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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難治性 師結核에 施行한 뼈탤ß 成形術 80例에 
對한臨庫的觀察 

大韓結tt協會 훌山支部 附I훌톨훌院 

金 훌훌 潤·훌 훌 洙

Thoracoplasty for Jntractable Pulmonary Tuberculosis on 80 Cases 

Yie-Yoon Kim , M.D. and Dong-Soo Whang , M.D. 

Pusan City Branch Clinic,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Pusan, Korea 

Eighty cases of thoracoplasty were performed among the 3,038 patients registered at Pusan City 

Branch Clinic of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for two and half years from ]an. 1986 to 

]un. 1988 

The clinical evaluations were as fo llows 

1) There were 46 male and 34 female patients 、\'hose ages ranging from 23 to 67 and mean ages 

were 42 in male and 36 in female. 

2) Duration of the diseases before operation was extended from 2 through 31 years. 8.45 years was 

the mean period. 

3) The resistance tests for drugs were done in 75 cases‘ 72% (54 cases) showed resistant for more 

than 4 drugs and for Isoniazid and Rifampicin, the resistance rate reached to 92% (69 cases). 

4) Among the 77 sputum positive cases, 45 cases (58%) were converted to sputum negatives within 

3 months after operations, and within 9 months. 69 cases (89.6%) showed sputum negative conversion. 

5) Thoracoplasty with apicolysis and Cavemoplasty were performed on 54 cases among the 

above-mentioned 80 cases, and as a result, we can have the foUowing advantages; to reduce the 

deformity of the thorax by lessening the numbers of resected ribs, to minimize the collapsing of the 

normal lung tissues and to be able to collapse the cavitary lesions more completely. 

績 홈뚫 

고 있는 現時點에서는 보다 "~픈 時티內에 完V台를 期待

해 볼 수 있는 方法은 오로지 外科的 治標를 {井行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抗結核 化學察法의 開發과 標準化헬爾法의 確立1.2)으 이러한 見地에서 著者는 1986年 l月부터 1988年 6月

로 早期發見된 뼈結核은 化學標法만으로 모두 完治시 킬 까지 2年 어固月 間 大韓結核協會 옳山支部 附屬醫院에 登

수가 있다. 錄되 어 治*흙을 받고 있는 師結核 惠者 3038名 (웰효 1397 

그러 나 초洞을 가진 難治性 師結核3 1은 特히 多뺑j耐性 名 (46% ) , 中等뾰 1185名 (39% ) , 重훈 456名 (15%) 中에 

을 獲得했을 경우 化學授法만으후는 短時 E 內에 完治시 서 38例(全뼈切除 2例， 葉切除 28例， 區域切除 8例)에는 

걸 수 있는 限界를 넙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切除術을， 801列 (男 46例， 女34例)에는 뼈椰成形術을 實

더욱이 호洞의 크기에 따른 幾何級數的인 園數의 增 施하였다. 郞 中等뾰과 重훈 1641例中 118例 (7% ) 가 手

加‘)와 時日의 원過에 따른 耐性獲得51等 治標했果플 防 術을 받았고 重효뽕、者 456例中에서는 切除 3~J， 뼈!휘i成 

종하는 홍因때문에 꿇力한 새로운 結核藥이 開發되지 않 形術 42例 都合 45例 (9.8% ) 가 外科的 治標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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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4í9U로 72%에 達하고 全휩j 耐性도 1例 있었다. 

한편 Isoniazid와 Rifampicin兩勳 耐性例는 耐性檢

훌 75例中 69例도 92%를 차지 하고 있었다. 

~鎬에서 는 뼈I￥~成形術 80例에 對하여 臨많的으-호 觀察

한 fít績을 報告·하는 바이 다. 

5. 術뻐l師의 호洞의 크기 (Table 5) 

不規則하고 立體的인 호}同의 크기를 正確하게 算出하 

기 가 困難하여 便효上 뼈部 x-線 P-A像에 나타난 초洞 

의 長쩔과 短쟁을 乘한 相對的 械算f直로서 表示해 보았 

다. 그리고 多發性 호洞은 個個의 롯洞의 廠算f直를 合하 

여 表示하였다. Table 5에서 보연 11-20cm2 (3cmx4 

cm-4cmX5cm 程度의 크기)가 31例 (39% ) 로 가장 많 

고 11-40cm2의 크기 는 68例로 85%를 차지 하고 있었 

다. 

6. 手術 方法 (Table 6) 

臨-'*的 훌훌-察 

20代가 21例 (26%) ， 3아t가 26例 (33%) ， 4아t가 22例

(28% ) 이었으며 20-50歲까지가 69例 (86% ))로 大部分

을 차지하고 있었다. 最少年散은 23歲이고 最高都은 67 

歲로 2例있었다. 

U~險、와 DM졌 74例 (93% ) ， 運動時 呼吸困難 48例 (60

% ). 흉血 또는 血얹 49例 (61% ) 로 程度의.差異는 있으 

나 大部分의 뽕‘者가 呼吸器 뾰狀을 呼訴하고 있었다. 

1. 年홉分布 (Table 1) 

2. 術前흉狀 (Table 2) 

뼈I흉~成形術을 試圖한 初期의 24例에 는 Thoracoplas-

Table 3. Duration of Disease before Operation 

Duration (year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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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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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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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5 

7 

4 

7 

7 

4 

Female 

3. 術前 훌恩期同 (Table 3) 

þj"ÎP헤 樓，뽕期間은 2-31年으로 多樣하며 zf-均 樓惠期

間도 實로 8.45年으로 難治性 師結核의 深$IJ性을 如實히 

나타내 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같은 長期間에 걸친 I햄 

病때문에 大部分의 惠者가 거의 모든 結核藥을 服用해 

보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4. 쫓~J耐性 (Table 4) 

80 
8 .45 

34 
7.35 

46 
9.26 

Total 
Average (years) 

홉헐휩l 耐性檢훌를 實施한 75例中 4휩j以上 耐性 獲得例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Total 
Table 4. Drug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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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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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 

31 - 40 

41 - 50 

51 - 60 

6 1-

80 34 
36 

46 
42 

Total 
Avcragc (yca rs) 

Table 2. Symptoms before Operation 

Cough with Sputum 

Hcmopt ys is or Bloody Sputum 

Shortncss of Breathing 
No. of isoniazid and rifampicin resistance cases ; 6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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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4 - 5 

6 - 7 

8 - 9 

10 -11 

12 - 13 

14 -3 1 

75 Total 

74 (93%) 

49 (61 %) 

48 (60%) 



Total Months (after operation) No. of Cases 

5 1-3 45 (1)* 
31 4-6 16 (1) 
22 7-9 8 (2) 
15 12 - (1) 
3 14 1 (1) 
4 24 

Total 71 (6)* 

* ( ): Sputum positive cases 

Table 5. Cavity Size 

Size (cm 2 )* Right Left 

-10 3 2 

11 - 20 16 15 

21 - 30 9 13 

31 - 40 7 8 

41 - 50 2 

51 - 60 4 

* Long diameter (cm) x Short diameter (cm) 

Table 6. Method of Operation 

Thoracoplasty with apicolysis 
(Semb ’s method) 

Thoracoplasty with ap ic이 yiss 
and cavernop lasty 

Cavernop lasty on ly 

Dccortication and caverr -'plasty 

1 st stage 
2nd stage 

Total 

ty with apicolysis (Semb ’s method)를 施行하였는데 

이 中 2例에 는 Second stage thoracoplasty를 實施하였 

다. 다음 54例에 는 Thoracoplasty with apicolysis+ 

cavernoplasty를 寶施하였고 右↑則 뱉性體뼈의 훤l皮術 

과 陳첼性 초洞의 Cavernoplasty를 同時에 施行한 例와 

左測 中師野의 陳舊性 초洞에 對한 Ca vernoplasty例도 

各各 1例씩 있었다. 그리고 뼈郞成形術 全例에 第1助骨

切除는하지 않았다. 

7. 術後 홉陰짧 (Table 7) 

術i헤 @융f쳤 園陽性 77~j中 E힘陰輕은 術後 1個月만에 3 

例， 2個月에 23例， 3個月에 19例l 로 術前 園|場性 77例中

3個月以內(術後 初며檢훌)에 陰輕된 것은 45例 (58% ) 이 

였으며 어固月 以內에 陰轉된 것은 61例로 그 陰輕率은 79 

%이 었다. 한편 어固月 內 陰헬率은 69例로 89 .6%이 었다. 

그리고 1988年 9月末 現在 園陰轉이 되지 않고 있는 6 

例(術後 3個月과 어固月 各各 l例， 8個月 2例， 12個月과 

14個月 各各 1例) 中 術後 12個月以 뇨 園陽性인 2例는 

Cavernoplasty플 件行하지 않은 例들이 다. 

Table 7. Sputum Co nversio n after Operation in 77 Cases 

깅
 

2 

% 

8. 手術合佛효 

手術創 感쌓이 2例 있었는데 6'個月內에 모두 治應되 었 

으며 이 中 l例는 오랜 橋民病 惠者이 었다. 手術 死亡例
-'==- o~ 0-1다 
τ w. ~λ '-T. 

80 考 按

再治擔에서 6個月以上 治標를 받은 뽕、者호서 *합*홉 ut 
f장에 園陽性인 뽕、者와 再治標 該當 뽕、者5..서 이 0] 

I soniazid와 Rif쉰nipicn 兩藥쩔j에 同時에 耐性이 옛得 

된 뽕、者플 難治性 뼈結核이라고 定義되고 있다. 그리고 

再治擔 對象惠者의 11.5%, 再治擔를 받고 있는 惠者의 

25.2%가 難治性 惠者라고 하며 그 數는 1980年 報告에 

서 全國的으로 杓 2，300名으로 推計되고 있고 닫로- 뺨1Jo 

하는 趣勢라고 한다3) 結局 이들 難治’|生 Jlili結核 뽕、者플 

은 이미 化學治標만으로는 빠른 時日內에 完治시결 수 

있는 限界를 넙 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再治標플 :式않웬할때는 藥휩j 感、受性 (耐性) 檢호플 히l jL 

는 것 이 通例이 다. 그러 나 그 成績이 *e￥:t로 lE確한 것 

은 아니 고 다만 Isoniazid와 Rifampicin이 大趙로 臨l未

*쪼過와 一致하고 이 밖에 結核藥들은 臨!未따으로 이 마 듯 

지않게 된 後에도 感受性이 있는 것으호 나타나게 펀다. 

郞 이와같은 藥들은 에固月以上 服用한 後에:r_ TI힘이 排，'H

된다연 感受性檢훌結果에 關係없이 뽕‘者에거l 는 듯지 않 

는다는 것을 意味한다6) 

著者가 臨'*的으로 觀察한 바에 依하면 耐性檢훌를 實

施한 75例中 4例以上 耐性 獲得例는 54例로 72%에 達하 

고 또 Isoniazid와 Rifampicin 兩웹耐性도 69例효 92% 

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 이들 惠者들의 平均 樓뽕、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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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無l힌 8.4 5年이라는 것을 動案할때 果然 化學治標만으 

로도 手術을 f井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빠른 時日內에 

完治시 걸 수가 있었을까 하고 疑問되며 이와같은 難治性

뽕‘者플로 부터 의 耐性園의 傳播 危險性71에 對한 時急한 

對策이 tff.t立되 어 야 하겠다고 생 각된다. 

現在 우리 나라의 뼈結核 {台察對策은 短期 化學樓法。l

主빼이고 상~;f!'(된 難;台뽕、者에 ￥t한 解決策은 얘우 陳外的

이 다. 또 化헬〉台濟에 對한 지 나친 偏重은 難治뽕、者의 t曾

加要因。l 되고 있다고 본다81 

著者는 이 런 點을 動案하여 難治性 8市結核 80WU에 뼈 

l종f，!友形術을 fjf行하여 術前 園陽性 77例中 6個月內에 79 

% ‘ 91낸月 內에 89.6%의 園陰輪率을 보았다. 李91等은 術

後 21f.까지의 觀察에서 96% , 洪l이等은 1年까지의 觀察

에서 8 1.9 - 93.8%의 園陰훌핑率을 各各 報告한 바 있는데 

著者例도 fiRÏí& 1 -2年동안 觀察해 본다면 이들과 比等하 

고 滿足한만한 成隨이 나올 것으로 展뿔된다. 

그러 고 JJi)í ，f.t，;f$:에 ￥t한 外科的 ;台標中 가장 現뽕、的인 

方댄은 llilí행-IJJ除라고 할 수 있다. 術後에 8힘뿔의 變形을 

f김짜하지 않고 比較的 正常 뼈機能을 維持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 나 難治 l生 뽕、者가 增加함에 따라 陳舊性 호 

퍼l이나 샤j쩍의 據大로 廣範圍한 病第: 때문에 切除 對象

者 가 減少되고 相對的으효 뼈!행成形術이 適應되는 例가 

增1m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n 李等91은 1966年 師切除

와 뼈l힘!R形짜의 比가 2: 1이 었다고 報告하였고 Shio

zawa lll는 1970年 3 : 1로 師切除가 많았다고 하나 著者

19IJ에 서 는 1 : 2로 뼈탱f，成形術이 越等하게 않았다. 그래 

서 R피댄의 쩔形과 8며機能 低下等을 考慮하여 最近 54例

에 는 T horacoplasty w ith apicolysis에 Cavernoplas

ty한 {좌 }JII하이 f관施하였든 바 8떼뿔의 燮形을 첼減시 걸 

수가 있었고 不必쫓한 正常뼈의 쫓쩌힐도 最少化시 킬 수 

있었다. 또 이 術式은 초洞을 選擇的으로 보다 完全하게 

쫓체시킨 수 있는 方렀이라고 생 각페어 施行해 보았다. 

(!JJ 원1Jj})↑l'은 lJJ除하지 않고 뼈퓨IIX-淑 P-A像에서 볼때 

초{떠 11 '11\ 1에 낀쳐 있는 111)骨도 -IJJ除하지 않았다. 그러고 

Apicolysisoll 이 이 ’쉰}同을 內띤하고 있는 뻐1샘織을 뼈뿔 

으-덩-부터 싸IJ웹한 f~ ~ i同을 늙은 Dexon으로 堅l휠하거1 

￥;1감하이 ';c ~'←히 쫓쩌홉시 줬다 . 이 術式으로 ItJJ骨切除의 

歡듭 깐-인 수 있었고 lE’힘뼈의 기'.ι‘쩔한 쫓해도 뚫少r>! 

으3-1;}j i\ 깐 수 있였을 뿐 이 니 라 호퍼1의 完全 閒i펄로 園

I찮훼에 _I~_ .::L끼 츄與했윤 것으3_i_ 믿이 진다. 

fiI"Tljíj I씨 I;~~Y! 인 ι ;7IJ는 反復되 는 太U흉血때문에 이 術式

을 뼈行하였는데 術後싫過는 매우 良好하였다. 

AI氣8힘을 包含한 여 러 가지 虛脫標法의 治穩機후핑은 

뼈의 局所的 安定‘ 血波과 럼 프의 f휩環減少「’1 따은 健素

供給의 減少‘ 초洞의 응秀핑氣管技 閒銷等으로 病힘이 나 

毒素의 (핑播를 防止하고 향素缺￡으로 結核園을 死滅케 

하여 초洞을 縮少 治웰시낌 수 있다고 한다121 이러한 

觀렐에 서 볼때 Cavernopl asty의 f井行은 뻐結核 딩an兌擔 

法의 理想的인 術式이 라고 하겠다. 

結 論

1986년 l 月부터 1988年 6月까지 2年 6個月間 大짧結 

核協會 옳山支部 附l짧뽑院에 登錄된 愚者 3.038名中에서 

80例에 뼈l행成形術을 施行하고 臨'*的으로 觀察한 바 다 

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80例中 男子는 46例이 고 女子는 34例 이 었 다. 그 

리고 最年少者는 23歲이고 最高敵者는 67歲이었으며 平

均年騎은 男女 各各 42歲와 36歲이었다. 

2) 術前 醒惠期問은 2-31年이었으며 그 平均도 8.45 

年으로 長期間이있다. 

3) 藥젠1耐性 檢훌를 實施한 75例中 4휩j以上 耐파例는 

54例로- 72%에 達하고 Isoniazid와 Rifampicin 패찍IJ 耐

性例는 69例로 92%를 차지하고 있었다. 

4) 園陰輕은 術Nîl 園陽性例 74例中 3個月以內가 45例

(58% ) 이고 9個月內에 陰輕된 例는 69例로- 89.6%이었 

다. 

5) 總 80例의 뼈!郭成形術中 5419IJ에 는 T horacoplasty 

w ith apico lysis에 Cavernoplasty를 펌加하여 'f'.'l파하 

였던 바 切除 助骨數의 減少에 따른 뼈뿔 찢形의 輕減，

正常뼈 쫓縮의 最少化 및 초洞의 보다 完全한 쫓짜等 決

定的인 長點이 있는 것으로 觀察되었다. 

REFERENCES 

1) 洪永杓 ‘ 師結核의 化學濟法. 결핵 잉1 호흉기 섣한 29: 

91. 1982 

2) 대한결핵협회 : 결핵 . 1st Ed. p 225 ‘ 1984 

3) 대 한결핵학회 ‘ 難治結-核뽕、者의 分布에 f샘한 씨 1t.'，x 

澈. 결핵 빛 호흉기질환 27: 1 . 1980 

4) 金萬在 : 結核蘭 耐性問짧 7，경핵 I잊 호휴기 질환 18:24. 

1971 

5) 빈병섬. 이종원 요양원 결핵환자에 있어서의 땅산-ql~ 

- 249-



약제 내성 . 결핵 및 호흡기 질환 28:b:', 1981 例. 결핵 빛 호흡기질환 22:37, 1966 

6) 니!한결 핵협회 : 결 핵. 1st Ed, p 237, 1984 10) 洪흩植， 裵斗풍， 李文鎬， 邊子燮 : 뼈!휩i成形術의 臨皮

7) Snider Jr. DE. Kelly GD. e‘ al: Infection and Disease 的 考察. 결 핵 및 호흉기 질 환 22:55 , 1966 

Amon g- Contacts of Tuberculosis Cases \'.이th Drug. 11) Masatoshi Shiozawa: Present Status of Surgical 

:R psistant and Drug.3uscpo : ible Bacilli. Am Rev Treatment in J apan. 결 핵 빛 호흉기 질 환 17:53, 1970 

Resp Dis 132:125. '-985 12) 이내숙， 검 준호， 이경댁， 권동원， 유남수， 조동일， 김 

8) 이 찬세， 킹의윤 만성 강 즉 폐 결 핵 환자에 관한 연구. 재원 : 화학요법에 실패한 펴1 결핵 환자에 있어서의 인 

결핵 및 ，흡기 질환 34:63, 1987 공기흉 2예 . 결 핵 및 호흉기 질환 30:214 , 1983 

9) 주東릎， 劉承華 : 結核뼈에 實施한 外科的 擔法 161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