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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파르가눔증(Sparganosis)은 Spirometra속(genus)

의 촌충(tapeworm) plerocercoid 또는 2기 유충

(larva)의 인체감염을 말하는데, 감염은 주로 피하

조직에 발생하나 드물게는 중추 신경계와 장내

(visceral)감염도 보고되었다.1-7) 성충 Spirometra는

개, 고양이 등과 같은 육식동물에 감염을 일으키

며, 인간은 중간숙주로 기회감염에 의해 감염된

다. 인체감염은 plerocercoid에 감염된 갑각류나 물

벼룩(cyclops)을 섭취하거나, plerocercoid에 오염된

위내시경 검사상 점막하 종양으로 표현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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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마시거나, 혹은 감염된 양서류나 파충류의

생습포(poultice)로 찜질할 때 피부를 통해 감염된

다.8,9) 저자들은 내시경상 위체부에 발생한 점막하

종양(submucosal tumor)으로 보이는 스파르가눔양

병변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이○심, 67세, 여자

주 소: 심와부 동통과 상복부 종괴

현병력: 내원 1개월 전에 간헐적인 심와부 동통

이 발생하여 일차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증

세가 호전되어 그 뒤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던 중,

내원 1주 전부터 심와부 동통이 다시 발생하고 상

복부에 종괴가 촉지되어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전신 쇠약감, 현기증과 1개월 사이에 2 kg의 체중

감소를 호소하였다.

과거력: 내원 18년전 좌하복부에 종괴가 촉지되

어 모 병원에서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직경

20 cm 정도의 종괴를 제거하였으나 정확한 진단

명은 모르고 있었고, 내원 2년 전 개구리를 생식

한 과거력이 있으며, 흡연력과 음주력은 없었다.

가족력: 특이 사항 없음.

이학적 소견: 내원 당시 혈압은 140/90 mmHg,

맥박수는 85회/분, 호흡수는 20회/분, 체온은 36.5oC

이었고, 급성 병색을 보였으나 의식은 명료하였

다. 결막은 약간 창백하였고, 경부에서 임파선 비

대나 종괴는 촉지되지 않았으며, 흉부 진찰소견은

정상이었다. 상복부 촉진상 4 3 cm 정도의 종괴

가 촉지되었으며, 표면은 부드러웠고 압통은 없었

다. 간이나 비장은 촉지되지 않았고, 하지부종은 없

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 사항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 입원 당시 말초혈액검사상 백혈

구 4,700/mm3 (호중구 61.2%, 임파구 27.5%, 호산

구 5.5%), 혈색소 11.8 g/dl, 헤마토크리트 35.1%,

혈소판 152,000/mm3이었으며, 혈청 생화학적 검사

상 혈당 106 mg/dl, BUN 20 mg/dl, 크레아티닌 1.1

mg/dl, AST/ALT 16/18 IU/L, 총단백 7.6 g/dl, 알부

민 4.0 g/dl, 총빌리루빈 0.3 mg/dl이었고, 혈청 전

해질검사 및 소변검사는 정상이었다. 대변검사상

잠혈반응은 음성이었고, 흉부 방사선소견과 심전

도는 정상이었다.

내시경 소견: 위 내시경 소견상 체하부의 후벽

에 직경 약 4 cm 크기의 점막하 종괴가 관찰되었

으며, 후벽의 위각 부위에도 돌출된 종괴가 관찰

되었다(Fig. 1-A, 1-B, 2).

방사선 소견: 컴퓨터 단층촬영상 위의 소만부

주위에 2 2 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위 하

Fig. 4. Contrast-enhanced computed tomography showed
a heterogenous mass with internal septa and cystic
and solid components in the omentum (arrow).

Fig. 3. Contrast-enhanced computed tomography showed
the focal thickening on the posterior wall of the
stomach (arrow). A small cystic lesion was seen
in the regional perigastric space.



박영환 외 10인：복강내 스파르가눔양 병변 1예 785

부 대망에 다엽성 종괴가 있었으며, 주위에 지방

조직 침윤을 동반하고 있었다(Fig. 3, 4). 초음파

내시경상 위체부의 후벽과 대만 부위에서 위벽과

분리되는 저에코의 종괴들이 관찰되었으며, 종괴

의 내부에 무에코 구조물들이 관찰되었다(Fig. 5,

6). 종괴의 일부는 위벽과 구별되지 않았으며, 점

막하 부위 특히 근육층에서 유래되는 종양과의

감별이 필요하였다.

수술 소견: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시험적 개복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 위의 분문부, 체하부

와 전정부에 4개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이들은

위벽과 유착되어 있어 박리가 힘들었다. 이들 중

전정부 부위에 유착된 7 8 cm 크기의 종괴만 제

거하였으며, 나머지는 박리가 되지않아 제거하지

못하였다. 주위 장기 침범이나 장간막 전이소견은

없었으며, 림프절 비후도 없었다.

조직병리학적 소견: 수술시 절제된 조직은 단

단한 섬유성 종괴로 단면에서는 여러 개의 불규칙

한 모양과 다양한 크기의 공동이 관찰되었다. 공

동안은 비어 있거나 쉽게 부서지는 조직 파편이

들어 있었다. 현미경적으로 공동의 벽은 질서정연

하게 조직구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으며, 다수의

호산구와 Charcot-Layden 결정, 다핵거대세포들의

침윤이 함께 관찰되었다. 기생충의 성체는 관찰되

지 않았으나, 터널모양의 공동, 호산구 침윤과 육

아종성 염증반응은 조직구안으로 파고들며 이동

하는 기생충 감염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스파르가

눔증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다(Fig. 7∼10).

임상경과: 환자는 수술 후 14병일째 건강한 모

습으로 퇴원하였고 나머지 종괴에 대해서는 외래

에서 추적 관찰키로 하였다.

고 안

스파르가눔증은 Spirometra속의 촌충에 의한 인

체감염을 말하며, Diphyllobothrium과 관련이 많은

Spirometra속은 1854년 Diesing에 의해 처음 기술

되었다.10) 1882년 중국에서 처음 인체 감염이 보

고되었으며, 이는 동양에 많은 Sparganum mansoni

에 의한 것이었고, 1935년 Mueller는 미국에서 주

로 발견되는 Spirometra mansonoides의 인체감염

을 기술하였다.11) 스파르가눔증은 비증식성(nonp-

roliferative)과 증식성(proliferative)으로 나누는데,

비증식성은 천천히 자라고 번식을 하지 못하는
Fig. 6. Submucosal mass showed the heterogenous echo-

genecity, but mainly low echogenicity.

Fig. 5. Endoscopic ultrasound showed 5 2 cm-sized
submucosal thickening on the posterior wall of
the gastric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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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식성은 분지(branching)와 분아(budding)에

의해 성장할 수 있고 증식이 가능하나 매우 드문

것이 특징이다.12) 미국에서 증식성이 12예 보고된

바 있는데 Mueller와 Strano13)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스파르가눔에 의한 인체 감염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성충 Spirometra의 최종숙주는 개와 고양이이

며, 인체감염은 우연 감염(incidental infection)으로

대체로 3가지 경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14) 첫

째는 Spirometra에 감염된 물벼룩(cyclops)에 오염

된 물을 마신 경우, 둘째는 Spirometra에 감염된

중간 숙주로 뱀, 어류, 양서류 등을 생식한 경우,

마지막은 드문 경우로 외상 치료를 위하여 날고

기로 상처 부위를 습포찜질을 하였을 경우 상처

부위를 통해 plerocercoid가 우연히 인체내로 들어

와 감염이 되는 경우이다.8,9)

유충이 인체에 들어오면 소화기관의 벽을 통해

주로 피부와 골격근으로 이동하며 인체내에서는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는다. 피하조직과 골격근

내에서 서서히 커지는 종괴 양상을 나타내는데

종괴는 때로 이동할 수 있으며 대부분 압통은 없

다. 인체 피하조직 내에서 유충이 몇 년간 생존하

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으나 피하종괴 형성 후

8∼9년간 생존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15) Monica

등16)은 19년간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파

르가눔증을 보고하였다. 다른 감염 부위로는 안

구, 신경계, 폐, 유방, 부고환, 방광, 소화기관, 심

장, 신장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조 등17)이 58명의

인체감염 스파르가눔증 환자에서 발생부위별 빈

도수를 조사하였는데, 피하조직과 골격근 및 복근

에서 54예로 가장 많았으며, 점막하층이 1예, 안

구 6예, 흉막강 복강 및 척추강에 7예, 비뇨생식

기에 2예가 있었다(병변의 다발성 발생으로 빈도

수가 환자수보다 많음). 복강내 스파르가눔증은

복강내 탈장 수술시 우연히 발견된 예가 있으며,

태국에서 급성 맹장염으로 개복술시 복강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스파르가눔을 보고한 바 있

다.5,6) 조 등7)은 급성 장폐색으로 응급 개복술을

시행한 예에서 공장 벽내에 퇴화된 형태의 스파

르가눔을 제거하였으며, 이것에 의해 장관내 부

종, 울혈을 유발하여 국한성 장폐색을 발생한 예

를 보고하였다. 임상증세는 감염된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안구 침범으로 내안구염 유

발시 시력소실, 결막하 종괴, 두통, 경련이나 신경

학적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척추내 종괴시 하반신

마비나 배뇨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그 외 출혈성

폐경색, 방광염 및 복막염 등이 발생될 수 있다.

진단법으로는 1980년대 이후 항스파르가눔 항

체를 이용한 면역혈청검사법이 시도되었으며 방

법으로는 보체결합시험법, 역면역 전기영동법, 간

접형광항체법과 ELISA 등이 있다. 김 등18)이 스

파르가눔 특이성 항체를 사용하여 ELISA법으로

71명의 혈청을 검사하여 스파르가눔증에 대한

85.7%의 민감도와 97.5%의 특이도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무구조충(Taenia saginata)에 감염된 경우에

도 양성반응이 관찰되었으며, 대뇌 스파르가눔증

과 감별이 어려운 낭충증(Cysticercosis)이나 폐흡

충 항원과도 교차반응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면

역혈청을 이용하여 스파르가눔증을 진단하는 데

는 제한이 있다고 사료된다.18) 결국 스파르가눔증

의 최종 진단은 피하 또는 골격근내 종괴를 외과

적 절제술로 제거하여 병리학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유충은 백색의 편평한

모습이고 길이는 1 cm에서 50 cm로 다양하다. 광

학현미경적으로, 유충을 둘러싼 낭주위는 육아조

직과 섬유지방조직, 그리고 호산구, 림프구, 조직

구, 형질세포, 호중구 및 거대세포 등으로 이루어

진 염증세포침윤을 관찰할 수 있다. 유충을 절단

하여 단면을 보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미세융모,

호산구성 피부층, 2층의 평활근과 원주형의 피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1) 인체 조직내에서 숙주 조

직 반응은 주로 충체에 인접한 조직에 국한되며

충체가 움직임에 따라 통로(tract)를 따라서 조직

이 파괴되어 nuclear debris, 섬유소 침착 및 염증

세포로 구성된 괴사성 물질을 형성한다. 피하조직

종괴를 형성한 스파르가눔증 환자에서 수술시 섬

유지방성 피하조직내 낭성의 통로가 확인되고 일

부는 그 안에 충체가 발견되기도 하며, 충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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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성 또는 농양성 변화가 있는 육아종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충체가 죽어서 퇴행성 변화를

하거나 충체에 의한 단순 염증성 종괴를 형성한

경우로 볼 수 있다.19) 본 증례에서는 종괴내에 충

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개구리를 생식한 과거

력과 종괴내에 이행(migration)하는 충체에 의해

형성된 특징적인 터널형의 통로, 그리고 조직병리

학적 소견상 호산구 침윤과 육아종성 염증반응으

로 스파르가눔증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이와 유

사한 병변을 일으키는 cysticercosis는 한부분에 고

착되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낭종(cyst)을 형성하

여 Aging phenomenon을 나타내지만 스파르가눔증

은 움직임이 활발하여 낭종형성보다는 터널형의

통로를 형성하고 병리학적 소견상 주위벽은 육아

조직 또는 섬유성 조직으로 되어 있고 임파구, 조

직구, 호산구, 형질세포 등의 염증조직 침윤으로

감별할 수 있다.20) Anisakis와는 조직병리학적 소

견은 유사하나 anisakis는 바다 생선이나 오징어

등을 날로 먹고 난 후 주로 48시간 이내에 증세가

나타나며 병변들은 대개 2∼3주 이내 소실되는

점으로 감별할 수 있겠다.21)

치료로는 외과적으로 완전 적출이 근본적인 완

치를 위한 치료법이며, 항기생충제나 스테로이드

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증식성 스파르가눔

증시 mebendazole 또는 praziquantel을 투여하였으

나 치료에 실패한 보고가 있으며,22) 안구를 침범

한 스파르가눔증시 국소적 알코올 주입법 및

novasenobenzol 정맥주사로 치료에 성공한 보고가

있다.23) 피하종괴를 형성한 스파르가눔증을 계속

인체내에 남겨놓았을 때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해

서는 아직 보고가 없으나 악성종양과의 감별을

위하여는 반드시 외과적 제거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16)

결 론

저자들은 내시경상 위체부에 발생한 점막하 종

양으로 보이는 스파르가눔양 병변 1예를 경험하

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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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사진 설명 ◇◇

Fig. 1. (A, B) A 4 cm-sized submucosal mass with bridging folds noted on the posterior wall of the low body.
Fig. 2. An external compression noted on the posterior wall of the angle, which had the firm consistency when

compressed by the endoscopic tip.
Fig. 7. Cut surface of the mass showed the irregular shaped cavities in dense fibroadipose tissue (H&E, ×10).
Fig. 8. Cavity walls were lined by histiocytes and inflammatory cell debris (H&E, ×40).
Fig. 9. Cavity contained numerouos Charcot-Layden crystals and multinucleated giant cells (H&E, ×100).
Fig. 10. Inflammatory infiltrates consisted eosinophils and lymphocytes (H&E, ×200).

◇ 관련사진 게재：78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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