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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색전술을 이용한 폐결핵의 객혈 치료 :
지혈 효과에 대한 예후 인자의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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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폐결핵이 원인이 된 객혈 환자에서 동맥색전술의 지혈 효과와 임상 경과를 알아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엄상적， 방사선과적 예후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결핵으로 인한 객혈로동맥색전술을시행 받은 55명의 환자를대상으로하
여 최초 결핵 진단시부터 색전술까지의 병력기간， 치료의 정도와 활동성 여부， 단순흉부사
진상 병변의 진행 정도， 그리고 혈관조영술소견， 색전된 혈관과 색전 물질을 분석하여 지혈
효과와 임상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초기 지혈 효
과， 출혈이 멈춘 뒤 장기 추적중 재출혈의 유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상의 예후 인자들과

지혈 효과간의 연관성을
결

과

Chi -square

test 를 이용해서 통계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55명중 46명에서 초기 지혈에 성공하였고， 지혈된 환자 46명을 장기 추적한 결과

24명에서 재출혈을 보였다. 활동성 폐결핵인 경우 초기 지혈 효과에서 실패하거나 부분 지
혈을 보인 경우가 많았고 (p<0.05) ， 1- 1O년사이의 병력 기간을 갖는 환자에서 재출혈의 빈
도가 높았다 (p< 0.05). 그러나 치료의 정도， 단순흉부사진상 병변의 진행 정도， 색전 대상 혈
관의 조영술소견 ， 색전된 혈관과 색전 물질은 지혈 효과에 통계학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
다.
결

론 : 초기 지혈 효과는 84%(46/55) 라는 높은 성공율을 보였으나 52.2%(24/4이라는

비교적 높은재출혈율을보였다.그리고폐결핵의 활동성과그병력 기간이 각각초기 지혈

효과와 재출혈에 예후 언자로서 영향을 주었다.

객혈은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폐암， 폐농양， 국균종이 주원인

이에 저자들은 국내에서 객혈의 주원인이 되는 폐결핵 환자

이 되고 그 외 드문 원인으로는 송모판협착증， 폐경색， 동정맥

에서 객혈의 치료로 동맥색전술의 지혈 효과와 임상 경과를 알

기형 ， 항응고제 치료 등을 들 수 있다(1 - 4) . 이중 우리 나라에

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척 ， 방사선과적 예후 인자들을

서 유병률이 높은 폐결핵은 활동성인 경우는 물론 비활동성인

분석하여 지혈 효과와 인자들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얄아보고자

경우와 이에 속발된 기관지확장증에 의해 객혈이 유발되어 그

하였다.

처치와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객혈의 치료 방법으로는 지혈제 투여 및 안정， 폐배액법과 혈

대상및방법

액홉수법등의 내과적 처치나 폐절제술 및 폐엽절제술의 외과
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기관지동맥색전술은 1974년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간 객 혈로 동액색전술을 시행 받

등 (5) 에 의해 처음 소개된 후 대량 객혈이 있을 때， 만성

았던 79명의 환자들중 폐결핵의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폐결핵

Remy

폐질환이나 폐기능 장애 등에 의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매

으로 치료 중이거나 입원당시 진단 된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하

우 유효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지금까지 폐결핵으로

였다. 이때 폐결핵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기관지확장증과 폐암

인한 객혈 환자만을 대상으로한 보고들을 포함해서 다OJ:한 원

환자는 제외시켰다. 남자 45명， 여자 10병이였으며 연령 분포는

인으로인한객혈의 처치로동맥색전술을시행한후그치료효

17 - 79세(평균 50.6세)였다. 객혈의 정도는 하루에 300ml 이

과와 임상 경과를 많이 보고하였다 (6 - 1 7).

상의 대량 급성 객혈이 30명， 6개월 이상 소량 간헐적인 만성
객혈이 25명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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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동맥조영술은 대퇴동맥을 통한 통상적인

Seldinger

기

법을 이용하였으며 제 4흉추와 6흉추 사이에서 기관지동맥과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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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맥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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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카테터 (Clinical

Supply Co. , Gifu -

노지영 오 1: 동맥색전술을 이용한 며|결핵의 객혈 치료

폐결핵의 활동성의 기준은 객담 항산균 도말 검사를 실시하

ken, Japan) 를 사용하여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폐질환이 광범
위할 때와 폐첨부나 흉막까지 파급된 경우는 쇄골챔맥조영술

여 양성을 보인 20여](이중 2명에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활

을 실시하여 병변부위로 공급되는 측부순환이 확인될 때는 쇄

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였고 다른 2명에서는 PCR을 이용한

골하동맥색전숨을 실시하였다.7명의 환자에서는 동축 기법으

gene amplification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 음성이지만 임상

로 3F MicroFerret infusion 카테터 (Cook , Bjaeverskov ,

소견과 입원당시 실시했던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활동성으

Denmark) 도 함께 사용했다. 색전 물질로는

0.5 x 0.5 x 0.5

로 진단된 1예를 활동성이 있다고 간주하였고 도말 검사에서

mm 또는 1x1x1mm 크기의 젤폼 조각 (Upjohn， Kalamaz-

음성이지만 현재 치료중인 3예와 임상 소견이나 단순흉부사진

Michigan, USA) 과 코일 (Cook Incorporated, Bl oom-

상 현증의 증거가 있는 2예도 활동성에 포함시켰다. 비활동성은

ington, USA) 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젤폼 색전을 하고 근위

도말 검사에서 음성이고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비활동성으

부에 코일로 색전하여 사용하였다.

로 진단된 7예， 도말 검사와 균배양검사에서 음성을 보인 1 예를

00 ,

최초 결핵 진단시부터 색전술까지의 병력 기간， 치료의 정도

비활동성이라 간주하였고 임상 소견이나 단순흉부사진상 현증

와 활동성 여부， 단순흉부사진상 병변의 진행 정도와 침범 범

의 증거가 없는 19예도 비활동성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들

위， 그리고 색전 대상 혈관의 혈관조영술소견， 색전된 혈관의

에도 부합되 지 않았던 2예는 불확실한 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하

종류， 색전 물질 등의 예후적 인자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였 q(Table

때 모든 환자에서 임상 의무 기록지를 검토했으며， 동시에 객혈

3).

단순흉부사진은 병변의 진행 정도와 침범 범위에 따라 경증

발생하기 전에 촬영된 과거 사진과 객혈시 촬영한 단순흉부사

(minimal) , 중등증 (moderate advanced) , 그리고 중증 (far

진을비교하여 병변의 변화유무를조사하였고，색전숭후에 추

advanced) 병변으로 구분하였 q(Table 4).

적 검사하면서 단순흉부사진을 촬영하여 비교하였다.10명의

색전 대상 혈관은 기관지동맥 (bronchial artery) , 늑간동맥

환자에서는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intercostal artery) , 쇄골하동맥분지 (branches of subcla

결핵의 병력 기간은 임의로 1년이내， 1-10년사이， 10년이상
으로 구분하'3:J， q(Table

vian artery) 로 구분하여， 단순흉부사진에서 관찰되는 폐결핵
부위에 분포하는 혈관중 혈관조영술에서 과혈관 신생 (hype

1).

처음 폐결핵으로 진단된 시점에서 색전술 시행전 까지의 기

rvascularity) , 조영제의 동맥주위 확산 (periarterial diffu -

간동안 치료의 정도는 다양해서 현재 치료중인 경우， 과거 완치

sion of contrast media) , 기관지동맥과 폐동정맥간의 단락

판정을 받았던 경우， 과거 불완전하게 치료를 받았던 경우， 업

(bronchial pulmonary artery shunt) , 기관지동맥류 형성

원하면서 처음으로 진단된 경우， 확실하지 않은 경우의 5가지

(bronchial artery aneurysm) , 조영제의 유출( extravasation

범주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Table 2) .

of contrast media) , 기관지동맥분지의 혈전증 (thrombosis of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Duration of Tuberculosis and Results
Im mediate response(n=55)

F/PR
1 - lO yr
lO yr

Pi

R( - )

R(+)

4*

O

6

13*

12

11

22(47.8 %)

46(84 %)

때

jII--t

사폐

·ηu

m

때

-「J

Cl III- mm ’

ιμ

이

o

’

4

4

9(16 %)

)

1li

0

5

<

Total
*

S
애 강

< 1yr

Recurrence during follow-up(n=46)

m e S; success

24(52.2 %)

-

m
-

R

n

mm

2

8

3

5

2

m

m

5

m
u

5

7

O

3

3

0

O

3

1

2

9(16 %)

F / PR ; failure / partial response

46(84%)
S; success

22(47.8 %)

R ; recurrence
1

4

•

24(52.2 %)

펀

-

멘

rl

에

뺑
-

熾

Total

4(7.3 %)
23(4 1. 8 %)
28(50.9 %)

R ; recurrence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Extent of Anti-TB Tx and Results
d
R
Im mediate response(n=55)
S
R( - )
F/PR
Treating
Completely cured
Incompletely cured
Dx on admission
Unknown

Total(n=55)

Total(n=55)
10(18.2 %)
22(40 %)
17(30.9%)
3(5.5 %)
3(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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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of Tuberculosis and Results
Immediate response(n=55)

Active
Inactive
Indeterminate
Total

Recurrence during follow-up(n=46)

F / PR

S

R( - )

6*

10

10

2

20
26*
0

12
0

14
0

9(16 %)

46(84%)

22(47.8%)

24( 52.2%)

l

* p/ < 0.05
F / PR ; failure / partial response

S; success

Total(n=55)

R(+)
26(47.3 %)
27(49.1%)
2( 3.6%)

R; recurrence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Extent of Lesion of Chest P A and Results
Im mediate response(n=55)

M

2

Total

9(16 %)

R( - )

n

rb

’i

1

U

46(84 %)

13(23.6%)
27(49.1 %)
15(27.3 %)

5

11

4I

22(47.8 %)

Tota l( n=5S)

R(+)

이4

”m

4
3

S
강

뼈

…

F/PR

Recurrence during follow-up(n=46)

8

24( 52.2 %)

F / PR ; failure / partial response S; success R ; recurrence
MI; minimal MA; moderate advanced FA; far advanced

branches of bronchial artery) 등의 소견을 보이는 혈관을 선

결

택하였다. 각 환자당 색선 대상 혈관의 조영술소견으로는 과혈

과

관 신생이 52예， 조영제의 동맥주위 확산 30예 ， 기관지동맥과

초기 지혈 효과로 2예에서 지혈 실패， 7예에서 부분 지혈， 46

폐동정맥간의 단락소견 25예， 기관지동맥류의 형성 12예， 조영

예에서 성공적인 지혈을 보여 완전한 초기 지혈 성공율은 55예

제의 유출 10예를 보였으며 l예에서 기관지동맥분지의 혈전증

중 46예로 84%였다. 부분 지혈을 보인 7예중 2명는 보존적 치

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런 다양한 혈관조영소견은 서로 겹치는

료로， 그리고 2명은 2개월후， 1 명은 6개월후 2차 동맥색전술(이

경우가많았다.

중 1명은 1개월 후에 폐엽절제술을 시행하였다)을 시행하여 완

색전된 동맥은 기관지동액이 497~ ， 늑간동맥 307~ ， 쇄골하동
맥분지가 26개로 총 105개였다.
색전 물질은 젤폼 단독으로 41 예， 코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2예， 그리고 젤폼 색전후 근위부를 코일로 색전한 12예 로써 각
각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전한 관해를 보였다. 나머지 2예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간
헐적 재발성 객혈을 보였다. 실패한 2예는 각각 l 일과 15일 후

에 객혈로사망하였다.
초기 지혈이 성공한 46명의 환자에서 추적 관찰중(평균 23 .4
개월) 재출혈이 24예에서 관찰되어 52.2%의 재출혈율을 보였

초기 지혈 효과는 색전술 후 1주일동안 환자를 관찰한 것을

다. 재출혈 기간은 1-47개 월(평균 9.8개월)로 6개월 이내에 재

기초로 평가했고 이를 3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성공은 1주일이

출혈한 경우가 12예， 6-12개월에는 7예， 12개월 이상 경과한

내 객혈의 완전 정지， 실패는 계속되는 객혈 또는 재발성 객혈

경우는 5예로 1년이내 재발한 경우가 19예로 많았다. 이중 4예

이 있을 때로 하였다. 1주일 안에 완전정지는 아니지만 객혈의

는 보존적 치료， 2예는 2차 동액색전술(1명은 2개월후 2차 색전

양이 감소한 경우는 부분 지혈로 분류했다. 재출혈은 초기 지혈

숨을 시행하고 다시 1년 7개월후 폐엽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이 성공한 환자에서 평균 23.4개월 추적 검사하여 관찰 기간동

달 이내에 사망하였고 다른 한 명은 l개 월 후에 재발되어 2차

안 객혈이 재발되어 2차 색전술이나 보존적 요법， 또는 수술을

색전술을 시행하고 보조적 치료를 하였으나 사망하였다)후 객

시행 받은 경우로 정의하여 평가하였다.

혈로 사망하였다.8예는 재발성 객혈을 계속 보였으며， 5예에서

1

Chi -square test를 이용해서 이상의 예후 인자들이 지혈 효

는 보존적 치료， 4예는 2차 동맥색전솔， 그리고 1 예는 폐엽절제

과(초기 지혈 효과， 재출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분석하

술을 시행하여 완전한 관해를 보였다. 재출혈이 없는 22예는 완

였다. 모든 결과는 p value가 0.05이하일 때 유의성이 있다고

전한 관해를 보였으며 이중 1명은 동맥색전술 시행 13일 후에

하였다.

발생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예후 인자들과 지혈 효과와의 연관성에서 활동성 폐결핵 환
자언 경우 초기 지혈 효과에서 실패하거나 부분 지혈을 보인 빈
도가 높았고 (p(0.05)(Table 3) , 1년에서 10년사이의 병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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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Table
1) . 그러나 치료의 정도 (Table 2) , 단순흉부사진상 병변의 진행
정도와 침범 범위 (Tab le 4) , 색전 대상 혈관의 조영솔소견， 색

성은 없었다. 치유 판정 결핵 환자에서 발생한 객혈의 원인으로

전된 혈관과 색전 물질에 따른 지혈 효과의 차이는 통계학적으

루어 볼 때 기왕력이 오래될수록 재발된 폐 결핵보다는 기관지

로유의성은없었다.

확장증과 같은 다른 병발된 기저 질환이 객혈 발생에 중요한 인

간을 갖는 환자에서 재출혈의 빈도가 높았다 (p

검 등 (2이은 재발된 활동성 폐결핵 25 %, 기관지확장증이 50

%, 만성 기 관지염 19% , 그 외 국균종 6 %로 보고하였는데 미

자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

폐결핵의 활동성에서는 불확실했던 2예를 제외하고 활동성

찰

인 경우에 초기 지혈 실패나 부분 지혈의 번도가 유의하게 높았

1974년 객혈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기관지동맥색전술을 시

으나， 재출혈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술하여 83%에서 즉시 지혈이 되었고 성공한 환자중 14% 에서

객혈로 색전술을 시행한 환자에서는 색전술 자체만으로 치료

객혈이 재발되었다는 Remy 등 (5) 의 보고이후， 기관지동맥색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없고 보다 세섬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해

전술은다양한원인의 객혈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유효한시술

서 결핵균 자체의 치료를 꾸준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로 인정되어 왔으며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 비교적 좋은 결과

단순흉부사진에서 병변의 진행과 침벙 벙위에 따른 재출혈에

를 보고하고 있다 (9

대한 조 등 (6) 의 연구는 병변의 진행이 심할수록 재출혈의 빈

-15).

객혈 환자의 치료로동맥색전술이 시행된 경우초기 지혈 성
공율이

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

77 -9 1%로 비교적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고했으며(10，
16, 18, 19) 국내에서도 성 등(1 3) 이 85 .2%를 보고하였다. 장기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중등증이상의 병변 이 환자들의 다수

추적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경우 약 72-80%의 장기간 조절

본 연구에서는 동반된 기관지확장증의 유우도 같이 조사하였으

율을 보였다고 보고된(1 0，

18, 19) 반면， 성 등(1 3) 은 43.8% ,

나단순흉부사진상심한폐결핵언 경우견인성 기관지확장증의

최 등(1 5) 은 약 43 %의 재출혈율을 보고하였고 최근 국내에서

유무를 잘 알 수 없었고 애매한 병변도 있어서 결과에는 포함시

보고된 결핵 이 원인이 된 객혈 환자에서 재출혈율은 조 등 (6)

키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시

(76.4%)를 차지하였지만 역시 지혈 효과와 연관성은 없었다.

이 41.3 %으로보고하였다.본 연구에서도결핵이 원인이 된 객

행하여 병변의 정도， 기관지확장증의 유무와 정도， 그리고 공동

혈 환자에서 초기 지혈 성공율은 84%였으며， 평균 23 .47n 월 추

이 형성된 경우에서 진균종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지혈 결과와

적 기간중 초기 지혈을 성공했던 환자 46명중에서 재출혈이 있

비교 분석하였다면 연관성 있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

던 경우는 52 .2%로 다른 기존의 보고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

외국의 보고와 비교해서 국내에서 재출혈 율이 높은 이유는 보

색전 대상 혈관의 조영술소견으로는 Rabkin 등 ( 16) 이 제시

고된 환자의 대부분이 폐결핵 환자였고 폐결핵으로 인한 객혈

한 조영제의 유출과 기관지동맥분지의 혈전증， 과혈관 선생， 조

인 경우 폐결핵의 재발도 그 원인이 되지만 후유증으로 속발된

영제의 동맥주위 확산， 기관지동맥 폐동정액간 단락， 기관지동

기관지확장증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맥류 형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했는데 본 저자들에서도 비슷

최초의 결핵 진단시부터 동맥색전 술까지의 병력 기간을 보면

한 양상의 혈관조영소견을 경험하였다. 조 등 (6) 이 보고한 바

조 등 (6) 은 재출혈의 번도에 큰 영힘t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에 의하면 기관지동맥 폐동정맥간 단락 소견이 재출혈이 있었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1년이하 즉 기간이 짧은 경우 재출혈이

던 경우에서 보다 많이 관찰되었고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

적고 1 - 10년사이에 재출혈이 많았다는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락소견을 포함한 혈관조영

유의성이 있었다. 반면 초가 지혈 효과오1는 연관성이 없었다.

술소견이 재출혈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뚜렷한 기준 없이 임의로 그 기간을 분류

과의 차이는 흉곽 변형 등으로 인한 기관지동맥이나 다른 체측

하였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다. 다만 폐결핵이 최근 진단되었거

부동맥의 비 정상적인 주행으로 접근하기가 힘든 경우 색전술을

나 기왕력이 짧은 환자일수록 객혈의 치료로 색전술을 시행했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을 때 재출혈의 빈도가 낮으며 그 이유로는 기간이 짧을수록 폐

액와동맥을 통한 쇄콜하동맥분지의 접근 방법이나 미세카테터

결핵에 이차적으로 생긴 기관지확장증， 진균종 등의 병변이 적

등을 이용한 적극적 시술 방법 등으로 색전술을 더욱 보완함으

게 동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이때 적절한 폐결핵의 치

로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적극적이고 세심한 동맥색전

료가 이루어진다면 재발의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술을시행한다면 단락소견이 재출혈에 영향을주는 인자로더

다. 본 연구에서 1년 이하의 기간을 갖는 모든 환자의 단순흉부

이상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에서 기관지확장증이나 진균종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2명의 환자에서 진균종이 동반되었는데 각각 3년， 4년

대부분의 환자에서 객혈은 폐동맥 (pulmonary artery) 보다
는 체측부동맥 (systemic

artery) 특히 기관지외 체측부동액

의 기간을 보였고 초기 지혈 효과에서 부분 지혈 반응을 보여

(non -bronchial systemic artery) 으로부터 기인되며 실제로

재발한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빈번하게 객혈의 원인이 되는 병소로 혈관을 공급하여 때로는

치료의 정도에서 오래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40%) 치

료도중자의적으로중단하여 불완전하게 치료되었던 경우 (30.9

객혈의 주원인 혈관이 되기도 한다고 알아왔고 (2 1-24) ， Keller 등 (24) 과 조 등 (6) 도 재출혈의 빈도가 기관지동맥외 체측

%)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지혈 결과와 연관

부통맥이 있는 경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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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관지동맥과 기관지동맥외 체측부동맥에 따른 지혈 효과

7. Ramakantan R, Bandekar VG , Gandhi MS , Aulakh BG , Deshmukh HL. M assive hemoptysis due to pulmonary tuberculosis

의 차이는통계학적으로유의하지 않았다.

control with bronchial arte ry embolization. Radiolo，양I 1996;
200: 691-694
8. Muthuswamy pp, Akbik F, Franklin C. Sp igos D , Barker WL

색전물질 중홉수성 인 젤폼이 사용된 경우그홉수성 때문에

빠른 재개통에 따른 재출혈이 증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
었으나(1 2，

25)

최근 성 등 (13) 과 검 등 (26) 의 연구에서는 색

Management of major or massive hemoptysis in active pulmonary tuberc ulosis by bronchial arterial embolization. Chest 1987 ;
92: 77-82

전 물질 에 따른 재출혈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색전 물질에 따른 초기 지혈 효과， 재출혈여부에

9. U f1 acker R, Kaemmerer A , Neves C. Picon PD. Management of

는 통계학적 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massive hemoptysis by bronchial artery embolization. Radi
ology 1983; 146 : 627-634
10. Remy J , Arnaud A , Fardou H , Giraud R, Voisin C. Treatment
of hemoptysis by em bolizatio n of bronchial arteries. Radiology

본 연구에서 1명의 환자가 성공적인 색전 술후 폐동맥 색전증
으로 생각되는 증상으로 13 일 후에 사망하였는데 이 는 색전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폐결핵과 같이 병발

1977 ; 122: 33-37

되었던 폐동맥 색전증을 간과해서 그 결과로 인해 사땅한 것인

1 1. Wholey MH , Chamorro HA , Rao G, Ford WB , Miller WH. Bronchial artery embolization for m assive h emoptysis . JAMA 1976;
236 : 2501-2504

지 확실하지 않으며 이 1예만을 제외하고 대 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이 없거나 흉통， 견통，기침，구토등의 경 미한 증상을호소

12. 검진철， 깅용길 ， 류춘욱 등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이용한 객혈의

하였고 특별한 처치 없이 호전되었다.

치료 대 한방사선의학회지 1988; 24: 187-195

13 성영순， 서 경진， 김용주 기관지동맥 색전술의 임상적 고찰‘ 대
한방사선 의학회지 1992; 28: 505-512
14 김성민， 김영주， 양학석， 이명섭， 성기준 동맥 색전 술을 이 용한

결론적으로 폐결핵으로 인한 객혈 환자에서 동맥색전술의 초
기 지혈 효과는 84%로 매우 높았고， 지혈 성공후 재 출혈율도

52 .2 %로 높았다. 치료의 정도， 단순흉부사진상 병변의 진행 정

객혈의 치료-대한방사선의학회지 1994 ;30 : 1029-1034
15 최완영， 최진원， 임병성， 신 동호， 박성수， 이정희. 대량 객혈 환자

도와 침벙 범위， 색전 대상 혈관의 조영술소견 ， 색전된 혈관과
색전 물질은 지혈 효과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했

에서 동액 색전술의 치료 효과 결핵 및 호흡기질환 1992 ;39:

다. 그러 나 결핵의 활동성 여 부가 초기 지혈 효과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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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atheter Arterial Embolization for Control of Hemoptysis in
Pulmonary Tuberculosis

Analysis of Prognostic Factors 1

Ji-Young Rho , M.D. , By ung-Suk Roh , M.D. , Eun-A Kim , M.D. ,
Ki -Han Park , M.D. , Hyo-Sung Kwak , M.D. 2, Young-Min Han , M.D. 2,
Seon-Kwan Juhng , M.D. , Eun-Tail Jeong , M.D. 3, Jong-Jin Won , M.D.

‘

1 Department

01 Radiology , Wonkwang University School 01 Medicine

2Department 01 Radiology , Chonbuk University School 01 Medicine
3Department ol Internal Medicine , Wonkwang University School 01 Medicine

PU rpose :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ranscatheter arterial embolization(T A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rapeutic effect and prognostic factors after this procedure.
Materials and Methods: Fifty-five patients with hemoptysis caused by pulmonary tuberculosis
(TB) underwent TAE. We reviewed medical records of the history and activity of pulmonary TB ,
and the extent of treatment , and assessed plain chest PA for the extent of lesions; we also evaluated
the angiographic findings of embolized arteries , and embolic agents.
The initial success rate , as shown by immediate response , and recurrence during follow-up , were
then observed. Using the Chi-square tes t, differences in these findings were analysed.
Results: Immediate control of hemoptysis was achieved in 46 of 55 patients(84 %); 24 of 46(52.2
%), experienced recurrence.
Initial failure and partial response rates were higher in patients with active pulmonary TB(p <O.
05) than in those in whom the condition was inactive. The recurrence rate was higher among those
who had had pulmonary TB for between one and ten years (p <0.05). There was , however ,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rapeuti c effect and the extent of anti-TB treatment , the extent of
lesions seen on plain chest PA , angiographic findings , embolized arteries , and embolic agents.
Conclusion : The initial success rate of TAE was 84% and the recurrence rate was as high as 52.2
%. Both activity and duration of pulmonary TB were prognostic factors in immediate response and
recurrence.
Index words: Tuberculosis , pulmonary
Lung, hemorrhage
Arteries , bronchial
Arteries , therapeutic block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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