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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은 끔세기에 들어와 눈부신 말전을 하였고 우리 

나라의 의학도 외국에 웃지않는 말전을 하였마. 그중 

호흉기에 대한 분야는 순환기계 보다는 둔화된 느낌을 

받는것 같다. 이 분야에 판여하신 양은 분들이 계셨으 

나 그 뒤를 잇는 젊은 후학이 적마고 할 수 있지 않나 

히-겠다. 이 시점에서 호흉기영학의 선망을 논하기는 

어려운 일이타 생걱한다. 그러냐 선진국의 치나온 괴 

정과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어램푸시 윤곽융 짜볼까 

한다. 

언저 지금까지 국만보건의 운제로 낭아있는 결핵에 

대하여 살펴보연 급격한 이 환율의 강소에 미 루어 앞으 

로 5년후에는 이느 정도의 실태 를 보일지 확실하지는 

않아도 이환율은 1. 5%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측이 펀 

마. 혹시 그 이하호 내려 옹지도 오르겠으나 두고 볼 

일이마. 1 9E5년도에는 제 5 차 천국결핵실태조사가 실 

시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낙판석인 견해효는 보마 낮은 

이환율을 나타낼 수 있는 노력의 결살을 보는 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펀으로는 전국규모의 역학적인 조 

사로서는 마지막이 휠지도 모흔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좋은 기대를 하변서도 한펀 걱정이 되는 점이 없는 것 

은 아니다. 가정이지만 앞으혹 화학요뱅의 착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연 참으로 우려 를 않올수가없겠다. 

더욱이 성챙되는 단기화학요엄에서 시챙착오릎 생각할 

수 있을것 갚다. 이판흔적 인- 이 폰은 아니냐 남용과 오 

용이 있올 수 있기 예운이다. 강력한 항섣핵재의 1차 

내성운제는 장장히 지날 수 있을지 웅끔히다. 모두가 

노력하고 체응을 하여 잘뭇된 인식과 지식을- 선도할 

책임올 가져야 한다고 본다. 

;설핵예방에 대딴 우리의 전망은 어옐까 생각하여 보 

연， 밝은것은 사실이다. 그러 냐 예벙접종에 래한 홍보 

는 과연 어 다까지 와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확 

싣한 것 이 없는것 같다. 현 시점에서 BCG 에 대하여 

띤반 특히 어린이 흘 갖은 속L모에게 옹바르게 알려졌는 

지 :둔제가 있다고 온다. 일안적인 접종에 대하여는 진 
료비를 내연서 실시하지만 BCG 는 어떤가요. 무료도 

기피하는 살정이 아닌가(? ) 부작용이 우성 게 얀 생각 

이 되고 있다. 앞jζ로 몇년이 될지 모르겠~나 이환율 

이 결핵판리가 필요 없을 정도혹 렬어질 혜까지는 계 

속 노력훼야 필것 같다. 물론 이 이론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변수로 남아 있을 것이기 혜운이다. 

페암은 과거에 "1 하여 증가의 추세를 보이는 것은 

풍계호 알 수 있마. 우리나라의 사망질병통계에 악성 

짚환의 순위에서 신진국과 같이 3대암에 들어가 있다. 

남녀가 차이는 있으나 소화기 마음으로 많마. 그러나 

핸시점에서 페암환자의 진단시기 ， 명의 정도， 치료 및 

예후를 살펴보연 감걸이 멀기만 하다. 환자나 보호자 

가 흔히 하는 말에 우리의 당변을 되새겨 보연 “앙이 

연 모시 고 나가겠읍니 다” “수술도 뭇하나요”둥 철망석 

인 질푼이 바호 그것이다. 시기로 봐서 진행이펀 다음 

에 진단이 되었다는 듯이고 보연 조기딸견에 대한 대 

젝이 시급하지 않은가 한다. 또한 치료연에서 불적에 

수술이 바람직 히 나 챈실은 그렇 지 옷하다. 방사선치 료 

냐 화학요엽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고， 노력하는 가 

운데 5년 생존-응을 기대하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A연 

하는 전망을 가져 보고 싶다. 여 기에는 의 학자만의 노 

력으로는 이-한서짚 수가 없고， 국민과사회경제적인 여 

건이 알천함에 짜아서 결실을 얻을 수 있마는 단서플 

남기고 싶마. 원￡석안 퇴치는 인류의 바랑이고 암으 

호 실현。1 되 치 않윤까 기대한다. 

만성폐쇄성페질환 (COPD ) 은 노인영의 대 표격이나 과 

거에 "1 하악 한대운영파 S영균수영의 연장과 일겁딴 판 

쳐1 기 있 을것 강마. 노‘한으로 생 각하던 영 이 2지1 만 。이l녀 

는 그관&리 를 하{는는- 냉 으j으; 되 고 있 다. 앞으로 연 령 층이 

센어질 수도 녔고， 걸다1 석인 수드 증가허-는- 추세흘 브 

이는 것같다. 꽉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인연에서 천핵의 

후유증으로 상당수가 고생을 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 

- 139 -



나 결핵의 퇴치후 오뀐뒤에는 한가지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원인들이 늘어냐고 있다. 공해가 그것이 

다. 흡연은 과거와 미래가 변함없거냐 적어질 것이다. 

과거 에 >1] 하여 respiratory care 가 발전이 되 어 서 양 

질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며， rehabili ta tion 이 최근 

에는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이마 호흡판리에 적 

용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진.li.>I]를 부담하 

연서 호홉부전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환자도 불현하지 

만 그런대로 생을 즐기고 있다. 예를들연 산소의 자가 

요법 또는 휴대요엽을 이용하여 과거에는 기동이 불가 

하였던 상태의 환자카 사업도 하고， 생올 즐긴다. 우 

리는 여기까지는 아직 뭇왔치만 앞으로는 실현이 필것 

이 다. Portable IPPB 도 활용을 하고 있 다. 우엇 보다 

예방이 바랑직하고 현실이 될것으로 전망한다. 

각종 급성강영증은 이제 생명을 ·위협한다는 개념이 

희마하게 되었다. 항생제의 개발에 힘업은 것이나， 운 

제는 남아있다. 전형적안 대엽성페염을 보기가 힘들게 

되었으나 이제 다른 모양이 되었다. 기판지페염 혹은 

미만성인 강영증을 보이고 있다. 강염층의 치료는 보 

다 복장하여 지고， 새로운 항생제의 필요성을 느끼케 

하여왔다. 내성운제가 바로 그것이다. 세균성질환의 

철저한 치료뒤에 진균의 강염이 상승하고 있다. Hos. 

pital infection 의 주요 원인균올 보연 staphylococcus 

에 서 pseudomones, klebsielle, aerobacter 풍파 진균 

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겠다. 특히 결핵 을 

앓거 나 앓고 공등이 있 는 환자에 서 mycetoma 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다. 앞무로는 항진균제의 활용 

과 발천。l 예 상이 된다. 

또다른 젤명야 연역 i훈련 질환을 을 수가 있는데 기 

판지천식에 대하여 많은것이 알려졌고 효과를 보고 있 

치 만 allergic bronchitis tf hypersensitivity pneum. 

onitis 가 많아질 것 으로 예 상이 펀다. 양상은 다르냐 

판리에 는 비 슷하고， 피 부안응검 사의 개 선과 발천으로 

desensitizàfion 을 시 행 하고 있 다. 연역 학적 인 연구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한다. 

Sarcoidosis 는 우리 나라에 서 는 아직 정 확히 되 어 있 

치는 않으나 산발적으로 의심이 되거나 거의 확실한 

예흘 보고한바 있다. 이웃 일본만 하여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어떤 정에서는 결핵의 이 

환율이 판리가 훤요 없을만큼 적어지연 생진다는 학자 

도 있다. 결핵의 천망에 반>1]혜하여 sarcoidosis 는 앞 

으로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르겠다. 

끝으로 호흡기뺑의 진단수기나 기기에 대한 천망을 

살펴 보연 bronchofiberscopy 가 가장 획 기 적 인 것 。l 라 

할 수가 있고， IC 나 천자기술의 l갈천에 짜라 폐기능 

검사의 전산처리퉁 정말하연서 손쉽게 검사를 하게 되 

었다‘ 조직검사와 뱅리학적 진단은 이미 현실이나 방 

법은 계속 개선이 될것이다. 우러나라에서도 trephine 

biopsy, bronchial lavage 등이 많이 시 도될 것 이 고， 

computed tomography 나 NMR tomograpy 등 최 신 

진단뱅이 활용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Mediastinoscopy 는 비 교적 사용이 않되 는 경 향이 고， 

오히려 소위 mini tnoracotomy 릎 실시하는 곳도 있는 

데 앞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도 있다. 진단에 있어서도 

큰조직을 얻을수 있으나， 치료도 겸할수가 있고 개 말 

의 여지가 있을것 같게 생각된다.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