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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外科的標法r의 H힘結核空f同及 

空洞性JJïtj結核뿔、者의 f象後에 關한 臨터5的딴{究 

美國 뉴-욕市 SEA VIEW 病院

金 澤 濟

績 論

지난 十餘年間에 이룩해진 結核에 對한 化學

樣法의 흘足의 發達파 그의 廣範圍한 臨'*的使

用7J.. 01 와 더부러 發j좋된 상·장l' (:에切l冷똥法의 쏠: 

激한 핍:及은 lJiIï結核의 治授와 그f없찮블 _.-迷눴 

다. 이것을 安靜과 虛脫擬法만이 唯-의 抗結核

武器였던 化學폈法以前의 時代와 比較하연 헬로 

P훔ilt의 J핸을 禁할수 없 다. 

化황폈학의 랬力한 抗폼-核作用윤 줬많윤 愚‘者

를 짧g~(한 社섣?에 로 돌려 보냈 고 麻結核의 死亡

率을 ~?，~i핫시 켰 으냐(1) o}직 도 解決되 지 뭇하고 

냥운 問 ‘떨가 적 지 않다. 化學據法￡로 뼈폼核의 

全합，를 f펀폈시걸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切除據

法」뜨르드 어 찌 할 수 없는 ，휠.者가있다. 볕n 病變

의 íIí'ë렐카 切l;*폈法의 j옮應을 벗어난 .렬.者들이 

많기 해 둔이 다. 

非까섣·的폈法(主로 化學혔法)에 강한 뼈結核 

治혔에 서 그의 失敗는 化學樣法웹j에 휩한 빨抗 

團의 出現이 나 藥物의 훌‘뾰혜운에 그의 使用。l

不如놓하다는데도 그理由가 있을수 있￡나 더욱 

重평한것은 愚.者가 가지고 있는 病조의 病쩔學 

的 t生f하。l 라고 해야 할 것이다(2) 그中에서도 特

히 I해훨가 되는것윤 氣管技性偉援의 根源。l 되 

고 또 化웰혔法齊u 使用時에 가장 두려워 하지 

않￡던 안되 는 振抗혐生成의 根源이 되 는 초洞 

의 깎:옮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今日 化學폈法의 꿇力한 抗結核혐 作用무로 

말미 암。} 호洞'1生浩셜의大部分도 能히 非活·動住

化에 료 。 l 끌수가 있다. 그러냐 도 反힘에는 誠

‘딴:하고 폐j찌한 化學癡法에 도 不狗하고 랬l~핏하게 

治폈애 한Lf互하는2한洞。1 적지 않게 있다는것도 

광관야 다. 그러 으로 뼈結核에 서 초洞이 차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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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는 意義의 重大住은 化學據法 以前의 r;￥ ít 

와 比較할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亦|양 요늘날에 

있어서도 治혐의 가장 훌횟한 目標가 호洞의 E최 

鎭에 햇~，þ되게 됨운 두말할 必몇도 없다. 그런 

;파효 어떠한 種類의 호洞뾰 話-核。1 어떻게 f台癡

에 反隱하리 라는것을 보다LE짧하게 웹l歐할수 있 

다는것윤 뽕.者의 -援後와 ?台授f획을 決定하는터1 

重大한 關鐘이된다. 

그러 나 이 러 한 호洞性結核에 펀한 據後의 추IJ 

斷이 란 每:樣 쭈F易한것은 아니 며 愚.者 或은 그‘현‘ 

者의 病조가 가지 고있는 여 러 가지 條f牛을 條잘 

있고 分別있게 分析 찮討함￡로서만 可能하게 

펀다. 著者는 美國 뉴-욕市 Sea View 病院 內

科에 서 非外f;;j-的 혔法무로 入院1JQ操된 274 名의 

호洞性 뼈j結核，운‘者와 。l 들뿔‘者가 가진 430 폐의 

호洞을 여 러 가지 方向애 서 分析 觀찢한바 若千

의 슷1lJ!을 얻은바 있어 여기에 紹介한다. 

m究材料及 方5去

195양f 1月 부터 同年 10月末까지 의 j핑lti펌中 에 

Sea View 病院內科에 入院한 훌洞性 뼈원깡 ，뽕‘ 

者中 轉院 反JtIJ退院J)_ 自願退院等과 같응 治

授中斷。1 없이 醫學的」ζ로 退院(治폈目훨에 到

達함」ζ로서 醫師의 勳告에 감i한 退院) 했 거 냐 入

院治據中 死亡했 거 나 또는 아직 까지 도(1957年6 

月現在) 治線를 짧폈中인 愚者中에서 在院때I웹 

中 規Jl.IJ的인 델íE행jζ로 前後方 X펌、振彩을 했음 

은 꺼論 환少限 -回以、上의 훼tL 떳II ITiï& [헤}콤폈 

彩을 行한일이 있는.훤원 274 名을 껴ζ끊f究의 공#象 

jζ로 했다. 

껴;:Wf究에 섣含윈 쪼{껴]가 化짤폈法을 받었 o 며 

J't-中 -部는 ft당.~íX싱法과 더 부러 -:i권 的 lJl[ i펴폈 

찮(氣빼 氣}많 或은 피굉考 1井用)이 f1í'댐되 었 다. 

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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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쩔癡法운 各病室을 擔·當한 많은 Attending 

physicians 各自의 意思에 依한것 이 에 서 그適應 

의 選擺'~:E 與중는 區껴IJ할길 。l 없 었 다. 겠。1 나 

一뭘해 ’虛I뾰랬옮윤 全例에서 化學폈法에 依한 

2동洞閒짧 或윤 짧!활轉化의 不域功例 或은 不成

功。l 쨌想‘되 는I쩌에 選擇的」ζ로 拖行되 었음을 얄 

수 있 었다. 化學據法만은 恩者·의 폈가 215名 化

學應法파 -'1쭈的虛脫擬法을 같이받윤 思者가 59 

名이 었 다. 化學據法은 INAH, SMCStreptomycin) 

及 PAS CParamincsalicylic Acid)의 三협H휴用者 

가 131名 INH와 PAS fJf用者가 78名 SM파 PAS 

佛用者가 55名 其.ftg가 10名 0] 었 다. 其1Iß라합운 
上記 化學縣法蘭l 以外의 헬品야 上記三웹中의 하 

냐 或윤 둘과 佛用된 것 임 을 말한다-!망하J 虛

脫據法을 받운 59名中 氣n떠원‘者가 38名 氣H윷。1 

18名 及 兩황佛用。] 3名。1 었다. 

져ζrn:究에 包含된 274名의 愚春中 表에 서 보 는 

바와같이 男子가 127名 女子가 102名。1 었다. 죠F 

짧암BIJ로 보연 男子는 40歲부터 59t킹사。l 가 펼多 

歡를 려하고 女子는 :20歲부터 39歲사。1 가 最多

熱를 차지했￡며 男子의 꿇·低II 폈高 t듀顧은 各

各 15歲及 78歲이며 女子의 퍼갖fg';& 뭘·흙年짧은 

各各 14歲及 80歲였다. 

入院期間5J1j로 보연 6個月부터 1年間入院‘훤.者 

가 꿇多짧의 128名。l 며 3半以、上。] 8名 。1 다. 本

例 愚.뽑中 最短 入院期間은 6뼈月 황·長 入院期

間윤 4年2個月 。l 다. 退院J.l1J로 보연 醫學악j 退院

。] 235名 死亡이 32名 入院中인 J탤.者가 7名。1 다. 

TABLE 1. Number of patients by Sex, Age and 
Classification of Discharge 

A. Age(yrs) Male Female Total 

............ 19 13 13 26 
20 .. ....... 29 22 34 56 
30 ... .. .... 39 19 29 48 
40 ......... 49 44 8 52 
50 .... ..... 59 53 13 66 
60.. ...... .. .. 21 5 26 

Total 102 274 127 

“ 

B. Duration of Medical 
Adm. (months) Discharge 

6 ......... 12 112 
13 ...... .. . 18 78 
19 ...... .. . 24 27 
25 ....... .. 30 17 
31. ........ 36 1 
37 .. . 

Total 235 

Not Total 
Discharged 

124 
88 
31 
17 
6 

7 8 

7 274 

Died 

‘/‘ 

””
u 
i“, 

I 
I 

5 
1 

-
갱
 

TABLE 11. Number of Cavities by Their Location 
And .Multiplicity. 

Multiplicity lμj자)cat디뼈ion 

Upper third 
Middle Third 
Lower third 

Total 

Upper third 
Middle third 
Lower third 

Total 

Right Left 

34 
3 
2 

34 
10 

Total 

77 
13 
2 

92 

I‘ -
Single Cavity 

-, 

잉
 
-”” 
n 

39 

85 
14 
6 

105 

Multiple 
Isolated 
Cavities 

159 
31 
6 

196 91 

36 
% 
2 
3 

혀
 

~ 

Upper third 53 
Middle third 2 
Lower third 
Upper 2/3 

Lower 2/3 

Thru whole lung 7 6 13 

Total 81 61 142 

Grand total 225 205 430 

U. S.N. T.A의 8번倚核 分類5JIJ호 보연 中等1lE

뽕.者가 78名 重:fiE o] 187名이며 호洞性 뿔‘者만。l 

*7한究의 쫓f꼈이 었 기 에 輕효愚.흉는 없 었 다. 

表 R 에 서 보는바와같。] 274名의 .현‘者가 가지 

고 있는 호洞의 總짧는 430個였￡며 。1 中 單發

性 호洞이 뿔.者 92名에 2동洞。] 92(1댐 多發性 호 

洞이 愚‘者 182名에 호洞數는 338個였다. 多짧性 

솥洞을 다시 便宜에 依해 서 多發性 孤立性 2동洞 

과 多짧·뾰 짧合↑生 훌洞 o 로 나누었는데 그뺑에 

있어서 前者가 196(固 後者가 142(固였다. ~증洞數 

를 計훌함에 있어 서 單發性 호洞。l 나 多發性 孤

立性 호洞윤 各各 每{固의 2흥洞을 한個로 計算했 

￡나 多發性 짧‘合性 22:洞에 서 는 個{댐의 區BIJ計

算。1 不可能함무로서 짧合뺨긴E한 2동洞群을 1個

의 호洞￡로 看做해서 計뿔했다.호洞의 했를 左

右떼5J1J로보연 右때뼈에 있는 호洞。] ' 225個 ‘左떼 

뼈에 있는것이 205때였다. 

무든 뿔‘者는 每1뼈月 乃至 1個.月 半 늦어 도 2때 

月에 한번式윤 뼈部 X폈據影을 하여 그원E펴 가 

觀쩔되 었￡며 &:、몇에 따라서 는 떠IJ iYi 料位 lk.斷

l콤據影等。] 1)댄行되 었 다. 結核E경 f웠짚는 쩔j末 짧 

댐~t웠鏡lk. g;홈E양& 띔짧￡홉養의 11떠序로 每·月 l乃至

2回式 拖行되 었 ￡며 져>:1딱究에 서 l출바。1 라 함운 

g훌않 lk. 몹 i껏培養陰I生을 말하는 것 이 다. 

호洞閔銷에 影짧을 풀수 있￡리라고 생각되는 

。}래 와 같은 첩·條 I牛 덩n 愚.경f의 性BIJ 年짧 22:洞

의 tL뽑 形狀갔 크기 6!:洞!웰의 두께 CJ!V- ) 훌洞의 

Multiple 
Confluent 
Cavities 

3 
16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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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發'1生 與否 호洞 周國의 i훗潤性 폈똘‘의 多흉 ‘"、 i.nî 활(Thin wall) 훌洞혈의 두께 가 3mm 以

훌洞 周圍의 鐵維性 燮{l:의 多쫓 反꽉測 뼈病燮 . ~^~? 內일때 
=: ...... ~". <=I "， ~" _, "':""0::" ~'-:~fiI‘ 의 輕重 호洞의 !''f-騎 治폈種3 1)及 初治폈r후과 再 v~ J!홈 ~(Thick wall) 솥‘폐활의 두께 가 5 m:: 

治폈詳과의 쏠異뽕。1 혈地로 如何하게 초洞 閒 以上일혜 

짧에 關앙를 마치는가를 總察했다. 나아가서 초 中等E찾탤활(Moderately Thick) 前=者의 中閔

洞。l 閒짧펀 境遇에는 治폈開始 日字로부터 얼 에 있는것 

'" 
마間의 期|랩。1 所떻되 는가를 보았무며 또 호洞 

뾰 g市浩찢 .뿔‘者의 E홉i윷?횡추;과 그速!황는 까적꿇 E협 

陰핵환과 2효;i히 閒짧와의 씌i'í짧的 關핑도 比較혈연줬 

했다. 

다읍 지;:l땀究에서는 外科·的 切!冷2월‘종를 l자킹E對 

象에서 !'#;外한과 同i원에 長期짧?설을 하지옷했 o 

므호 초‘폐의 릅텀效性 治憲에 對한 頻4몇는 알수없 

었￡나 1t!쉴摩法애 {:&한 감텀放'~E 홉5월 f生 초、침의 

頻향를 ~1협상할수가 있 었 다. 다음 호폐 t초 뼈씀·核 

뿔.者의 入!월핑H캡을 호洞뤘의 E윤경~IZ 多췄과 Jt 

훌交觀줬했iζ며 2등꾀 1'1: "힘結탔.뭘‘춰-의 入院中 갔亡 

率도 혈a察했다. 

:(m上의 셈깐을 깎易하게 하기 쩔하여 좋휴가 

隨慧꾀무로 아래 와같은 用품·와 規쉰을 j확허했 다. 

1. 호洞의 變化

閔짧(Closed) 治혔찮 호洞。l 폈없i을 냥기 거 나 

갖은 냥기지 않ii f덤결되였거나 또는 i원쉽 

ft했을 境;뿔 

흙섣조鎬少(Marked Reduction) 治폈홉의 호‘同의 

E흘짚。1 i쩡필펀의 三分之- 或은 그以、下료 

적어 겼을혜 

中판I흥縮少(Moderate Reduction) 초폐의 I흘끊 

。1 原 i흘經의 半或은 그以、下로 적 어 졌 o 되 

헬 f폈첨少의 ￡뚱E얀어1 커5違일혜 

輕?젠縮少 或은 켓1燮 r t: (Minimal Reduction 

and/or No change) 원·化가 없거 나 或은 있 

드라도 中等딸 網少의 規i휴에 커，，;좁일 혜 

據大(Enlarged) 호깎의 크기 가 原狀보다 커 졌 

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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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솔洞의 f立置表示

홍;펙익 f立뿔를 表示함에 있 어 서 術잔 上三分

之- 다3三分之- 或은 下三分之一 핑과 갚은 

分찮를 j편해혔 다. 또한 JJtJ !i혔과 초꾀쫓의 펀;핀 

li'ê離가 1 cm 或은 그以下으1 초洞을 迷순·注 그 

以l:_의 것윷 i폈tE性호洞。1 타고 했다. 

3, 호洞뿔의 두께 

4. 호洞周圍의 i훌潤↑生 훌愚 

여기서 홉潤감 뜻‘원‘。1 라고 함은 周局쏘(Peri

focal Reaction)이 나 핑出 i生i훗潤은 꺼5삶 *전장효 

性。1 나 乾5용 i生病조도 包含해 서 짧‘稱한것 이 다. 

이러한 病조의 陰눴。1 호洞周햄에서 블수없거 

나 또는 있드라도 첼히 輕微하거 나 또한 않ni.'ß 

하게 圍憐되여 있드략도 꽃I훌影의 펀잊섣2가 l:j~ 

等度 L끼、下일때에는 。1 를 “1따 輕하 或운 다l￥f 

E쫓얀홀潤”이 라고 看做했￡며 또 호洞 周댐의 찮 

潤·뾰 i훌影。1 il힘핑의 필fä를 갖。1 고 있드라도 

。1 러한 l윷彩。1 호洞 周휩.를 廣휩하게 鼠f횟하 

고 있지는 않을돼 턴n 호洞周圖의 추 或은 Jt

w.‘下않을 덮 고 나머 지 호洞 周랩는 比該해 i E 
E용한 ßr1ïifJì￥값。1 나 강핀딸의 i훗潤'~í슬影 o 로 웹-침칭 

되였을함도 。1 를 上記分類에 包含시켰다. “高

따의 ‘흩潤 I뾰횟뿔‘”이 라함은 前述의 m_i션을 超

過했을 ~:i홉를 말한다. 

5. 호洞周圍으l 펀維注燮1t 

。1 는 그區5)IJ이 깎었I치 않￡냐 大딸로 ?台%풋1)J 

에 필름애서 초洞 周딩협어l 遊꽉組減의 陰影。l

없 거 나 셀히 적 은것 을 “갖j.~ 或은 i쩔I칭”라고하 

고 其j;J、上의 것을 “中等강 或은 高fa”로 원分 

했다. 

6. 反對뼈IJ師의 病變

反對때!li']Ï에 病젠。1 총혀 없 거 나 있 드라도 中

等짧以下의 i월1갖의 陰影의 i활潤性횟愚만。1-

뼈팝의 半 或은 그以內의 節園의 g힘i펀’안을 r:!:i 

有하고 :~洞이 없을떼를 “F객 或은 輕lt찮”라고 

했다 . ~등洞。1 있거 니- 찮潤의 Í!ili휩가 上述한 

規i.\{[을 널거나 또한 필「킹가 高j쉰일때에는 陰

彩의 範國가 -텀f쉰의 三分之-을 념 ￡연 。1

플 “中等값 I섯은 눴다”라고 分}J!했 다. 

7. 호洞의 年휩 
거 。1 ::Jε댄分의 ‘，læ.쉬에 있 어 ):] 초펜]줬쇠드의 !i쉰 

찌]를 lE펜하케 안다는것은 不可能애 가까운 

일 。l 다. 끼;r딴究에 서 는 2등ìilîJ의 年斷을 녕'CJ는항 
n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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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個로서 9.1 퍼 -센트 中等많로 적어진것이 40 
個로서 6.3 퍼 -센트 크기 의 請少가 中等많以下 

거 나 或은 不燮‘인것。] 64!，때로서 14.9 펴 -센트 
였고 오히려 總大펀것。] 15f찌로서 3.4 퍼 -센트 

였다. 閒쩍되지옷한 호洞中 開放 I生 협월性 狀態

로펀 호洞。] 94{固로서 21.2 퍼 -센트였다. 

1. 호洞閒銷에 影響을 줄수있으리라고 생각된諸 

因子들과 호洞變化와의 IUH系

A) I볕‘者의 性glj과 몇洞쩔化와의 關f系

.뭔.者의 I生5JiJ과 호洞變化와의 關[系를 보연 表m 
에 서 보는바와 같치 호洞閒鎭쩔;운 男 子가 59'4 
女子가 67.2 펴 -센트。1 며 不찾、(1:; 호洞운 各各

16.8 lJ.. 12.3 퍼 -센트로서 형子의 효洞開鎭후3 

。1 若千 低率이 나 意義있는 옳훌는 볼수없다. 

--- -- ------- - ---- _._--_ •- -- .-- - -----

果

一般 사나트륨 케어와 더부러 化學쩔法 或은 

化횡폈法과 一H후的 虛脫據法을 佛行한 호洞性 

8힘結-核의 f象後를 알기 훨하여 여 러 가지 條 I牛을 

土훨로 하여 檢討觀찢한바 아래 와 같은 結果를 

얻었다. 

먼저 表 m 에 서 보는바와같치 總274名의 愚‘者

가 가진 430個의 호洞中 閒賴f台짧된것이 270個

로서 52.9퍼-센트 顯著하게 크기가 적어진것이 

에 있 어 서 結隊'f)]期 tlEjlk의 出現期을 發病時

期로 看做하고 짧때의 少짧 호洞을 除外하고 

는 폐1例에 서 發病時期를 호‘폐의 짧生時期로 

해서 計쩍:했다. 

結

‘ 

TABLE 1Il. Cavity Change by Sex and Age of patients. 
-.f-

Cavity Change 

Min. red. or Enlarged 
no change 

Number Number 

Moderate 
reduction 

Marked 
reduction 

5(2.0) 
10(5.5) 

41(16.8) 
23(12.3) 

25(10 .4) 
15(7_8) 

28(1 1.4) 
13(6.7) 

1‘ 
，
、
“
기
1
 ?‘ 

?• 

꺼
J
 

3 
12(15.8) 
15(18.4) 
24(22.1) 
10(22_7) 

64(14_9) 

1 

1 

2 

M 

낀
 1 

4 ” 
9 

u 
1 

Closed 

by Sex 

145(59.4) 
125(67.7) 

by Age 

35(92.1) 
76(91.5) 
54(7 1. 0) 
33( 41.9) 

54( 49.5) 
18( 43_0) 

270(62.9) 

of 
Cavities 

of 
Patients 

244(100.0) 
186(100.0) 

172 

102 
Male 
Female 

38(100.0) 
83(100.0) 
76(100.0) 
79(100.0) 

110(100.0) 
44(1 00 .0) 

Total 274 430(100.0) 
( ) indicates per centage. 

%
ω
 
% 
@% 

연
“
 “ω
 %
ω
 

... ..... .... 19 yrs. 
20 .. .. ..... 29 끼/ 

30 ... •••.•. 39 '1 

40 ......... 49 끼/ 

50 ......... 59 '1 

60 or over 

‘ 

、-

--

J 

15(3.4) 

C) 않洞의 位훌와 그 찮ff:;와의 IJa ßi 

表N-A에서 보는 바와같이 單發住 호洞과 多

쩔lif띠立’i生 호洞群에서 호洞 閒箱率윤 右測。1

73.6 펴 -센트 li:!llIJo] 72.2 펴 -센트로서 何等

差異가 없￡며 不變化 호洞도 左右ß~IJ이 같은 比

쌓을 보여 준다. 그러 나 多發性 짧合/1: 호洞에 서 

는 右폐閔쩍率이 34'1 퍼 -센트 左펴IJ01 53.3 퍼 

-센트이고 不燮化 ~;껴j은 右測。1 26.8 떠 -센 

트 li:fl'ìI)c1 16.7 퍼 -센트로서 左떠IJ01 원千 좋은 

봐1짧떨를 보역 준다. 그러 나 훤짧/1:'i?1과 多줬 I生 

i바을 ZF·J끽하연 ~洞 閔짧率은 右센IJ<> 1 59.1 ~1-

센트 :tr: :111J 01 68. 2 피 -센트로서 21: (\]1) 01 亦是 若

구 높￡나 意禮있는 옳는 보여주지 않는다/ 

1 (ì -

40(9.3) 41(9.5) 

B) I훌者의 年짧과 :m洞쩔化와의 빼{系 

表m 에 表示한것과 같이 19才以下群 20~29才

群 30~39才群 40~49才群 50~59才群 及 60才

以上群의 ~洞閒鎭率운 各各 92.1 91.5 71.0 
41.9 49.5 及 43 , 0 퍼 -센트로서 소F짧。1 많어 

질수록 호洞閒領率。1 不良해 짐을 볼수있다. 特

'6] 29才以下에서는 閒鎭핑에 差가 없￡나 40才

以上에서는 顯著하게 不良해진다. 마찬가지로 

不짧化 호洞勳도 年斷이 많어 짐 에 따라 增加된다 

。l 러한 結果는 化學擬法以짧의 좁e활로서 化學擬

法이 新뻗한 쉴r↑生1ìrIî~농核에 휩해 서 는 찮줬J를 줬 

揮하나 찮/1:老人 '/1:結核에서는 그눴U겨이 低下된 

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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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市野別로보연 單짧I生 흥洞과 多發性 孤立·注 - ... _멸IJO] 58.8 퍼 -센트로서 左測。1 若千높다. 

~洞群에서 뼈上野 三分之一 及 中野三分之-의 "，，'강’ ‘ 다음 表 IY-B에서 보는 바와같이 邊在·뾰 호洞 
초洞閒趙率윤 右(l'!IJ에서 各各 76 , 3 及 66.7 펴- 群파 深긴E性 호洞群의 사이에는 注目할만한 閔

센트 左떼에서는 71.2 及 77.8 퍼 -센트로서 何 숲필率의 差異가 있다. 월n 끊tE./生 호洞의 閒짧작 

等意義있는 差異가 없었다 뼈下野 三分之-에 

있는 호洞은 그 歡가 僅少해서 觀察할수가 없었 

다. 다읍 多發性 힘合性 호洞群에서는 中野以下

의 호洞數는 않少해 서 {뀔 fi흩가 없 었우며 上野三

分之-에 있는 훌洞의 閒鎭Z짤운 右測。] 40.7 左

운 81.0 퍼 -센트 인데 邊在ä 초洞의 그것은 

62.3 퍼 -센트로서 g§在性 ~洞의 閒형쌓。1 高

쫓업을 볼수있다. 不燮化 호洞도 透친E'뾰。] 18'5 
펴 -센트인데 比해 i*在性운 5.1 퍼 -센트로서 
잖在性。1 좋은 댔績을 보여 준다. 

i Location 

TABLE lV (A). Cavity Change by Location. 

Number 
of 

Cavities 
Closed 

Cavity change 

Marked Moderate M‘n. red . orEnlarged 
reduction reduction no change 

Single or multiple is이ated cavities 

Rt. 
Upper 1/3 
Middle 1/3 

Lower 1/3 

119(1 00.0) 
17(100.0) 
8(100.0) 

91(76.3) 8 
11(66.7) 

3 

144(1 00 .0) 105(73.6) 8 

Lt . 
Upper 1/3 117(1 00.0) 
Middle 1/3 27(1 00.0) 

Lower 1/3 

85(7 1.2) 7 
19(7ï .8) 3 

7 10( 8.4) 
6(33.3) 

3 

5 
-u 
-8 

16(11.1) 3 

13(1 1.1) 4 
3 2 

Total 

8 

20 

16(1 1. 1) 6 

32(1 1.1) 9 

l44(100.0) 104(72 2) 10 

288(100.0) 209(72.9) 18 

22(40.7) 3 

Multiple Confluent Cavities 

Rt. 

Upper 1/3 53(10Ù.0) 
Middle 1/3 2 
Lower 1/3 
Upper 2/3 19( 100.0) 
Lower 2/3 
Whole lung 7 

81(100.0) 

Upper 1/3 36(100.0) 
Middle 1/3 
Lower 1/3 3 
Upper 2/3 16 
Lower 2/3 
Whole lung 6 

61(100.0) 

142(1 00 .0) 

..Iil 

Lt. 

Total 

훌r 
Grand Total 430 

( ) indicates per centage 

4 10 

7 2 

28(34.1) 15 

20(58 .8) 

1 

7 

33(5.3) 

61( 42 .2) 23 

270 41 

5 18(33.3) 5 
2 

3 

4 

2 
-m 
-2 

22(26 .8) 6 

10 

4 

2 
S 

8 10(16.7) 

32(22.5) 6 

m 

-
때
 -
애
 

46 15 

Location Number 

TABLE IV (B). Cavity Change by Location. 

Cavity Change 

of 
Gavities 

Closed Marked 
reduction reduction no change 

6 8(5.1) 4(2.5) 

Moderate Min. red. or Englarged 

Central 158(100.0) 128(8 1.0) 12 

- 11-



Peripheral 
Total 

130(1 00 .0) 
288(100.0) 

81(62 .3) 6 
209(72.6) 18 

14 
20 

24(18.5) 
32(1 1.1) 

5(3.8) 
9(3.1) 

Multiple confluent cavities are not included in this series. 
( ) indicates per centage. 

D) 캘洞의 形狀과 그 쩔化와의 뼈않 

2효洞의 形狀을 圓形 擔圖形 三角形 及 多角形

￡로 四分해서 。l 들 호洞과 그燮化와의 關(系를 

觀察했다. u뭘形及 橫圓形호洞의 閒훌월率윤 各各

76.2 及 78.5펴 -센트로서 何等 훌異가 없었A 

냐 三角形과 多角形 훌洞의 閒짧철쪽운 各各 45.5 

及 52.2 퍼 -센트로서 前二者에 比해 顯홈하게 

不良함을 알수있 다. 不變化 초洞에 서 도 同-한 

個向을 볼수있다. 

E) 뿔洞의 크기와 그 훌化와의 뼈tf. 

2한洞의 크기 와 그 燮化와의 關f*를 觀察하기 

寫하여 호洞의 直짧아 2cm까지 의 것 2cm 以上

3cm까지의것 3cm 以上 4cm까지의것 J}. 4 cm 

以上의것 四群푸로 니-누어 핸察한바 表 V 에서 

보는것과 같이 各各 좌閒짧率은 80.0 81.3 59.0 

及 42.5 퍼센트로서 3cm 以下의 直쩔의 2솥洞의 

閒螢率은 良好하고 또 其I댐에 差도 없 o 나 3 cm 

以上의 호洞에 서 는 其閒銷率。1 顯著하게 不良해 ‘ 

지며 4cm 以上의 것에서는 一層 不良해칩을 볼 

수있다. 그러 나 不避化 훌洞의 比率에 는 }J1j差異

가 없었다. 

TABLE V. Cavity Change by Appearance, 8ize and Thickness of Cavity Wall. 

Number Cavity Change 

of Closed Marked Moderate Min. red. or Enlarged 
Cavities reduction reduction no Change 

by Appearance of Cavities 

Round 147(1 00.0) 112(76.2) 12 8 12( 8.1) 3 

Oval 84(100.0) 67(78.5) 2 4 8( 9.5) 3 

Triangular 11 (100.0) 6(54.5) 4 
Polygon 46(100.0) 24(52.2) 8 12(26.1) 2 

by Size of Cavities(in diameter) 

up to 2 cm. 150(1 00 :0) 120(80.0) 2 6 18(12.0) 4 
2 ...... 3cm. 64(100.0) 52(8 1.3) 6 6( 9.5) 

3 .. .. .. 4cm 34(100.0) 20(59.0) 5 7 2 

Over 4 cm. 40(100.0) 17(42.5) 5 7 6(15 .0) 5 
- - - - ----- ---- _ . ----- ---
by Thickness of Cavity Wall 

Thin r09(100 .0) 94(86.3) 2 6 2 5 
Mod. thick 148(100.0) 102(68.9) 16 3 20(13.5) 2 

Thick 31(100.0) 13(42.0) 6 10(31.1) 2 

Total 288 209 18 20 32 9 

Multiple confluent cavities are not included in this series. 
( ) iedicates per centage. 

호洞활의 두께 와 그燮化와의 關係는 表 V 에 
表示한것과 같이 합월§훌2등洞의 閒짧率。1 86.3 퍼 

-센트 탤앓호洞의 G검짧Z홉윤 42.0 펴-센트이며 

中等젤볕활 2효洞의 그것운 68.9 퍼-센트로서 

호洞헬이 두더 윷수록 閔짧率。l 不良해 짐 을 볼수 

있다. 마찬가지 結폈는 不燮化 호洞勳로서도 얄 

수있다. En ilY앓 호洞에서는 不헬化 호洞혔는 

짧少遊인데 中짝댈tll흙장훌 2효 f同에 서 는 그 比率。l

13.5 퍼-센트 텔활호洞에서는 13.1 펴-센트로 

서 호洞활의 두께는 그燮ft에 ￥깐·接한 關係를 가 

지고 있음을 볼수있다. 

G) :m洞의 훌옆性 與否와 그월化와의 閒係

表”에서 보는것과 같이 댄發性 호洞과 多짧 

性 호洞의 B껴짧조양;윤 펴1잖선 ~i同에서는 71.8 퍼 

-센트 多짧‘l生 孤立性 호洞의 그것은 73 .0 퍼

샌 트로서 個n해의 ~洞1M)에 는 。l 두첼 시.01 에 서 

I휩鎭率애 差異가 없다. 不할化 흥洞후;도 前경·는 

10.8 後者는 11.2 퍼-센트로서 5)lj월-않가 없다.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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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多짧뾰 랩!合뾰 쏘t同의 閒鎭率윤 42.2 고l 鎭率운 51.5 퍼 -센트。1 며 不變化率윤 12.6 펴 

-센트이며 不쫓化率은 22.5 펴-센트로서 前二 -센트。l 다. 兩者를 比較하연 不變率에는 差異

者보다 헐著하게 不良함을 볼수있다. 가 없￡나 閒螢率운 前者가 훨씬 良好함을 볼수 

上述한바 單發.t生 호洞파 多發性 孤立性 호洞 있다. 

의 閔짧원에 쏠-훨가 없다는것운 個個의 호洞을 

훌準iζ로해서 하는 말이며 이는 이들 호洞을 가 

진 愚홉의 f象後가 같다는것운 아니다. 例컨폐 

單發性 호폐휠‘者에서는 그호洞이 f윤줬룻되었을 境

遇에는 百퍼-센트의 줬!뿔를 올런셈이되나 三個

의 多쫓注 f띠立 I生 ~i同을 가진 뿔‘者에 서 는 治혔 

後에 두f固가 閔領되었드라도 한個가 閒賴되지 

않고 냥어 있 ￡연 。1 愚者의 據後는 治폈前의 뿔. 

發·뾰 호洞뿔‘者의 그것과 같운데 不過하다. 그령 

￡로 뚫짧 i순 호洞愚.者와 多發性 ~洞愚者와의 

사이에는 根:?!패션인 f象後의 差가 있음윤 m~월。1 

다. 다만 여기서 얄수있는것윤 호洞이 單짧f生이 

드라도 여러 1침가 짧合되어 있지않고 孤立되어있 

을예에는 。1 러한 호洞의 開짧率윤 決코 單發l1:

Z등洞의 그것보다 나쁘지 않다는것이다. 

H) @j꾀周圍의 i릎;짧性 훌.훌‘과 그 쫓化와의 rm~ 

Z효洞 周§칩의 ·훈潤 i生 採현.은 없거나 또한 있드 

라도 J:þ等度 或은 그以下 엘 혜 에 는 ~洞의 開뚫 

죠원운 70.8 펴 -센트。1 며 기;꽃작:은 16.6 퍼-센트 

이 고 高f흥·의 풋潤性 뜻.현￡로 댐曉된 호洞의 閔

1) 뿔洞周圍의 용&維性월f1:와 그 웰化와의 關f系

表 W 에서 보는 바와같이 鐵維뾰 變化가 없거 

나 或운 있어도 輕할때에는 흥洞의 閒鎭率운 

87.1 퍼-센트이며 中等헬 或은 그 以上의 織*옮 

組織~로 圍燒펀 2등洞의 閒짧率.은 41.2 퍼-센 

트로서 前者가 훨씬 좋은 閒領率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不燮化호洞의 比率윤 前者가 3.6 퍼 

-센트에 比해 後者는 24.5 띄-센트로서 *웰t::쏠 

性 變化가 많을수록 不쫓H: ~洞默가 많아짐 을 

알수있다. 

J) 友對때 뺨病평의 ￥울탤와 ~ã히쩔f1:와의 Im~츄 

反對測의 病燮。1 숲혀 없는 愚者에서는 종 W 

에서 보는 것파같이 호洞의 閒螢率은 81.4 不핏 

化率운 9.3 퍼-센트。1 며 反對測師의 病燮。l 輕

度얼혜에는 호洞의 閒짧率윤 74.2 不쫓ft率은 

15.4 퍼-샌트르서 。1 들 사이에는 ~洞의 þfl따 

率。1 나 不윷 ft횡에 }j !J쏠-훌는 볼수가 없다. 그러 

나 中等떻 或은 그以上의 病찮。l 反꽉펴IDtï에 있 

을래에는 閔훌쉴휴;은 53.3 不燮化率운 16.5 퍼

센트로서 閔짧;￥" 01 뚫홈하게 나빡짐 을 볼수있 다. 

TABLE VI. Cavity Change by Theray Regimens, Multiplicity of Cavlhes, 
peri-cavitary infiltrat ive Diseases, peri-cavitary Fibrosis, 

Contralateral lung Diaeases and Age of Cavities . 

Number Cavity Change 

of Closed Marked Moderate Min. red. or Enlarged 
Cavities reduction reduction no change 

By Multiplicity of Cavities 

Single 92(100.0) 66(7 1.8) 4 6 10(10.8) 6 

Mult i. isolated 196(100 .0) 143(73.0) 14 14 22(1 1.2) 3 

Multi . confluent 142(100.0) 61( 43 .2) 23 20 32(22.5) 6 

By Peri.cavitary infiltrative diseases 

None andJor slight 
to moderate 241(100 ‘ 0) 171(70.8) 2 20 40( 16.6) 8 

Marked 189(100 .0) 99(5 1. 5) 39 20 24( 12.6) 7 

By Peri-cavitary Fibrosis 

None to slight 20\;(1 00 .0) 177(87 .1) l 4 8(3.6) 7 

Mod. to marked 227(100 .0) 93( 41.2) 34 36 56(24.5) 8 

By Cotralateral lun Diseases 

Nonc 86(100.0) 70(8 1. 4) 2 s 7( 9.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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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ight 79(100.0) 59(74.2) 4 
rnod. to rnarked 
(with or without Cavity) 265(1 00 .0) 141(53.3) 35 

.. 6 rnonths 
7 .... ..... 12 '? 

13 .... . . 24 '? 

2S rnths or over 

Total 

Chemotherapy 
only 
Chemotherapy with 
Temp. Collapse 

By A:ge of Cavities 

277(1 00.0) 
71(100.0) 
32(100.0) 
50(100.0) 

430 

209(78.2) 19 
209(78.2) 10 

5(15.6) 8 
14( 28 .0) 4 

270 41 

By Therapy Regirnens 

318(1 00.0) 186(58.5) 34 

112(100.0) 84(75.0) 7 

( ) indicates per centage. 

TABLE VII. Comparison of Cavity Change between 
Initial and Retreatment Group. 

Treatrnent Nurnber c :avity change 

of 
Cavities 

Closed not 

Initial 
treatment 341(100.0) 245(71.8) 
Retreatment 89(100.0) 25(28.9) 

Total 
( 

430 270 
) indicates oer centage. 

K) 및R회의 年짧과 그쩔化와의 뼈係 

closed 

96(28.2) 
64(71.1) 

160 

호洞의 췄f짧와 그 變化와의 關係를 보기 寫하 

여 治據開합찮i랴의 호洞의 年令을 六個月까지 의 

것 7個月以上 12個月까지의것 13個月以上 24個

月까지의것 及 25個月以上되는것￡로 四分해서 

。1 들 호洞의 變化率을· 보았다. 이들 各群의 閒

鎭率윤 表W에서 보는 바와같。1 各各 78.2 60.0 

15.6 及 28.0 퍼-센트이며 不變化 호洞率윤 各

各 7.2 11.4 37'5 及 48.0 펴-센트로서 호洞。l 

￡래된 것일수록 閒鍵率。1 不良하고 不變化率이 

늪아짐을 볼수있다. 特히 興!朱있는것운 六個月

以內의 호洞파 七個月以上 -年以內의 호洞사。1 

에 도 閒趙率애 相當한 差가 있음윤 事寶。1 나 。l

러한 差에는 比할수 없을따큼 靈著한 差異로 -

年以上되는 훌洞의 閒짧率。l 急激히 나뻐 진다는 

것이다. 

L) 治혔法gl}파 뿔洞쩔il:와의 뼈係 

化學혔法뺨과 化學폈法및 -時的 虛|뾰橫法을 

i井行한 뺨Z로 I꽉分해 서 그 호洞變化의 關係를 

13(15.4) 2 

34 44(16.5) 11 

22 20( 7.2) 7 
11 8(1 1.4) 
5 12(37.5) 2 
2 24( 48.0) 6 

40 64 15 

28 60(18'. 8) 10 

12 4( 3.5) 5 

觀察했다. 여기서 -時的 虛脫據法 l井用群에 包

含된 112個호洞中 60(固는 AI氣觸 44個는 AI 

氣題 8個는 氣뼈氣n夏을 1Jr行한 호洞。l 다. 

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化學據法 單獨群과 

化學據폼及 一時的 虛脫據法 佛用群의 호洞 閔

錯Z율은 各各 58.5 及 75'0 퍼-센트 不變化 호 

洞率은 各各 18.8 及 3.5 퍼-센트로서 虛I1ft;t)풋 

f용 1휴用群。1 若千 더 좋윤 成積을 보여 주고 있 

다. 

M) 해治경훌훌￥파 홉i읍癡훌￥과의 !m洞 쩔il:의 異差

表매에 서 보는것과 같이 初治훨群파 깎￥f台폈뺨 

의 호洞 閒鎭率운 各各 71.8 I!t.. 28.9 퍼-센트 

로서 初治據群의 호洞閒鋼率。l 越等하게 高1장 

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TABLE XI I. Analysis of Deaths. 

A. Extent of the Disease and Mortality. 
Moderately Advanced ... ... .... ........ 3 
Far Advanced ......... .... . .. . .. .. ... ... 29 
Total.. ... … ...... .. ....................... 32 

B. Multiplicity of Cavities and Mortality 

Single Cavity Cases .. .... .... . ..... .. 5 
Multiple Cavity Cases .. .. .. ... . ...... 27 
Total. ... .... ............ ...... .... .... ... .. 32 

C. Analysis of Immediate Cases of Death . 
Pulmonary Tuberculosis ....... ... .. 17 

(4 out of 17 died of Massive Hemoptysis) 
Cardio vascular diseases ...... ...... 7 
Cancer of the Stomach .. .. ... ... .. 3 
Others .. ... . .. .. .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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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eaths by Age 
Sex No. Age 

‘4 of up to 20-29 , 30-39 , 40-49 , 50-59 , 60-99, 70 or 
cases 19, over 

TABLE \'1lI. Duration of Cavity C!osure by Age of Diseases and Multiplicity of Cavities 

M 24 -
F8 -

Tota! 32 -

229 
2 1 

4 3 10 

Age of 
diseases 

Number 
Cavities 

Duration of cavity closure since the initiation of treatment 
(months) 

up to 3, 4 to 6, 7 to 9, 10 to 12, 13 to 24, 25 or over (months) closed 

Single Cavities 

up to 6 52 14 26 8 3 
7 to 12 6 2 2 2 2 

i 13 to 24 3 2 
2S or over 5 2 

Total 66 17 28 11 6 4 

Multiple Isolated Cavities 

up to 6 97 16 40 28 7 6 
7 to 12 29 2 10 7 6 4 
13 to 24 2 2 
25 or over 15 4 4 7 

Total 143 18 S4 35 19 17 

Multiple Confluent Cavities 

up to 6 52 16 24 8 4 
77 to 12 6 2 4 
13 to 24 
2S or over 3 2 

Total 61 16 27 12 6 

Grand Total 270(100 .0) 35(13.0) 93(36.3) 73(27.0) 37(13.6) 27(1 0.1) 
( ) indica tes per centage. 

ê: 

n. ~洞閔銷의 期間
2동洞閒짧에 所댈되 는 짜H댐을 알기 寫하여 閒

鎭펀 27이댐의 2등洞을 가지 고 。1 들 호洞의 閔銷

速tit를 觀察한바 칼때에서 보는바와같이 治폈뿜 

始日로부터 三個月以、內에 閔짧펀것이 35個로서 

13.0 펴 -센트 四乃至 六뼈月사。l 에 閔鎭된것이 

98때로서 36.3 퍼 -센트이 다. 01 를 合치 연 133 

個 l'!~ 59.3 퍼 -센트로서 開짧된 2등洞의 約半隱

가 治폈後 六個月까지에는 開짧되는것을 알수있 

다. 다응 七個月부터 九fl점꺼사。l 에 없鎭펀 호洞 

은 73뼈로서 27'0 퍼 -센트 10폐月부터 12때月 

사이 에 뷰점짧된것은 37{떼로서 13.6 z.1-센트。1 다. 

RP 711m月부터 12f떠月까지 에는 꽁J 40 퍼-센트 

假펀의 호洞開짧率을 볼수있다. 그럼￡로 7{1‘펴月 

J;J、 I&의 ~洞閔賴率도 암;코 i經視할것 이 아니 며 

1탐히 7(떠月 부터 9ft퍼月 사。1 에 相當폈의 閒짧를 

.. 

期待할수있다. 

다음 호洞의 閔鎭期間을 호洞의 옳:(CX:JJIJ르보면 

單혔性 f2찰洞에 서 는 66個閔鎭훌洞 中 45f멤 l'!p 68 

펴 -센트가 6(1周月以內에 閒鎭되었고 多꿇性 孤

立性 껄洞에서는 143~固中 72個 郞 約 50 퍼 -센 

트가 6個月 內에 閒螢되 고 多짧性 짧合↑生 호洞에 

서 는 61個中 16 (f회 郞 26 퍼 -센트가 6圖月以內

에 閔銷되였다. 以上 o 로 볼때 單發1生 호洞의 

閔짧速度가 第-빡르고 多發性 敵合I生 초洞의 

閔鎭速度가 가장 느럼을 알수있다. 

m. ~5同性뼈結核愚者의 홈陰轉化 

總274名，행‘者中 235名 RP 85.8 띄 -센트가 陰
練되였다.Z')論 여기에는 治폈前부터 F송 I生。1 였 

든 32名 .rm 11.9 퍼 -센트기- 包含되 여 있다 . 01 
것을 細分해보연 表K에서 보는바와갇。1 1'11.줬 ~t 
Z효洞群의 I쫓편率윤 92.4 多發.1生 호洞lη의 그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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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82.4 펴 -센트로서 單.發性群。1 若千 좋운 I슛 

請을 부여준다. 

다음 陰團의 速度를보연 治據쩔 3fi정月 까지 에 

37. 8 퍼 -센트가 陰뺑되 였￡며 。1 는 활質á'')인 

陰轉힘 73.9 퍼 -센트의 半을 휩千 超過한다. 

다음 四乃至 六個月까지의 陰博率윤 15 .2 七乃

至九때月사。l 에는 12.5 퍼 -센트이 며 10個月以

後의 I훌짧率윤 훨씬低T된다. 01 것을 다시 호洞 

짧3t5J IJ로 보연 E홈짧性 及 多“發性 ~洞 兩챔-에 서 

오다 三個月以內의 陰흉흉率。l 第‘-늪운것윤 同

하나 單發性 호洞群에서는 三個月까지에는 陰轉

필 愚‘者의 約半願가 六個月까지 에 는 그大多짧;’F 

陰괜된데 比해 多짧性 호洞群에서는 jL個月까지 

에 야 。l 와같운 狀慮에 到達됨 o 로서 그 陰博2힘 

이 多少 不良함운 까禮· 陰轉速度도 前者보다 늦 

어칭을 알수있 다. 

TABLE IX. Sputurn Conversion of pul rnonary Tuberculsis Patients With Cavities. 

l1ulti- Number Number Spu tum conversion since the in itiation of treatment 

plicity 01 negat ive Before 4 to 6 7 to 9 10 to 12 13 to 24 2-S mths Total 
of cav. patients since adm . 3 .mths. mths. mths. mths. mths. or over 

Single 29 12 38 24 7 2 2 85 
( 100.0) ( 13.0) (4 1.3) ( 26 .1) (7 .6) (2.2) (2 .2) (92 .4) 

Multiple 182 20 66 18 27 11 8 150 

( 100.0) ( 10 .9) ( 36.3) (1 0.0) ( 14.8) ( 6.0) (4 .4) ( 82 .4) 

’‘’‘ 
T otal 274 32 104 42 34 13 10 235 

(1 00 .0) ( 11.9) (37 .8) ( 15.2) (1 2.5) (4. 7) ( 3.7) (85.8) 
) indicates per centage. 

TABLE X. Time l.elat ionship Between Sputurn Conversion and Cavity Closure. 

Sputum Number Number Cavity closure by months after sputum conversion 

of cav of cav. Pr ior to Same within 3 to 5 to 7 to 9 t。 11 mths 
convers!On total closed spu t. conv . t ime 2 mths. 4 mths . 6 mths. 8 mths . 10 mths . er over 

Single cavi t ies 

Converted 
after 
treatment 73 54 2 18 17 10 5 

(1 00 .0) ( 3.7) (33.3) ( 31.5) (18.7) ( 9.2) (1.8) 
Negative 
Since 
admission 12 12 4 4 2 2 

Total 85* 66 2 18 12 14 7 3 l 
(100 .0) ( 3.0) (27 .3) ( 31.8) ( 21.2) (10 ~6) (4.6) ( 1.5) 

Multiple cavities 

Conver ted 
after 
treatment 249 180 6 12 40 51 32 18 11 10 

( 100.0) ( 3.3) (6 .6) (22.2) (28 .3) ( 17. 7) ( 9.9) (6.5) (5 .5) 
Negative 
Since 
admission 33 24 6 10 2 2 2 2 

Total 279흩흩 204 6 12 46 61 34 20 13 12 
( 100.0) ( 2.9). ( 5.8) (22 .5) (29 .9) ( 16.7) (9.8) (6.6) (5.8) 

) indicates per centage 
‘ 7 cavi ties whose sputum were n0t converted wcrc not includcd. 
“ 59 cavi ties whose spu tum were not convertcù wcrc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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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똥洞閔鎭와 홉陰轉의 時間的聞1系

훌洞閒짧와 협I쏠轉의 時間的 關[系를 觀察하기 

薦하여 호洞을 여 기 서 도 뿔發性群과 多發性힘후 o 

로 노냐서 觀察했 다. 治췄홈 ~ÍJ부터 園이 陰i生。1 였 

둔 愚者의 2동洞閔짧期間은 治據聞?읍 日字를 園l훌 

轉時期로 看{故하고 計첼했다. 먼저 뿔짧性 졸洞 

群을 보연 表X 애 表示한것같。l 힘!훌釋에 先行

해서 호洞이 閒績펀 찌j는 -~J도 없 o 며 二例에 

서 園픔擇과 호洞閒螢가 同時에 이러났고 園홈 

轉짧 二(힘月以內에 閔鎭펀 2동洞이 18(1固로서 27.3 

퍼-센트 三乃至 四個月사。1 에 開鎭된것이 21個

로서 31.8 펴 -센트이 다. 故로 협i윷轉後 四個月까 

지에는 鴻閒鎭호洞 66個中 41(固 E!P 討 62퍼 -센 

트가 閔賴되었￡며 五乃至 六個月사。l 에도 t')"! . 1') 

퍼-센트의 多원t가 閒짧됨을 블수있다. 郞 園陰

혈홉 7;f펴셔 까지 어i 閔꽃윈 2동洞줬는 55個로서 

。1 는 閒趙될 總호洞의 83 퍼-센트餘에 違한다. 

다음 多짧性 2동i펙뺨을 보연 여 기 서 는 團I훌轉 

에 先行해서 閔鎭된 호洞。1 6(댐있다. 또한 同時

에 閔鎭펀것이 12個 2個月까지에는 461固 郞 22'5 

퍼 -센트 三乃폭 四個月 사。1 에는 61個로서 29.9 

퍼-센트 표乃至 六때月사。1 에는 34個로서 16.7 

펴-센트가 閒鎭되었다. 01 는 폐述한 뚫發性 호 

洞의 開蠻速!迷와 類í~‘하다. RP 前者에 서 는 호洞 
閒鎭가 협i훌隱에 先行왼깨j가 없 었는데 後者에 서 

는 그것을 볼수있다는것이 다르나 휩월博後 호 

洞閒짧에 所혈되는 채I웹은 패핸에서 比等해서 

휩쓸떻後 大多웰의 2등洞。l 閒짧되기 까지에는 

約6(固月 。1 所훨됨 을 얄수있 다. 

V. 開放性 홉陰性호洞의 頻度

용힘放性 짧!훌性 2동洞이 라는 호휩에 는 아직 

l 

‘e‘ 

5E한 規i펀。1 없 o 나 著者는 여 기 서 暫5E的￡ζ로 

團!을體狀態가 61固月以上 續爾되는데 도 不杓하고 

호洞。1 閒鎭되 지 않고 냥어 있는 ?狀態를 。1 렇 게 

부르기 로 했다. 볕n 힘I훌轉。1 61때月 或윤 그以上 

펀 235名의 愚‘者가 가진 364個의 2등洞中 94個

(볕n *‘틴호洞 430(圖의 21.2 퍼 -센트)가 。1 러한 

聞放性 협陰·住 狀態로서 退院했다 。1 中 많-發性 

호洞。1 19f댐며 이는 將뿔짧'1生 ~1í꾀의 20'6 퍼 -

센트에 該當되며 多發性 호洞윤 75ft회로서 이는 

總多發性 호洞의 22'1 퍼-센트에 該當됨 jζ로서 

單發性과 多發注 2동洞間에 는 開放뾰 험[측'f포 훌 

洞의 出現頻똥에는 何等의 差훨를 찾어볼수없었 

다. 

넌 . 호洞性lliU훌첼‘훈‘者으l λ院期間

2효;젠 l1:1ìrIîf.슴核愚‘者의 入院期間을 보면 表M 에 
나타난것과같。1 6--9(固月間入院한 J뭘‘쉴가 낀긴 / 

10--12個月 。1 54名， 13--18個月 。1 86名， 녕-24펴 

月。1 32名， 25--3이댐月。1 19名.31댐月以、上。1 5名

。1 다. 

。1 것 을 호洞歡Jjlj로 보연 單發 I生 2등洞참에 서 는 

6--12 (同月사이 에 退院한 者가 뿔多눴를 션5하고 

多發注 2등j洞詳에 서 는 13--18個月사이 가 最多遊

를 곱하고 있다. 各群의 f均入院짧間은 뚫發'1生 

호f同群。1 12.9個月 多發住 偏(뭘IJ性 흥f同뺨~ol 16.0 

個月 多짧性 兩떼性 호洞뺨·운 20.2i同月로서 。1
는 쏘例가 첩學的退院을 한뻐j들。1 다. 여 기 서 退

院。1 라함운 治폈의 終7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 

여 모든 뿔‘者는 退院後 家한애 서 평院·헤 강한 

化똥써5法 或은 一뻐-的 虛i뾰폈法을 *찮認한다는것 

을 iW짧로한 退院。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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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XI. Duration of Hospitalization of Cavitary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Discharged Medically. 
Multi- Number Duration of Hospitalization 
plicity of 6 to 12 to 13 to 19 to 25 t。 31 to 37 mths. A verage 
of cav. patients 9 mths. 12 mths. 18 mths 24 mths. 30 mths. 36 mths. or over duration 

Q’ Single 84 20 28 18 14 2 2 12.9 mths 
Multiple 
Unilat~ral 92 14 19 30 8 8 2 16. 0 mths. 
Mvltiple 
bilateral 59 3 7 28 10 9 0 20.2 mths. 

Total 235’‘ 39 S4 86 32 19 4 

* 7 patients. who are not discharged yet. and 32 patients. who died during hospitalizat ion. are not incJ uded 
in thi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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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호洞性 師結核愚者의 死亡率
表m에서 보는것과같。1 總274名中 入院治察中

갖EL'한 例가 32名￡로서 11.7 펴 -센트였다. J촉 

中 男子가 24名(男子，횡.者의 13 ,9 퍼-센트) 女

子가 8名(女子愚.者의 7.8 퍼 -센트)로서 男子의 

內에서 {뿌展펀 狀態(呼氣時:에도)에 있」ζ으로 。1

러 한 彈겨織維의 앓rr짧을 。1 르키 는 或웰의 組織

破壞가 ßilï組힘’&內에 。1 러 나연 8市職의 遠ι、l'tJf.뿌展 

作用에 依하여 破壞缺指펀 組*앉보다 더 큰 호隱。l 

形成된다. 더구나 이러한 力學的作用윤 立짧的 

훌k 

갖E亡率。1 若‘千늪￡나 。1 는 本鼎究에 包含펀 男 jζ로 또한 遠心a、'12..로 {핏用하기 예운에 새로生 

愚者와 女愚‘者와의 ‘ 年敵上의 差異로보아서 男子 긴 월f繹한 호洞운 破평缺#貝된 8市組織의 形態j口

의 死亡率。1 女·子의 그것보다 높다고 할수는 없 

다. 郞 男惠者의 最多數가 40~59歲사。l 에 있는 

폐 比해 女愚.흉의 最-多數는 20~39歲사。1 에 있 

다는 事寶과 또 後述하는 바와같이 死亡率과 年

敵이 正比例한다는 事활로보。} 01 는 性}}IJ上의 

差異보다는 ￡히 려 年敵上의 差펄가 彩짧된것 o 

로본다. 

何에 不쩌하고 原組織의 없擔보다 織大됨 은 Í'J 

論 또한 球形을 물한다. 01 러 한 事첼들운 。l 마 

여 러 사랑들에 依해 是認되 었 다(3-12) 

그러 나 DA VIDSON(13)윤 훌洞의 內壓을 測 ‘k 
定한 詩果 모든 호洞의 內~윤 大氣壓보다 늪다 

는 結뽕플 얻고 이것푸로 머루어서 호洞。1 球形

을 形댔하는것은 上述한 彈力壓의 述心的作用보 

다는 초洞 1친의 陽많。1 fit’ti'R된 組熾f펌隨을 磁8長다음 病燮의 遊國와 死亡率의 關!系를 보연 

中等liË!볕‘者의 死亡。1 3名(全體中等liË뿔.者의 3.8 
펴 -센트)01 며 조M:liË‘병‘者는 9名(全짧重liË愚.者의 

17.2 퍼 -센트)로서 갖Et느$과 病燮의 範圍와 正

比例함을 볼수있 다. 또 2등洞짧}jIJ로보연 E홈發住 

호洞愚‘者의 갖E亡。1 5名(單짧性 뿔‘휴의 5.4 퍼 -

센트) 多發性호洞愚者가 27名(원多짧‘i生 思者의 

14.4 퍼 -센트)로서 亦是 多發I生 호洞뽕.者의 갖E 

亡率。1 늪다. 다음 年敵과 死亡率운 lE比例한 

다. 男子에 있어서 50~59援사。1 의 死亡率。l 높 

운것윤 。1 群에 關하는 愚.者數가 많었다는데 起

시키는 結뽕라고 했다. 生행的무로 氣짤技는 吸 ~ 

因되는것같다. 

다음 死亡의 直짧原因}}Ij로보연 뼈원·核이 直接

原因。l 된것 이 17名￡혹 이는 全體愚‘者의 6.2펴 

-센트。l 다. 다음 fJ홉環器系統횟愚‘에 없한 死亡

이 7名 몹펴。1 3名 J't他가 5名。1 다. 上述한바 

師結核이 直f잦~因。1 였든 17名 中 4名윤 땅血。1 

그直댔死因이였무며 。l 는 全짧愚者의 1'4 퍼

센트에 該쏠펀다. 

考 察

우리 가 X線後애 서 보는 l해浩核호洞은 할IH융된 

R市組*값의 그대 로의 形應냐 크기 는 아니 다.Í'J爾 

~洞形成에 있 어 /、l llïti組談의 乾맴% 형찾갖E 及 滋化

排出。1 第-次센12..로 이러냐는 f見象임에는 틀럼 

없￡나 우리 가 X윗f았￡로보는 초洞의 形態나 

크기 는 역 기 애 ~ft기11하역 4't/jJ웰學g、j 作用。l 꺼í1하 

여 진 狀態。l 다. ~피Ït:1J kIH값이 활숍한 lìrIï鐵은 맴J짜 

氣!랴에 는 길 에 짐 과 同!’캉에 i頁經。l 굵어 지 며 P乎

氣時에는 짧어지고 또 i펼經도 가늘어진다. 그럼 

￡로 吸氣u권:에 호洞內에 드러 갔든 호氣의 全部

가 呼氣I밤에 排出되 지 옷함￡로서 2동洞윤 원-局 

高壓 o 로 應服된다는 것 이 다. 더 구나 호洞 o 로 

開口되는 氣짤校는 結核깐E 病갚윷iζ로 因하여 8뚫 

R즙되 고 또 肉뽕組織의 形成。1 냐 폈폈性 쫓縮等 

o 로 不完全쨌?흩을 。1 르키 기 쉽 다. 01 러 한 狀薦
는 호洞內에 로 2등氣를 짜入시 키 기 만하고 그排出 

을 때il1l)한다. 그러 므로 더 욱 초洞의 搬*-를 꽤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칼洞의 搬大나 球形形댔 

에 는 上述한 機博의 어 느하나만。l 關係된다기 보 

마는 두가지가 다같이 째與한다고 보는것이 쫓 

휩할것。1 다. 

졸洞은 이 와같이 周웹뼈짧織의 a월1力짧짧의 立

짧的 J)_ 遠心a、j쩔引괴 호洞i^l꾀즈의 高~으로 랬 

랬R影8長된 jlk態에 있 o 므로 。1 것 이 閒짧에 。1 르 

기 텔해 서 는 予先 。1 러 한 J찌i경!헬‘하j 作朋에 *곰拉 

하는 힘 。1 1JfI하여 저 야할것 임 을 행解하기 어 렵 

지 않다 AI氣없。l 나 폐]탱~ I젖形術과 같은 댐t lltt 

폈法은 上述한바 초펜JI페 u꾀펴폈의 g월1力따 써{젠을 

a따淡시 킹 은PJ~i폐 ì.iífi.:ì:줬웬交를 Jill í버 þtl장i함」ζ로서 

2동洞을 ~~J삶에 로 이 끌게 되 는것 。1 다. Coryllos 

(14)는 虛뻐폈法에서 ~~洞。 1 f:껴錯되는것은 초洞 

에 。1 르는 〔헤E"i3:氣싼x의 Jffi l피開짧에 -(t(하여 호 

洞內애 로 호氣가 도터 가든것 이 짧짧I되 연‘’ 앉깎: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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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호洞內 호氣는 早뼈間 吸.lj5c되 어 호洞운 奏縮

閒鎭된다고 했다. 나아가서 호洞內의 ~氣吸l않 

는 結核園에 게 觀素缺￡狀態를 줌」ζ로서 그發育 

을 ;fJP힘I하고 또한 低짧素狀慮는 織維化를 ;í.못進 

함jζ로서 病變의 治穩를 f足進한다고했다. 

。1 러 한 學說은 Auerbach et al :(15, 16) 及

Tcherikoff et al (17) 等에 依해 -j홉補週되 었 

다. 볕n 그들은 호洞의 閔鎭Y台憲는 호洞」ζ로 連

絡되는 잖注氣管支開口:部의 閒鎭에 依한다고했 

다. 걷n 氣管支호洞開口:홉1가 閒짧되연 2승洞內의 

4‘t‘ 2동氣는 早i훤히 吸1&되 며 호洞의 횟i숨 이 。l 러 난 

다는것 이다. 同時에 훌洞內에 X끓참하든 乾뿔性 

物質은 i農쩌듭을 。1 르킨다고했 다o 1!P 軟한 후￡협J찌 

質은 기〈分의 吸 tgc와 더부러 짧化되고 뒤이어 그 

中央에 서 부터 石1J(沈훨。1 始作펀 다. 同힘-에 호 

洞용좋윤 Collagen 織維·의 增챈무로서 結털에는 

Hyaline 化하게 펀 다. 

~ 

-方 Pinner(18)는 호洞의 閔鎭는 流注氣管支

의 閒銷없。1 도 。1 려난다고 했다. 또한 Lannec 

(19)는 호洞閔싫는 2등洞활의 짧짧f生 폈훤Ì'Ì 奏

縮에 짝한다고 했 다o Hubschmann (20) 은 호洞 

의 懷헐注治優는 *농統織의 t합꺼훌에 깜하여 졸洞 

뿔。1 t챈次 IJE I1윷되며 同!랴에 I칙훗組織。1 ~효洞內部 

- 를 채워서 *좌末에는 內않을 쳐1 운다고 했다. 

Iρesh(21 ) Pagel et al (22)은 ~:同閔鎭는 上

述한 여러가지 條1牛中 어느 한가지 만Z로 되는 

것 이 아니 라 초洞활의 織i生폈평 f生 윷융縮。1 나 氣;쏠 

支 2동洞겁:덤口部의 閒짧等과같은 因子들。l 다같。1 

作用펀다고 했다o 01 러 한 여 러 가지 學짧은 臨庫
上￡로 歸察한 結뽕와 갖E상앓解흠IJ 或윤 生뿔에 서 

切除한 標껴;의 웰R察結-果를 結付시 켜 서 내 린 推

定的結-띔에 지 나지 않￡며 ’ 호洞의 閒鎭治폈의 

病理햄홉IJ學:i't'.l燮化의 經過를 l라間βI;J~로 싫벌까§할 
71 。 어니 
-e. τ::- .. λ I.-r. 

홈者는 2등洞의 ~J상lf台R전에 있어서 호洞할의 

‘? 織維性 癡폈性 쫓縮과 氣管支 호;同다텀口강5의 閔
銷가 다같。l 重떻한 짤폐을 한다고 생 각한다. 

그러 나 4히 려 2동洞짧의 뚫結이 氣쩔;3(:~순洞댐 口

홈1ì의 E덤핑에 先行해 서 이 러 나며 이 러 한 作쩌。l 

氣管支 초洞聞 口:힘의 F허짧를 招來한다고 생 각한 
다. 적어도 초洞閔짧를 氣짤支 호팎iJF해口部의 閒
홍j만그L로는 說明할수없는 몇가지 {않(!j:들이 있 

다. 먼저 호洞閒짧가 氣管支 초洞開口部의 閒鎭

에만 依存펀다연 化學흉法은 氣管支結核을 早遠

히 治찮(23 ， 24)항과 同합헤 氣管支 초洞開 디휩 

의 上皮化를 。1 르킹 무르서 (16) 흥洞閒銷와는 反

對的」즈로 作用한다고 해 야 할것 이 다. 그러 나 事

寶은 이 와 같운표反펠로 ft평폈法윤 호洞閔鎭를 

크게 뾰進한다. 다시 달라자연 洗注氣管支나 氣

管支 ~i同開口部의 E검뚫는 여기에 있는 結核住

病월‘。l 그閔쫓싫어:1 1을록한 깝뿔](5 ， 6 ， 14, 15 ， 22)을 

하는데 化學폈法운 이 를 루팍히 治찮시키고 上

皮再生을 함￡로서 그없찮에 *솜m的 o 로 ↑''F ffl한 

다고 블수있기 래둔이다. 끼請 高랐로 進行띈 

氣管支 結탔에 서 는 fr:!월흉法이 이 의 폈頂性꼈%듭 

을 防止하지는 돗한다는 훨.찮을 是認하드타도 

事態는 조금도 달러 지 지 않는다. 명n 化學癡法의 

쳤j果는 。1 러 한 E휠헐하고도 高f찾로 進行펀 호洞 

性 結찢에 서 보다는 휠뜸한 ~洞 f生횟뿔.에 서 더 

욱 顯著하게 나타나며 。1
0

러 한 病뚫어l 서 는 氣管

支의 病燮도 월，품래 서 그줬평注했쩔의 족~~환、도적 

다. 그럼 에 도 不점하고 化황텔法의 섰j폈는 。1 터 

한 病싸에서일수득 _ -줍쉰퍼인데 。l 는 괜꿇히 

호洞閒짧를 vífi主氣쓸:x나 氣管支 2등洞開 口部의 

開螢만우로는 칩'tS/~할수없는 좋은 證左。1 다. 

筆者는 氣管jz 호f침3점口:홉권의 E검鎭는 。l 것 이 

-次的￡로 이터나는 뜯컸。l 아니라(적어도 化

學뤘法下에서는) ít득갖폈설의 책力한 拉結*갖협 

作用과 (25, 26, 27 , 28) 초펴I꺼 漫透力무로 당마 

아마(29 ， 30) 초펴內에 서 쉰行되든 話核性 破t증 

作用이 終생되고 츠는洞周圖의 ‘효潤性풍愚。l 댔Jb: 

되 연 초洞훌훌의 뒀3씁;줍 IJZ 肉갖F침이 폈，흉'1生Jf!x:rr;겸 

을 이 르키 며 이 터 한 호洞全짧의 거〈心↑生奏짧。1 

結局은 여 기 에 솔철우료 댐口되 어 있는 氣管호 

를 그開口핍에 서 참j짧한닝「고 생각-한다. 이러한 

二次하j인 氣깜:호 증꾀때口핍의 E검짧가 그 後의 

초.펙閔월를 _ 츰 딸 ítO몇쌀할것 입 운 i폐述한바와 

같은 편체￡로서 향쩌하게 혈팎할수있다. 

다음 5갚ßlÇ에 서 ?主往히 칼洞。1 治橫途다J 애 完

全히 閔짧는 되지 않￡나 책’;깐， 히 크기가 적어지 

는것 을 볼수있 는돼 야 것 은 초洞헬의 f찢파'i生!IJ:원 

說을 안가지고는 說뛰할깊이 없다. 다만 이러한 

種類의 호폐에서는 2등꾀:’i 닫f 찮의 과:ld펴力。1 不

充分하거 나 또는 펙注뒀찜;호가 여 러 떠이 거 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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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其口짧。l 지나치게 굵어서 相當한 程度의 호 램앙者에서 그像後가 不良한것운 年騎自많의 影짧 

洞뿔의 ~文縮에도 不抱하고 그開口部가 完全히 

閒賴되 지 옷하므로서 호洞。1 完全閒짧에 到達치 

옷한다고 해야할것이다. 0] 러한 호洞의 變化는 

氣管支 호洞開口部의 閒짧說만」ζ로서는 說a月할 

걸 이 없다. 왜 냐하연 理論的 o 로 流注氣管支의 

도 있을수있￡냐 더욱 重맺한것은 高敵者의 病

향율이 大部分 I빼-앓’뾰。1 라는데 크게 懶係될것이 

다 또한 훤벚한 事웰운 若年者에 서 쉴:핑!찾로 

進行되 는 急I生Iìrti;j:월核。1 化월:鷹法에 가장 잘듯는 

揮類의 {f.Jf‘候。1 라는례서 。1 러한 年敵폐의 治!원:똥: 

.. 
閒鎭는 必然的으로 호洞을 閒鎭에로 이끌어야 의 옳가 생긴다고본다 McMahon 及 Kerper 

할것 이 며 氣管交의 不開銷는 호洞의 크기 에 燮 (32)에 位하연 思春期愚者의 호洞의 治짧~o] 
化를 주지 옷하거 나 또한 氣管支의 不完全閒짧로 

因해서 辦樣作用(Valve Action)o] 있을혜에는 

호洞운 ￡히려 總-太(31)될뿐이기 혜운이다. 

다음 나중에도 記述하겠지만 탤활호洞의 閒짧 

2흡파 짧현훌Z흔洞의 閒鎭쩔;의 差異도 氣管支호洞開 

口部의 閒짧홉로는 說:껴。1 안된다. 명n 庫홉훌호洞 

性 結{갖윤 主로 病燮이 陳짧하고 高I첼로 進行된 

것 이 여 서 。l 런데 서 알수록 氣管支結核운- 甚할것 

이 고 그러 므로서 氣管支練Z즙。l 生길 機會도 않 

을것 이며 따라서 호洞閒賴率도 더 좋아야 할것 안 

데 웰地는 。1 와 反對로 。1 런호洞알수록 그 閒짧 

Z용。1 냐뿌다. 이 는 호洞閒鎭와 氣짤支 초洞開口 

部의 閒鎭가 密;f&하게 關係、되지않음을 말해주는 

한좋은 뽑據이다. 오히려 R홈홉훌2동洞윤 원훌용좋~洞 

에 比해 ~洞헬훌의 彈力·뾰。l 缺如되 어 있 o 으로서 

호洞뿔自짧의 收縮。1 開 口펀 氣管支端을 閒銷할 

만큼 充分할 程度로 。1 러 냐지 옷한다는것 이 그 

閒짧率。1 不良한 理由라고 하는것이 쫓當하다. 

Pagel et al (22)은 호洞의 治i찮는 閒銷性뤘浪 

性Y감慮 閒~t↑1: 遭縮性治원월 JJt.. 開放‘i生治處의 세 

가지 로 分類했 다. 그러 나 Auerbach et al(l5)은 

閒쩍性癡따性治愚와 閒鎭性끓縮性治찮는 同-한 

機博에 依해서 야러나는 것이으로 노늘 必몇가 

없다고 했다. 郞 그들은 氣管支 ;2;洞開口部의 

閒짧가 호洞內容物。1 完총히 排1fJt펀 後에 。1 러 

나연 閒짧性癡낌흥을 가저오여 開口部의 閒짧가 

호洞內깐物。1 完全히 排i世되기前에 。l 러나연 閒

銷性짧縮뾰治{찮를 가저 온다고 했다. 

著者는 本觀察에서 非外科·떼 폈法下에 。l 러 나 

는 호洞의 開鎭性 r癡폈얻I:ñ음愈와 開짧'1生 폈~’~ 

治慮를 -f좀해 서 閔짧性治훤로 Jf:{t及하고 이 를빼 

짧했다 먼저호洞의 閒績治짧率윤 性}lIJ에 依해서 

何等 影뽑.을 받지 않음을 보았다. 그러 나 호洞 

의 쨌後는 年騎과는 反比例함을 볼수있 었 다 il훤 

가장 나뿌고 훨;化率도 많다고했￡며 이는 結核

。n 對한 짧t;t力。1 낮은데 起因된다고 했다. 持

히 이 러 한 現象윤 思春期의 女愚.者에 서 -層顯

著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化월:據法 以前의 

일 로서 本觀察에 서 는 。1 들 年敵뺨，훤‘者들의 Z한洞 

의 治훤率。1 가장 高率。1 었음을 알수있다. 이 

는 웹蘇한 쓸:~-E뼈結核에 對한 {t쩔폈法의 總월 

á"J안 눴j폈를 말해 주는 證左다. 

호洞의 左右폐WJo] 나 6市野(上中下)5)IJ로본 位

置의 差는 그慘後에 何等彩뽑을 주지 않는다. 그 

러 나 邊솥·뾰호洞운 深在性호洞보다 그閒짧率。l 

相·當히 不良하다 Tehertkoff (33) Goldman et al 

(34)에 依하연 ‘호洞의 閒짧에 있 어 서 호洞l휩 

圍에 {후 t뭘性이 豊富한 8市組織이 많운것이 有利

하다고 했다. 틴rJ 호洞활이 求心性쫓縮을 이 르키 

기 혈해 서 는 周댐뼈짧織의 {뿌展。]~、혈하기 때 운 

。1 다. 助.戰直下의 호洞운 초洞활과 ψj腦!힘에 뼈 

展性을가진 R市組織。1 極히 적 을뿐더 러 設令 그 

사。1 에 홈千의 l해組織。1 있드라도 무짧間 織維

化를 이르켜서 f뿌展-션t_ o] 없어질 뿐만아니라. 0] 

러한 織維性 燮 ft는 그自짧의 奏縮作用과 또한 

體원훌IlJJH떳과의 f환켰틀에 依하여 호洞혈의 求ι、性쫓 
縮을 도움는것 이 아니 라 오히 려 이 와 [j_줬的으로 

作用한다. n힘핏部의 11JJ_ij찾直下의 호洞이 나 下떻 

의 Superiov Seqment의 ~洞의 開짧不良윤 。l 것 

이 邊在.t生호洞이라는데 그웰由를 볼수가 있을것 

이다 

X웠上￡로 圓形。1 나 指댐形을 물하는 갖‘同에 

比해 三角形。1 나 多角形호洞은 그開짧꽉;이 大端

히 不良하다. 호洞。1 때形이 나 랩맴形을 뭘하는 

것윤 호洞않의 써{縮‘~o] 나 호洞j렌챔의 1ìrti :Í\1l織의 

彈71性。1 比政的 잘 保함되 어 있 고 또한 均짝;함 

을 말하는것 이 다. 다시 말하자연 。l 터 한 갚洞은 

그것이 오래되지 않윤 폈r뺑한것이거냐 또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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力↑1:에 큰웰化를 이 르커 지 않은 ßili組織속에 .1:. 

긴 &; i템엄 융 말해 주는 것 이 다. 011ii.떼에 三띠形 

01 나 多角形호洞윤 호땐íJ~짧가 때i띤한것 。l 여 서 

뿔의 빼展性。l 部分的으로 달러 겼거 나 或은 앓 

으l 두깨 가 달러 졌둔가 또는 周圍1ìrIï.~Et織의 E뒀範 

한 i훗쇄.[성i햇‘化 센히 織폐:íi性짧 (t훤~i응 l점해 서 그 

뼈縮‘엔:01 달러 졌든가 或운 이 것 야 할il폐밸융 不빼 

HlJ하게 쩔引하는띠1 i랜~I한다고본다. 또한 이 마 

彈 η性을 잃은 뼈·組r織內애 生긴~ìlf;J (f91J컨t!ll 混

縮쫓;떼의 J1j:軟化) 옆도 꺼論 多角形을 뭘한다. 

。1 러한 上述한 짤 (t는 1월燮。l 흙I황였음과 同Jf칸 

에 오래 되 었 다는것 을 말하는것 으로서 그i'fìfl월1힘 

。l 不良하다는것을 웰빼;하기 가 어 렵 지 않다. 

초洞의 크기 와 그開짧외-의 關係를보연 한:쉰f 

3cm 以.1서의 크기 와 숲'(f.iJ사。1 에 서 는 그크기 애 

關係、없이 閒짧쑤~ 01 大端승1 좋 o 나 3cm 以上의 

호洞의 開짧힘은 폐者애 lt해 훨산 不良하껴 同

Jf상에 크기애 比{제해서 附鎭$도 f!í;-F된다‘ 

Graeff(35)는 治慮펠수있는 초‘패의 크기는 한 

經 2CM까지의 것이라고댔고 Hart et al (36)은 

治慮펄수있는 :쉰大의 호펌j은 3~4CM 直웬.의 

철‘同이 라고 했 다. Selikoff (2) 는 3CM 以꺼 

D’Esopo(37).는 2CM 以 l시의 2칭패의 治1펀率。l 

그以上의 크기의 것보다 훨산 응한다고 했다. 

Pagel et al (22)은 초 폐의 ?감행애 있 어 샤 크기 이1 

附찜가 있 다고는 말한수 없 다고도 댔다. 딘1I 엘 

마以下의 크기 의 &: ìjiiJ은 때鎭되 고 얼 마以上되 는 

초洞운 治짧되 지 않는다는 服w출 그을수는 없 

다는것 이 다. 01 는 모다 펴펴·한 根h셨를가진 요fη 

라고본다 j피述한바와갇。1 ~한洞의 크기는 그깃 

이 그대로 Rilî組織의 缺펴을 펀~:'*하는것은 아니 

다 호;同운 周國8市組織의 迷心f써 立{않(1"J짧낌 Iff. 
f섬과 ~‘何內의 陽.따에 依해시 t핏t쩔:l1i1i，fJl織의 ífJ( 

f員보다는 多少를 莫체하고 펴太되는 것이다. 얼 

마나 커지는가는 쏘혀 l폐 l퍼Jìrlî ，t;lì짧의 d랜力센i의 

多~와 숲젠]內 Ii안의 돼f!í; "11 닫려있다. 그런으쿄 

크기 안가지 고서 갚i폐의 ffrl섣 iJ~ i‘f ~을 폐iì한다는것 

이 때않하다는깃은 --Jll(가있다. 그러나 이려한 

펠을 켠i ll\l:ol1 넣 드라도 k:i쐐i냈밍센fI씨|“싸I'J~ζ효로L는 판z작삼써”센써íi페i] 

적 은 2갖E 꺼洞i] _1보i디다.11川빠lîI페îI파lî뎌폐t센폐l덴1센펴*섣폐f싸A의 iIJ~-tf't~ 블것 이 랴는깃 응

경 작헬수있 으며 따라시 t(-ì~~~젠:이 끼"Þ!.하다는것 

도 :11 11;펌”’.J으로 j옹'f i'í'"할수있 다. 끼;:v’R싼에 서 는 3 

CM 以上의 호洞의 閒짧~윤 그以下의 크기 의 

초뼈의 r-f1銷욕설보다 -顯著하게 不파했다. 더욱이 

與행있는것은 2CM 以下의 호洞의 해짧率괴.2~ 

3CM 크기 의 ~ìjiiJ의 閒鎭에 는 何웬의 差異를 볼 

수없었다는것이다. 

호洞뱉의 두께는 治찮率애 짧짜하게 反빠한다 

ùn 뿔이 밟 을수록 그問짧治1원率이 좋Z며 두ιl 

우연 두바 울수록 治經率。1 不良하다. 이 와같은 

事판은 양洞의 閒鎭가 氣’i원갖호洞閒口:&iI의 閔銷

안 o 로 。l 러난다고는 할수없는 산뽑않의 하나다 

호洞閒짧에 있 어 서 패않호洞 J!n 핸의 {냐’縮性。l 

많운 갚洞이 댐조감로 閒짧된다는것윤 호洞態의 

상æ，fi:íi.j1: 폈폈性 1&縮。1 강ifIlm섬銷에 Mi:맺-한 投뽑1] 

의 하나·을 據헬하고있다는 좋은 說修이다. 초洞 

뿔이 l댄하다는것은 그퍼않가 오래펀 病燮임을 

말하거 나 또한 化學:폈-法의 週用이 "'1바"，[，퍼하'J~로 

選延되였음을 말하는것￡포서 。l 러한 숲폐의 t껴 

짧率이 不良함은 ;’I힐·然하다고 할수있 다. 왜 냐하 

연 부述히 o/)..Q1(되지 못하고 냥에 있는 꽤!퍼찮댐 

은 結同 ~t짧(1:하거 냐 織維化함」ζ로서 초 ifliJ뾰[란 

두엽게 맨들기 때문。l 다 ，펀원를 꿇i판」ζ로 하지 

않고 호洞自體를 옳準」ζ로 해서브연 l견쩔따호洞 

과 多평性f띠立性 호洞때에 는 뎌'1짧f쉰!평2￥:에 훌힐異 

가 없 었 다. 그터 나 多滋·注않/슴性 &;洞의 i'fì펀2쥔 

은 顯著하게 不良했다. 上述한外 fi!:싫性 호洞과 

多줬~H띠立씬1" 갖洞 r.ll에 開鎭풍;에 렐가 없다는것 

은 {l(iJ (11d의 초ì[fiJ을 꿇파￡로해 서 하는말이 다 딩[1 

j건發샘: :'l등洞，효l‘考와 多짧性11l1.立 '~í: 호洞，펀‘컴·사。1 

애 껴， {보하는 前폈하j인 f앓後의 릉닫는 여기에 反l맞 

시키지 않고서 하는말이다. 여기 λl 重大한 짧e따 

은 多쩔性’，않合셈~ ~동洞의 開짧젠。l 大端히 不良

하다·는 것 ￡로서 이 는 治폈法의 건~1행에 있 어 서 

깊 。1 考I핸되 역 야할 間핍임 을 말해 준다. JW 01 러 

한 愚.렴에 서 는 可能하다연 ljl쐐이l 추術的혔法。l 

j힘m되 역 야 할것 이 다~효洞}꾀 l펴의 漫潤性俠뿔‘은 

다1휴1ft 或은 그tJ，‘下의 행j면애는 2펀ìfliJ방1짧플 wî 
;감하지 않었무나 품!하한 f，J;j!웹 i월 il꽤은 。l 를 ~íJ';페 

히 不良하게댔다 2침洞)~~ i펴의 i풋삐’t1앉.:J!‘은 X 

웬上」ζ포 經하거나 或은 Ij.l원!하일 ul1 애도 밸서 

~<~t't.한 i장出 tl:으1 f끊따플- 지 나서 j까?파 씬:01 거 나 

현펌fh풋1원j일애 가 많다 그터 나 。 1 i"!'1 한 i풍ìf'lJ 비; 

펙조라도 그것이 7.1 냐7. 1 개 침ï J f{:한것이거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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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 이 이니 면 化學폈法에 {K해 서 lt폈‘센:J I따 I[í( 

가 질된다는것운 。l 미알여진 事젤‘이다 .. (2 , 38). 

그리니· 펴바한 갖폐周 l펀찮潤이1에는 ..2..래띈 就애% 

~I:燮化나 HH;ι-‘~I.: 燮·化가 i않在해 있 o 매 이 러 한 

~tri* '~I:폐조는 化젠1향法애 ffi:해 서 도 I냈 'J~가 찰 

않되 거 니- 펴응 不섣'd-~하거 나· 退 I파원 ￡로사 」ι다· 

많은 淑if:f~'I:L:燮 ft괄 。l 르킨다 I냈 I~{되지 풋하고 

냥은 힘짜~U풋測은 갚洞tui짧。n ι、꽉·한 周 Ift1뼈f組 

짧의 a댐 -)J fI:윤 ;JJ잇따하는데 환f앓할것이며 또한 

쩍체i펀 織훼k組*ii\은 그퍼뽑의 갖쉴춰§作져}에 依하여 

~폐핸윷 :;R心!꺼쫓網과는 fi품‘f方向 o 로 쭉닫녕|하 

는 作.m윤 힘 」ζ로서 헬洞I펌箱 힘을 f파下시 킴 은 

後述하는 u~에-갇다. 

------- - -- - • 

!원핑Z징웰을 줄것 윤 Í'J倫。l 다. 

~i폐의 (if.짧은 짧fiti:하게 그閒鎭i台f옳*; 011 影웹 

1한다. 이는 쉰사，，1 알수있는 일로서 i陳휩한 양 

洞일수콕 }i씌f이 고 .!E ~i페으1 形狀도 不행，WJ해 

지 며 結局 이 러 한 호폐플은 *般가 f台폈가 ￡뿔延 

되었거니. rl" 쩨펀깃들이띤시 自然 2침同l해 l펴에는

l뱃훨한 j줄i돼 11:燮 ít 1111 ~i;빼 ft와 함}꿇의 *뼈:It性 

燮 ft가 it격 사 그itìff설2￥; 01 不良함은 ïìíï述한바와 

갇다， 71>:觀첼애서..!i!..멘 생긴지 六個-셔以 ~I의 갚 

폐의 閒짧2휴。l 가정- 좋3ζ마 7 (llil 셔 乃玉 12 {I~!)극 

되는 호i同도 ~íj:활..!i!..다-는 옷히-나 lt較ß'.J 좋운 ?쉰 

j한率을 」ι에준다. 그퍼니， -젠以上뇌는 갚洞의 

r{l鎭쭈윤 大端히 不良하다. 이 는 1ìr1ï~녕i核에 서 ljl 

~n 호洞周따1의 織紙‘ ~I:燮 !t는 뺑~n찮일때는 호洞 JUj암r폈가 얼마-나 !l='~맞‘한가을- 말해주는 좋은 짧 

閒짧애 편;影짧을 주지 않￡나 야l 편!딸 或은 其以 據。l 다. 

上애 서 는 화폐開鎭플 顯홉하게 [隱뭘한다. 이 는 다음 化쩔據法fíi獨Wf과 化學폈法]}_ 虛IBt폈法 

前述한비-와갇이 껄洞」ζ로 띠하여 웹擔되 였둔 쫓 {1t- f샘 f젠윤 Jt較해 보연 虛|從폈法 1JI:댐 7쁨의 할洞閒 

隊읍 :i.J1우기 짝해서는 초洞많의 쫓網에 따라 周 짧~;ol 化쩔:據fk뀔ø.쩨힘’보다- 良tH.함을 올·수있다. 

i팩 ßi!îH!織。l 그만큼 빼뭘되여야 할벤데 호洞周웹 이는 虎IJtU~t.É;으1 週l@~選챔‘。l 選探的이었다-는 댐 

의 織;HfJIl짧은 그 f킥體의 쫓縮3E도홉돼져 경한7허--_힐i下"1다l 그러 할것 이 다. 今 H 化쩔:폈강、으l 總웠. 
않을· 갚ilfiJ 의 마l心괴·는 反펠方向￡로 쩔낌 |함~i료 的인 갖11싸와 f지|싹폈f송의 ;T:!:iJ..~한 發밟‘~Stι -1더-

서 호 :i'iJ의 rt-l짧와는 해flL的.2.....5:. f'F- ffl하기 때문 Fi~J /j힘mt폈法을· 쏘혀 !셨끽견不願하는 械~Mo l ifr多

이 다. 또한 호洞周펴애 짧維~E쫓‘化가 많"':}는 꿇 하다(적 아 도 ;깔탤l애 서 는) 그러 냐 01 는 이 느원J~ 

편은 따다·했든 찮潤~E횟.뽕。l 탐í fit하였음을 말하 지나천 5낀타Ii일넌지도 모른다. ft평폈-깐;은 人T

거나 펴윤 化쩔:폈·法의 閒 ;ltJ와 鏡病|랴뼈와의 f김} 쩌쩨이1 샤 흔히..!i!..는 상f1Nú~인 nf; 1ì횟값H'Í' tw/나 빠맘'JI 

{폈。l 大端히 길 었응을 말한다는것윤 前述한비-와 

갇다. 

다음 [ý_판H!ll帥의 病燮은 輕한 境遇에 는 全-해 

病쩡똥이 없는했過외- 마찬가지로 갖洞開鎭에 펀잎彩 

뽑을 주지않 o 나 ~þ ;等度或운 그以上의 것은 호 

洞閒짧을 쩌쩌’히 不良하게한다. 여 기 에 는 여 러 

가지 패1m 가 있 윷수있 을것 이 다. l![1 惠者의 파抗 

~)J ii.쪼:f，ìl11 1ìr1ï病조로 부더 의 氣월;支'~È散1Ìi의 꾀Tíj~ 

,t’1: 또한 [(1，;팍하고도 i힘않-한 振抗혐 /ß現의 可많 

‘~I:은 끼.폐。 1 '~l ~찌띠!IJ ‘~I:病륭한앨 수록 I팽휩한 깃 일 때 

化틀 :tf~;fjil힘·운끼폐 또한 。l 러케 함.2...-로서 IJfJ Iì댔 

”라I덴로오는 flili鐵 i뱀원닫기~;4g{fË갇은 不j싫a快한 잖 

遺&을 !찌11:한수 있 ￡므~ 規模있 고 賢II;-J한 -

|라센j虛ij兌폈~i)i.의 [lt-Hl은 아식 도 有찌한 7fì폈法 o 

로 칼{셨되 여 서 까!~ft}j한것 이 다. 짜히 1r.;;11.폈法쩔~J 

의 充分한 ~배이 어퍼운 境遇애는 더육 그러한 

。l 다 

AI氣n용운 上~한u1 외-갇은 삼 11애까~" 1 있 고 또 
한 따mlltt病燮에 껴·꾀하게 L닫方한수있 즈L요보 外

훼·的폈r1;으1 j힘l젠이 옷되는 ，랜책에시는 까f4 F.!'.‘j폈· 

가 않은깃도 짧셀!"1 디 또한 바펀f見象으호 나티 n、이 ï'J Fi~한 :II~펀애꼬 이끌기 택한 1j 'lλ‘으로서 

니'.는 ßi!i陣의 쫓짜1fF-뼈아 !司|바에 펙멍11 011 나타냥 파川쉴수있음은j/J ，ihíj 떼 오는 그듀! 깐양가 땀!lU]ι.1.土 

iιj응시 -(WIß， !i의 갓i!íill찌짧에 ι‘펠·한 떠 I웹 ßiIi.tJi減 

의 횟폐i을 띠j탤‘한다고 쓸수도있 다. !!rJ ti.폐따IJo11 

있 는 rll 판}f(~ 파운 챔!젠의 *감침을 。l 료짐으혹시 

跳P홈했을 ‘팎，jJ한다년 ~~ ;rÍilol 앙.는쪽 iji!i짧운 오 

히려 !이l깐한 으윗J! 이속폐 있는갓洞의 I껴領애 

의 당운 껑j짜닫 기.7.1 깔매 가- 있으E__i2 J섣 1"j히1 시 

{웹 IJllL있는 ifì폈i1‘。 1 ~삼 l니l 가 있다. 

다만 이 i:! ] 딴 ~1I5t폈꾀、은 化1주~1J.W~-'t!.다· 約三:.fllil

셔 늦기1 ~f1f'lõ하는것 이 딸l떠하다. 에 니 하띤 댄tlU~ 

폈ii;이 。l 축하는 낌~;I，il !Y'l짧는 많i，j!ì-( t일 ull 가 않￡ 

、

‘} 

~ 

'_)-、

‘녕 



나 우 리 가 願하는것 은 i~Hí김 fU츠다는 F않@농-↑"lì'Éìhli 

오’으로 化學폈法으로서 Z등 f同內를 lt뤘마]淸tt:、케 

한찮 虎u맘t4향}파윤 기íI함으로시 i원j‘꾀 í l:블 믹-거 나· 

或은 이 플 〕놨·少 ili\애 끄치 게 한수있 기 때 운이 다. 

분만아니 라 이 퍼 한 方法￡로 터즙脫#형#;;윤 處方함 

o i료서 ít헬1향(:M윷 프: {파l 딩 rÁJ?~에 開짧되 는 I듀WJ 

問續초;同애 게 不z、냈한 밟f따폈ili을 끼l하는 짧플 

〕많:핫수 있 게 해 주는 -삽: !.i}j'j을 ，t~( ;윈 힐-수도있 다. 

마지 막우루 끼治폈l뿌과 N.;쉰 폈버‘과의 F염 I系플 

j츠떤 이 두[;ì' λ).이 에 는 찮ìjnJ~져평감':~11 뤘著한 쫓j훌 

가 있 다. 딛1I 治평 l뺨으1 I뛰짧적r.i 0 1 )C端허 不良하 

다. 그1껴페l 

칫째 j고~ jl파l냐L감f治음형擬중 R멤l'일 ζ수F콕 f病적￥燮핸。야] ~陳東 t휩즘한 것일境j원 

가 많타는 것.:1') 둘째쿄뇨 i1fi삼훤 I~'í;멜수」듀 ι . ïJ I.. 

펴，lf:_J， l텔으1 ftti혔i'1:"1 않 10).는 '/! ‘ 1 ι1' ， 이 는 이 미 

여 러 사단(39 ， 40) 등에 따 tl] 띄n낌펀 잉1.다 그럼 무 

로 -J~.，r，6f'f-펀 ~Iì縣-는 病燮‘윤 非活1d1!핏 ft애로 

。1 끌예 까지 폈폈되 여 야 항은 끼~niJ' 그後에 도 7f. 

分한 째f웹 (꽉 j、짧 í'\WjJJ~ ) 평찮합」즈로서 }다짧防 
JI:: 01] 1it Ú댐한것이며 f쉰폈으1 'Þ꽉은 다응治뭘'~lì 

莫 t한 影響을 준다는것 을 짧.c，、해 야한다. 

x × × 

Z등洞閔짧익 j갤j따플 ï연 따}앓i원 ~ ;同의 約半

젠가 f台뤘f;검 lκìt것 Î ,(I!i! 티 까지 。11 는 f쩌짧되 고 lL(lur 
처 까지 에 는 ←}:;_多랬기 r;{j~필됩 fi- 븐다 이 -룹- 초섭;iJ 

줬5)1)로브띤 }i-1-쩔↑t 갖洞에 사 는 Î，{:피 1개 까지 에 는 

，杓三分之二기 f춰徵5'1 니- 多줬↑':1: 5~?펴애시는 。1~

다 若子 늘아 지 u] G] 욱이 ~~n 핑合 t~ ~洞은 

-j홉 그".]하다 그럼￡로 FF강찾바 갚V툼~ .:볕‘f경외- 多

發性 호洞，련‘합의 ifìi향 ;씨j멜의 f티JjD려:期에 는 f=!샀 

差뤘-가 있어이: 한깃이며 多5H~ ~친폐 t쁨에서도 

六個月까지이1 갚 ìfoll까鎭가안선다고해서 그治짧가 

웰상j하다그1.. '，:IJ짧I 쉰- 내리는것은 때로는 j핏샅떠。1 

쉴때가 있다는깃을 잎이야텐다 

× × × 

i험참‘셈깜은 .If]~J 85.8 :0:1 -씬2i.있￡니- 이는 y、

院’펴;!，Jj부더 !잦'['1→이있둔 11.9 :0: 1.- 센듀기- ~J .. f!ì‘펀 

갓。 1 ..'2.5!.. ’iif 'Ni'I"J인 1슛꽤쉐.은 73.9 펴 -센흐이 
다. 야것 C- ν;:~ ;liiJ 웬)jILl{_ ~~년 1김맺 !'I : 깐; 깎JIHι11 서는 

92"! :，:0 1 - 센고 ( 'M뤘에‘JI슬펀;↑ 은 79. : ι 1- 샌느) 

多녔i'~ 6'~ iHn'(의 F쓸 h한쇄‘운 :52 , :1 :'1 -_ 샌 프:-C ;;f ’칩 

i끼陰 f행한은 71'5 .\f 1-센특)쿄시 j윈 L같 l-l~삼대iJ의 덴 

- 2 3 

q맨걱'，i 01 若千늪다. 훤l윷뱀의 j핑I횡를 보연 딘’{작 ìl 

7J_ 多폈 I主초f同펴~T，똥이] 서 보다- 陰평될 J휠‘흙의 쉰、j 팎 

당이以上。 1 ~f固 틴 以F^-J에 「흥~댐되 고 웹짧‘따 Z한↑同 1\; 

에서는 六{펴틴까지애는 7、多젠가 l펙넨됩을 올i 

있 다. 그러 나 多찮‘I~I: 호에iJ 뺨에 서 는 l꾀j합와는 달 

리 j숫-後의 F측뻔;iiliJ;잇-기- 若二F ;캘延되 역 ='、多 핸기 

陰꽤되기애는 )c뻐 Jj 끼지 갚피는깃응. _꼴수있다 

× × × 

上述한비- 초洞{뛰짧와 i펀陰轉과의 I꽉l삽1넓(系-를 

_l，I_연 댄 1댔 /:l~ ì同 M애시는 :1'd~Jol1 서 탬F술f황이 양; 

i테閒i월에 J;t↑f해 서 。 1 "',] 났 다 . 다응 Yf;;，:ð핑센 )',z 

.~~:J;삼1: Í;~洞 I써I\)':d) .‘ 」ι다 화;/페開鎭는 돼 ií슬석‘잖 
3-4 (1퍼 ),1'‘’ . é I껴협펀 갚파]의 半헬j끼土 。] 6 

'Îi익I. 'J ‘ ’ /‘ l 에 는 JUζ ~원가 I뛰펴핑 쉴- 런→수있 다. 

다시 얀히-지년 깔퍼11펌箱는 :Jc낌찮서1;1 _':: 쿄 rW:윤원 (..1 

이 ".] 난 매 .;2부터 드乃至 VLJ떠I 넌 以「、]에 。 1 녁 나는 

것아 웰j젠。1 고 늦￡띤 611폐 )'J 01 걸림웅 깥수있 

다. 0] 것 을 t폐쉴I향씌lf없괴- 協!젠시 켜 '.;3띤 f회陰챔 

은 治據後 3 個샌까지에는 젠J半-폈에서 이터 LJ. -, 

6 떼-티끼지에는 大多歡에서 。l 터니-도후L 갚:퍼깝l 

짧는 結텀 폐뚫룹 !쩌h쉽한때로부터 6 M!꺼늦￡년 

12 {I페티아 }찌파:되는 셈이된다. 이는 폐述한바의 

갖洞門鎭의 없H볍파도 }펴된다. 

이 터 한 필헬들은 ßIIj'끓-찍 l'fî헬에 서 치j굉의 한j짜 

갚 내 리 는 I싼때-를 하셨하는"11 도융。l 띈 다. 원[l 

i(ì t:양 f감Hí'ì f& ~슬F황원 ‘련.거~.의 7C 多깐t기 6 iI，i;i.i깅까지 
。ì] 는 짜m쓸쌓이되고 !펌짧필 2는洞의 約치 _ .쉰가 。 l

등안에 I챔싫되는 깃。].'2.로 H:ß앓폈않아 니. -.,;ijj'I J'.j 

L틴때폈法의 았j핑쓸 6 {퍼 티 。n 시 f헤J ñ::해 서 ιl 때 까 

지에 해iJ간쌀안한 치짜갈 얻지 돗랬을"-~에는 넘 

폈t:J;으1 燮펀이 f션I용:도1 0.] 야 한다는 -般하] 原성IJ 

。 1 lE협·한깃 임 윤 알수있 다. I!il 6 個.티 까지 에 I퍼 

陰傳아니 초폐I휩鎭와 같은 條 f:l:이1 未述엘페이l 는 

可값하띤 까f~l 하j 폈法이 )엎 JH도1 "-1 야 한것 이 다. 

그러나 여기에는 않은 써l까기- 있응을 말이이: 한 

다. l!il 6 f!lil.FJ .1)，、찌에 댄m승F펠 :/!~熊 "11 }'IJ퍼윈 ‘펀 

。이에11 사 는 그t하갓 3 (1 1떼11，써1，서lI J매|셔} 늦 "ι띤 6 (1씨I!i씨J↓샤↑i!J너} 끼 z지1-'-노L.. /’l 디l 덜 

JZ‘폈기-있다 더욱이 ι싫다 강써행‘깎-'''11 시는 lεi 

딱fE"l 니~친 ii，iJlUl 0ii가 ι1-갚 아 迎젠뇌 는깃 이 E.. i.! 

íL}f.q값 i ) . 이 나 댄Ulit:폐싱、<-11 ; “~ -~나 치J I쉰가 꽉rJ{~l 는 

1 ;터 (í’ i많는 τi눠] "1 야 깐다 . 따J따~!5쉰 i'l 낌:~ ;I'iJ 
t펜꺼이l 사는 6 (! ~I ’ j .I:J, (갖 。n 'J I 터니는 l팎 |측렐’깡‘ 도 

!" 



βl;코 띠lt視할수없을만한 월k字임을 알수있다. 

× × × 

化學폈法의 많Q펀한 {껏用과 더 부려 호洞의 I펴 

放 I生治않는 相當히 量몇한意義를 가지게 되였 

다. Thompson (40 은 호洞의 開放性 治總Z흙은 

9-6 퍼 -센트 Auerbach et al (42) 은 12 퍼 -센 

트 Corpe et al(43)은 6 퍼 - 센 트 Tchertkoff et 

al (44, 45) 은 約 10 퍼 -센트라고 했다. 져ζ빼察 

애 서 는 非外科·젠、j 據法愚者만이 맑究뿔#象。1 였 고 

또 長期趙짝을 옷하였음￡로 開放性治愈에 째한 

頻많는 알수없었다. 

그러 나 6 個月以上펴陰1뺨狀態가 繼짧되 고 開11f_

된채로 남아 있는 호洞쨌는 總 430 {댐의 걷등洞中 

94~쩍로서 이는 21-2 띄 -센트에 該當한다. 01 들 

中의 얼마-가 팝·地로 때放性治穩호洞인지는 알수 

없다. 다만 이 러 한 高率의 開放‘!生혐I훌性 갚험l의 -

出現은 化學縣法。1 b짧經하게 파m펀 以後의 現

셨 o 로서 그意義가 크다·고 할수있 다. 그러 나 이 

러 한 !돼放바 i칩|월性 ~J페出現의 頻I꽃는 2동洞의 

單發↑1.과 多짧性에는 關{系가 없었다r 

× × × 

結核愚.경종의 :'P. 1침入院J심lllfJ운 안다는것 은 앙코 無

意I朱한 일 。l 이-니 다. 첼際 ~찮1*에 서 /lilï結核이 라 

는 該斷을 받은 愚‘者나 그家族의 全部가 {꺼l까없 

。1 入院期l삼1이 나 治練에 PJí떻되 는 1해間을 主r'Éì

뽑에 묻는것이 쁨通。l 다. 그러나 이러한 質|버애 

對한 對짝이 決코 쉽지 않다는것을 우리는 더常 

에서 經驗한다. 

本뼈察에 {íL含펀 ，행.者들은 뺑十名의 Attending 

physician 에 #(해서 退院되 였」ζ므로 大짧!'Ý'J인 入

院llJH돼을 아는데 도움。l 된다고 본다. 까詢역 기 

서 핀院。1 라 합은 治擔終7를 意味하는것이 아 

니 고 家底에 서 治據를 繼웹한다;든것 을 前提·로한 

退院이 라는것은 前述한바와같다~홉榮性 2능洞뺨 

에서는 6 乃至 12 fl때꺼사。1 에 退院한 뿔.者가 월: 

多戰였으며 그平均入院VÆ돼은 12-9 꽤月 。l 였다. 

多經센i청폐센에서는 12 乃 18 至fl젝月사이애 i단院 

한 .핑값·가 1뒀·多1itv.를 l.!::i했 」ζ며 그平均入院JUJI섭1은 

多經|生 {j꽤~IWt 호ifITJll1: (J 1 1 (1서月多폈↑1: 패따IJti: 

갖洞1에。 1 20-2 {l.\lJg 이 였다. 

× x × 

2친MI~I: lJìIi給상[)랜꿇의 入院다 l 死亡좌석은 247 名

中 32 名으로서 11-7 펴 -센트였다. 01 中뼈 結核
。1 n괄됐死因이 였든 써1가 17{:써로서 。1 는 소짧 

，뽑‘者-의 6-2 끄1- 샌드었다. 또한 그中의 4씨(1 -4 

펴-센트)는 大한햄血로 依한 死亡。1 였다. 死亡

짧운 ttglj이l 는 ~해!系가 없 었￡나 않，‘者의 年짧암 病

의 땐m: 2ft.. ~'ì꺼l의 )J[~3t와는 표比{91J힘-윤 알수있 

었다. 

結 論

非外:Jiiw.j2...로 治據-한 274 名의 2친j同性 !ìrlïf.li核

結‘者를 여 러 가지 로 分析觀察한結맺 아래 와같은 

셈論을 얻었다. 

1. 훌洞의 閒짧治했찢率은 6-9 퍼 -센트였고 園陰

il댄값은 85-8 퍼 -센트였다. 

2. 초洞의 閒짧率은 愚‘者의 性>>Ij에는 關係되지 

않A나 年敵과는 反比例한다. 

左右따IJPJJ애 나 뼈野I웹(上中及下)에 는 閔짧率 

에 差가 없￡나 深:tE'!生호洞의 閒鎭率。1 表킨E 

性 호洞의 그것보다 良好·하다. 

rrn形 ↑앙圖形2한f同의 !~m쓸2￥;01 三角形 或운 

多角形호洞의 그것보다 良好하다. 

直짧 3CM 以內의 2응洞에서는 그 크기애 

關係없。l 閔銷率。1 大端히 좋￡나 3'CM 以上

의 크기 의 호洞의 開銷짧:은 不良하며 또 크기 

에 따比例해 서 閒짧3￥，~ 01 低下된 다 

호洞의 따j鎭率은 ~洞짧의 두께 와 反比例한 

다 

꽉￡發↑갚:~ì同의 閔銷率이 多發性 2효‘꾀의 그것 

보다 顯著히 良好하다. 그러 나 多發·뾰이 라도 

fJlI_立性솥洞은 {I렉個의 2효 ìfilJ의 |펌鎭率은 뿔짧性 

호洞의 그것과 比等하다. 

中뿔度 或은 그以下의 솥洞周國漫I뭘j은 그렇 

치 않￡냐 高度의 홉潤은 2동洞閒짧를 g且좁한 

다 

2흔洞周 l펴의 *행維性變化는 銀敏하게 호洞閒 

銷。n 影쌓하며 그 閒銷쌓은 織維性燮1 1:의 f5, 

쩌5와 反J:tf껴j한다. 

땐!핏 或은 그J;)，、下의 /_i;llf:f ßllj病향한운 강 'ì!liJl싸싱‘i 

애 i彩휠원，윤 마 치 지 않으나 마l싼lt 파은 그以上 

의 l'i꽃1' 11!IJ 病燮‘은 。l 플 파b냥한다 

2핀 J피의 11::짧은 그의 l-~l짧率。11 짧싸하게 J.'i. 

l싸펀다l!il -年디、 l석 *1j 히 6 {I씌서J;J、 rl.'J 의 ~i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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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閒銷2환은 大端히 중 o 나 一年L끼‘J:서 는 껄 

洞의 閒짧추:은 大端히 不良하다. 

化學擬法 單’mi뺨보다는 化學擬法파 -ß￥R‘j 

虛脫據홉을 {J{=用한 群의 훌洞閒箱率。1 若千더 

좋다. 

初治폈뺨의 솥洞閒鎭쌓은 大端히 좋 o 냐 N 
治據群의 그것운 大端히 나쁘다. 

3. 閒銷훨 호洞의 約半數는 6 個月以內얘 閒鋼되 
며 9 個月까지에는 大多쨌가 閒짧펀다. 

4. 商陰뺑은 陰뼈될 뽑‘者의 約半數以上。] 3ft폐 月

以、內에 되며 6 個月까지에는 大多뼈가 l윷쐐!펀 

다 

5. 細對多數에서 댐I훌뺏은 2등i!"]開짧애 先行된 

다. 밟陰.~~後 3 乃玉 4 때月까지에는 F섬짧될 2진 

洞의 約 60 :iI-]-센트가 開폈되며 6 個月까지애 

는大多뺑가 閒쩌펀다. 

6. 閒放11 댐陰‘11 초洞의 썼!it는 21'2 펴 -샌트 

였 ￡며 F펴짧性과 多發엠: ~핀洞I댐에 %쳐다￡의 흥닫 

는 없었다-

7. 솥洞性 /liIî fi쉰탔 .댄‘쳐3-의 zp:均人院째間은 뭔댔 

性 ~ì폐뿜f'이 12.9때月 . 多짧性R품~!lI'~l: 2=등洞 1센 

이 16 {때月。l 며 多낀찢센:m띠IJ性 ~펜~ I센애서는 

20.2 fl떼月 이 었다. 

8. 호洞性 結상‘，뿔폈 의 ;y[亡젠은 病의 jl~~j1\:. 갖 

洞의 徵交 J펑‘휴 의 "1:'.騎애 ltf꺼j한다. n市ít核」ζ

~I패한 i합·냥YE는 6.2 펴 -센트였으며 . 01 ~I:I 

땀피l死가 1.4 퍼 -센트였다. 
(까ζm究의 途行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指꽤. 

를 아끼 지 않은 ·윗뽕 뉴-욕市 SEA VIEW 病

院 짧X했;폈長 Edward H. Robitzek 따土에 게 深

i똘한 謝意를 表한다). 

옳 考 文 짧 

1. Andcrson. W.: Epidcmiology of Tubcrculosis. 
Am. Rcv. Tubcrc .. 67;123.1953. 

2. Selikoff. 1. J.: The Chcmothcrapy of Tubcrc
ulosis. J. Mt. Sinai. Hosp .. 23:331. 1956 

3. Rcindcrs.: Cited from 30. 
4. Mayer. E.: Controling F -ectors in thc Production 

of Cavitics and Pseudö cavities of the Lung. 
Am. Rcv . Tuberc .. 32:294.1935. 

5, Coryllos. P . N.: Clinical Tuberculosis. Vo l. 1 
6. Andrus. P.M.: Thc Pathogeneis of Tubcrculosis 

Cavity ‘ Am. Rev. Tubcrc .. 38;174.1938 
7. Andrus. P.M.: The Mechanics of Respiration 

Ibid . 33;139. 1936. 

8. Fischc l. K.: The Prognostic and Soeial Signifi
cance of Cavitics in Pulmonary Tuberculos
is. Ibid. 24 ;461. 1931. 

9. Fischcl. K.: T hc Surgical Treatment of T 
crculous. Cavities. Ibid. 28 :411. 1931. 

10. Pinncr. M.; Thc Cavity in Pulmonary Tuber
culosis. Am. J. Roent .. 20;518.1928. 

11. Pinner. M. and Marine. P.: Thc Cavity in PU 
lmonary Tuberculosis. 11. Ibid. 25;454.1934 

12. Ross. C.M ‘ Rcport of thc Procecdings of the 
Ontario Lannec Sociaty. J. Canad. Med. 
Assos. 34;97.1936. 

13. Davidson. L. R.: Modified Instrumcnts and 
Tcchnique in the “ Monaldi Proccdurc." Seμ 
View Hosp. Bul l. 5;385.1939'1940. 

14. Coryllos. P .N.: The Mcchanics and Biology of 
Tubcrculosis Cavity. Am. Rev. Tubcrc .. 
33;369. 1936. 

15. Auerbach. O' and Green. H. : Thc Pathology 
of Clinically Healcd Tubcrculosis Cavities
Ibid. XLII. 707.1940. 

16. Auerbach. 0 .. Katz. H.L. and Small. M. ] 
Thc Effect of Streptomycin Thcrapy on 
the Bron.chocavitary ]unction and Its 
Relation to Cavitz Healing. Ibic1 . 67;Jï~ 
1953. 

17. Tchcrtkoff . P. and Bobrowitz. I.D. : Spontan
cous Closure of Tuberculous Pulmonary 
Cavitics. Sca Vicw Hosp. Bull. 1;173.1935. 

18. Pinner. M.: Healing of Tubcrculosis Cavities 
Am . Rcv. Tubcrc .. 42;707.1940 

19. Lacnnec. R.: Traitc dc 1’ Auscult . Mcdicinc. 
2;98. 1819. Citcd from 21. 

20. Hubschmann. P.: Pathologic Anatomy dcr 
Tubcrkulose . ]uli~s Springcr. Berlin. 1928. 

21. Locsh.].: Closure of Cavities. Am. Rev 
Tubcrc .. 50.500.1944 

22. Page1. W. and Simmonds. F.A.H.: Pulmonary 
Tubcrculosis. 3rd . Ed. Oxford Univ. Press 
1953. 

23 . Price.Thomas. C.: ln Discussion on Chcmot 
hcrapy of Tubcrculosis. Proc . Roy. Soc 
Med. 46;587. 1953. 

24. Altman . V. and Mishima. T.; Effccts of 
lsonicotinic Acid Hydrazide Derivatives 
on the Pathology of Chronic Pulmonary 
Tubcrculosis. Quart. Bull. Sca Vicw Hosp. 
16; 1. 1956. 

25. Russc l. W.F .. Dresslcr. S.H .. MIDDLE brook . 
G.. and Dcnst. ].: Implications of the 
Phcnomcnon of Opcn Cavity Healing for 
thc Chcmothcrapy of Pulmonary Tubcr
culosis. Am. Rev. Tubcrc .. 71 ;441. 1955 

26. Suter. E.: Ibid. 65:775.1952. Cited from 25. 
27. Mackness. G.B. ‘ The Action of Drugs on 

Intraccllular Tubcrcle Bacilli. ]. Path 
Bact .. 64 ;429. 1952 

28. Mackness. G.B. and Smith. N.: Am . Rcv. Tu 
bcrc .. 67;322.1953. Cited from 25. 

29. Steenken. W. ]r. et a l. Ibid. 56;403.1947. Cit 

- 25-



ed from 25. 
30. Barclay. W.R .. R. H .. Leroy. G. V .• Manthei . 

R.W. and Roth. L.].: Distribution and E
xcrction of Radioactive Isoniazid in Tube
rculous patients. J.A. M.A. 151;1384.1953 

31 Vineberg. A.M. and Kunstler. W.E. : The D 
etermination and Treatment of Prcssure 
Cavities in Pulmonary Tuberculosis. Surg 
Gyn. Obst.. 78;245. 1944. 

32. Mcmahon. B.T. and kerper. E.H. : The Heali 
ng of Tuberculosis Cavities: A Clinical S 
tudy . 'Am. ].Med. Sci .. 186;170.1933. 

33. Tchertkoff. P.: Personal Information. Oct .. 
1957. 

34. Goldman. A.. Burnn. H .. and Ackcrman. L.: 
Tuberculosis Cavities. Am. Rcv. Tuberc. 
43;151. 19,n. 

35. Graeff. S: Zeitschr. f. Tuberk .• 47:171. 1926. 
Cited from 22 

36. Hart , C.: Zeitschr. f. Tuberk .. 35;253.1922. Ci
ted from 22. 

37. D'Esopo. N.D.: Bronchopulmonary Diseases. 1 
st Ed . 526.1957. 

38. Robitzek. E.H.: The Se lection of Anti-microb
ial Drougs for Patients of Different Cat
egories. Dis. Chest. 29;174.1956. 

39. Selikoff. 1.]. : The Management of Pulmonary 
Tuberculosis. ]. Mt. Sinai Hosp.. 23;401. 
1956. 

40. Tucker. W.B. and Livings. D.G.: Isoniazid. S
treptomycin and Paraminosalicylic Acid C
ompared as Two;drug Regimens in the T 
reatment of Pulmonary Tuberculosis Am 
ong Prcviously Untreatcd Patients. 111 ' 
An Acount 'of thc Cooperativc Invcstiga
tion of thc Vctcrans Administration. Ar
my and Navy. August. 1952 to Sept. 
1954. Am. Rev.Tuberc. . 72; 756.1955 

41. Thompson. J.R.: “ Open Healing" of Tubercu 
losis Cavitics: Incidencc and Pathology in 
240 Rcsectcd Specimens. Ibid. 72:601. 1955. 

42. Aucrbach. O. and Smal l. M.]. : The Syndrom
c of Persistant Cavitation and Noninfecti
ous Sputum During Chcmotheraqy and 1-
ts Relation to the Opcn Hea \ing of Cav
ities. Idib. 75:242. 1957 

43. Corqe. R.F. and Stergus. l. : “ Opcn Hea \ing" 
of thc Tuberculolls Cavities. Ibid. 75:223. 
1957. 

44. Tchertkoff; ‘ I.G .. Altman. V. and Ncnashcv . 
P .: Opcn Healillg of Cavitics in 1'1I1mona
ry tuberc lI losis Trratcd with Antimicrob 
ials. A Clinical and l'athological Study. Q
uart. ßul\. Sei\ Vicw Hosp .. 16:147.1957. 

45. Tchcrtkoff. I.G. and Nrnashev. P .: Rocntg 
cnologic Criteria of Hcaled and Activc 
Tuberculolls Cavities. Quart. Bul l. Sea V
iew Hosp.. 16:124.1957 

、X

‘ i 

THE• CLINICAL STUDY OF PROGNOSIS OF PULMONARY 
TUBERCULOSIS CAVITIES TREATED NON-SURGICALLY 

AND CAVITARY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Tail‘ Chae Kim. M.D .• FCCP 

‘’ 

Evaluating and analyzing 274 cases of cav 
itary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 treate 
d nonsurgically. 430 cavities were found roen 
tgenologically among these patients. the foll 
owing findings are presented : 

1. The incidence of cavity closure and of 
sputum conversion to negative were 62 
.9 pèt cent and 85. 8 per cent respecti 
vely. 

2. The incidence of cavity closure was no 
t influenced by sex of patients . but wa 
s inversely proportionatc to thc age of 
the κlticnts . 

There was neither difference in the rat 
c of cavity closure between -the left and 
right lung. nor by lung fields (uppcr. m 
iddlc. 0 1' lower third). However. centr 
ally located cavities closed more freque 
ntly than those' located periph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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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ies which had triangular or polygo 
nal appearance werc not closed favorably 
comparing with those cavities of round 
or oval appearance. 
Cavities sized three centimeters or less 
in their diameter hacl closed very favora 
bly without showing any clifference in c 
losure rates by !:ò izc. However . the in 
ciclcnce of closure of cavites o\'er thre 
e centimeters in cliameter was quite low 
ancl was invcrscly proportionatc to thc 
lr SlZC. 
Thc incidcnce of cavity closurc was in 
versely proportionatc to the thickness 
of cavity wal l. 
Singlc cavities closcd much morc favor 
ably than multiple cavities. However. 
the rate of closure of individual 1l1ultipl 
c isolatecl cavities was not worsc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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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ht of single cavities. 

The pericavitary infiltrations of modera 
te and/or less degree were not harmfu 
1 to cavity closure , but those of marked 
degree were. 

The pericavitary fibrosis had an appre 
ciablc in f1uence on cavity closure; i .e. , 
the more fibrosis existed , the poorer t 
hc rate of cavity closure. 

Contralateral Iung disease of slight and/ 
or Icss in its degree did not hamper t 
he closure of cavities , but that of modc 
ratc and/or more dcgrec definitely did. 

The age of cavities was sharply related 
to the rate of cavity c1osure; i.e. , th 
e cavities less than a year "f π!!C. "':-' .. -

ially less than six months old. hati clo 
scd vcry ;:‘ .... ,’“ iJIy I but ‘;，υjι vi üV t: l 

a ycar had c10sed with vcry low incid 
encc. 
The incidence of cavity closure was hig 
her in the. group treated with chemoth 
erapy and temporary collapse procedure 
s than in those trcated with chemothcr 
apy alone. 

The cavities that were receiving initial 
treatment had closed very favorably , b 
ut those receiving rc-treatment did poo 
rly. 

3. About one half of thc closcd cavitics w 
ere closed within six Jl10nths of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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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 and most of them were c10sed by 
nine months 

4. About one half of the converted cases 
were convertecl to negative bacterio'logic 
ally within threc months of treatment 
and most of them became negativ(' 、ι， it
hin six months. 

5. In a great majority of cases bacteriolog. 
cal nep;ativity had been follovv'ed by cav 
ity closure. About 60 per cent of cl。
secl cavities were c10secl with-in threc 
or four months aftcr sputum conversi 
on to negative and most of them wcrc 
closed hy six months. 

; incidence of open ne암ativc cavi tic‘’ 
was 21. 2 per cen t. There was 110 
erence in the incidence bet、，veen ,,: ‘ l 

nd multiple and muítipie 다‘ V IllCS 

7. The averag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of cavitary pulmonary tuberculosis pat 
ients was 12.9 months in single cavitilr 
y groups, 16.0 months in uni-lateral mu 
Itiple cavitary groups, and 20.2 months 
in bilateraI multiple cavitary groups. 

8. The mortality of cavitary pulmonary tu 
berculosis patients was in direct proport 
ion to the extent of the disease, multipl 
icity of cavities, and age of patients. De 
aths due to pulmonary tuberculosis wcre 
G.2 per cent, and 1. 4 per cent died of 
massive pulmonary hemorrh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