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간질증(fascioliasis)은 초식동물의 담도계에

기생하는 흡충류인 간질(Fasciola hepatica)에 의

한 인수공동 감염증 중의 하나이다. 사람에서의 감

염은 간질의 피낭유충에 오염된 물이나 피낭유충이

Abstract : Fascioliasis is a zoonotic helminthiasis caused by Fasciola hepatica, the sheep liver
fluke. Humans are accidental hosts in the life cycle of the parasite. They are infected by the

ingestion of water or raw aquatic vegetables contaminated with the metacercaria. A 57 year-old

Korean housewife, ate raw food for 2 years, suffered from right upper quadrant pain, fever and

chill. On the abdominal sonogram  6×3×4 cm ill-defined inhomogenous hypoechoic mass in S8 of

the liver and delayed phase of dynamic liver CT scan showed multiple ill-defined hypodense

nodular lesions with faint peripheral enhancement. Liver biopsy revealed a granuloma composed

of central necrotic lesion containing eosinophils surrounded by histiocytes and fibroblasts.

Although the worm was not seen, the histologic finding was consistent with fascioliasis and the

serologic test for Fasciola-specific antibody by micro-ELISA was positive. We tried

praziquantel(70 mg/kg/day) for 7 days. Six months later, follow up abdominal sonogram showed

marked resolution compared with previous film, and Fasciola-specific antibody was negative.

Key Words : Fascioliasis, Liver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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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되어 있는 수생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초식

동물의 간을 생식할 때 감염될 수 있다[1]. 인체감

염 예는 양이나 소를 방목하는 지역인 중남미, 미

국, 멕시코,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빈번히 보

고 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보고는 드문 상태이다

[2]. 저자들은 우측 상복부 동통 및 발열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말초혈액검사에서 호산구증가가

있었고 초음파검사에서 간농양 형성이 있었으며 혈

청을 이용한 효소면역측정법(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에서 간질증 특이

항체양성 및 간침생검에서 기생충 감염에 의한 화

농성 염증반응을 보여 간질증으로 진단하여

praziquantel 투여 후 호전된 1 예를 경험하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환 자자 : 조○○, 여자, 57세
주주 소소 : 상복부 동통, 열감
현현병병력력 :  산사에 거주하며 최근 2년간 주로 생

식을 하던 여성으로 2개월 전부터 막연한 소화불량

을 호소하다가 이틀간의 간헐적인 우상복부 동통,

열감, 오한을 주소로 내원하 다. 
과과거거력력 : 특이사항 없음.
가가족족력력 : 특이사항 없음.
이이학학적적 검검사사소소견견 : 활력징후는 혈압이 130/80

mmHg, 맥박수 72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9℃ 으며 공막에 황달은 관찰되지 않았다. 우

측 상복부에 압통은 있었으나 간과 비장은 촉지되

지 않았다. 
검검사사실실 소소견견 : 내원당시 혈액검사상 백혈구

Fig. 1. Abdominal ultrasonographic findings in a patient with fascioliasis. Ill-defined inhomogenous
hypoechoic mass 6×3×4 cm in S8 of liver (A) and follow-up abdominal ultrasonogram shows
marked resolution compared with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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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μL(호산구 34.3%), 혈색소 12.1 g/dL, 혈

소판 261,000/μL, 적혈구 침강속도 30 mm/hr이

었다. 일반화학검사에서 총단백질 6.75 g/dL, 알부

민 3.81 g/dL, 콜레스테롤 123 mg/dL, 총빌리루

빈 0.59 mg/dL, AST 28 IU/L, ALT 24 IU/L

alkaline phosphatase 179 IU/L, BUN 22

mg/dL, creatinine 0.4 mg/dL 이었다. 알파-태아

단백 3.0 ng/dL, CA19-9 150.0 U/mL 고, B형

간염 표지자, anti-HCV 및 아메바 항체는 음성이

었다. 대변검사에서 기생충란은 관찰되지 않았고,

잠혈반응은 음성이었다. 간흡충에 대한 항체검사

(ELISA)에서 0.559로 양성이었다(음성 : 0.019

이하).
방방사사선선학학적적 검검사사소소견견 : 복부초음파 검사상 간의

우상엽에 3.8×2.3 cm 의 경계가 불분명한 불균

질의 저음 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Fig. 1A) 복

부 전산화단층촬 에서도 간우상엽(S8)에 주변부

가 희미하게 조 증강되는 경계가 불분명한 저음

의 6×3×4 cm크기의 다발성 결절로 구성된 병

변이 관찰 되었다(Fig. 2).

병리조직학적 검사소견 : 간침생검에서 조직구

및 섬유아세포에 의해 둘러싸인 호산구및 섬유물질

을 함유한 중심괴사성 병변으로 구성된 육아종성

병변을 관찰하 다(Fig. 3).

치료 및 임상 경과 : 입원후 화농되기전 단계의

간농양과 구별이 어려워 ceftriaxone, marocin,

metronidazole을 투여하 으나 증상은 지속되었

다. ELISA로 간흡충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양성임

Fig. 2. Delayed phase of dynamic liver CT scan shows multiple ill-
defined hypodense nodular lesions with faint peripheral
enhancement (arrow head).

Fig. 3. Liver biopsy reveals granulomas and
infiltration of portal areas with eosinophils,
lymphocytes and plasma cells. The granuloma
is composed of central necrotic lesion
containing eosinophils and fibrin materal
surrounded by histiocytes and fibroblasts.



을 확인 후 간침생검을 실시후 항생제를 중단하고

praziquantel(70 mg/kg/day) 7일간 투여하 으

며 입원 2주째 퇴원하 다. 6개월후 실시한 복부초

음파검사에서 종괴의 소실 및 말초혈액검사에서 호

산구증가증소실, 간흡충에 대한 항체 음전을 확인

하 다(Fig. 1B).

고 찰

간질은 양, 염소, 소 등 초식동물의 담도 및 간실

질에 기생하며, 성충은 나뭇잎모양으로 그 길이는

약 30 mm정도이다. 충란은 황갈색을 띠는 타원형

으로 크기는 140×75 ㎛정도이며 판개를 가지고

있다. 간질은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흡충류로서

소나 양과 같은 초식 동물의 기생충이지만 사람에

감염되기도 한다. 발생지역은 남아메리카, 푸에르

토리코,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이며 일

반적으로 동물의 발생지역과 사람에서의 지역적 발

생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간질의

생활사는 성충에서 나온 충란들이 대변을 통해 배

설된 후 담수에서 9~5일 후 유자충(micracidia)이

되고 이들은 중간 숙주인 쨈울우 (lymnaeid

snail)으로 들어가 유미자충(cercaria)이 되며 이

후 중간숙주를 떠나 피낭유충(metacercaria)으로

서 수생식물이나 야채에 존재하다가 가축이나 사람

이 섭취 시에 감염된다. 감염된 후 장관에서 피낭을

벗고 장관벽을 통과하여 복강을 지나 간피막, 간실

질을 거쳐 담도에 도달하여 감염 후 2-3개월에 성

충이 된다. 이후 수년간 기생하여 간내 염증, 담관

염증에 의해 담관 벽의 비후, 폐쇄증상을 일으킨다.

국내의 사례보고에서는 만성 담낭염, 대장암, 간종

양 등으로 진단받았으며 수술을 시행하여 충체의

발견으로 진단 된 예가 보고된 바 있고 총담관 폐쇄

소견으로 보여 수술에 의해 확인된 예들도 있다

[4-6].

간질의 감염은 임상 증상과 징후로 2기(초기 혹

은 간기, 담관기)로 구별된다. 초기 혹은 간기는 섭

취한 기생충이 간의 피막을 뚫고 간의 실질을 통과

하여 큰 담관으로 이동하는 시기이다. 이시기에는

대개 피낭유충을 섭취한지 1-3개월 정도 지속되며

발열, 우늑골하 통증, 간비대, 고감마 로불린혈증,

심한 호산구증다증 등이 특징적이다. 경한 간염, 피

막하 출혈, 간괴사 등도 이 시기에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기생충이 담도에 도달하지 못하여 대

변검사에서는 충란이 발견되지 않는다. 담관기는

대개 담도염과 동반되거나 동반되지 않은 간헐적인

우상복부 통증 또는 담즙울체가 발생하는데 호산구

혈증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대

변에서 충란이 검출될 수 있으며 Fasciolopsis
buski와 감별이 필요하다[7].

간질증의 진단은 유행지역에서 온 사람이 수생

식물을 먹은 경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섭취하는 수생식물은 논

미나리이다[8]. 또한 감염성 있는 피낭유충을 물과

함께 섭취해도 감염될 수 있다[9]. 대변에서 특징

적인 충란을 확인하여 진단할수있다. 면역학적 진

단방법으로는 간질 성충에서 분비되는 excretory

secretory(E-S)항원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 효

소면역측정법이 널리 쓰이며 이는 빠르고 정확하며

정량적인 검사가 가능하다[10]. 동물실험에 의하

면 감염 후 2-4주 후에 항체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면 ELISA 역가

가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11]. 이 증례에서는

대변에 충란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효소면역측정법

상 양성이다가 음전되었다.

상학적 검사로 유용한 것은 컴퓨터단층촬

이며, 간질이 간 피막을 뚫고 담도에 도달하는 여러

단계에 따라 다양한 병변이 보고되고 있다[12-

14]. Han 등[15]에 의하면 간질에 의한 병변은 길

모양으로 정열된 미세 농양들, 간병변의 피막하 위

치, 추적 검사에서 매우 천천히 호전됨을 특징으로

한다고 한다. 대개 다수의 농양을 형성하며, 세균성

농양과 달리 합쳐지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고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질에 의한 병변은 상학적

검사만으로 세균성 농양 및 암의 전이성 병변과 구

별하기 어려우며, 임상양상과 임상 검사를 종합하

여야한다[14]. 그 외 담도계 간질증의 경우는 내시

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 술(ERCP) 및 경피경관 담

도조 술로 충만 결손을 발견하는 수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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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증례들의 병리조직 소견을 살펴보면, 성충

혹은 충란을 포함하는 병변은 드물고, 간 표면의 흉

터, 육아종 등이 특징적 소견이다[16]. 이 증례는

조직에서 조직구 및 섬유아세포에 의해 둘러싸인

호산구 및 섬유물질을 함유한 중심 괴사성 병변으

로 구성된 육아종성 병변을 관찰하 다.

치료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며 약제는 emetine,

dehydroemetine, chloroquine, bithionol,

niclofolan, metronidazole, albendazole,

triclabendazole 그리고 praziquantel 등이 효과가

있다고 하나 충체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을지는 의

문이다[1]. 그러나 triclabendazole 10 mg/kg을 1

일 단독 경구 투여하거나 심한 감염일 경우 하루 2

번 투여가 유효하며 만성기에 충체에 의한 담관 폐

쇄가 있는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알려져 있다[17].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기 또는 담관기의

간질 감염인 경우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 술을

통하여 충체를 제거하거나 외과적 개복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18].

요 약

저자들은 우상복부 동통, 발열 및 오한을 주소로

내원한 57세 여자환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 및 복

부 전산화단층촬 상 저음 의 결절성 병변을 보

으며 대변검사에서 음성이었으나 말초혈액검사

에서 호산구증다증, ELISA 검사에서 간질 양성, 간

침생검 상 호산구에 의한 육아종성 반응으로 간질

에 의한 간병변으로 생각하여 praziquantel(70

mg/kg/day)을 7일간 투여 후 6개월 후 실시한 추

적검사상 간병변의 소실 및 간흡충에 대한 항체검

사 음전을 확인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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