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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plenectomy on Acute Barium Sulfate Induced
Toxicity of Rat Or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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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ucidate whether or not splenectomy alters
the acute toxic effects on rat tissue induced by barium sulfate. Methods : A total of 80 Sprague-
Dawely male ra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control group and the barium sulfate treat-
ed groups with and without splenectomy. The pathologic changes in the solid organs were
examined at the time after intraperitoneal treatment with barium sulfate. The changes of white
blood cell count were also examined. Results : The barium induced toxicity was most promi-
nent in the spleen. The changes in the other organs were proportional to the experimental dura-
tion, and the changes in the barium only treatment group were more severe than the observed
changes in the splenectomy and barium treated group.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egree of barium toxicity of barium only treated group was more severe than that of
the splenectom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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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절제가바륨급성중독에미치는 향

바륨(barium)은 페인트, 종이, 고무, 도자기류나 유리의 제조

등 여러 화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Barium flurosilicate와

carbonate는 살충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황산 바륨염은 불용성 합

성물로서 방사선 진단 시에 조 제로 널리 사용된다. 바륨은 자연

상태에 상 적으로 풍부해서 식물이나 동물 조직에서 검출되며,

어느 지역의 물은 천연수에 높은 농도의 바륨을 함유하고 있다.

바륨 화합물의 독성은 용해도와 관련이 있다. 바륨의 용해성

합성물은 흡수돼서 소량이 골격에 축적되고, 폐에는 평균 1 ppm,

신장, 비장, 근육, 심장, 뇌, 간에는 0.03 내지 0.10 ppm 정도 축

적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체내 바륨의 일부는 오줌으로 배설

이 되지만 신뇨세관에서 재흡수가 되며, 배설 경로의 부분은

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1-3

바륨 화합물의 흡입으로 인한 인체의 독성에 한 보고는 주

로 barium sulfate, barite ore나 용해성 barium compounds에

한 직업적 노출과 관련된 바륨폐진증(baritosis)에 한 것이

었다. 또한 바륨에 의한 독성 및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바

륨의 흡입, 과민반응, 위장관 천공들이 알려져 있다. 특히 위장

관 천공 시 복막염이나 섬유화를 유발할 수 있고, 바륨이 혈관내

로 들어가면 전신 정맥계나 문맥정맥계로 들어가게 되어 사망률

이 매우 높다고 한다.4-11

바륨 화합물의 급성 중독 시에는 위장염, 저칼륨혈증, 고혈압,

부정맥, 골격근 마비 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4

또한 개나 기니픽을 상으로 마취한 후 염화바륨을 정맥내 주

입한 경우 고혈압과 부정맥이 나타났고, 개에서는 골격근 마비

등이 나타났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15,16

만성 중독성에 한 연구 보고로, 생쥐를 상으로 음료수에

염화바륨을 저농도 내지 고농도로 13주간 투여한 결과 저농도에

서는 생쥐가 사망하지 않았으나, 4,000 ppm 농도에서는 반수 이

상이 사망하 다. 또한 4,000 ppm 농도로 투여한 암컷 및 수컷

생쥐에서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 부분 생쥐에게 바륨 유발성 신

손상이 나타났다고 하 다. 광학현미경적 소견상 신장에 뇨세관

확장, 뇨세관 위축, 뇨세관내에 crystals이 관찰되었다. 고농도 바

륨 투여 실험 기간 중에 사망한 생쥐에서 비장, 흉선 및 림프절

에서 림프구양 세포 고갈이 관찰되었으나, 간을 포함한 다른 장

기에서는 조직병리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17

복강 내 물질의 흡수 기전에 해서 복막 투석시 간을 덮고 있

는 복막이 용질의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비장의 역할에 한 보고는 문헌상 찾을 수 없었다.18,19 이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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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바륨으로 유발된 독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사람에서 자

원자를 상으로 바륨을 음료수에 용해시켜 일정 기간 섭취시킨

후 나타난 결과 보고나, 생쥐를 실험동물로 하여 급성으로 고농

도를 흡입시키거나 고농도의 바륨을 음료수에 용해시켜 먹인 후

사망한 생쥐의 부검결과에 한 보고이었다. 그러나 급∙만성 바

륨 중독시 시간에 따라 각 장기에 나타난 변화를 형태학적으로

관찰한 연구 보고나, 비장이 복강내 물질의 흡수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 보고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비장이 복강내 물질의 흡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

해 웅성 백서를 비장 절제 후 복강내 바륨을 투여한 군과 복강내

바륨만 투여한 군을 나누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실험동물을 희

생시켜 각 장기에 나타난 변화를 광학현미경적으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와 방법

재료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생후 8주된 체중이 280-290 gm 범주

의 Sprague-Dawley 웅성 백서로 서울에 소재한 (주)바이오제

노믹스에서 구입하여 1 주일간 실온 18±2℃, 습도 60±10℃의

조건하에서 수돗물과 기본 배합사료로 사육한 후 본 실험에 사용

하 다.

실험 약물

본 실험에 사용된 황산바륨은 소화관 조 용 현탁제로 사용되

고 있는 솔로탑액 140 (SOLOTOP Sol. 140; 황산바륨 농도-

140 그람/100 리리터, 태준제약, 서울, Korea)이었으며, 마취

제 및 이완제로는 유한케타민 주사(YUHAN KETAMINE

INJECTION, 유한양행, 군포, Korea)와 동물용 진통, 진정, 근

육 이완제인 럼푼 주사액(rompun 2% solution for injection, 바

이엘 코리아 주식회사, 반월, Korea)을 사용하 다.

실험군

조군, 바륨 투여군, 비장 절제후 바륨 투여군으로 나누어 실

시하 으며, 실험동물은 각각의 실험군에 32마리 및 조군에 16

마리를 배정하 다.

방법

약물 투여 방법

유한케다민 주사액과 럼푼주사액을 3:1로 희석하여 복강내 투

여한 후 마취된 백서의 복부를 알코올로 소독하 다. 다음 복부

중앙을 3 cm 길이로 정중 절개를 한 다음 각 실험군마다 다음

과 같이 하 다.

조군; 복부의 중앙을 절개하여 생리적 식염수 1 cc를 복강

내 투여한 후 절개창을 3-0 silk로 복막 근육층과 피부를 분리하

여 층층 연속 봉합를 하 다.

바륨 투여군; 복부의 중앙을 절개하여 바륨 1 cc를 복강내 삽

입한 후 조군과 같은 방법으로 봉합하 다.

비장 절제후 바륨 투여군; 복부의 중앙을 절개하여 비장을 절

제한 후 바륨 1 cc를 복강내 삽입한 후 봉합하 다.

각 실험동물은 실험 실시 후 1일, 3일, 5일, 1주, 2주, 4주, 6주,

및 8주에 각각 2마리( 조군), 4마리(바륨 투여군), 4마리(비장

절제후 바륨 투여군)씩 도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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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구 변화 분석

각 실험군의 동물을 기간에 따라 희생시키기 12시간 전에 금

식시킨 다음 마취 하에 실험동물을 개복하 고 심장 천자를 통

해 혈액을 채취하여 자동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광학현미경적 관찰

마취 하에 실험동물을 개복하고 심장 천자로 혈액을 채취한 후

각 장기(폐, 타액선, 흉선, 간, 비장, 신장, 부신, 장간막 림프절)

를 적출하 다. 적출한 조직을 1×1 cm 크기로 절편을 만든 다

음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에 48시간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법

으로 파라핀 블록을 제작하 다. 박절기를 이용하여 4 m 두께

로 연속 절편을 만든 후 hematoxylin-eosin (H&E) 염색을 실

시하여 조직학적 소견을 검경하 다.

결 과

폐사율

비장 절제 후 바륨 투여군에서 2마리(2/32; 6.3%), 바륨만 투

여한 군에서 1마리(1/32; 3.1%)가 실험 2주째 폐사하 다.

실험동물의 체중의 변화(Fig. 1)

실험 1일째 조군과 실험군 백서의 평균 체중은 각각 310 g

과 320 g이었다. 그 이후 조군과 실험군 모두 실험 기간 중 체

중이 증가하 으나, 실험 1-2주까지는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조군에 비해 낮았다.

Fig. 3. Gross features of the spleen of the control and barium sul-
fate treated groups at the second week. The spleen in the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shows marked atrophic change (left side,
control group; right side,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Fig. 5. The spleen shows regenerated features with good demar-
cation between red and white pulps, and with diffuse congestion
and deposition of barium sulfate laden macrophages (arrow) in
the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at the fourth week.

Fig. 4. The spleen shows diffuse hemorrhagic necrosis in the white
and red pulps in the the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on the first
day.



백혈구 수치의 변화(Fig. 2)

실험 기간에 따른 백혈구 수는 조군에서는 1 mL당 6,000개

내외로 일정하 으나 실험군에서는 조군에 비해 2 내지 4배로

증가하 다. 비장 절제 후 바륨을 투여한 군에서는 바륨만 투여

한 군에 비해 백혈구 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

(p<0.005).

병리학적 소견

비장

육안적으로 조군에서 비장은 암적색(dark redish colo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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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 the liver of the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A) on the first day, it shows poorly defined hemorrhagic necrosis in the lobule. (B)
on the third day, it shows more or less well defined necrotic area with marked infiltration of barium sulfate particle laden macrophages
(arrow) in the lobules.

A B

Fig. 7. In the liver of the splenectomy and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A) on the first day, it shows focal barium sulfate particle laden
macrophags (arrow) in the central vein and sinusoidal spaces. (B) On the third day, it shows diffuse barium sulfate particle laden macrophages
(arrow) in the sinusoidal spaces.

A B



띠었으나, 바륨만 투여한 군에서는 1주 전후에 회색을 띠었다. 2

주 이후부터는 회색 내지 적갈색을 나타내었다. 비장의 크기는

2주에 현저히 작아졌다가(Fig. 3), 4주 이후에 크기가 조군과

비슷하게 되었다

현미경 소견상 조군에서 백수 부위와 적수 부위의 경계가

분명하게 관찰이 되었다. 바륨을 투여한 군에서 실험 1일째 저배

율상 미만성으로 출혈과 괴사가 형성되어 백수 및 적수의 부위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Fig. 4). 3일째 출혈과 괴사가 더 심하게 나

타났고, 부분적으로 칼슘 침착이 관찰되었다. 5일째 고배율상 바

륨을 탐식한 식세포가 백수 및 적수 부위에 미만성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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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 the kidney, (A) it shows diffuse barium sulfate particle laden macrophages (arrow) in glomerular capillary lumina in the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at the second week. (B) It shows dilatation of the tubules, vacuolar degeneration and detachment of the tubular lin-
ing cells, with barium sulfate particle laden macrophages in glomerular capillary lumina in the splenectomy and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at the second week .

A B

Fig. 9. The lung shows diffuse infiltration of barium sulfate particle laden macrophages (arrow) in large blood vessels, alveolar capillaries,
and alveolar septum. The histologic change of the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A) is more severe than that of the splenectomy and bari-
um sulfate treated group (B) at the first week.

A B



되었으며 혈관내에는 바륨을 탐식한 식세포의 집단이 관찰되

었다. 1주째는 백수 부위가 다소 관찰되었으나, 백수 부위와 적

수 부위의 경계는 불분명하 다. 2주째에는 백수 및 적수 부위의

경계가 선명하게 나타났으나, 바륨을 탐식한 식세포가 함께 혼

재하여 나타났다. 4주 이후부터는 식세포가 차지하는 부위(면

적)가 다소 좁아지는 경향이었으나(Fig. 5), 6주와 8주에도 식

세포가 소실되지 않고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간장

실험군에서 간의 절단면은 조군에 비해 색깔이 옅어져 빈혈

상을 보 고, 2주 이후에는 울혈이 심하 다.

조군은 전 실험 기간에서 간 소엽의 경계가 분명하 고 울

혈도 관찰되지 않았다. 비장 절제를 하지 않고 바륨만 투여한 군

은 실험 1일째 간소엽의 중심정맥, 문맥역의 혈관내에서 바륨을

탐식한 단핵구가 관찰되었다. 간소엽내에서는 부분적으로 바륨을

탐식한 식세포가 관찰되었고(Fig. 6A), 간소엽의 중심정맥

주위 및 소엽내에 출혈 및 괴사(경색)가 관찰되었으며, 경계는

불분명하 다. 실험 3일째 소엽내 경색의 부위가 미만성으로 나

타났으나 경계가 다소 분명하 고, 식세포의 침윤 수도 증가

하 다(Fig. 6B). 실험 5일, 1주, 2주, 4주째에는 간소엽내에

식세포의 침윤이 더 심하게 관찰되었다. 6주와 8주째에는 문맥

역에 림프구의 심한 침윤 및 림프여포 형성이 관찰되기도 하고,

동양모양 혈관내에 림프구 침윤이 관찰되어 만성 간염의 양상을

보 다.

비장 절제 후 바륨을 투여한 군에서는 실험 1일, 3일, 5일째

간소엽내에 식세포 침윤이 실험 기간에 따라 심하게 관찰되었

으나, 그 정도가 비장 절제를 하지 않고 바륨만 투여한 군에 비

해 경하게 나타났고, 소엽내에 경색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7).

4주째에는 소엽내 식세포 침윤 정도가 비장 절제군과 비슷하

게 관찰되었고, 6주와 8주째에 문맥역에 만성 간염 소견이 관찰

되었으나 비장을 절제하지 않은 군에 비해 약한 소견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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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It shows hemorrhage and necrosis with marked accumulation of barium sulfate particle laden macrophages (arrow) in the adrenal
cortex of the the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on the third day. (B) It shows diffuse infiltration of barium sulfate particle laden macrophages
(arrow) in the adenal cortex of the splenectomy and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on the third day.

A B

Fig. 11. A thymus shows the distorted cortical area due to diffuse
infiltration of barium sulfate partilce laden macrophages (arrow) in
the barium sulfate treated group on the first week.



신장

실험군에서 신장은 조군에 비해 울혈이 심하 다. 

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비장절제후 바륨 투여군 및 바륨만

투여군)에서 다음과 같은 소견이 관찰되었다. 즉 실험 1일째 혈

관내에 바륨을 탐식한 단핵구가 관찰되었고, 신사구체 모세혈관

내에서도 관찰되었다. 5일과 1주일째 세뇨관의 확장 및 세뇨관

세포의 탈락이 관찰이 되었는데, 이러한 소견은 2주와 4주에 심

하게 관찰되었다(Fig. 8). 6주 이후에는 세뇨관 사이와 신사구

체 주위에 림프구 및 형질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어 세뇨관 간질성

신염을 나타냈으며, 비장을 절제하지 않은 군에서 더 많은 염증

세포의 침윤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폐

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에서 다음과 같은 소견이 관찰되었

다. 즉 실험 1일, 3일, 5일째 바륨을 탐식한 식세포가 큰 혈관

(폐정맥이나 폐동맥)에서 관찰되었고 폐포모세혈관내에서도 관

찰되었으며, 실험 기간에 따라 정도가 심해 졌다. 1주 이후에는

폐포중격내에 단핵구 침윤이 미만성으로 심하게 관찰이 되고, 폐

포강이 좁아져 간질성 폐렴상을 나타내었다. 4주 이후에는 기관

지 주위, 기관지내 및 폐포내에 만성 염증 세포의 침윤이 있는

엽성 폐렴상을 보 다. 이러한 소견은 비장을 절제하지 않은 군

에서 좀 더 심한 양상을 보 다(Fig. 9). 실험 6주째 폐장은 절단

면상 울혈과 부종이 심하 고, 간처럼 단단한 부분도 있었다.

부신

비장 절제를 하지 않고 바륨만 투여한 군에서, 실험 1일째 피

막하 혈관내에 바륨을 탐식한 단핵구가 관찰이 되었고 피질내에

미만성 출혈 및 괴사가 관찰되었으며, 3일째에는 광범위하게 심

해져서 세포 윤곽만 관찰되는 특징적 응고괴사상을 나타내었다

(Fig. 10A).

2주 이후에는 괴사된 부위에 재생이 일어나 4주, 6주에는 정상

에 가까운 구조를 보 으나 피질내의 각 층내에 식세포가 미만

성으로 침윤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석회화를 나타내었다.

비장을 절제하고 바륨을 투여한 군에서는 실험 1일, 3일째 부

분적으로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괴사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0

B). 실험 2주, 4주에 피질 부위에서 국한적으로 응고 괴사가 관

찰되었다. 6주 이후에는 괴사 부위에 석회화가 관찰되고 피질내

에 식세포의 침윤이 미만성으로 관찰되었다.

흉선

흉선은 조군에서는 관찰이 잘 되었다. 그러나 실험군에서는

실험 초기 2주 전후에는 심한 위축을 보 으며, 4주 이후에 크기

가 조군과 비슷하게 되었다.

현미경 소견상 조군에서는 세포 도가 높은 피질과 세포

도가 낮은 수질이 잘 구분되었다. 실험군에서는 1주일 전후에

바륨을 탐식한 식세포에 의해 림프모양 구조들이 소실(Fig. 11)

되었는데, 그 정도는 비장을 절제하고 바륨을 투여한 군에 비해,

바륨만 투여한 군에서 심했다. 그 이후에는 실험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침윤한 식세포가 감소되고 정상 구조와 비슷하게 되었

으나, 6주와 8주에도 식세포가 소실되지 않고 침윤되어 있었다.

기타 장기(췌장, 타액선, 장간막 림프절)

장간막의 림프절은 조군에서는 촉지되지 않았으나, 실험군

에서는 4주 이후에 현저하게 관찰되었다. 4주 이후에 췌장에 만

성 췌장염, 장간막 림프절에 만성 염증과 육아종 형성, 타액선에

만성 염증이 관찰되었다.

고 찰

바륨은 페인트, 종이, 고무, 도자기류나 유리의 제조 등 여러

합금류를 만드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황산 바륨염(barium

sulfate)은 불용성 합성물로서 액스선 진단에 방사선 비투과 보

조기로 널리 사용된다. 특히 위, 소장 및 장의 질환을 진단할

때 스캔 전에 복용함으로써, 장 부위와 주위의 구조들을 감별하

는 데 유용하다.1,20

바륨으로 유발된 독성에 관한 연구 보고는 사람의 경우 바륨에

노출될 때 나타난 역학 조사나 증례 보고가 있고, 자원자를 상

으로 음료수에 일정 농도를 함유시켜 일정 기간 섭취시킨 후 관

찰된 연구 보고가 있다.21,22 동물 실험으로는 생쥐를 실험동물로

하여 급성으로 고농도의 바륨을 흡입시키거나, 음료수에 용해시

켜 먹인 다음 사망한 생쥐의 부검 결과에 한 보고가 있다.1,17

소량의 바륨 흡입은 임상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지만, 흡입후

폐염이나 폐기능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흡입된 바륨의 부분

은 배설되지만 일부는 폐간질 조직이나 식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다. 바륨에 의한 과민 반응이 위장관 검사 동안에 일어날

수 있으나 흔하지는 않다. 부분 반응이 경하며 두드러기나 소

양감 호소가 부분이지만, 홍반, 호흡기계 합병증, 아나필락시

스, 급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복막외 천공이 식도에서 있을 때

종격 안으로 바륨이 들어가 즉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이

어 섬유화를 유발하게 된다. 바륨 관장과 관련된 부분의 복막

외 천공은 직장에서 나타나며 직장 주위에 염증 및 섬유화를 유

발시킨다. 바륨이 혈관내로 들어가면 전신 정맥계나 문맥 정맥계

로 들어가게 되어 사망률이 50% 이상이 된다고 한다.7-11,23

복강 내의 물질의 흡수 기전에 해서 복막 투석시 간을 덮고

있는 복막이 용질의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비장의 역할에 한 보고는 문헌상 찾을 수 없었다.18,19 비장의

중요한 기능은 혈액으로부터 노쇠되거나 손상된 혈구 등 불필요

한 물질을 제거하고 혈류내 포착된 항원에 한 면역 반응에 관

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암 발생과 종양의 악성 전환을 방해하

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24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 비장절제술

이나 약물 투여 등으로 인한 비장 기능의 소실은 면역기능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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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비장절제술이 각 장기

에 어떤 향을 미치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Deriy 등25은

비장절제 시 간에 한 보호 기능에 해서 보고 하고 있다. 즉

비장은 신체의 조직내 식세포의 15%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TNF-alpha를 분비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T 림프구와 자연 살

해세포에서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여 간 손상을 유발하는 데 관

여한다고 하 다. 따라서 비장절제 시 직접적으로 인터페론 감마

를 생성하는 세포가 소실하거나 간접적으로 간 손실을 유도하는

수용성 매개체가 소실됨으로써 독성 작용으로부터 간을 보호한

다고 하 다. 또한 비장절제 시 간에서 주된 공격세포는 쿠퍼 세

포인데 그들의 탐식 능력이 비장절제 후 증가하 음을 Ade 등26

이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 비장을 절제한 군과 비장을 절제하

지 않은 군의 각 장기들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비장을 절제

한 군에서 경하고 늦게 나타났다. 이에 한 정확한 기전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비장절제 후 조직내에서 강화된 탐

식세포의 능력이나 조직 손상을 유발시키는 여러 매개체들의 소

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실험 2주를 전후하여

실험군의 흉선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졌다. Wyllie27에 의하면 이

는 흉선과 같이 세포가 빠르게 교체되는 기관에서는 아포프토시

스와 같은 세포 사멸이 부분 이미 예정된 결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다른 장기의 세포보다 더

민감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 

급∙만성 바륨 중독 시의 증례 보고는 있으나 중독 기간에 따

른 각 장기에 미치는 변화를 형태학적으로 관찰한 연구 보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백서를 실험 동물로 하여 비장을 절제

하지 않고 황산 바륨을 복강내 1 mL를 투여한 후 1일, 3일, 5

일, 1주, 2주, 4주, 6주, 8주에 도살하여 각 장기를 비교 관찰하

다. 비장을 절제하지 않은 실험군에서 신장, 비장, 흉선, 폐,

부신 등의 변화는, 실험 방법은 다르지만 EPA (U.S. Environ-

mental Protection Agency)의 만성 중독 시 나타난 보고와 일

치하 다.14 그러나 바륨을 음료수에 4,000 ppm 농도로 13주(95

일) 동안 투여한 실험에서 간에 변화가 없었다는 EPA 보고와

는 다르다.14 이는 아마도 복강내에 바륨 1 mL를 투여한 연구자

의 실험 방법 및 투여한 농도의 차이가 아닌가 추정된다. Lind-

gren 등28은 Wistar 종 백서를 실험 동물로 하여 황산 바륨(300

uCi)을 복강 왼쪽에 주사한 후 자가방사기록법으로 관찰하 다.

그 결과 72시간 가량은 주사 부위에 있다가, 횡격막 오른쪽으로

서서히 이동해서 간 주위에 나타났고, 주사 후 4 내지 8일 후에

는 황산 바륨 소량이 상부 종격에서 검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바

륨 주사 후 homogenized organs 0.05 mL를 채취해 조사한 결

과, 폐; 0, 심장; 0, 간; 0, 종격; 1,300 및 횡격막에 750 impuls-

es/min가 측정됨으로서 바륨의 이동을 방사선적으로 증명하 다

고 하 다. 또한 실험 기간 중 백서의 체중은 조군에서는 실험

기간에 비례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실험군에

서는 실험 1-2주까지는 다소 높게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는 조

군에 비해 낮았다. 이는 복강내 바륨 투여로 인하여 초기에 염증

반응에 의한 복수 증가 등이 일부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백혈구 수는 실험군 간에 혈액 1 mL 당 6,000개 내외로

일정하 으나, 조군에 비해 2 내지 4배로 증가하 다. 비장절

제후 바륨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바륨만 투여한 군에 비해 백

혈구 수가 상 적으로 높게 증가하 는데, 이는 비장의 노쇠한

혈구 세포의 파괴 기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바륨 급∙만성 중독 시 비장 절제군과 비장을

절제하지 않은 군에서 보이는 각 장기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

하 다. 비장을 절제하지 않은 군에서는 비장 및 흉선에 림프모

양 세포 소실, 신장에 세뇨관의 확장 및 세뇨관 세포 탈락과 세

뇨관 간질성 신염이 나타났고, 간에 응고괴사 및 만성 간염, 폐

에 폐염, 부신에 출혈 및 응고괴사, 췌장에 만성 췌장염, 장간막

림프절에 만성 염증 및 육아종 형성, 타액선에 만성 염증 등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는 바륨 만성 중독 시 비장, 흉선 및 림프절

에 림프모양 세포의 소실이 관찰되었고, 간을 포함한 그 밖의 장

기에는 어떤 조직 병리조직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EPA

보고14와는 다르다. 이는 실험 방법 및 실험 동물이 다른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비장을 절제한 군에

비해 더 심하게 나타났으나 간을 제외한 다른 장기들에 한 기

전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로 약

물의 독성과 그와 연관된 비장의 관계를 더 확실히 밝힐 수 있다

면, 치료로 인한 약물 독성을 최소화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며 실질적인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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