 육체척 및 심리적안 부담을 감소시킬 것은 당 

연한 일~]다. 이러한 운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입상척 

→으로 특수집단에 대해서 특수조건하에 상시한 결파를 
Fox 0] 외 헤 도 보고란 것 ó] 있A냐7， 10 ， 15 t 1623,24 ,29 ,33,38) 

이들은 오푸 결핵 환자를 대상￡로 한 입상척안 연구 

결과~ ]치 해문에 객당정사에l 서 균음성화 결과만올 위 

주로 하였고 영리조직학척 변화에 대한 판찰은 할 수 

‘없었던 것야였다. 또한 화학요법에 있어서도 그 철과 

를 최대한4로 향상시키지 위한 가장 중요한 초건의 

하냐긴 조치진간， 조기치료계 관한 문제는 여기서 전 

혀 도외시되었던 것야다. 저자도 이러한 단기요법의 

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A냐 그 가능성의 정 

도를 확긴하기 위 하켜 동울을 사용하여 실험 척 페 철핵 

을 유할시킨 후 비교척 조치에 화학요법을 실시하여 

그 치료효과률 세균학척 및 명리조직학척A로 추구하 

여 본 것이다. 

본 연구에 있에서의 중요 안정은 저자가 고안한 방 

법에 의하여 가능한 한 안체의 폐결핵에 있어서와 llJ 

슷하게 혜에 국한된 초강영 결핵을 유말시키고 ll] 교적 

조기 에 즉 Tuberculin test가 양전되 면 곧 치 료를 시 

작하여 주기척A로 그 치료결과를 검토한 것이마. 

H. 일험재료 및 방법 

1. 싫협재료 

가.실험동물 

생 후 8rv 10주된 체 충 350rv40Qgm수준의 Guinea-pig 

을 사용하였다. 

질험에 앞서 5 T .U PPD 펴내란응 음성안 동물로 

서 설헝천 l주간 사육 컬과 건강동물로 판정된 것을 

실헝에 사용하였다. 

나. 강영균주 

표준안형철핵균(H37Rv)으로서 마국Trudeau Labo

ratory로부터 분양밭아 -72
0 C에 보관한 것 을 사용전 

에 Lowenstein-J ensen 배지에 15얼간 배양하여 얻은 

균정략을사용하였다. 

다. 화학요법제 

사용한 화학요법 제 중 INH는 유유산엽 제 품을.RFP 

은유한양행제품을 사용하였다. 

2. 싫험방법 

가. 강영방법 

싣험에 제공판 동물은 ether로 마취시킨 후 전경부 

피부률 철개하여 기판지를 노출시킨 후 기관지내로 직 

경 1mm 내경의 poly-ethylene tube를 삽입하여 폐 

기저부에 도달하도록 하였으며 ’ 1ml 튜버클런 검사용 

주사기를 연결해서 이 tube를 통해 0.01mg/ml농도 

의 H37Rv균액 0. 2ml씩 (생균수 2X 104)올 정종하였다. 

여기서 위의 접종균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예 llJ 실험 

으로서 O.1mg/ml 및 1mg/ml농도의 균액을 O.2ml 

씩 각기 6수에 접종하였으냐 강한 독력 혜문에 대다수 

가 조치에 (5주일 이내) 폐사되고 부검결과 폐 빛 간장 

비장에 심한 컬핵명변올 일A켰다. 그러묘로 균량을 

감소해 서 O.01mg/ml농도 O.2rril를 척 정 감염 균량A 

로 결정하였￡며 각군에서의 강엽 접종균량은 동얼한 

농도의 동일한 균량으로 실시하였다. 

나. 강엽의 확안 

감염 죠작 후 4주부터 매 주 tuberculin skin : test를 

상시하여 양성이 되면 발명된 것￡로 안정하고 본 살 

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해에 동물 3마리를 임의로 

선택해서 부검해 본 컬과 정종부위에 심한 폐결핵 영 

변을 안정할 수가 있었다. 

다. 싱헝동물의 우분 

아래와 같이 감염 8주째 치료를 개시한 지연치료군 

(AbA2군)과 감염 5주쩨 치료를 개시한 조기치료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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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군) 빚 캄염만 시키고 치료는 하지 않은 비치 

료 해 조군(C군)으로 각각 구분하였 다. 

지연치료군 (14수) 

A1군 (7수) : INH 단독치 료군 

A2군 (7수) : INH+RFP 영합치료군 

조치치료군(10수) 

B1문 (5수) : INH 단득치료운 

B~군 (5수) : INH+RFP 랭 합치 료군 

비치료대조군 (5수) 

C군 

라， 항결핵 제 및 투여방법 

아래와 같이 치료시 각군에서 사용된 약제와 투여량 

은 낌등1 ， 2’의 방볍 A로 투여하였다 

A1균 : INH 10mgjkg body wt . jday 

A~군 : INH 10mgjkg body wt. + RFP 10mgjkg 

body wt.jday 

B1군 : INH 10mgjkg body wt.jday 

B~군 : INH 10mgjkg body wt. + RFP 10mgjkg 

body wt.jday 

멸균생리식영수 0.1mI당 치료약제를 1mg 함유농도 

로 각 약제별로 획석하여서 대략 0.5mI가량올 1ml 

pipette릎 이 용 소정 량의 약제 를 켈험 동불 구강내 에 

하루 1회씩 직접 투여하였으며 주입펀 전량의 투여 여 

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였 다. 

마 치료효과의 관찰 

결핵균어1 감염된 싶험동-응에 대한 치료개시일별， 투 

여약체별 ， 투여약제의 단독 또는 영합치료별 치료효과 

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거하어 비교 그관찰하 

였다. 

1) 체증변화 

모든 실험통물은 실험개시 직전부터 실험옥척상 도 

잘처분 또는 싣험중 폐사되기까지 매주 1회 체중측정 

율결시하였다. 

2) 사망율 

균정 종 후 실험 동물의 사앙상태 를 8주까지 판찰하였 

다. 

3) 바장지수(Root spleen Index) 

페사된 동을(대소군)과 치혹개시 후 도살 부검펀 동 

울에서 비장의 우게를 측정하고 다옴과 같이 잎젠希一3) 

의 방식에 의하여 비장지수를 구하였다. 

바장지수=J피핑됨!(gmLx 
V 체 중 (gm) 

4) 뱅리조직학척 관찰 

치료개시 이후각군별치료효파를판찰하기 위하여 지 

연치료군 (A I> A~)은 치료개시 후 5주. 9주. 11주. 16주 

에 도살 부검， 조기치료군 (BI> Bz쿄: )은 치료개시 후 5 

주.11주에 도살 부경하였으며 비치료 대조군(C군)으혹 

서 사망한 동불에 대해서도 부컴을 시행하여 관찰하였 

다. 부검한 장기는 육안적A로 결핵성 병변을 그관찰하 

고 대 표적 장기 를 10% 중성 formalin에 고정 하였 다. 

고정된 조직은 paraffin 포매법에 의해 4μ의 절펀조 

직 표본을 제 작하여 Hematoxylin-Eosin 중복 염 색 을 

시 행 하여 검 경 하였 다. 또한 Ziehl.NeeISen씨 항산균 

염색을 시행하여 결핵각균의 출현여부를 피관찰하였다. 

5) 세균학척 판찰(폐장내 생균검사) 

육안척으로 안정되는 폐뱅변부를 척출하여 정확히 

2gm씩을 가지고 정량배양을 질시해서 ViabIe count: 

를랬다. 

1II. 실험성적 

1. 감염 후 곁해 사망율 

지연치료군 및 대조군 52수 중 치료전에 캉염직후 

사고사한 l수률 제외한 51수에 있어서 8주까지에 사망 

한 풍·룹은 31수(EO.8%)였다(그림 1) . 대죠군에서는 강 

염 12주에 1수. 13주에 1수. 14주. 16주. 17주에 각각 

1수씩 사망하여 천원 사망하였 다. 치 료개시 후에 는 지 

연치 료군 중 INH단독치 료군 (A1군) 에 서 는 7수 중 1주 
(감영 후 9주경)에 1수• 2주(감염 후 약 10주경)에 2’ 

수. 4주(감염 후 약 12주경)에 1수가 사망하였다. 도 

한 지연치료군 중 INH+RFP 병합치료군 (A2군)에서 
는 치료개시후 도살부검시까지 한 예도 사망하지 않았 
다. 

조기치료군 총 10수 중 INH단독치 료군 (B1균) 5수 

와 INH+RFP 병합치료군(B2군) 5수에서는 감염 후 

치료전 5주까지와 치료개시후 도살부검될 해까지 한예 

도 사망하지 않었다. 

2. 치료효과 

가. 체중변화 

체 중곡선의 변화는 그림 2에 보는 바와 같이 강영후 

치료개시까지(치료전) 각군이 모두 점차척A로 체중의 

증가를 보이고 치료개시 후 치료군 전부(A1 • A2• BI.월 

군)에서도 별차이 없이 계속척언 체중의 증가를 나타 

냈으나 비치료 대조군 (C군)은 현저한 체중침소를보였 

다(그럽 2) . 
나. 비장지수 

그럽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치료군 사이에는 빨 

-*}-이를 불 수 없A냐 ll) 치료 대죠눈과는 현저한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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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예에서는 1. 22 14주에는 1. 50 16주에는 2. 34 빚 

17주에 사망한 예에서는 1. 87이었다(그립 3). 

다. 육안척 영변소천 

치료군이나 llJ치료 대죠군이냐 모두 신장에는 육안 

척으로 결핵성 명변을 볼 수 없었으냐， 폐 ， 간장， llJ 
장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치료문 사이 

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대조군에서 폐장의 명변 

은 정한 결핵성 명켠을 일으켜 미만성으로 산재판 속 

웰大 정도의 결절과 함께 부분척으로 건략성 괴사성을 

보여주었고 간장 빛 바장도 집한 종대와 산채성 소철 

철 및 반정 형성을 볼 수 있었다. 치료군에서는 폐창 

을 제외한 간장， 비장， 신장에서 육안척으로 푸렷한 

결핵성 뱅변을 볼 수 없었A며 페장의 명변 역 시 각 

치료군 사이에서나 치료기간에 따른 푸렷한 차이 없이 

속렵大의 컬절。l 부분척으로 산재해 있거나 건락성 컬 

철이 부분척으로 있었음을 폴 수 있었다(표 1 -1, 2) 

육안척인 소견의 대표척얀 것을 보연 옐청 그림 4, 5 

6, 7, 8, 9, 10) 사진부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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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병리조직학척 소견 

1) 쾌 장 

각군 모두가 표 1-1 , 2 1Il -1 ， 2에서와 같이 펴1 장에서 

가장 특징척안 조직소견을 보였다. 가장 심한 병연을 

보안 군은 llJ치료 대죠군A로서 폐실젤의 거의 대부분 

이 결핵성 패엽의 소견을 보이고 이들은 아직 확실한 

결절을 형성하지 않은 단계로부터 컬철성병연까지 다 

양하였다. 컬절을 형성하지 않은 뺑변부위는 유상피세 

포의 미만성칭윤과 여기에 백혈구의 혼함칭울을 보여 

소위 장출성 결핵 병변의 조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부위에서도 항산균 영색에서 수많은 철핵깐균올 

볼 수 있었다. 컬절성 병변부위는 확얼한 결핵결절을 

I :1f l3c t i on 

Fig. 2. Change in body 、:veight after inèction. 
ó : The time when the treatment began in early 

treatment group. 
‘ ó : The time when the treatment began "in late 

treatment group. 
AI : INH single, in late treatment group. 
A~: INH+RFP combination, in late treatment 

group. 
B1 : INH single, :n early treatment group. 
B2 : INH+RFP combination, in early treat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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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었다. 工顧 풍5)에 의하면 비장지수의 정상치 

는 0. 41이라고 혔는데 비치료 대즈군 (C군)에서는 캅염 

12주에 사망한 여} 에서는 바장지수가 2.43 , 13주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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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1. Gross findings of each organ after infection (Control Group) 

Expt .-\nimal | Wks l Lung | after Liver sgleen kidney 
Group No. infection I (TB lesion) 

1 Mark태 Splenomeg 
1 13 #t with several withl gnr‘aywhite 

granularity mottling 

HeItphatomegal eyd Marked Splenomegaly Conges. 
2 14 #t wlth scatter with gray white mot. 

t10n granules tling. congestion 

C 
Marked Splenomega ly 

3 16 빠 I Hepa tomegaly with gray white mot. 
tling. congestion 

4 17 #t 

. 0: No Specif!c finding 
:t : Suspicious tubercle formation 
-+ : Less than 10 tubercles 

wHeitPhat noond1euglaar1yity Marked Splenomega y 
with gdraifyf wlute mot- Conges-
tling. diffuse miliary t lOn 
granularity 

* : 10"-'20 tubercles with lymphnode enlargements and induration. diameter less than 0. 3cm 
빠 : More than 20 tubercles with large lymphnode enlargements and indurations 

Table 1 -2. Gross findings of each organ after treatment 

Expt 
Group 

Al 

A2 

Animal I Wks. of I Lung I T , .. ‘-
No. I Treatment I (TBlesion) I ι .. 딩 

1 9 + N 
2 11 + Hepatomegaly 

3 16 + Hepatomegaly 

1 9 * N 

2 11 •- N 

3 11 * I Hepatome 

4 16 + N 

5 16 + N 

6 16 + N 

7 16 0 N 

Spleen 

N 

N 

N 

N 

N 

N 

N 

N 

N 

N 

l 5 + SIlght |a femiliary 
Hepatomegaly !sized nodule 

2 11 + N N 
BI 3 11 + N N 

4 11 + N N 

5 11 + N N 

5 * N N 

B2 
2 11 .l.. N N 

3 11 * N N 

4 11 .l.. N N 

N : within normal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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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ney 

congestion 

congest lOn 

congest lOn 

N 

N 
congestion 

N 

N 
congestion 

N 

congestion 

N 

N 

N 

N 

congestíon 

N 

N 
congestíon 



형성한 부위르써 유상피세포로 구정띈 육아종을 - 형성 

하고 중심부에는 건락괴사영변을 볼 수 있어서 특정척 

인 결핵결절올 형성하고 있으냐 임파구 침윤층。1 푸렷 

하지 옷했고 안체에 있어서의 천형척 결핵 병소에서보 

다는 Langhans써 거대세포의 출현이 척었다. 이러한 

소결절들이 폐장 전체에 속럽성ξ로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들의 일부는 기관지 정막을 침범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따라서 폐살절의 폐포는 짐하게 줄 

어들어 있었고， 부종， 부전확장 및 대상성 기종상 둥 

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각 치료문의 혜장 소견은 JlJ 슷 

하였a며 대조군에 비해서 비교적 컬핵결철의 렵파구 

칭윤층이 푸렷하고 섬유조직 증식이 많았고 또한 치료 

개시후 5주부더 석회화의 소견을 볼 수 있었는데 9주 

이후에는 더욱 뚜렷하였다. 그리고 항산군 염색에서는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현저한 수의 감소를 볼 수 있 

었다. 

2) 간 창 

비치료 대조군에서는 초기 속협성 컬핵의 소견과 아 

울러 간장 천체에 산채해 있는 실질의 괴사 소견이 있 

었A며 결철형 성 이 확실치 않은 삼출성 병 변A로부터 

조기 결절형까지 여러가지로서 폐장의 소견과 유사하 

였마. 즉 유상피세포의 정중척 침윤파 임파구를 주로 

하는 백혈구의 혼합침윤이 주가 되었고 항산균 염색에 

서 역시 많은 결핵간균의 출현올 볼 수 있었다. 또한 

중풍도의 울혈과 아울러 Kupffer Cell층식 도 관찰되 

었다. 치료군중 Az군 빚 B2군의 일부에서는 결핵 명변 
이 소수이고 대부분은 경한 반응성 침윤소견만을 보였 

고 항산균 염색에서는 치료군 모두에서 결핵깐균을 불 

수 없었다(표 ][ -1 , 2 lH -1. 2) 

3) 비 장 

비치료 대초군에서는 마만성 비장염의 소견과 조기 

컬결성 결핵 병변을 제시하고 임파여포(white pulp) 

의 심한 위축， 울혈 및 괴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항산 

균 염색에서는 많은 결핵간균의 출현을 볼 수 있었다. 

치료군에서는 대부분에서 결핵성 병변을 판찰할 수 없 

었￡냐 다만 지연치료군 중 INH+RFP벙합치료군(A2 

균) 및 초기치료군 중 INH+RFP 병합치료군(B2군) 

의 일부에서만 몇개의 컬핵컬절을 볼 수 있었다. 그 

러나 항산균 염색에서는 모든 치료군에서 철핵간균을 

안정 할 수가 없었다(표 ][-1, 2, lH -1 , 2). 

4) 신 장 

비치료 대조군에서는 피걸 빚 수질에 작은 삼출성내 

지 조7J 결절성 벙면이 산재해 있었는데， 폐장， 깐장 

빚 Jl J장에 비해서 그 수가 척었고 조직반응도 경하였 

다. 그리고 괴사소견은 거의 불 수 없었다. 항산군 영 

잭에서 걷핵깐균의 출현 역시도 타 장기에 비해 척었 

다. 치료군에서는 대체로 컬핵영변을 볼 수 없었으냐 

지연치료군 중 INH+RFP 병합치료군 (A2균)의 일부 

에서와 조치치료군 중 INH 단독치료군 (B1군)의 일부 

와 INH+RFP 병합치료군 (B2군)의 일부에서 소수의 

작은 결핵병소를 블 수 있었다. 그러나 항산균 염색에 

서는 모든 치료군에서 결핵간균의 출현올 볼 수 없었 

다(표 n -1. 2, lH -1 , 2). 

마. 세균학척 소견 

폐장내 생균수를 보연 표 N-1. 2에서와 같 ;J 대조군

과 치료군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치료 대조군(C군)에서는 강영 12주에 사망한 경우 

1. 7x104으로 가장 많았고 17주에 사망한 경우에는 1. 

3x103.2..로 약간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치료군에 

서는 지연치료군 중 INH단독치료군 (A1군)에서 치료 

개시 후 5주에 1. x 10'..2..로 가장 많았￡나 9주부터는 

음성으로 되었고 INH+RFP 영합치료군(Az군)에서는 

치료개시 후 9주에는 6x 10-1우로 척은 수를 보여주었 

고 11주에는 음성으로 되었다. 조기치료군 중 INH 단 

독치료군 (B1군)에서는 치료개시 후 5주부터 음성 ..2..로 

되었고 INH+RFP 영합치료군 (B2군)에서는 치료개시 

Table][ -1. 1\‘icroscopic findings of each organ 

after infection(Control Group) 

C 

+ 
+ 
+ 
+ 

。
。
n4 

na 

n
ι
 

- : no definite tuberculous lesion 
1 + : a few exudative lesions without distinct 

tubercle 
2+ : a few tubercles on 100xfield 
3+ : several tubercles on 100xfield 
4+ : numerous tubercles with caseation and' 

cavity on 100xfield 

후 5주에서 10/ml무로 극히 척은 생균수를 보였고 _ 11-

주에는 모두음성으로 되었다. 

lV. 고 찰 

동울에 있어서 실험척 폐결핵을 유말시키는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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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n -2. Microscopic findings of each organ 

after treatment (Experimental groups) 
Table nr -2. Acid fast Bacilli in pathoolgic tissues 

= 

JA l Wks j Expt./Animal / V~‘ f Lung Live1 Spleen dney 

AI I 2 I 11 I 1+ I - ! -
3 I 16 I :!: 

l 9 + 

•-2 11 

-+ 3 11 

-+ A. 4 16 

-5 16 + 

-+ 6 16 

-1-7 16 
-

5 2+ 

-11 2 

-11 BI 3 

4 11 + 

11 + 。F

l 5 2+ 

11 + 2 B2 
2土3 11 

11 + 4 

2+ 

4+ 

4+ 

: 4+ 
:4• 

: 4+ 

[ 4+ 

2+ 

2+ 

3+ 

1+ 

2+ 

n 

π
 

2+ 

4+ 
Ru 

14 

1i 

----

1 

1 

1 

1 

5 

u 
n 
n 

AI 

2 

3 

4 

3 

6 

7 

2 

3 

4 
。

B2 

A2 

BI 

2+ 

2+ 

2+ 

2+ 

Table N -1 . Viable Counts of Tubercle bacilli in 

1ungs (Control Group) 

l No of l Wks afte” Viable units 
animals I infection jfrom the lungs 

Expt 
Group 

1 12 1. 7xl04 

1 13 3. 65x 103 

C 1 14 2. 96x 103 

1 16 3.05x103 

1 17 1. 3XI03 

C 

픽의 폐결핵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도 있다. 

저자는 간단하고 확살성이 있jζ며 회l 에 초감염을 일A 

키는 경로가 인체흉업감염의 발생기전과 유사한 방법 

~로서， 기판절개를 하여 Polyethy lene tube를 패기 

저부에 도달하도록 삽입한 후 이것을 통해 O.Olmg/ml 

농도의 균액 0.2ml씩을 성종하여서 기니픽의 폐결핵 

을 유발시켜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동풍의 실험척 펴1 

결핵을 일A키는데 있어 본 방법은 확실성이 있고 특 

별히 어려운 기술이나 시설 및 기기가 핀요치 않으으 

로 좋은 벙법이라고 생각되냐 검종균량에 있어서는 ·본 

켈험 에서 사용한 O.Olmg/ml농도의 군액 0 . 2ml보마 

- : NO Acid fast bacillus 

:!: : below 20 on 400 x field 

1+ : 20 -덕o on 400 x field 

2+ : 60-150 on 400 field 
3+ : 160-400 on 400xfield 

4+ : numerous 

로는 주로 복강내， 정액내 또는 피하 혹은 근육내 정 

종법 등이 있고 사람에 있어서의 자연강영과 유사한 

방법A로는 홉업감염법도 있다 3， 4.2a) 흑별한 방법~로 

는 Dickinson동111 ， 2> 이 대퇴부 근육내토 접종시키는 방 

법을 사용하였고 豊原希-은6) O.Olmg/ml농도의 균액 

O.5ml (0.005mg)을 복벽부위 피하에 점증하여 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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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V -2. Yiable Counts of Tubercle baciIli in (AhA2군)과 조기치료군 (Blo B2균) ι중 INH 단독치 

Iungs after treatment 료 또는 INH+RFP 명합치료에서 치료효과는 푸렷한 

Expt Wks 
of 

Group anima!s 

2 
A1 1 

1 

l 

A2 

2 

4 

B1 

4 

B2 

3 

Wks 
of 

treatment 

1 

2 

5 

9 

11 

16 

5 

9 

11 

16 

5 

11 

5 

11 

Viable units 
from the lungs 

2. 21x 103 

1. 2xl02, 1. 8x104 

1. 5x104 

excIuded due to 
mixed infection 
6x 10-1 

10 

는 소량으로 해서 좀 더 정마한 명변을 발생시켜 연구 

해 폴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실시 보고펀 화학요법제의 효과판정을 위한 

동물질험에 있어서는 각기 그 감염방법과 풍물의 종류 

치료개시 시기 둥이 모두 저자의 힐험과 다르기 빼문 

에 그 결과들을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러한 

죠건틀을 무시하고 대체척안 검토를 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1956년 McCune 풍26)이 마우스를 사용하여 

INH + PZA(pyrazinamide) 명합요법으로 3개월에 균 

음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처옴A로 

폐결핵의 단기 화학요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 

나 치료 중단 후 3개월에 풍물의 융이 채발되었다고 
함으로써 이는 명백한 균음성이라도 결핵균이 잠복상 

태에서 계속척A로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 다 20) 그후 RFP이 소개 펀 1967년 Grumbach 및 

Rist는19) 실험척 마우스 결핵중에서 INH+RFP 명합 

치료르서 4개월에 치유(균음성화)되었다고 하여 이는 

주로 마우스나 기니픽을 사용하여 RFP 단독 혹은 영 

합치료의 효과에 대한 평가흘 위해 시도한 실험 중의 

최초의 것이라고 하였다 56) 저자의 잘험에서는 비치료 

대조근파 치료군 사이에 체중 변화， 님l장지수， 병리조 

칙학척 변화 및 폐장내생균수 둥은 비교척 푸렷한 차 

이를 볼 수 있S나 각 치료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는 

올 수 없었다. 폐장내 생균수에 있어서는 .:>:1 연치료군 

차이 없 이 오두 우수하였 다. 이 는 Dickinson 및 Mitc-

hison 동12， 14)이 밝힌 바와 같이 in vitro에서 INI;I와 

RFP의 단독 도는 영합치료에서 추렷한 차이가 없고 

양자 사이에 협동살균작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와 비슷 

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 나 RFP가 INH보다 우수 

하고 단독요볍보다는 영합요법 이 머 우수한 효과를 냐 

타낸다는 주장을 한 보고도 많다8， 9 ， 11 ， 12 ， 14 ， 18 ， 21 ， 30 ， 31 ， 32) 

일예를 들연 Grumbach(1967 , 1969) 둥8， 19은 중증마 

우스 컬핵증 치료에서 RFP단독으로 4개월 치료 후 

혜창이나 비장에서 대부분이 균음성화를 보여주었고 

INH와 뱅합치 료시는 100%에서 균음성 화를 보여 준다 

고 하였으며 이 병합요볍이 깐헐요법에서도 가장 효과 

척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Lorian(1969) 둥32)은 in 

vitro에 서 RFP가 M. tuberculosis냐 Atypical 

Mycobacteria에 대해서도 강수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였고 Batten (1969， 1970)8)은 4개월간 단독 혹은 명 

합치료 후 2"'3개월간 다량의 Cortisone을 주었음에 

도 불구하고 치료 3개월 후에도 폐장이나 비장에서 균 

음성화가 되었다고 하였다. Dickinson(1970 , 1979)둥 

11， 14)도 기니픽에서 4개월 치료 후 INH보다 살굵력。l 

더 강하며 INH와 비교할 혜 특히 깐장에서 치료의 효 

과가 덕 우수하다고 하였 다. RFP 내 성 출현율은 Ts

ukamura (1962) 등29이 Rifa.mycin S. V에 대해서 그 

리고 Grumbach (1967) 등19이 RFP에 대해서 이마 강 

조했듯야 강독균인 W iId strains에 대해서 낮은 내성 

출현율을 보안다고 하였고 Lorian 둥32)도 in vitro에 

서 비 교척 낮은 내 성 출현율을 보인다고 하여 RFP가 

컬핵치료에 임상척￡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 다. Grosset (1978)은20) 마우스컬핵 중에서 INH 

+RFp 뱅합치료가 4"'6개월에 100%로 균음성화를보 

였고 치료 중지 후 6개월에는 20%의 재발율을 보이냐 

9개월간 치료한 후에는 6개월에 균재발이 없었다고 

RFP 병 용의 효과를 주장하였 다. Dickinson 및 Mit

chison 퉁12， 13)도 기 니 픽 을 이 용한 중증결핵 층 치 료에 

서 11주 동안 INH 단독 또는 INH+RFP 병 합치 료로 

비장이나 폐장에서의 생균수를 보면 103..2.，로 갇았..2.，냐 

치료 중지 후 3개월에 생균수를 보면 INH 단독치료에 

서는 105..2.，로 증가되냐 INH+RFP 영합치료군에서는 

103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없다고 하고 RFP가 첨가된 

처방이 척어도 2개월간 균재발을 지연시켰다고 하였다. 

임상척흑로 특히 단기화학요법에 있어서 RFP의 병 

용의 중요성은 많이 주장되고 있A며 INH+RFP 영 

합요법에 의해서 Jindani22)는 2개월에 64%의 균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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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가능했고 Dubra 15) 와 Mary 둥24은 5개월에 100 

%가 FoxS'’는 6개월에 95%. 9개월에 100% 균음성화 

가 가능하였다고 했마.저자의 알험철과에 의하면 폐장 

내의 생균수의 변동에 있어서는 INH단독 또는 INH 

+RFP 병합치료군이나 별차이 없이 우수한효과를보 

였다. 그러나 지연치료군과 조기치료문을 비교해 보연 

지연치료군은 태부분이 치료 9주에서야 균음성화가 펀 

데 비하여 조치치료군에서는 거의가 5주에서 균음성화 

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보연 조기발견， 죠기치 

료가 강력한 약제의 뱅용과 머풀어 대단히 중요한 안 

자라고 할 수 있을 것 장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INH+RFP 영합치료가 INH단독치 료보다 뚜렷하게 

차이흩 내지 않은떼 대한 이유로서는 INH냐 RFP가 

각기 다 캉력한 항결해제이므로 그 하냐 하냐가 캉수 

성균에 있어서 조건이 좋을 혜는 균옴성화를 100% 가 

까이 낼 수 있으므로 두가지 약제를 병합 사용해도 그 

결과는 언제나 llJ 슷하게 우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냐 철핵균체의 여러부위 포는 각기 다른 대사과정 

”에 대하여 작용을 하도록 하고 또한 각기 약제에 대한 

자연 내성균의 존재 가능성 해문에 임상에서는 우리들 

은 명합요법을 켈시하지 않올 수 없지만 이 자연 내성 

-균의 촌재 가능성이라는 것은 극히 소수이므로 이에차 

이가 이러한 생험결과에서 쉽게 안정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일험에 있어서 지및치료군에서는 16주 후， 조기 

치료군에서는 11주 후 최종판정 때에 균배양은 오두 

음성이 되었지만 쾌조직 내에는 아직도 항상균이 소수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화학요법에 의하여 사망된 결핵 

균이라고 안정해야 될지 그렇지 않￡연 당분깐 휴지상 

태 (Dormant)로 장재해 있는 소위 잔존균(Persister) 

￡후서 후에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균인지를 현 단계에 

서는 판정한 수 없다. 

도 치료 후 지연치료군에서는 16주에， 조기치료눈에 

서는 11주에 검사한 결과에서 영리조직척인 결핵영변 

이 상당히 잔존해 있는 것은 성혹 이 단계에서도 결핵 

균은 화학요법에 의해서 사열되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명변조칙의 회복은 ·상당한 기간이 요구펀다는 것을 정 

착할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 판찰기간이 요구된마고 하겠지만 하 

여간 본 연구 결과로 보면 사랑의 회l 결핵 치료를 다루 

는 입상에 있어서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34 단기 화학 

요법의 치료 계속기간이 대체로 6"-'9개월정도로 완결 

그힐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객당검사에 있어서 균배 

양 결과만을 위주로 한 것이묘로 벙연 자채의 - 회옥까 

지를 고혀할 혜에는 울론 병변의 회적。1 화학요법제에 

직접척안 효과에 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긴 관 

창기간이 필요한 것 갇이 생각된마. 더구나 사랍의 컬 

핵치료에 있어서는 동풀싣험에 있어서 와 장이 조치에 

치료를 개시하기 어려우므로 그 치료효과의 발현도 그 

만큼 감소 또는 지연칠 수 있는 가능성 을 생각하지 않 

을수 없을 것이다. 

v. 결 론 

폐철핵 치료에 있어서 Rifampicin (RFP)을 포함한 

단기화학요엽의 가능성올 알기 위해 총 62마리 의 기니 

픽에 살험척 폐철혜을 유말시켜 16주까지 관찰한 실험 

결과에 있어서 다음과 장은 걷론을 얻었다. 

’ 1. 거 나 픽 의 기 판지 률 절개 한 후 polyethy lene tube 

를 통해 H37Rv균액 (Viable unit 2 x 10') 을 정 종시 

켜 안체 폐결핵과 유사한 초강영결핵을 유말시킬 수 

있었다. 

2. 감염후 8주에 치료를 개시한 지연치료군은 치료개 

시후 9주에 캉영후 5주에 치료를 개시한 조기 치료 

군은 치료개시 후 5주에 균음성화가 가능혔다. 

3 빵리조직학척으로는 유상피세포 증식에 의한 육아 
종형성(결핵결철)을 보이고 특정척인 건락괴사를 제 

시하여 인체 결핵병소와 비슷하였다. 치료군과 비치 

료군 사이에는 푸렷한 차이가 있었A나 육안척￡로 

나 현미경척으로냐 폐영변에 있어서 치료기칸에 따 

흔 변화는 지연치료군과 죠기치료군 사이에서 포는 

각치료균 사이에 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녁 치료 

개시 후 5주 이후부터 석회화변화가 관찰되었다. 

4. 조직검사에서 항산성균은 치료개시 후 11 "-' 16주가 

되연 INH 단독야나 INH+RFP 명함치료군。1 나 다 

장이 페장에서만 소수관찰되었고， 기다 장득에서는 

거의 판찰되지 않았다. 

5. 전반척 인 화학요법 의 효과는 INH 단기 요법 이 나 

INH+RFP 영합요법이나 비슷하게 열 차이 없이 

우수하였다. 

6. 강영후 치료개시 전 8주까지에 사망한 통울은 천체 

강영 통을의 60. 8%였고 체 중변화 및 비장지 수는 llJ 
치료 대조군과 치료군 사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 

으나 치료근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 안 화학요법 의 효과 

는 INH 단독요법이나 INH+RFP 영합요법이나 llJ 
슷하게 우수하였으냐 잔존균이나 영변의 회복에 관한 

문제는 증더 장기간의 판찰이 요구되며 조기 치 료군과 

지연치료군 사이에 치료 반응의 차이로 보아서 퍼1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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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화학요법 실시에 있어서도 역시 조기진단 빚 조가 

치료에 판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실험에 있어서 컬핵협회 연구원의 지술척 

협력과 시결사용의 펀의를 도오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 

~로 사의 를 JE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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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s for Figures 

Fig. 4: Multiple miliary sized tubercles are seen cytes. (Hematoxylin-Eosin staining, X400r 

on the surface of the lung, liver, and C-23-9-5) 

spleen. (C-23-9-5) Fig.16: The AFB staining of the spleen show& 

Fig. 5: Multiple miliary sized tubercles are seen numerous bacilli. (AFB staining, X400) 

with marked splenomegaly. (C-23-9-5) (C-23-9-5) 

Fig. 6 : Multiple milary sized and a few conglo- Fig.17 : A section from kidney shows earIy gra-

merated tubercles are seen on the both nulomatous lesion, comosed of epitheloid 

lungs. (C-22-10-11) cell and lymphocytes. (Hematoxyin-Eosin. 

Fig. 7 : Multiple miliary sized and a fewc onglo- staining. X400) (C-2-9-5) 

merated tubercles are seen on the both Fig. 18: The AFB staining shows frequent ba-

lungs. (C-23-9-5) cilli. (AFB staining, X400) (C-23-9-5) 

Fig. 8 : Several miliary sized and a few large Fig. 19 : A section from lung shows a large 

tubercles a l'e seen. (EI -1-12-10) granuloma, composed of epitheloid cells 

、 Fig. 9 : Marked hepatomegaly with diffusely with peripheral lymphocytic zone and 

scattered miliary sized tubercles are seen. central calcificatioh. (Hematoxylin-Eosin. 

(C-22-10-11) staining , X400) (IR-13-12-1O) 

Fig. 10: Mild hepatomegaly are noted with Fig. 20 : The AFB staining shows a few bacilI!. 

smooth surface without grossly recogni- (AFB staining, X400) (IR-13-12-10) 

zable tubercle. (IR-13d2-10) Fig. 21: A section from lung shows same gra-

Fig. 11 : A section from lung shows granuloma- nulomatous lesion as IR(A2) group. (Hema-

tous lesion, composed of epitheloid 、 cells toxylin-Eosin staining, X400) (1-6-9-28) 

with lymphocytes. (Hematoxylin-Eosin sta- Fig. 22: The AFB staining shows small number 

ining, X400) (C-23-9-5) . of bacilli. (AFB staining, X400) (1-6-9-28) 

Fig. 12: The AFB staining of the lung shows Fig. 23: A sectiíon from lung shows same gra-

numerous bacilli. (AFB stilining, X400) nuloma tous lesion as . IR (A2) and 1 (A1) 

(C-23-9-5) group. (Hematoxylin-Eosin staining, X400) 

Fig. 13: A section from liver shows same gran- (EI-512-10) 
\ 

ulomatous lesion, composed of epitheloid- Fig. 24: The AFB staining, shows small number 

cells, a few Langhans’ giant cells and of bacílli. (AFB staining X400) (EI-5-12-

some lymphocytes. (Hematoxylin-Eosin 10) 

stå.ining, X400) (C-23-9-5) Fig. 25 : A section from lung shows same gra-

Fig. 141 The AFB staining of the liver shows nulomatous lesion as IR(A2) , I(A1) and 

scattered bacilli. (AFB staining, X400) (C- El(B1) group. (Hematoxylin-Eosin staining 

23-9-5) ‘ X400) (EIR-9-11-1) 

Fig. 15 : A section from spleen shows early gra- Fig. 26 : T셔e AFB staining shows small number 

nulomatous lésion composed of epitheloid of bacilli. (AFB staining,X400)(EIR-9-11- 1} 

cells, a Langhans’ giant celll and lympho-

- 96-



박 준 하 논품 사진부도 (1)-

Fig.4. ‘ Autopsy 1' inding. Control 'group. 13 wks 

(C-23-9-5) 

Fig.5. Autopsy 1'1nd1ng. Control group. 13 wks 
(C-23-9-5) 



Fig.6.Both Lungs. 
Control group , 
17 wks. 
(C-22-10-11) 

박 준 하 논뭄 사진부도 <ID-

Fig. 7. Both Lungs. 
Control group , 
13 wks. 

’ (C-23-9-5) 

Fig.8. Both Lungs. 
Bl group , 
1 1 wks a f'ter 
treatment. 
(EI-I-12-10) 

Fig.9. Liver. CQntrol group , 17wks. 

(C-22-10-11) 

Fig .. IO. Liver , A2 group , 16wks 
a f' ter treatment. 
(IR-13-12-10) 



- 박 준 하 논문 사진부도 @-

Fig.ll. Lung , Hematoxylin-Eosin 
staining , X400.Control group , 
13 wks. (C-23-9-5) 

Fig.13. Liver , Hematoxylin-Eosin 
staining , X 400. Control group , 
13 wks.(C-23-9-5) 

Fig.12. Lung , AFB staining , X400 
Control group , 13 wks. 
(C-23-9-5) 

Fig.14. Liver , AFB staining , X400 
Control group , 13wks. 
(C-23-9-5) 



- 박 준 하 논문 사진부도 @-

Fig.15. Spleen , Hematoxylin-Eosin Fig.16. Spleen , AFB staining , X40 
staining , X400 Control group. Control group. (C-23-9-5) 
(C-23-9-5) 

Fig.17. Kidney , Hematoxylin-Eosin 
staining , X400 . Control. 
(C-23-9-5) 

Fig.18. Kidney , AFB staining , X40 1 
Control group.(C-23-9-5) 



- 박 준 하 논문 사진부도 @-

Fig.19. Lung. Hematoxylin-Eosin 
staining. X400. A2 group. 
16 wks a f' ter treatment. 
(1R-13-12-10) 

Fig.21. Lung.Hematoxylin-Eosin 
staining. X400 . Al group . 
9 wks a f' ter treatment. 
(1-6-9-28) 

Fig.20. Lung. AFB staining.X400. 
A2 group. (1R-13-12-10) 

E’ ig.22. Lung. AFB staining , X400. 
A 1 group. ( 1 - 6 - 9 - 2 8) 



- 박 준 하 논문 사진부도 @-

Fig.23. Lung , Hematoxylin-Eosin 
staining , X400 , Bl group , 
11 wks after treatment. 
(EI-5-J2-10) 

Fig.25. Lung , Hematoxylin-Eosin 
staining , X400. B2 group. 
5 wks after treatment. 
(EIR- 9- 1 1 - 1 ) 

Fig.24. Lung , AFB staining , X400. 
B 1 gro Up . (EI - 5 -12 - 1 0 ) 

Fig.26. Lung , AFB staining , X400 
B2 group.(EIR-9-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