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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Value of Flexible Bronchofiberscopy iIÍ Various Pulmona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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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Young Kim, M.D. and Sam Yong Kim, M.D. 

Deþartment 01 1η:ternal Medicine, College òl Medicine、 Chung.Nam NationiJl Uηiversity 

The authors have performed bronchofiberscopies .on 131 patients with various lung diseases 

at the Dept. of Internal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uring the period 

of August 1981- . May 1983.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Among the 131 cases ￦ho underwent flexible bronchofiberscopy, 66 cases(50.4%) compla. 

ined of hemoptysis and the most common cause of hemoptysis was lung cancer with an incidence 

of 50% (33 cases). The next common causes were pulmonary tuberculosis bronchiectasis 4.5 % 

(3 cases) , pleurisy 4. 5% (3 cases) and in 22.7% (15 cases) the diagnosis was no obtained. 

2) Am::mg 131 cases in wh ich bronchofiberscopy was performed, 60 cases(45.8%) were lung 

cancer, 13 cases(9.9%) were pulmonary tuberculosis , 10 cases(7.6%) were pleurisy , 9 cases 

(6.9%) were pneumonia, 8 cases(6%) were lung abscess, 4 cases(3.1 %) were bronchietasis , 

3 cases(2.3%) were bronchitis and in 24 cases(18.3%) no definite diagnosis could be obtained. 

3) The sites of prevalence for bleeding were both upper lobes、 with prediliction for the right 

lung with a ratio of 1. 2 : 1 (3 ô cases of right lung and 29 cases of left lung). 

4) The diagnostic accuracy of bronchoscopic biopsy and cytology in the ~lung cancer was 

95% and the histologic classification of the 60 cases of lung cancer were as follows; 

39 cases(65%) of squamous cell cancer, 9 cases(15%) of undifferentiated cell cancer, 1 case 

(1. 7%) of adenocarcinoma, 3 cases(5%) of metastatic cancer and 8 cases (13.3%) of undete-

rmined cancer. 

5) The most frequent ages were 6th and 7th decades and the male-to-female ratio was 11 : 1. 

1. 서 론 

판지경보다 그 조작이 간펀하고1) ， 국소마취하에서 시’ 

행이 가능하며 환자에게 고통이 적고1~6) ， 가시범위 7}’ 

넓 어 7) 말초부위 까지 진단이 가능하여 8 ..... 10) 각종 기 관지 

1887년 Gustav Killian 에 의해 처음 경직성 기관지 및 폐질환의 진단에 많은 펀의와 도움을 주었으며， 픈 

경 (rigid bronchoscope)이 시도된 후 1904년 Cheva- 래에는 외래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저자들운 1981년 8 

lier J ackson 은 distal illumination type 을 고안하여 월부터 1983년 5월까지 1년 9개월간 충남대학영원 내 

사용하였고 1968년 Ikeda 가 굴곡성 기관지경 (flexible 과에서 각종 폐질환을 보안 131예의 환자에게 굴곡성 

bronchofiberscope)을 창얀하였다1) 이는 경직성 기 기판지경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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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고하는 바이다. 

1I. 검사대상 및 방법 

1981년 8월부터 1983년 5월까지 충남대학영원 내과 

에 업원 또는 내원하였던 131예의 각종 폐질환 환자를 

대 상으로 Olympus 사의 type B3 굴곡성 기 판지 경 을 사 

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임상증세 및 흉부 

X선 소견상 폐암이 의싱되거나 객혈이 있었던 경우， 

염증성 질환으로 생각되나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이었다. 

검사방엽은 검사 시작전에 전처치로써 Demerol 과 

Atropine 을 근육주사한후， 2% 또는 4 % Lidocaine 

용액￡로 구강 및 상부기도를 국소마취하고， 환자블 놓 

한 자세에서， III 강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실시하 

였다. 주강을 통하여 기관지경을 기관지에 삽입시킨 

후 필요에 딱라 2% 또는 4% Lidocaine 을 기 판치 내 

에 주업하면서 기관지내의 명변을 관찰하고 동시에 조 

직생검과 세표잔업을 시행하였으먹， 출혈이 있는 환자 

는 epinephrine 용액 에 의 한 세 척 우호 치 료하였 다. 

이에도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늑악첨 생검， 쇄 

골상부 임파절 생검， 기관지 조영술， 진단석 개흉술，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를 실시하여 진단하였 다. 

ill. 결 과 

기관지경 검사를 시챙한 131예를 질영 렐호 분류하여 

보연 폐 암이 60예 (45.8%) , 폐 결 핵 13예 (9.9 %) , 늑막 
염 10예 (7.6%) ， 폐염 9예 (6.6%') ， 폐농양 8예 (6.0%) ， 

기관지 확장증 4예 (3.1 %) , 기관지염 3예 (2.3%) 빛 

마확안 24예 (18 . 3%)이었고， 이중 객혈을 주소혹 하는 

66예를 질병별로 분류하여 보연 폐암이 33예， 폐결핵 

6예， 폐농양 4예， 기관지 확장증 3예， 늑막영 3예， 폐 

염 2예， 그러고 진단을 내 릴 수 없었던 경우가 15예 

이 었t:-} (Table 1). 

폐질환에 있어 객혈의 호발부위는 1. 2 : 1로 우측이 

않았고， 양측 모두 상엽에 호말하였으며 좌측은 하엽 

에서도 호말하였다(Table 2). 

객혈의 기간은 1주 이상된 경우가 대부분(92.4% )이 

었고， 이중 34예 (55.7%)가 폐암이 었다(Table 3). 

퍼l 암 60예의 조직학적 분류를 보면 펀펑세포암 39예 

(65% ) , 미분화세포암 9예 (15%) , 선암 1예 (1. 7%) , 

전이암 3예 (5%) 그리고 세포형을 구별할 수 없는 경 

우가 8예 (13.3% )이었다(Table 4). 

m 

ω
 

Table 1. Etiologies of Pulmonary Diseases with Of 

without Chief Complaint of Hemoptysis 

Etiology 
with- without Total 
hemoptysis hemoptysis (%) 

Lung Ca. 33 27 60(45.8) 

Pu1Inoerncaurlyo 
tuberculosis 6 7 13( 9.9) 

Pleurisy 3 7 10( 7.6) 

Pneumonia 2 7 9( 6.9) 

Lung abscess 4 4 8( 6.0) 

Bronchiectasis 3 4( 3.1) 

Bronchitis 0 3 3( 2.3) 

Not confirmed 15 9 24(18.3) 

Total(%) 66(50.4) 65(49.6) 131(100.0) 

Table 2. Sites of Hemoptysis Confirmed by Bron
chofiberscopy (%) 

Right Cases(%) Left Cases(%) 

Upper 16(44.4) Upper 19(65.5) 

Middle 4(1 1. 1) 

Lower 5(13. g) Lower 8(27.6) 

Mixed 11 (30.6) Mixed 2( 6. g) 

Total 36 (100.0) Total 29(100.0) 

* in 1 case, could’ nt find bleeding point 

Table 3. Duration of Hemoptysis 

Duration Cancer patient Non cancer patient 
No. (%) No. (%) 

< i wk 5( 7.6) 

> 1 wk 34(51. 5) 27(40.8) 

Table 4. Types of Lung Cancer 

Cell type Case % 

Squamous cancer 39 65. 0 

Undifferentiated ca. 9 15.0 

Adenocarcinoma 1 1. 7 
Metastatic ca. 3 5.0 

U ndetermined 8 13.3 

Total 60 100.0 



Table 5. Variety of Lung Cancer in Individual Bronchus 

Varieties 
Right Bronchus(29 cases) Left Bronchus (31 cases) 

mam upper middle lower mixed* main upper lower mixed:# 

Squamous cell ca. 3 8 2 2 4 8 6 4 2 

Undifferentiated cell ca. 1 5 0 0 0 1 1 ’1 0 

Adenocarcinoma 0 0 0 0 0 0 0 0 

Metastatic ca. 0 0 0 0 0 1 2 0 0 

U ndetermined 0 0 2 2 0 

Total 4 13 3 3 6 12 10 6 3 

* right side only, but infiltrate more than 2 bronchus 
:# left side only, but infiltrates both upper and lower lobe 

Age Male Female Total No. (%) 

T낱ble 6. Age and Sex Distribution in Lung Cancer 19예 (31. 7%) , 40대 12예 (20%)의 순서 였다(매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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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5(91.7) 5(8.3) 60 (100.0) 

Table 7. Diagnostic yield of Lung Cancer 

Bronchial Abnormality* (+) 

Cytology or Biopsy (+) 

Bronchial Abnormality* (+) 

Cytology or Biopsy (-) 

Bronchial Abnormality* (-) 

Cytology or Biopsy (+) 

Bronchial Abnormality* (-) 

Cytology or Biopsy (-) 

43(71. 7%) 

12(20.0%) 

2( 3.3%) 

3( 5.0%) 

Total 60 (1 00 %) 

* endobronchial mass or infiltration by bronchos
copic examination 

혜암의 호발부위는 조직학적 분류에 관계없이 양측 

쩍l 에 균둥한 붐포를 보여 주었고， 양측혜에 모두 상엽 

빛 중심부 커판지에 호발함을 보여 주었다(’Table 5). 

패암의 낭녀 비율운 전체적A로 11 : 1이었고， 연형별 

로는 50대가 25예 (41. 7%)로 가창 않았고， 다음이 60대 

이들 혜앙환자의 기판지 내시경 소견을 보연 55예 

(91. 7% )에서 이상소견을 보였고 5예에서는 이상소견 

이 없었다. 이 상소견을 보안 55예중 43예 에서는 커판 

치 생 갱에 의해 조직학적으로 증명되었고 12예에서는 

층영되지 않았다. 이 상소견이 없던 5예중 2예에서는 

세포학적 검사로 암포세가 증명되었고 3에에서는 수술 

풍 다른 방법A로폐암이 진단되 었다(Table 7) . 기관지 

경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생컴 후 냐'E}냐는 ;영 미 한 혈 

당이외에는 대 량 출혈이냐 기흉동의 합형층은 없었다. 

rv. 고 안 

유연성 기관지 내시경이 1968년 Ikeda 에 의해 쳐응 

시도펀 후1) 각종 페질환의 진단에 많은 진천。1 있었 
다2， 11 ， 13) • 

유연성 기판지 내시경윤 경직성 기판지 내시경에 비 

하여 가시 뱀위 가 넓 고1~4〕，환자에 게 부당이 나 고통올 

켜 게 주며 2,3,6, lS>, 조작이 간현하고2， s ， e， 13) ， 따라서 숙 

련된 조수냐 특옐한 시설。l 없는 영원에서도 실시가 

가농하며 2， s， 1”， 동시에 조직생검과 세포진뱀을 실시할 

수 있고2，S) ， 기도내의 이물질 제거 16i ， 체류원 분배물 

의 홉안2， 3 ， 16)둥에 의해 무기폐， 폐농양 및 홉인성 혜 

영의 진단과 치료13， 16) 그리고 객혈의 출혈부위와 원인 

규명 13， 16)동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판치 내 

시경의 상업방법은 쿠강을 통하거나 >11 강을 통하는 방 

엽이 있는데 2， 3 ， 13 ， 16) 저자들운 Demerol 과 Atropine 

A로 근육주사하여 천처치 블 실시 한후 2% Lidocaine 

을 구캉 및 상기도에 홉업국소마취 시키고， 비강을 통 

해 산소를 꽁급하면서 구캉을 통해 상업하였는데 >11 캉 

을 통하는 방엽과 큰 차이가 없었다. 환자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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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X선상 폐종양이 의싱되거나， 원인불명의 객혈이 

있는 경우， 치료에 반웅이 없는 염증성 질환 및 무기폐 

등에서 실시하였다. 저자들이 1년 8개월간 기판지 내 

시경 검사를 실시한 131예중 객혈을 주소로 하는 경우 

가 66예 (50.4%) 이 고， 객 혈 이 없 는 경 우가 65예 (49.6 

%)이며 각 질영멸로는 Table 1과 같다. 객혈을 주소 

혹 하는 66예를 질환옐로 보연 혜암이 33예로 가장 않 

고， 다음이 폐결핵， 페농양， 기관지 확장층， 늑악염， 

폐염동의 순서였고 진단을 내리지 뭇한 경우가 15예이 

었다. 이는 깅둥16) ， 천동18)의 보고와는 바슷하나 기판 

지염과 기관지 확창증， 폐암， 폐결핵풍의 순서로펀 보 

고19 ..... 24)와는 일치 하지 않고 있 다. 저 자들의 경 우 펴l 암 

의 예가 많은 것은 1차 및 2차 영원에서 환자가 이송되 

어 오고 또 명변이 상당히 진행펀 후에 내원하는 점둥 

이 원안으로 사료된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 의해 확 

인완 출혈부위는-우측이 36예， 좌옥이 29예로써 1. 2: 1 

혹 우측에 약간 많았고 객혈 부위를 발견치 뭇한 경우 

도 1예 있었다. 

양측 모두 상엽 에서 1>] 많이 발생 하여 천둥18)의 보 

고와 11] 슷하였는데 이는 페앙파 폐결핵이 대부분안 

59.1%를 차지하여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였￡리라 사 

료된다. 객혈의 기간이 1주 이상인 61예중 34예 (55.7 

%)에서 회l 앙￡로 진단되 었는데， 이는 Weaver 둥25)의 

흉부 X선 소견상 이 상소견이 있는 40대 이 상인 사랍 

에서 객혈이 1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 엄상적우로 폐암 

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와 어느정도 공통점이 있다. 

저자들이 검사한 131예중 60예에서 페암3ζ로 진단되었 

는데 이를 조직 학적 으로 분류하면 펀S영 상피 암이 39예 

(65%)로 가장 많았고 미분화세포암이 9예 (15%) ， 선 

암 1예(1. 7%) , 천이성암 3예 (5%) ， 세포형을 결정할 

수 없는 경 우가 8예 (13.3%)로 캉둥l3) ， 서 등12) ， 이 

풍11)의 보고와 비슷한 소견을 보었다. 호말부위는 양 

측폐에 균둥한 분포를 보였고 중성부 및 상엽에 호발하 

여 배풍26) ， 서둥12)， Ikeda 둥1)파 일치하였마. 연령분포 

는 50대에 60예중 25예로 41. 7%를 차지하여’ 배둥26) ， 

Solomon 둥27)과 비슷한 품포였으며， 낭녀비율은 11 : 1 

로써 배 둥26)의 3.3: 1, 강둥13)의 4 : 1, Solomon 등의 27) 

7: 1, 서둥12)의 7.4: 1과는 차이가 있었다. 

폐암으로 진단된 60예중 55예 (91. 7%)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상 이상소견을보였으며 이중 43예 (71. 7%) 

에서 조직검사 및 세포학적 검사상 양성이었고， 12예 

(20%)는 엄파선 생검， 늑막조직검사， 수술후의 조직 

소견둥으로 확인되었다. 키판지 내시경 검사상 특이한 

육안적 소견은 없었으나 의성되는 부위에서 조직검사 

빛 세포학적 검사에서 폐암￡로 진단된 예가 2예 있 

었다. 

결국 기판지 내시경검사에 의한 폐암의 진단에서 95 

%의 정 확도를 보여 캉둥13) ， 서 동I2) ， 이 동11)의 보고와 

는 큰 차이가 없었A냐 Zavala 둥28)이 보고한 85%보 

마는좋은 성척이었다. 커판지경술의 합영증흐로기흉， 

출혈 및 종격동 기종둥을 볼 수 있으나 드물고29， 30) 저 

자들의 경우 시슬후 경마한 혈당이 드물게 보였으냐 

다른 합병 증은 보이지 않았고 산소를 동시 에 공급하면 

서 시챙하여 31)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사료펀다. 

V. 결 론 

1981년 8월부터 1983년 5월까지 충남대학명원 내과 

에 내원하였던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131명의 각종 페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기관치경술을 지챙하여 다음파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판지경술을 받은 131예중 66예 (50.4%)에서 객 

혈이 있었던 환자였A며， 각각 퍼l 암이 33예 (50%) ， 페 

결핵 6예 (9.1 %), 페농양 4예 (6.1%) ， 기판지 확장중 

3예 (4.5%) ， 늑막염 3예 (4.5%)이었고 확진을 하치 뭇 

한 경우가 15예 (22.7%)이 었다. 

2) 기판지경술을 받은 131예의 환자는 폐암 60예 

(45.8%) , 페결핵 13예 (9.9%) ， 늑막염 10예 (7.6%) ， 

폐염 9예 (6.9%) , 페농양 8예 (6%) , 기판지 확장증 4 

예 (3.1%) ， 기관지염 3예 (2.3%) 및 미확언 24예 (18.3 

%)이었다. 

3) 객혈의 출혈 부위는 우측 36예， 좌측 29예로 1. 2: 

1로 우측에 호말하였으며 좌우 모두 상엽 에 호발하 

였다. 

4) 60예의 폐암환자에서 기판치경을 이용한 조직 및 

세포학적 검사로 확인펀 진단율은 95%였으며 펀형세 

포암 39어!] (65%) , 미분화세포암 9예 (15%) , 선암 1예 

(1. 7%) , 천이앙 3예 (5%) ， 미확안 8예 (13.3%)이었다. 

5) 폐암의 호발연령은 50-60대가 천체의 73.3%이 

었고 남녀 11] 율은 11 : 1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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