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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질코르티코이드가 간농양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당질코르티코이드가 간농양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항생제 투여와 병용되는 경피적 배농술은 간농양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섬유화 격벽과 중격이 항생제의 

전달과 효과적인 배농을 저하시켜 치료실패를 유발하거나 재원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13마리의 New Zealand White 

Rabbit의 간실질에 1.5×108/ml의 Escherichia coli를 접종하여 

간농양을 유발하고 2군으로 나누었다. 13마리중 6마리의 실험군에는 

균주접종 후 4일째 되는 날부터 1 mg/kg에 해당하는 methyl- 

prednisolone (상품명 SOLU-MEDROL®, 파마시아 코리아)을 1일 

1회씩 4일간 대퇴근에 근주하였다. 균주접종 9일째 되는 날 실험 

동물을 죽인 뒤 간농양을 600 ㎛의 두께로 균일하게 잘라 조직표본을 

제작하여 Masson’s trichrome 방법으로 염색하였다. 매 조직표본에서 

간농양과 섬유화 격벽의 넓이를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제공하는 ImageJ (version 1.29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한 뒤 조직표본의 두께인 600 ㎛를 곱하여 매 조직표본의 간농양과 

섬유화 격벽의 부피를 구하고 그 부피들의 합으로 간농양과 섬유화 

격벽의 부피를 구했다. 간농양의 섬유화 정도를 섬유화 격벽의 부피와 

간농양의 부피의 비로 규정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의 섬유화 정도를 

개인용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SPSS package (version 11.0)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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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paired T-test로 비교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각각 7개의 

간농양이 유발되었으며 섬유화 정도는 대조군이 평균 0.434, 실험군이 

평균 0.312로 실험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섬유화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6). 결론적으로 당질코르티 

코이드는 간농양에서 섬유화 정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당질코르티 

코이드의 투여가 항생제 투여와 경피적 배농술에 추가되는 경우에 

간농양의 치료성적을 호전시키는데 기여하는지에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간농양, 섬유화, 당질코르티코이드,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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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질코르티코이드가 간농양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준명>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진  범  식 

 

 

Ⅰ. 서  론 

 

간은 농양이 가장 호발하는 장기이다. 간농양은 모든 농양중 13%를 

차지하며 복강내 농양의 48%에 이른다. 과거에는 급성충수돌기염에 

속발하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으나 항생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간담도계의 이상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대두되었다.1 과거에 화농성 

간농양은 수술적 배농이 치료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영상적 진단 

방법이 개발되고 항생제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경피적 배농술이 수술적 

치료와 동등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2-4 그러나 적극적인 항생제 

사용과 경피적 배농 및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화농성 간농양의 

사망률은 6-26%에 이른다. 또한 치료기간에 있어서도 평균 4-6주간의 

장기적인 항생제 투여가 요구되고 있다. 치료실패 및 치료기간 연장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농양내의 진한 화농성 

물질들의 점도 및 농양주위의 섬유화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간농양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염증매개물질들이 분비되어 

섬유소 형성 및 섬유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섬유소 및 섬유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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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의 국소적인 전파를 막는 역할을 하지만 항생제의 전달 및 도관에 

의한 배농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5 세균성 수막염에서도 

신경계의 손상은 병원균 자체보다는 병원균에 대한 인체의 면역반응으로 

생성된 염증성 매개물질이 주된 병인이며 이러한 현상은 항생제가 투여 

되어 병원균이 용해될 때 두드러지게 된다.6-8 일부의 세균성 수막염 

에서 항생제투여 직전이나 투여와 동시에 당질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하여 

염증반응을 억제하면 사망률 및 뇌신경계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음이 

알려져있다.9-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물에서 간농양을 유발하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하여 치료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섬유화가 감소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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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가. 실험동물  

New Zealand white rabbit 13마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 접종균주  

1.5×108/ml의 E. coli (ATCC 25922)를 개복술을 통해 

간실질에 주입하여 간농양의 유발을 시도하였다. 균주의 농도 

는 McFarland standard turbidity 0.5를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다. 약물투여 

실험군에는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일종인 methylprednisolone 

(상품명 SOLU-MEDROL®, 파마시아 코리아)을 근주하였다.   

 

2. 방법 

가. 간농양의 유발 

13 마리의 New Zealand White Rabbit에 ketamine hydro- 

chloride(상품명 케타라 주®, 유한양행)과  atropine sulfate 

(상품명 광명 황산아트로핀 주®, 광명제약 주식회사)을 근주 

하여 마취한 뒤 개복하여 간실질에 E. coli를 0.2 ml-1 ml씩 

1곳 또는 2곳에 접종하여 간농양의 유발을 시도하였다. 접종량 

및 접종수는 수술시 간의 크기 및 접종 부위의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였다. 

 

나. 약물 투여 

13마리중 6마리의 실험군에는 균주접종후 4일째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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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1 mg/kg에 해당하는 methylprednisolone을 1일 

1회씩 4일간 대퇴근에 근주하였다. 

다. 조직 염색 

균주접종후 9일째 되는 날 실험동물을 죽인 뒤 간실질을 

포르말린용액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간실질 중 간농양을 600 

㎛ 두께로 잘라 조직표본을 제작하여 Masson’s trichrome 

방법으로 염색하였다.    

라. 섬유화 평가 

(1)  Masson’s trichrome으로 염색된 조직표본을 광학현미경 

으로 관찰하여 간농양의 단면적(Ao) 및 간농양중 농양 

벽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Ai)을 측정하여 그 차이로 농양 

벽의 면적(ΔA)을 계산하였다. 면적의 측정은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제공하는 

ImageJ (version 1.29x)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간농양을 균일한 두께로 절단하여 조직표본을 제작하였 

으므로 농양의 단면적(Ao)에 조직 표본의 두께(600 ㎛)를 

곱한 값의 합을 농양의 부피(Vo)로 가정하고 농양벽의 

부피(ΔV)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3) 농양의 섬유화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해 농양벽의 부피 

(ΔV)를 농양의 부피(Vo)로 나눈 값을 F로 규정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F값을 산출하였다. 

(4) 실험군과 대조군의 F값을 비교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 SPSS package (version 11.0)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를 시행하였으며 p값이 0.05미만일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7

  Ⅲ. 결  과 

 

1. 일반적 특징 

가. 7마리의 대조군과 6마리의 실험군에 균주를 접종하였다. 

나. 7마리의 대조군중 4마리에는 2부위에 균주를 접종하였고 3마리 

에는 1부위에 균주를 접종하여 총 12부위에 농양유발을 시도 

하였다. 이중 1마리는 접종 2일째 사망하였고 2마리는 농양이 

유발되지 않아 총 7개의 농양이 유발되었다(Table 1). 

Table 1. 대조군의 농양유발 

 

번호 체중(kg)  시도한 농양수    균주접종량1(ml)  유발된 농양수 

                 

1      3.3          1         0.5      1 

  2  2.4            2       0.4, 0.5      0 

3  2.5          2      0.35, 0.35     2 

4  2.9          2      0.35, 0.35     2 

  5  3.0          2      0.35, 0.35     0 

6  3.3          1         0.3      0 

7  3.0          2       0.3, 0.3      2 

 
1 균주는 1.5×108/ml의 E. coli임.    

 

 

 

 

다. 6마리의 실험군중 2마리에는 2부위에 균주를 접종하였고 4마리 

에는 1부위에 균주를 접종하여 총 8부위에 농양유발을 시도하였다. 

이중 1마리는 농양이 유발되지 않아 총 7개의 농양이 유발되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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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실험군의 농양유발 

 

번호 체중(kg)   시도한 농양수  균주접종량1 (ml)  유발된 농양수 

                 

1  2.9          1         0.5      0 

2  2.1    1          1      1 

3  2.2          1         0.5      1 

4  3.0          2       0.3, 0.3      2 

5  3.0          1         0.2      1 

6  2.9          2      0.25, 0.2      2 

 
1 균주는 1.5×108/ml의 E. coli임. 
 

 

 

2. 농양의 특징 

가. 대조군에서 농양의 부피는 평균 3.400×10-1 μl, 농양벽의 

부피는 평균 2.125×10-1 μl이었다(Table 3). 

Table 3. 대조군 농양의 특징 
 

번호           농양의 부피(μl)               농양벽의 부피(μl) 
           

1       1.836×10-2        1.278×10-3 

3       1.351×10-1        9.328×10-2 

       2.031               1.245 

4                4.500×10-2        2.610×10-2 

                   7.740×10-2        2.968×10-2 

7             5.412×10-2        1.644×10-2 

              1.908×10-2        7.560×10-3 
 

 평균               3.400×10-1           2.1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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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군에서 농양의 부피는 평균 5.961×10-2 μl, 농양벽의 

부피는 1.168×10-3 μl이었다(Table 4). 

Table 4. 실험군 농양의 특징 
 

번호           농양의 부피(μl)               농양벽의 부피(μl) 
            

2       9.174×10-2        4.230×10-3 

3       5.682×10-2        1.350×10-2 

4                4.176×10-2              1.644×10-2 

        5.370×10-2        1.902×10-2 

5                5.424×10-2              1.146×10-2 

6                5.136×10-2        1.560×10-2 

                   6.762×10-2        1.524×10-3 

 

평균       5.961×10-2                   1.168×10-3 

 
  

 

다. 농양의 섬유화 정도(F)는 대조군에서 평균 0.434, 실험군에서 

평균 0.312로 양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6)를 

보였다(Table 5). 

Table 5. 대조군과 실험군의 섬유화 정도(F) 비교 
 

번호               대조군              실험군             번호 

           

1                 0.0696               0.461              2   

3                 0.690                0.238              3 

3                 0.613                0.394              4 

4                 0.580                0.354              4  

4                 0.383                0.211              5 

7                 0.304                0.304              6 

7                 0.396                0.225              6    

 

평균               0.434                0.312             평균  

   

(p=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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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간농양은 간에서 발생하는 원발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병리적 경과의 

결과이며 감염원이 간실질에 침투했을 때 숙주가 염증반응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형성되게 된다. 감염원의 침투경로에 따라 간농양을 나누면 

담도계, 간문맥, 간동맥, 인접장기, 외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화농성 

담도염은 간농양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이런 경우에 간농양은 대개 

다발성으로 오게 된다. 간문맥의 경우에 대부분의 장간막 혈류가 

통과하므로 게실염, 췌장염, 염증성 장질환, 수술후 감염등에 속발할 

경우 간문맥을 경유해 간농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충수돌기염에 속발 

하는 간농양이 이에 속하지만 항생제의 도입 후 급속히 감소하였다. 

감염성 심내막염같이 패혈증에 속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담낭염이나 다른 

복강내 농양에서 직접 감염이 전파되어 간농양을 형성하기도 한다. 

외상에 의한 경우 관통상뿐 아니라 타박상에 의해서도 간농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간내에 형성된 혈종이 감염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간농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개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악성종양, 간경변같은 선행질환을 동반하게 된다. 

간농양의 원인균으로는 E. coli와 Klebsiella pneumoniae가 가장 

흔하고 Enterococcus spp.와 Viridans streptococci는 주로 복합 

감염에 흔하다. 그리고 Staphylococcus aureus는 단독감염에 호발하는 

균주이다. 간농양에 있어서 혐기성 균주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45%의 

간농양에서 혐기성 균주가 분리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배양방법이 

까다로워 실제로는 잘 동정되지 않는다.13 일부에서는 단일 농양이 

다발성인 경우보다 여러 균주에 의한 복합감염이 빈발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또한 단일 농양은 특별한 원인없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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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농양의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 황달 그리고 우상복부 동통이다. 

그러나 항생제의 발달과 조기진단으로 위의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10%미만이다. 따라서 담도염이나 불명열, 폐렴 등으로 오인되기 

쉬워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간농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농양의 치료는 항생제 투여 및 경피적 배농이 주를 이룬다. 최근 

들어 배농없이 항생제 단독치료로 동등한 치료성적을 보고한 예가 

있으나 간농양의 크기가 작거나 경피적 배농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등 대상 환자의 선택이 제한적이다.17-19 

McFadzean 등20이 1953년에 최초로 항생제와 도관을 이용한 경피적 

배농술의 성공적인 치료성적을 보고하였으나 방사선학적 진단기술이 

발달되기전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초음파 및 

전산화 단층촬영 등의 방사선학적 진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여러 문헌에서 69%에서 90%의 높은 치료성공률을 보고하는 등 항생제 

투여를 동반한 경피적 배농술이 간농양의 치료에 있어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21,22 이러한 방법은 환자들이 잘 견딜 수 있고 방사선학적인 

진단과 동시에 시술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농된 검체는 

미생물학적인 진단에 사용될 수 있으며 도관은 배농액이 감소할 때까지 

5-7일가량 유지한다. 도관의 이탈 및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피적 배농술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있어 여러가지 견해가 있지만 Haaga와 Weinstein23, Gerzof 

등24, Jacques 등25, Mueller 등26, 27 그리고 vanSonnenberg 등28은 

증가된 점도와 진한 화농성 물질이 효과적인 배액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간실질내로 감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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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기전이 작동되어 염증세포가 결집하고 싸이토카인이 분비되어 

최종적으로 섬유소가 형성되고 섬유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섬유소 

형성 및 섬유화는 감염의 국소전파를 제한하고 단기적으로는 면역기전에 

의한 감염원의 제거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감염원이 

섬유소 및 섬유화 조직에 둘러싸여 항생제의 전달 및 도관에 의한 

농양의 효과적인 배액을 저해한다. Hau 등29은 세균이 섬유소에 

둘러싸여있을 경우에 항생제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증명했고 Hau와 

Simmons30는 동물 실험에서 헤파린을 투여하여 섬유소 형성을 억제 

했을 때 복막염의 치료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증명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Tillet 등31은 strepto- 

kinase를 흉관내에 넣어서 농흉의 배액을 개선하였고 Moulton 등32은 

urokinase를 통한 흉관 배액의 효율성을 입증하여 현재 이 방법은 널리 

쓰이고 있다. Haaga 등33, Park 등34 그리고 Lahorra 등35은 농흉이외의 

농양에 있어 섬유소 용해물질의 적용을 연구했다. Haaga 등33은 농양 

내로 urokinase를 투여한 경우 치료기간단축 및 비용절감효과가 있음 

을 증명했고 Song 등36은 동물실험을 통해 초기의 간농양에 urokin- 

ase를 투여하여 간농양의 섬유소 형성 및 섬유화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렇게 감염원에 대한 인체의 방어기전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세균성 수막염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뇌척수액속에 

존재하던 세균이 항생제의 투여 등에 의해 용해되면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 등이 숙주의 면역기전을 활성화시켜 호중구와 단핵구가 활성화되고 

국소적으로 싸이토카인, 혈소판 활성화 인자, 활성 산소 유도체 등이 

유리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세포들이 손상되고 뇌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뇌부종이 발생하고 신경세포의 파괴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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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6-8 동물실험에서 당질코르티코이드가 세균성 수막염에 있어서 

여러 염증매개물질을 억제하고 병태생리학적인 결과를 개선시키는 것이 

밝혀져 있으며6 임상연구에서도 dexamethasone을 투여하여 

Haemophilus influenzae나 Streptococcus pneumoniae에 의한 세균성 

수막염의 사망률이나 신경학적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9-12  

본 연구에서는 일부의 간농양에서 인체의 면역기전이 과도한 섬유화 

격벽 및 중격을 형성하여 오히려 치료효과를 저하시키고 치료기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에 착안하여 면역억제제를 투여함으로써 이러한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격벽의 최대 두께를 적용한 연구가 있었으나35 본 연구에서는 전체 

농양의 크기가 격벽의 최대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배재하기 위하여 

격벽의 부피와 전체 농양의 부피의 비로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토끼의 간에 세균을 접종하여 간농양을 유발시킨 뒤 

실험군에 당질코르티코이드를 근주함으로써 간농양을 둘러싸는 섬유화 

격벽의 두께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농양을 치료하는데 있어 농양내로의 항생제 투과를 증가시키고 도관을 

통한 배액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섬유화 격벽이 

국소적인 감염전파를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항생제 투여 및 배농 등의 

치료가 동반되는 임상적용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발한 20개의 농양 중 14개에서만 농양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균주접종 후 농양이 형성되고 섬유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유발된 농양 

마다 다를 가능성이 있어 이것이 실험동물을 죽이는 시점에 형성된 

섬유화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발된 간농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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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형성된 섬유화 격벽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질코르티코이드는 

세균성 수막염에서 효과가 입증된 일정 및 용량37으로 투여하였으므로 

기대하는 당질코르티코이드의 효과는 발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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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당질코르티코이드가 간농양의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간농양은 항생제와 경피적 배농술을 병용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 섬유화격벽과 중격이 항생제의 

전달과 효과적인 배농을 저하시켜 치료실패를 유발하거나 재원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13마리의 New Zealand White 

Rabbit의 간실질에 E. coli를 접종하여 간농양을 유발한 뒤 실험군에 

당질코르티코이드를 근주하여 간농양의 섬유화 정도를 대조군과 비교 

하였다. 실험결과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섬유화가 감소 

하였다. 그러나 섬유화 격벽이 간농양의 국소적인 감염전파를 막는 효과 

가 있으므로 당질코르티코이드가 항생제 투여와 경피적 배농술에 추가 

되는 경우에 간농양의 치료성적을 호전시키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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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nfluence of the 

glucocorticoid on the degree of fibrosis in liver abscess.      

Combination of antibiotics and percutaneous drainage is effective 

measure for treatment of liver abscess. But in some cases the 

fibrosis wall and septum interfere with antibiotics delivery and 

effective drainage of pus, which results in treatment failure or 

prolongation of hospitalization.  

In this study, liver abscesses were induced in 13 New Zealand 

white rabbits by injecting E. coli and divided into two groups. In 

experimental group(n=6), methylprednisolone(1 mg/kg) was 

injected intramuscularly daily for 4 days since the 4th day of 

abscess induction. On the 9th day, rabbits were sacrificed and liver 

abscesses were cut evenly by 600 µm width and produced into 

slides stained with Masson’s trichrome. The area of liver abscess 

and fibrosis wall of each slide were calculated by Image J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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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x) provided by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The volume of abscess and its fibrosis wall were measured by the 

sum of the areas multiplied by the width of each slice. The degree 

of fibrosis(F) is represented by the ratio of the volume of fibrosis 

wall to the volume of abscess itself.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etween the two groups by 

paired T-test with SPSS version 11. Seven abscesses were 

induced in each group and the mean F value was 0.434 for control 

group and 0.312 for experimental group. The difference of F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6).  

In conclusion, glucocorticoid reduces the degree of fibrosis in the 

liver abscess induced in a animal model. But further investigation is 

required whether the glucocorticoid injection will contribute to the 

treatment of liver abscess when actually combined with antibiotics 

and percutaneous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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