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 uberw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결핵 및 호흉기 철환 Vo]. 28, No. 1, March, 1981 

=Aιstroct= 

氣管支內視鏡檢호 671 例에 對한 各種 J1W族愚의 
릅깡斷的 價{直 및 臨庫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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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Value of Flexible Bronchofiberscopy and Clinical Observation 

in Various Pulmona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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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 Yung Kim; M.D. and Jong Hyun Lee, M.D. 

Departrnent olInte1"nal Medici:ηe， P resbyterian JJf edical Center, ] eonju, Korea 

The authors observed clinically, with analysis, 671 patients with various pulmonary 
diseases who had taken flexible bronchofiberscopy in th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eonju, from March 1975 to July 1980.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Each bronchoscopic diagnosis in the 671 cases was classified as follows: Iung cancer 

360 cases (53.6%, primary lung cancer 345 cases, metastatic lung cancer 15 cases,) infla
mmatory lung disease 263 cases (39.2%) , extrabronchial lesion 18 cases (2.1%) , others 

20 cases (3.0%) and undiagnosed cases 10 (1. 5%). 
2) Bronchofiberscopic diagnostic rate of primary lung cancer was 93.9% (324/345) , and 

the histological confirmed rate was 66.3%. 

3) The classification of the primary lung cancer confirmed histologically was epidermoid 

carcinoma 151 cases (70.2%) , adenocarcinoma 23 cases(10. 7%) , undifferentiated carcinoma 

40 cases (18.6%) and bronchiolo-alveolar cell carcinoma 1 case (0. 5%). 
4) Bronchofiberscopic findings of various types of lung cancer as follow: epidermoid 

carcinoma showed mainly tumor mass and obstruction; adenocarcinoma showed obstru

ct ion, compression and normal finding; undifferentiated carcinoma revealed tumor mass, 
obstruction, compression, and infiltration; and bronchiolo-aveolar cell carcinoma revealed 
multinodular tumor mass. 

5) The 21 cases of primary lung cancer in which bronchoscopic finding showed no 

abnormal evidenence were diagnosed by the following method: 3 cases by sputum cytology, 

4 cases by. node biopsy, 6 cases by pleural biopsy and pleural fluid cytology and 8 cases 
suspected by bronchography. 

6) We could not differentiate the various inflammatory lung diseases by bronchofiber

sopy only. But in the bronchofiberscopic examination of various inflammatory lung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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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observed the nature of the wall and lumen of bronchus. resulting ‘;iS fQklpw lI: , in þro

nchitis and pneumonia. the bronchial wall appeared as edema :and hyperemia. and the 

bronchial lumen showed normal finding; in pulmonary tuberculosis and bronchiectasis. 

the bronchial wall showed edema. hyperemia. exudate. and bleeding and bronchiallumen 

revealed stenosis and deformity. especially luminal widening as a characteristic finding 

in brónchieétasis. Lung abscess had purulent disclarge on the bronchial wall and showed 

normal lumen of the bronchus. 

*홉 홈융 

全世界를 通하여 師癡은 男性에 있어 가장 빈번허 짧 

生하는 惡性 睡짧중의 하냐이 며 1) 또한 韓國에서 는 뿜 

찮 다음￡로 많이 發生하는 惡、뾰 睡援으로 되 어 있다 2) 

이 러 한 師짧은 까論， 各種 師훌‘뿔、을 該斷하는데 있 

어 氣管支의 病的 變化를 直接 觀察할 수 있는 氣管支

內視鏡은 없어서는 안휠 重要한 폈흉 方法인것 갇다. 

特허 1968年 Ikeda가 柔軟性 氣管支內視鏡올 처 음으 

로 소개 한 以來3) 종래 의 硬直뾰 氣管支內視鏡에 比해 

초작이 간펀하고 愚者에 주는 不便感이 척 고3-7) 可視 

範圍가 넓으며 8-10) 同時에 觀察하기 힘든 未稍病變에 

대해서도 經氣管支生檢및 細§힘該法을行할수있어 11-18) 

뼈홉 빛 各種 師훌愚의 該斷에 있어 柔軟性 氣管支內

視鏡은 아주 重要한 않홈U을 하게 되 었 다. 이 에 著者들 

은 -1975年 3月부터 1980年 7月까지 5年 4個月동안 全

州예수病院에 來院한 各種 師흉愚 愚者 671名을 對象

으로 柔軟뾰 氣管支鏡 檢흉를 施行하여 본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對象 및 檢훌方法 

Olympus -bronchoncope type-B2를 使用하여 全州

예수 病院어l 來院한 各種 8市훌惠 ，뽕者를 對象￡로 하 

였 다. 이 러 한 愚者들은 臨皮효狀 빚 E힘部 X線上 師훨 

。l 疑心되었던 경우， 여러 治擔에 反應이 없는 Ø{tIEjj: 

훌惠으로 師癡。l 아닝 을 確認할 必흉증가 있었거 나 표確 

한 原因을 알 수 없는 짧血 뿔、者의 경우， 無氣師의 治

授 혹은 異쩌의 除去를 요하는 경우둥 671例에서 .施

했다. 

웠훌 方法은 demerol과 atropine의 觸肉注흉로 前

I훌置한 後 4% lidocain_으-로 홉업 局所마취를 실시 하고 

.뾰이 나 口뾰을 通해 氣管支鏡을 상입 하여 氣管支內

를 觀蔡하고 同時에 組鐵生혔法. brush cytology와 

washing cytology等을 켈시 랬 다. 

成 *훌 

各種 8벼í!Æ뿔、 思흘 671 {1tJ를 對象으로 氣쏠支內視鏡 

檢흉를 實施하여 마음파 같은 成績을 얻었 다. ~퍼찮은 

360 例 (53.6%)로 原짧性 R市癡이 345例， 轉移{生 뼈癡。l 

15Ø1l였고.Ø{침Ël生 g市돗愚은 263例 (39 . 2%)로 氣管支*

이 75例， 뼈갖이 84例 ， 結核이 18例， 氣管支擬張tIE o l.

18例. 뼈짧場이 5例였A며， 氣管支外 病찢~l 18{9iJ (2. 7 

%)로 mediastinal disease 8例， 助體*이 10例였 다. 

그밖에 일파종 9例， 無氣師 2{9i], 氣管支鳳陣 2例， 異

物 4例， 짧帶마비가 3例이었으며 등?斷不明이 10{쩨이었 

다(표 1) 

Ta-ble 1. Cases of Bronchoscopy 

Lung cancer 360 53.6% 

Primary 345 51. 4% 

Metastatic 15 2.2% 

Inflammatory disease 263 39.2% 

Bronchitis 75 11. 2% 

Pneumonia 89 12. 5% 

Tuberculosis 81 12.1% 

Bronchiectasis 18 2. 7% 

Lung abscess 5 0.7% 

Extrabronchial lesiûn 18 2.?% 

Mediastinal disease 8 1. 2% 

Pleurisy 10 1. 5% 

Others 30 3.0% 

Lymphoma 9 1. 3% 

Atelectasis 2 0:3% 

Bronchial adenoma 2 0.3% 

Foreign body 4 0.696 

Vocal cord paralysis 3 0.5% 

U ndidgnosed cases 10 1. 5% 

Total 671 100% 

原훌윷않 8벼%홉운 345{9iJ로 氣管支內視鏡檢흉上 異狀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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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을 보안 경우가 324例로 93.9% 였￡며 m짧學的으 

로 確該된 경 우가 215f71]로 66.3%였 다. 

組織學的~로 確칩된 215f71]의 原發{生麻행을 分類해 

Table 2. T ypes of Histologically Confirmed 

Lung Cancer 

보면 epidermoid carcinoma가 151例 (70.2%). ade. Epidermoid carcinoma 151 70.2% 

nocarcinoma가 23例 (1 0.7%) . undifferentia ted ca- Adenocarcinoma 23 10.7% 

rcinoma가 40에 (18.6%). bronchiolo-alveolar cell Undifferentiated carcinoma 40. 18. 6% 

‘carcinoma가 l ØlJ (0. 5%) 이 었 다. (표 2) 

H힘}휩의 好發 部位는 組鐵學的 分類에 關係없이 右떼 

氣管支가 125例 (58.1 %)로 左1Jl.U 氣管支보다 약간 많은 

Bronchiolo-alveolar carcinoma 1 0: 5% 

Total 215 100% 

Table 3 Variety of Lung Cancer in lndividual Bronchus 

Rt. bronchus 125 (58. 19ó) Lt. bronchus 90(41. 9%) 
Total 

Main Upper Middle Lower Main Upper Lower 

Epidermoid carcinoma 40 36 7 6 43 11 8 151 

Undifferentiated carcinoma 7 8 4 3 7 6 5 110 

Adenocarcinoma 2 4 4 4 2 4 3 23 

Bronchiolo-alveola r carcinoma 1 

Total 49 48 15 13 52 21 17 215 

Tabel 4. Variety of Lung Ca ncer by Age & Sex 

Epidermoid Adeno-
carcmoma carcmoma 

Undifferentiated Bronchiolo-alveolar 
carcmoma carcmoma Total 

M F M F M 

Under 40 7 6 

41 "-'50 19 3 2 3 12 

51 "-'60 58 4 6 5 13 

61"-'70 39 6 3 4 4 

Over 70 12 3 

Total 135 16 11 12 35 

F M F 

2 

2 

5 

1 

8 

6 

5 

1i 

4·

nxu 

ζ
u
 
--

。 0 215 

Table 5. Bronchoscopic Finding of Lung Cancer 

Finding Epidermoid Adenoca- U nd ifferentia ted Bronchiolo-a 1 veolar 
carcmoma rcmoma carcmoma carcmoma 

Tumor 

necrosis (+) 22 8 

necrosis ( - ) 49 0 

infiltration (+) 47 6 

infiltratioll (-) 24 l 2 

Total 71 (47%) 2 (8.7%) 8 (20%) 1 (100%) 

lnfiltration 

necrosis (+) 15 5 2 

necrosis (-) 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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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 

12 

2 

14 (35%) 

8 (34.8%) 

7 

1 
8 (34.8%) 

21 (13.9%) 

23 

12 

35 (23.2%) 

16 (10.6%) 

8 (5.3%) 

Total 

Obstruction 

infiltration (+) 

infiltra tion (-) 

Total 

Compression 

No abnormal finding 8 (20%) 5 (21. 7%) 

分布를 보였으며 , 各 組繹學的 8퍼?휩 分類에 따른 好發

部位는 표3에서와 갇았고 特히 squamous ceII carc

inoma는 main bronchus에 好發하는 것 이 特徵的 所

見。l 었다. 

各 種類別 原發{生 뼈}옳의 氣管支內視鏡的 所見을 보 

면 çpidermoid carcinoma는 주로 睡題과 閒塞올， 

adenocarcinoma는 閒塞， 壓ÌË! 및 正常所見을， un

differentiated carcinoma는 흩潤， 睡擾， 閒塞， 壓필 

등을， bronchiolo.alveolar ceII carcinoma는 多發뾰 

結節뾰 睡場을 觀察할 수 있었다. (표 5) 

뼈홉의 早期 主ilË狀을 보면 기침 이 54.0%로 가 

장 않았고， 그외 뼈痛， 呼吸곤란， 嘴血， 發熱， hoars

eness, t훌重減少둥이 있었다(표 6) 

1 (1 00%) 40 (100%) 23 (100%) 151 (100%) Total 

Table 6. First Symtom of Lung Cancer 

Cough 

Chest pain 

Dyspnea 

Hemoptysis 

Fever 

Hoarseness 

Weight loss 

No symtoms 

54.0% 

20.9% 

7.9% 

6.5% 

4.2% 

1. 4% 

1. 9% 

3.2% 

14 

9 

116 

45 

17 

3 

4 

7 

Total 100% 215 

Table 7. Bronchoscopic Finding of InfIammarory Lung Disease 

Lung abscess Bronchi. 
ectasls 

Tuber
culosis Pneumonia 

WaII 

Redness 

Edema 

Rednes+edema 

Exudate 

Purulent discharge 

Bleeding 

U Iceration 

0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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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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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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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3 0 2 5 

5 18 81 84 75 Total 

0 

1 

o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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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U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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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1 

m 

Lumen 

Stenosis 

Deformity 

Stenosis+ deformity 

Normal 

0 

4 2 3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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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支內視鏡 했곁E上 特別한 所見이 없는 原發{生 뼈훨 臨'*的 í[狀• H힘部 X짧. 그리 고 氣管支鏡 댔훌上 肉

21例에 있어서는 I썽찢 細뼈씀法에 의하여 3例 ， 째巴節 眼的언 所見에 의한 것A로 했 다. 

生檢에 의 하여 4{71J. 助많組熾檢호 빛 細R힘~~j:최에 의 하 }체햄의 好짧염;{立는 右測 氣管支가 58. 1 %로 左測
여 6例， 氣깥支 造影術에 의해 8例를 양짧[할 수 있었다. 氣管支보다 많았는데， 이는 Del Regato28)等과 거의 

*í[i生 IDIïi*‘민들에서 氣管支內視鏡 所見은 氣管支 -致했으나， 裵等27 )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 squ-

탤의 樣相과 內앞의 樣相으로 區別하여 觀察하였 는데 • amous cell carcinoma는 主 氣管支에 • adenocarcin-

氣管支갖과 빼*에서 는 뿔은 充血과 浮睡을 보이 고 內 oma는 말초 기관지 에 好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8) 

R양은 正常。1 많았마. 種類別 原發{生 !li1ï j흙의 氣管支內視鏡 所見을 보면 

B벼結核에서는 摩은 充血， 浮睡， 상출액이 많았고 出 epidermoid carcinoma는 主로 睡였과 閒짧올. ade-

血을 부였A며， 內땀에서는 敎쩡， 랬Jf1이 있는 경우도 nocarcinoma는 閒塞 많追및 표常所見을. undiffere-

있으냐， 많은 경우에서 正힘所見올 觀察하였 마 ntiated carcinoma는 홉潤 閒塞 睡修 많追올. bron-

氣管:R據張í[의 섣슬은 充血， 浮陣， 버血이 있었으며. chiolo-alveola r cell carcinoma는 睡젖을 나타냈다 25) 

內脫은 主로 據폈띈 찢沙을 보였 다(표 5) 

師隨짜에서는 化碼{生 배설물이 뿔의 所見에서 특징 뼈찮은 男子에 있어 가장 혼한 惡{生睡짧이며 男女

척이었고 內!l2:은 正常이 大部分이었 마. (표 7) 比는 5 : 1 이상이고 50代에서 70代가 好發 年觀이나， 

考 按

1968年 Ikeda에 依하여 처 음A로 껏l따{生 氣管:것內視 

鏡이 시 숭펀 以來3) 各種 nilï B섣‘댄의 ~없r에 있어 그 重要

{生을 높이 評펀하게 되었마. 、종래의 @!直{生 氣管支內視

鏡에 比하여 이 柔 il씨生 氣管支內視鏡은 그 可視範圍가 

넓 어 8-10) Kovna t等의 報告에 의 하연 四次 氣管호의 全

部， 五次 氣管支의 86%. 六次 氣管支의 56%를 觀察할 

수 있었 다 한다 10) 또 많直{生 氣管支內視짧보다 조작。l 

칸펀하고 환자에 주는 不便感이 척고일반 영살 내지는 

外來 진찰실에서도 쉽 게 I앉1ií!í할 수 있고3-7) 同時에 組

據生랬法과 i'tII ll힘?法올 行할 수 있어 11- 18) 該團率을 높 

이고 治第方向을 定하는데 도웅올 주게 되 었 다. 

柔軟{生 氣管支內視짧올 양b힘한 思者는 臨.fRí[狀 빛 

腦部 ×綠上 IDIi챔이 疑心되었먼 경우， 여러 治흙에 反

應。1 없 는 씻í[{生 뚫，땀으로 !li1ï j끊이 아닝 올 確認할 ø、

要가 있었거나 正[I'(f한 양斷[올 必찢로 했던 경우， 正確

한 原因을 알 수 없는 I쩡血 댄者의 경우， 異物로 因한 

無氣師로 治꺼훈를 꽃하는 경우等 이었다 5， 1 6-21 ) 

原發性 lIîIi i끊 345{쩨중 324例 (93.9%)가 氣管支內視鏡

檢훌上 異狀을 보였고 組織學的 E똥該Z칩은 66.3% 였는 

데 이 는 Marsh等22) Zavala等23) 李等2이 徐等24 ) 金

等25)의 報告와 비슷했다. 

組熾學的~로 確;장된 原짧{生 JJìlï원，의 分類를 보면 

epidermoid carcinoma가 70.2%. adenocarcinoma가 

10.7%. undifferentiated carcinoma가 18.6%이 었 

고. bronchiolo-alveolar cell carcinoma가 0. 5%였 는 

데 이는 Tisi8)와 대동소이 렀지만 Lince等~6) 裵等27)과 

는 상당한 差異가 있었다. 

組織學的으로 確깝되 지 않은 109例의 mli행 양斷은 

undifferentia ted carcinoma는 比較的 젊 은 年敵層에 

好發한다고 했다 8) 著者들의 경우 男女 比는 6.2: 1이 

고 50代와 60代가 66.4%를 보여 주었 고 undifferen

tiated ca rc inoma는 55%가 50歲 以下인 것 무로 나타 

났다. (표 4) 

師찮의 早期 主뾰狀올 보면 치 칭 이 54. 0% . H셉痛。1 

20.9%. 呼吸곤란이 7.9%. ru장血。1 6.5%. 기 타 짧熱， 

hoarseness. 體重減少 等이 었 는데 (표 6) 이 는 Björk파 

비 슷한 結果를 보여 주었 다 29 ) 

21例의 原發{生 뼈평에 있어서는 氣管支內現鏡 ￠헛훌 

上 特別한 所見이 없었는데 • g市j휠의 장짧f方法으로는 

氣管支內視鏡外에 도 陽部X線， 氣管支造影術. pulmo

na r y scintigram. 陽찢 細뼈씀法. mediastinoscopy. 

percutaneous transthoracic aspiration needle bio

psy. exploratory thoracotomy等8， 30) 이 있 다. 

Frenzel과 Papageorgion은 10% saline aerosol올 

써서 !溶淡 生成을 않進시키고 한 思者에서 101희 程度

檢표를 첼施하여 coin lesion이 있는 38名의 환자에 있 

어 15영을 IDIi핸￡르 談웰할 수 있었다고 報告했다 31) 

본 著者들도 3{71J 페 서 P깝찢 細뼈談法으로 n市힘을 ~~斷

했는데 만약 이갇은 方法으로 嘴찢 細g힌~~法을 施行했 

다연 陽住率이 더 늪을 것 ￡로 생 각된다. 

또한 氣管支內視짧 檢훌後 48시 간 以內의 W쯤꼈檢캘￡ 

에서 높은 該斷率을 얻었다고 하였다 30) 

Brantigen은 bilateral scalene node biopsy의 重

맺f生을 랬調했는데 32) 븐 著者들 역시 이 方法A로 4댐j 

의 IDIi찮올 장斷할 수 있었 다. 

ll1:J顆 生檢빛 찌꺼!lÞ~IT:Z W1 H힐談法으로 60% 以上 R려찮올 
등*斷할 수 있었다 댔는데 3이 著者들도 6{71J에 서 등2斷。l 
可能했 다. Genoe의 *告에 의 하연 selective bronch
ography는 Jli!ï젠의 ~~tWr에 아주 正많한 方法이 며 33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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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31명에셔 該斷율 내럴 수 있다고 했는례 33) 훌者툴의 

경우 8{91J에 있어 氣管支造影術에서 JliIH훌올 시사했다 . 

.:E. Lutch 等은 氣管支內없鏡 檢흉홀 한後 이 어 흩g 

察할 수 없는 末稍氣管支에 홈度로 選擇的익l 氣管支造

影術을 하는 方法을 報告했다 34) 

그밖에 末補氣管支에 發生하는 뼈癡을 fluoroscopy 

下에서 ~~훌을 通해 組熾檢흉를 寶拖하는 percutane

-Qus trans-thoracic aspiration needle biopsy에 의 해 

該짧할 수 있 는례 , Youmans等은 26명 의 8市;훌 惠者충 

25名의 恩者에서 該斷에 成功했마고한다 35) 본훌者들 

도 4例를 시도 했으냐 다 척철한 組續을 얻지 옷했는 

데 이 는 아직 percutaneous trans-thoracic aspiration 

needle biopsy의 例가 척고 經驗야 척었던 얘운으로 

풀이된다. 

*íIË섣È II동愚률의 氣管支內視鏡 所見을 氣管支 훌훌의 

樣相과 內뾰의 樣相으로 區別했는뎌l 이 는 表7과 같다. 

이들 찢효{生 훌愚틀에서는 師癡과는 쉽게 구별할 수 

있었￡나 氣管支複張íIË올 除外하고는 氣管支內視짧 檢

흉만으로는 표確한 훌훌別該斷。l 어려웠다. 고로 內視

鏡을 通해 分泌物 및 8市組熾의 細園學的 病理組織學的

檢훌를施行함으로서 各 훌惠의 籃別이 可能했다 5) 

Weinberger等은 氣管支內없鏡올 通해 氣管支R市뼈 

의 洗縣被을 채 취 하여 白血球 면역 글로부련 (immun

()globulin)의 훌과 種類를 比較함으로서 間質M:JliIï훌 

훌，들의 原因을 銀別該斷할 수 있다고 報告했다 36) 

氣管支鏡을 利用하여 治擔目的 o 로 異物， 침체된 氣

管支 分泌物 빛 血옳을 除去할 수 있었고 짧管支 洗縣

을 旅行하여 좋은 結果를 보안 報告가 많다 37， 38) 

홈者들도 2댐l의 無氣뼈， 4例의 異物 治癡에 있어좋 

은 治續 效果를 보았고 약간명의 師갖빛 師많覆 惠者

에서 氣管支 分泌￦， H훌짧 빛 組鐵괴 사울을 除去하여 

현저 한 臨*的 好$훌을 보았다. 

혔管支鏡術의 合fjfjjË은 出血， 옳熱， 氣뼈， medias

-tinal emphysema等이 있을수 있으나51% 미 만이 라 한 

다 36) 본 著者률도 4f91J에 서 少훌의 出血， 1뻐l의 發熱

외에 큰 문제는 없었다. 

*홉 論

1975年 3月부터 1980年 7月까지 5年 4個月동안 全州

예수病院과 全州 李宗홉 內科를 來院한 各種 JliIï~愚

‘ 4愚者 671名을 對象으로 柔軟뾰 氣管支內視鏡檢훌률 施

行하여 본 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마. 

1- 氣훌支켜說짧 檢훌써 의해 훌?훌%폭! g벼훌惠 分布

는 n市li흥 ’ 1 35J r711 (53. 6%) 로 原發뾰 뼈!끊 '1 345例， .훌f훌 

f똥홈Ii~훌~l 15例。l 었고 2용í1Ët똥; 톰lill동惠。1 263例 (39.Z%) , 
氣管支外病훌이 18힘1(2.7%) 其他 20例 (3.0%) 응?斷不 

明이 10例 (1- 5%) 이 었 다. 

2. 原發뾰 뼈휩무로 該斷완 345名에 있어 氣管支內

視鏡 檢흉上 異狀所見을 보안 愚者는 324ØlI (93. 9%) 이 

었 고 組織學的 E훌훌?率은 66.3%이 었 다. 

3. 組熾學的A로 確該된 215例의 原훌훌性 師짧을 分

類해 보연 epidermoid carcinoma가 151例 (70.2%)‘ 
adenocarcinema가 23例 (10.7%) , undifferentiated 

carcinoma가 40f91J (18. 6%) , bronchiolo-alveolar cell 

carcinoma가 1例 (0.5%) 이 었 다. 

4. 各種 뼈癡의 氣管支內視鏡 所見은 eþidermoid 
carcinoma에 서 는 主로 睡傷과 閒塞를 보이 고 aden

ocarcinona에 서 는 閒塞 慶追 및 표常所見을 보였 고 

undifferentia ted carcinoma는 홉潤， 閒塞， 睡覆，~

i멸풍의 樣相을 보였 으며 bro"nchiolo-alveolar cell ca

rcioma는 多發M: 結節{生 睡傷올 觀察할 수 있었 다. 

5. 氣管支內視짧上 特別한 所見이 없는 原發住 JliIï평 

21뼈l에 있어서는 짧찢細뼈該法에 依하여 3例， 립파절 

-생 검 에 의 하여 4f91J, 助題組뚫檢흉 빛 細8힘該法에 \의 하 

여 6f91J, 氣管支造影術에 의하여 8例릎 짧斷할 수 있었 
다. 

6. 찢효않 뼈훌惠에서는 氣管支內視훌훌 檢훌 自짧만 

A로는 표確한 鐘別該斷이 어려웠으나 氣管支의 용좋과 

內臨~로 區別하여 觀察하였는데 氣管支*과 H市갖에서 

융좋은 浮題파 充血올 內뽑은 正常所見을 보이 고 8벼結核 

과 氣管支據張íIË에 서 는 활의 樣相이 浮睡 充血 삼출액 

및 出血이 있었고 內흩은 俠썰파 變形이 보였는데 特

히 氣管支據張íIË에서 는 據張된 內뾰이 *총徵的이 었 다. 

JliIï H흩場에서는 化빼않 배설물이 있는 활과 正常안 內뾰 

율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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