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uberculosis a:ηd Resþiratory Diseases 결핵 딪 호흡기 질관， Vo l. 32, No. 2, Se j:; tem]:;el' 1986 

口 원 저 口

각종 폐질환에 있어 기판지 내시경검사의 진단적 가치 

-기판지 내시 경을 시행한 362예를 중심으로 

인천기독명원 내과 

백종호·송관석·박인규·문영주·이상용 

= Abstl'act二

Diagnostic Value of Flexible Bronchofiberscopy in Various Pulmonary Diseases 

J:>ng Ho Baiek, M.D. , Kwan Suk Song , M.D. , In Kyu Park, M.D. , Young Ju Moon , M.D. 

。nd Sang Yong lee, M.D. 

Deþartmeηt of Internal Medicine‘ Inchon Christian Hosþital 

It is well known that flexible fiberoptic bronchoscopic examination is one of the best 

available method for the diagnosis of various pulmonary disease. For the assessment of 

diagnostic yield , We observed clinically with analysis 362 patients in various pulmonary 

diseases who had taken flexible bronchofiberscopy in th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 

Inchon Christian Hospital, Inchon from March 1982 to December 1985. 

The follo￦ing results were obtained: 

1) Transnasal route was the standard procedure πith local anesthesia by 4% Lidocaine 

with premedication of; Demorol and atropine. These procedure were found to easy for the 

operators and the acceptance to the patients was good with less discomfort to them. 

2) Each bronchoscopic diaεnosis in the 362 cases was classified as follo￦s: lung cancer 

166 cases(45. 8%) , pneumonia 52 cases (14. 3%) , tuberculosis 44 cases (1 2. 2%) , bronchitis 42 

cases (11. 6%) , bronchiectaüs 18 cases (5.0%) , lung abscess 8 cases (2.2%) mediastinal dise

ase 2 cases(0.6%) pleurisy 13 cases(3, 6%) other 11 cases(3.0%) undiagnosed 6 cases( 1. 7%). 

3) The classificaiion of the primary lung cancer confirmed histologically was squmous 

carcinoma 97 cases(58.4%) adenocarcinoma 25 cases(15.1%) undifferentiated carcinoma 11 

cases(6. 7%) , oat cell carcinoma 12 cases(7. 2%) , metastatic carcinoma 8 cases(4.8%) and 

undetermined carcinoma 13 cases(7. 8%). 

4) The diagnostic yield of fibertoptic bronchoscopy for lung cancer was 91. 0% and the 

histological confirmed rate was 74.1%, in our seried and confirmed the diagnosis by iden 

tifying the pathologic bronchial abnormality , abnormll biopsy results and cytologic study. 

5) The most prevalent age was 6 & 7 th decades and male to female ratio was 4.9: 1 

Localization chest film , right was more than left(right 97 cases) (58. 4%) , left 69 cases 

(41. 6%) , the ratio is 1. 4: 1) and the most frequent site is right upper lung field(40 cases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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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γ only. B1.lt in the bronchofiberscopic examination of various inflammatory lung diseases , 



we observed the nature of the ￦~ll and lumen of bronchus , resulting as follows: in bron

chitis and ~neum.)nia ， the bronchial wall appeared as edema and hyperemia and the bron

chial lumen showed noraml finding in pulmonary tuberculosis and bronchiectasis, the bron

chial wall sho￦ed edema , hyperemia , exudate , and bleeding and bronchil lumen rEvealed 

stenosis and deformity, especially luminal widening as a characteristic finding in bronchie

ctasi s. Lung abscess had purulent discharge on the bronchial wall and s l10πed normal lumen 

of the bronchus_ 

7) No significant complication were experienced except a few cases of transient l:emopt

ysis, mdld nasal bleeding, or mild dyspnea among the elderly patients. 

서 론 

세계척으로 폐암의 말생반도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 

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처음 발견시에 이미 수술에 

의 한 근치 울이 불량한 경 우가 많다1_3) 

짜바서 폐암의 조기 진단에 따른 생존율을 높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새로운 진단술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기판지의 영적 변화를 직정 관찰할 수 있는 굴곡성키 

판지내시경의 말달은 폐암의 진단은 물론 각종 폐질환 

의 진단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진단적 치료적 방법 

이 되고 있음은 이마 잘 알려진 사싶이다4_8). 

1968년 Ikeda 가 임상에서 굴곡성기판지내시경의 사 

용예가 소개펀 뒤혹4 ..... 6,9) 우리나라에서 1970도년태이후 

보펀화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내과 영역에서 각종 폐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활말하게 이용되고 있다10 .... 12) 

이 에 저 자동은 1982년 3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3년 

9개월동안 인천， 경기치역 거주자로써 인천기독영원 

내과에 내원한 각종 폐섣환 환자 362영을 대상으로 굴 

곡성기판지내시정을 이용하여 검사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파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검사방법 

예 상환자는 362명 으로 임 상증상 빛 흉부 X선상 폐 

암이 의심되었던 경우， 여러가지 치료에 반응이 없는 

염증성 폐질환 환자와 동시에 회l 암이 아닝을 확인한 

필요가 있 었거나- 정확한 원안을 알수없는 객혈 및 혈 

담이 있었던 갱우， 우기폐의 치료 꼭척 빛 이물제거를 

요하는 환자동에 서 실시 하였 다. 

기 관치 경 은 Olympus bronchofiberscope type-B3를 

사용하었으며 5-8시각정도 금식시키고 천처치로 술천 

30분천에 Atropine 1/150 gr 및 demer이 25-30mg 

을 근육 주사하고 4% Lidocaine 을 흉업 시 켜 닙1 강과 

인후부를 국소 마취시킨 뒤 환자를 늪인 자세에서 주 

로 비강을 통하여 검사하였다. 기판지경을 잡업시킨뒤 

기관지내의 명변을 직접 시진하고 각 기관지분치 입구 

를 차혜차례 검사함으로써 키판지내의 종양유우， 정악 

의 변화， 기관지협착등의 부위 및 육안 소견-을 기록하 

고 동시에 분비물 채취 딪 객당도말， 배양검사와 조직 

생 검 럽 , Brush cytology 와 washing cytology 둥을 

실시하였다. 기판치경 검사포써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쇄골상부임파걸생검， 늑막천생검， 기판치조영솔， 

진단석개흉술을 살시하여 진단하였다. 

결 과 

검사를 시랭한 각종 폐질환 환자 39:;:예를 길영벌르 

분류하여 마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폐암이 166예， 폐염 52예， 폐결핵 및 기판지결핵 44 

예， 급성 빛 만성기판지염 42예， 기판지확장증 18예， 

폐농양 8예， 종격동종양 2예， 늑막염 13예 였다. 이외 

에도 우기폐 6예， 임파종 1예， 이물질 2예， 성대마비 

2예였￡며 진단 불명이 6예였다 (Table 1). 

166예의 폐암 환자의 조직학적 분류를 보펀 펀평상 

피 암이 97예 (58_4%)로 가장 많았고 선앙이 25예 (1 5.1 

%), 미분화세포암이 23예(13.9%)였으며 여기에는 마 

분화소세포암이 12예 (7.8%)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고 

천이암이 8예 (4.8%)였고 악성으로 사료되나 종류흘 

쿠분할 수 없었단 암이 13예 (7.8% ) 였다 (Table 2). 이 

들 폐암 환자의 기판지 내시;성소견을 보연 내시정에 

의해 이상소견을 블 수 없었 l간 예가 147예였고 이중 

조직 학적 도는 세 포학적 으호 캉영 펀 갱 우가 123에 (74.1 

%)였으억 24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상소견을 

볼 수 없었던 19예중에서 이상부위로 의섣되었던 기관 

치에서 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암세포가 증영펀 경 

우가 4예 (2.4%) 였다. 기판지내시킹상 이상소견융 맏 

견하지 웃댔고 조직학적 세포학적으로도 이상소견이 

m 

ω
 



Table 1. Cases of Bronchoscopy 

F ina1 diagnosis No. of patients % 

Lung cancer 166 45.8 

Pneumonia 52 14. 3 

Tubercu10sis 44 12.2 

Bronchit is 42 11. 6 

Bronchiectasis 18 5. 0 

Lung abscess 8 2.2 

Mediast inal diseases 2 0. 6 

P1urisy 13 3. 6 

Other 11 3. 0 

Undiagnosed case 6 1. 7 

Tota1 362 100.0 

Table 2. T ypes of Lung Cancer 

Cell type Male Female T otal (%) 

Squamous cancer 85 12 97(58. 4) 

Adenocarcinoma 17 8 25 (15. 1) 
Undifferentiated ca. 7 4 11 ( 6.7) 

Oat cell ca. 12 0 12( 7. 2) 

U ndetermined 10 3 13( 7.8) 

Metastatic ca. 7 8( 4. 8) 

Tota1 138 28 166 (100.0) 

Table 3. Diagnostic Yield of Lung Cancer 

Findings No. of cases(%) 

Bronchial abnormality* ( + ) 

Cytology or biopsy (+) 123(74. 1) 

Bronchial abnormality~' (+) 

cytology of biopsγ (- ) 24 (14. 5) 

Bronchial abnormal ity*‘ (-) 

cytology or biopsy (+) 4( 2. 4) 

Bronchial abnormality* (-) 

cytology or biopsy (-) 15( 9. 0) 

T otal 166 (100.0) 

* Endobronchial mass or infiltration by bron. 
choscopic examination 

Table 4. Age and Sex Distribution in Lung Cancer 

1CA 
~ VV 

Age Ma1e Female Tot al (%) 

- 30 2 0 2( 1. 2) 

31-40 5 0 5( 3. 0) 

41 -50 28 5 33(19. 9) 

51-60 50 13 63(38.0) 

61-70 41 8 49(29.5) 

71- 12 2 14( 8.4) 

T otal 138 28 166 (100.0) 

Table 5. lncidence of Symptoms and Signs 

Symptoms & signs No. of patients(%) 

Cough 112(67. 4) 

Weight 10ss 67(40.3) 

Chest pain, discomfor t 63(38. 0) 

Lymphadenopathy 60(36.0) 

Dyspnea 59(35. 5) 

Hemoptysis 43(26. 5) 

Hoarseness 10(6.1) 

C1ubbing 7( 4.2) 

Headache 3( 1. 8) 

SVC syndrome 2( 1. 2) 

Table 6. Localization of Lung Cancer on X-Ray 
Finding 

Localization No. of patients(%) Tota1(%) 

Right 97(58.4) 

Main bronchus 20 (1 2. 1) 

Upper Lobe 40(24.1) 

Middle Lobe 6( 3.6) 

Lower Lobe 16( 9.6) 

Mixed 15( 9.0) 

Left 69( 41. 6) 

Main bronchus 23 (13. 9) 

Upper Lobe 21(12. 7) 

Lower Lobe 11 ( 6.6) 

Mixed 14( 8.4) 

Total 166 (100. 0) 



Tab1e 7. Bronchoscopic Finding of Inflammatory Lung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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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 42 44 52 Total 

견을 나타냈다. 폐결핵에서는 벽은 정액부종， 홍반， 

삼출액 및 출혈을 보였￡며 가끔 궤양 빛 마란， 결절 

을 폴 순 있었고 내공은 협착 및 변형이 판찰되었고 

접촉에 의해 :쉽게 출혈이 얼어났으며 정악의 광택소살 

이 관찰되기도 했으나 정상소견을 보안 예가 많았다. 

이들 염종성 혜질환에서는 기판지내시경만으로는 정확 

한 감옐진단이 어려웠고 동시에 시행한 분배울 및 혜 

조직의 제균학적 영리조직학석 검사를 영행-잡￡로써 

각질환의 강렬에 크게 도융-을 받았다(Table 7). 

둘곡성 기 관지 내 시 경 이 1965년 OLympus 사와 Mac

hida 사에 서 개 말된 뒤 1968년 Ikeda 가 임 상시 술예 를 

말표한 뒤로 각종 폐결환의 진단 딪 치료에 중요성을 

높이 명가하게 되었다4 ， 6 ， 9). 이는 종래의 경직성기관지 

내시경보다 가시벙위가 넓고4 ， 5 ， 13) 환자에게 부담이냐 

고통을 척게주며 조작이 간현하고6 ， 8 ， 9 ， 13 ， 14) 따라서 특 

별한 시설이나 죠수카 필요없으며 6""，8 ， 15 ， 16) 기도내의 이 

물질제거는 울흔 체류띈 분비물의 홉인둥에 의해 우키 

페 빛 퍼l 염의 진단파 치료5 1 6 ， 8) ， 객혈의 정확한 원인규 

명을 한 수 있S며 2t ， 2 3 ) 등시에 조직생검파 세포진검사 

를 시행할 수 있어 걱종 폐질환의 확진 및 치료망향을 

떼
 

안 고 

없어 다른 방업으로 페암으로진만원 예가 15예 (9.0%) 

였t:-j- (Tab1e 3). 

대상환자 166예의 연령옐 분포를 보연 

(38.0%) , 60대가 49예로 29.5%였으며 

사이 가 145예 로 87.4%를 나타냈 다. 

남녀의 벼는 4.9: 1로 남자가 138예， 여자가 28예 

였다 (Table 4). 

초진당시 환자들의 임상증세를 살펴보연 기침이 동 

반된 예가 112예 (67.4%) ， 체중감소가 67예 (40.3%) ， 

흉통 빛 불펀강이 63예 (38.0%) , 호흡곤란이 59예 (35.5 

%), 객혈이 동안된 경우가 43예 (26.5%)의 순이었다 

(Tab1e 5). 

흉부 X선상 폐암의 말생부유는 우측페부위에 97예 

(58.4%) , 좌측혜부위에 69예 (4 1. 6%)로 1. 4 : 1 의 비 

율호 우측이 좌측보다 많았A며 우측상부 페시야에 40 

, 예로 가장 많이 말생되고 있었t:-j- (Table 6). 

염증성 폐질환에서의 내시경척 소견은 기판지벽의 

양상과 내공의 양상으호 구옐하여 판찰하였는데 키판 

지염 과 폐염에서는 벽은 충혈 및 부종， 상출액이 보이 

고 내공은 정상이 많았으며 기관지확장증에서는 벽은 

충혈 ， 부종 및 출혈소견을 보였무며 내콩은주로 확장 

펀 변 형이 판찰되었다. 폐농양에서는 벽윤 주로 부종 

및 화농성 배 설물이 핀-찰되었고 내공은 대부분 정상소 

63예 

60대 

50대가 

40대와 



결정하는테 7 ， 21 ， 22) 크게 기여하고 있다. 커판지경의 삽 

입방엽은 님1 강을 퉁하는 방엽과 구강을 통하는 방엽이 

있는데 6， 8 ， 18) 저자둥은 주로 누운 자세에서 O2를 공급 

하연서 >11 강을 통해서 살시했으며 이 양업。l 불가능한 

환자에서는 구강을 통해서 설시하였는데 >11 강을 통하 

는 방엽이 구강을 통하는 방뱀보다 훨씬 고통을 적게 

준다는 Rath 둥10) ， Khan 풍9)의 보고와 비 교해 볼 혜 

큰 차이는 말견하지 뭇했다. 

환자의 선택은 각종 폐질환 환자 362예로 임상증세 

빛 흉부 x-선상에 폐암이 의싱되었던 경우， 여러 치료 

에 반응이 없는 염증성 칠환으로 펴l 암이 아닝을 확안 

할 필요가 있었거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던 경우， 원 

인불영의 객혈이 있었던 경우 및 무기폐， 이물제거， 

목척 둥에 서 시 행 되 었 다6 ， 7 .... 9 ， ~1 .... 2S) 

페 암은 166예 (45.8%)에 서 진단되 었 는테 그중 147예 

(88 . 6%)에서 기판지이상소견을 볼 수 있었A며 풍시 

에 시 행한 조직검사 및 세포진검사에서 확진된 예가 

123예 (74. 1%) 였A며 24예(14.5%)에서는 조직학석 및 

세 포학석 ￡로 확안되 지 않았으나 임 파선생 검 , 늑막조 

직걷사， 기판지조영숭 및 수술후 조직소견등A로 확진 

되었다. 커판지 이상스견윤 찾지 옷했지만 의심되는 

부위에서 행한 조직생검 및 세포진검사혹 말견된 경우 

가 4예 (2 . 4%)혹써 기관지내시 경을 이용해서얀이 진단 

할 수 있었다. 기관치내시경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었거 

냐 내시경을 이용하여 조직학적 도는 세표학척으로 진 

단할 수 있었던 ;성우는 151예 프써 천체 내시경에 의한 

폐 암의 확진율은 91%였 다. 이 는 김 동50)의 82.0%, 

Zavala 등27)의 85%, Marsh 등23)의 90%보다 좋은 성 

적 이 며 서 등12)의 96%, 검 등29)의 92.7%보다 약간 낮 

은 성걱융 보이고 있다. 

폐암올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 보연 현형상피암이 97 

예 (58 . 4%)로 가장 않았고 선암이 25혜(1 5 . 1%) , 마분 

화세포암이 23예(13.9%)였으며 여기에는 마분화성 소 

세포암이 12예 (7.2%) ， 표함되어 있으며 전이암이 8예 

(4.8%) , 죠직 학적 으호 구분한 수 없 었 던 암이 13예 

(7.8%)였다. 이는 Solomon 등낀)의 펀평상꾀암 43% , 

선암 8% , "1 분화세포앙 29%와 큰 차잇점은 없었고， 

김둥30) ， 한둥3l) ， 캉둥32)의 결과와도 비슷했다. 

폐암 166예의 성별 및 연령분포를 보연 낭자가 138 

예 (83.1%) ， 여자가 28예(16.9%)로 4.9: 1 의 >11 율로 

남자가 않았으며 이 는 검 풍29)의 7.7 : 1, 백 퉁33)의 5.1 

1보다 낮았으며 킴 둥34)의 3 : 1, Kabat3;)의 2.6 : 1보 

다는 늪았다. 이 는 1960년대 의 6. 8: 1왈 보인 것 과36) 

비교해 볼 빼 여성에서의 폐암의 언도가 증가되고 있 

음을 간접척으로 볼 수 있다. 연령 분포는 최연소자가 

28세， 최고령자가 82세까지 분포되고 있으며 40세부터 

70세사이가 페암이 카창 호발하는 연령군을 보이 고 있 

으며 이 것 윤 깅 퉁37)， 윤둥38" 이 둥11) ， Zavala 둥27)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환자가 처음 내원시의 증상 및 

증후에 있어서는 기갱이 112예 (67. 4%)로 가장 않았고 

체중강소(40.3%) ， 흉통 및 불펀강 63예 (38 . 0%)였는 

데 이 는 V A Lungcancer gooup 에 서 와39) 김 동37) ， 윤 

둥38)의 보고와 비슷했으며 이는 흔히 봉 수 있는 층상 

으로 특빵한 엄상증세는 아니었다. 흉부X선상에서 나 

타난 호말부위 는 97예 (58. 4%) 가 우측페 에 서 나타났A 

며 특히 우측상엽에서 40예 (24%) 가 발생되었다. 이는 

김 동29) ， 이 둥11) ， Weiss40)의 우측폐 시 야 61% , 좌측폐 

시야 32%와 비슷한 소견을 보였다. 이는 말암 물질이 

흡입되연 성모 운동과 기칭등」즈료 인해 주커판지에 모 

여져서 여기서 섣모운동이 소실되연 세포밴화를 거쳐 

폐암으로 말천해 나칸다고 하며 4!) ， 상엽에서는 결핵 ， 

규폐풍의 반효조칙이 용이하므로 말생 이 쉽다고했고‘2) ， 

상엽 에 는 조직 의 산소농도가 높기 해 둔에 free radical 

의 형성 이 잘 되어 암말생이 용이하다고 한다43) 

저자등은 이들 폐암 외에도 52예의 폐염. 44예의 폐 

결핵 및 기관치결핵 42예의 급성 및 만성거판지영 18 

예의 기관지 확장증 8예의 폐농양을 관찰할 수 있었는 

터1 기판지벽의 양상과 내공의 양상을 판찰한 결과 펴1 

암 빛 특징적인 기판지확장 맞 떤형을 나타내는 키판 

지 확장증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감켈진단은 어려웠다. 

최근 기판지내시경을 이용한 결핵 영변에 대한 판심이 

강조되고 있으녁 44 ， 45) 더우기 기관지결핵은 흉부X선상 

결핵영변이 분명하지 않을 빼가 많아 정확한 진단이 

더욱 어렵다고 한다. 저자퉁이 44예의 각종 폐결핵 환 

자에서 보인 키판지 결핵 특유의 기판지경 소견과 조칙 

소견 및 세균학적 성석을 참고해서 기판지 암~로 우 

인하기 쉬웠먼 기관지결핵환자릎 8예에서 경험히카드 

했다. 득히 우러나라와 같이 결핵이 만연펀 지역에서 

는 폐결핵과 종양이 요인되는 예가 많기 혜둔에 적극 

적인 커판지내시경에 의한 소견 및 조직검사 세균학적 

검 사 및 배 양검 사가 강조펀다고 하겠다7， 18 ， 46 .... 48) • 

저자풍은 6예의 우기폐. 2예의 이물환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하여 좋은 치료효과를 보았고 약간의 퍼l 

염 및 페농양환자에서도 현저한 임상적 호천올 경험 

했마. 

기판지 내시경 검사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혹써 손쉽 

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영증도 경미한것부후 보 

고되고 있는데 cred1e 둥49)은 0.1%에서 합영층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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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다고 했다. 본 저자둥의 경우에도 소량의 혈당 및 

말열을 나타낸 예가 있었지만중대한합영층은없었다. 

이상 고창한 바와같이 폐암 및 각종 폐질환 환자에 

있어서 기관지내시경의 진단적 가치는 팔옥할만한 것 

무로써 3-7) 간단하게 사용하연서 도 합병 증이 6,16,25 ,33) 적 

고 또한 다양한 유척을 가진 기판지 내시경의 진단척 

의의는 내파의사에게 큰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A며 

동시에 기관지의 해부학적 또는 영변 유우 판열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6， 8 ..... 10) • 

결 론 

1982년 3월부터 1985년 12월까지 3년 9개 월동안 인 

천기옥영원 내과에 내원한 각종 페질환 환자 362영을 

대상A로 기관지내시경을 사용하여 검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 행 방엽 은 valium 이 나 Atropine 무로 전처치 

한 후 4% Lidocain 를 흉업 국소 마취시킨 뒤 경구적 

또는 구강으호 사용하였던 바 시술이 용이하고 고통이 

적었마. 

2) 키관지내시경술을 받은 362영의 환자중 폐암 166 

예 (45.8%) ， 폐염이 52예(14.3%) ， 폐결핵 44예(12.2 

%), 기판지영 42예(11. 6%) , 기판지확장중 18예 (5.0 

%) 순이 었A며 확진하지 풋한 경우가 6예(1. 7%) 이 

었다. 

3) 폐 암 환자의 조직 학적 분류는 펀명 상띄 암이 97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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