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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sparganosis presenting as hematoche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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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Ho Kim, M.D., Young Woon Chang, M.D., and Rin Chang,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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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ganosis is a parasite infection caused by a sparganum, which is a plerocercoid larva of cestodes in the genus Spirometra. 
Recently, we experienced an unusual case of sparganosis of the descending colon in a 68‐year‐old female who presented with acute 
abdominal pain and severe hematochezia. At colonoscopy, a large hematoma was seen in the descending colon. The biopsy speci-
men showed the degenerating sparganum of a parasitic worm. We report this with a brief review of literature. (Korean J Med 77: 
616-6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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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스파르가눔증(sparganosis)은 만손열두조충의 제2기 유충

인 plerocercoid의 인체 감염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

에 많이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1917년 Uemura가 농부의 하지에서 스파르가

눔(sparganum)을 발견한 것을 보고한 이래 1975년 조 등이 

63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주로 피하나 

골격계를 침범한 증례가 국내외 문헌에서 드물지 않게 보고

되고 있다1). 그러나 스파르가눔이 사람의 장에 침범하여 복

통이나 혈변 등의 임상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의 보고는 매우 

드물다. 

최근 저자들은 혈변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시행한 대

장내시경에서 혈종을 형성하는 종괴성 병변이 관찰되었고, 
이에 시행한 조직 검사상 스파르가눔이 증명되어 문헌보고

와 함께 증례보고 하고자 한다. 

증     례

환  자: 한○○, 여자, 68세
주증상: 혈변

현병력: 내원 3~4일 전부터 혈변과 간헐적인 복통 호소하

여 내원함.
과거력: 특이 병력 없었으나 1년여 전 덜 익은 개구리를 

생색한 과거력이 있었으며 흡연력과 음주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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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t colonoscopy, a hematoma, which was the source of 
the hematochezia, is seen in the descending colon. The white, 
thread-like body of a sparganum is found mingled with blood 
clots (arrows).

Figure 2. The biopsy specimen shows the degenerating body of a 
sparganum with a calcospherite and muscle fiber inside it (H&E 
stain, ×500).

A B

Figure 3.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CT) shows bowel wall 
thickening of the de-
scending colon in coro-
nal (A) and sagittal (B) 
sections.

가족력: 특이소견 없음.
신체 검진 소견: 내원 당시 환자의 혈압은 120/80 mmHg, 

맥박수 120회/분로 증가되어 있었고, 호흡수 20회/분, 체온 

36.5℃였으며, 두경부 및 흉부 검사는 정상이었다. 복부 검진

에서 장음은 경도로 항진되어 있었다. 직장 수지 검사상 선

홍색 붉은 피가 묻어 나왔다.
검사실 소견: 말초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5,950/mm3, 혈색

소 8.6 g/dL으로 감소되어 있었고, 혈소판 181,000/mm3이었

다. 혈색소 감소는 소혈구성 저혈색소성 빈혈 소견을 보였으

며 혈청 철은 8 µg/dL로 감소되어 있어 철결핍성 빈혈 소견

을 나타냈다. 생화학 검사에서 AST 14 IU/L, ALT 9 IU/L, 총 

단백 6.7 g/dL, 알부민 3.0 g/dL, 총 빌리루빈 0.7 mg/dL, LDH 

470 IU/L이었으며, BUN 12 mg/dL, creatinine 1.5 mg/dL이었

다. 소변 검사는 정상이었다. Anti‐HIV Ab는 음성이었고, VDRL 
검사에서도 음성 소견이었다. 스파르가눔 항원에 대한 혈청

학적 검사(ELISA) 결과는 양성 소견이었다. 
대장내시경 검사 및 조직 소견: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하

행 결장에서 혈변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혈종을 형성하는 종

괴 형태의 병변을 관찰할 수 있었고(그림 1), 이에 대해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 검사에서 광범위한 염증세포의 침

윤 및 육아종성 염증 소견을 나타냈고 점막하층에서는 기생

충 유충의 단면이 관찰되었다. 기생충의 유충은 퇴화되어 있

었으나 내부에 근섬유를 가지고 여러 개의 칼슘소체(calcos-
pherule)를 가지고 있어 스파르가눔에 합당한 소견이었다(그
림 2).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하행결

장에 국한된 부위의 부종 및 장벽이 두꺼워진 소견(그림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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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ollow‐up colonoscopy shows healing of an inflam-
matory lesion (arrow) without the previously observed sparga-
num hematoma.

3B)을 나타내었고, 그 밖의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이나 경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이상소견은 없었다. 
진단 및 치료: 환자의 혈변에 대해서는 금식과 수혈 및 대

증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결장의 스파르가눔 감염에 대한 치

료로는 외과적 적출을 계획하고 2주 후 추적 내시경을 시행

하였으나 하행 결장에서 이전에 관찰되던 혈종을 형성한 종

괴는 사라지고 염증이 치유된 궤양형태의 흔적만 관찰되었

다(그림 4). 이 병변에 대해 다시 시행한 조직 검사에서는 스

파르가눔 충체는 관찰되지 않았고 만성 염증 소견만 관찰되

었다. 이후 환자는 praziquantel 투약하였고, 혈변이나 복통 

등의 증상 나타나지 않고 다른 전신적 신체증상이나 영상의

학적 진단에서 이상소견 나타나지 않아 현재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스파르가눔증은 Spirometra속의 감염에 의한 인체감염을 

말하며 1882년에 Manson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래 국내에도 

이미 다수의 보고 예가 있다. 스파르가눔의 인체 내에서의 

이행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마우스를 이용한 최 등의 

보고를 보면 체내에 경구 감염된 스파르가눔이 십이지장 및 

장벽을 통과하여 복강 내로 이행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하조직이나 근육내로 이행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2). 스
파르가눔은 인체의 어느 부위에나 침범할 수 있는데, 75%에

서 복벽, 음낭, 하지 및 흉벽 등의 피하 조직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기타 인후벽, 안와, 흉각, 복강, 척수강, 뇌, 요도 및 

유방 등에서도 발견된 보고들이 있다. 스파르가눔은 주로 유

충이 장벽을 뚫고 조직으로 이행하여 유충상태로 기생하게 

되는데 본 예와 같이 장벽 자체에 병소를 만드는 경우는 극

히 드물며 세계적으로 1940년 Bonne 등이 공장에서 발견된 

예를 처음 보고하였고3), 국내에서는 공장4)에서 발생한 1예
와 회맹부5)와 맹장6)에 발생한 1예가 있었고, 위에 점막하 종

양형태로 나타난 1예6)가 보고되었다. 현재까지 보고를 보면 

스파르가눔이 장을 침범했을 때 임상 증상은 간헐적인 복통

을 일으키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증

례는 스파르가눔증의 대장 염증 반응으로 인해 하부위장관 

출혈을 일으켜 혈변 증상으로 발현된 최초 보고이다. 이 환

자의 경우 스파르가눔의 이동과정 중 스파르가눔이 장벽을 

뚫고 나가지 못하여 대장의 하행 결장에서 사멸된 후 서서

히 염증반응을 일으켜 조직반응이 진행되고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파르가눔은 인체에 여러가지 임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

는데 그 양상은 침범 부위에 따라 다양하다1). 가장 흔하게는 

무증상의 종괴로 발견되고 출혈의 경우 흔하게는 피하 출혈

을 일으키고 복강 내, 비뇨기계에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뇌

실 출혈을 일으킨 경우도 보고되었다8). 
스파르가눔의 인체 감염 경로는 첫째, 감염된 개구리나 

올챙이, 뱀을 생식하였을 때 둘째, 감염된 물벼룩으로 오염

된 음료수를 마셨을 때 셋째, 스파르가눔에 감염되어 있는 

개구리나 뱀의 근육 등을 치료 목적으로 피부나 눈에 붙였

을 때 주로 일어나고 그 외 조리할 때 부주의로 다른 음식에 

스파르가눔이 오염되었을 때나 조직 안에 스파르가눔을 가

지고 있는 개구리, 뱀을 포유류 등이 섭취하고 그 포유류의 

고기를 사람이 생식하였을 때 즉, 돼지고기, 소고기, 조류의 

살을 생식함으로 감염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고된 증례를 

보면 제2 중간 숙주, 즉 뱀, 개구리들을 생식하는 경로를 통

하여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스파르가눔증의 경우 

남녀 발생비는 5:1 정도이며, 주로 뱀과 접할 기회가 많은 농

부나 군인에서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뱀의 60% 이상이 

스파르가눔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살

모사나 유혈목이에서 감염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스파르가눔의 진단은 충체를 외과적으로 적출하는 것인

데 충체가 살아 있거나 형체가 보존되어 있으면 근육, 신경, 
배설강의 주행 방향이 종적인 특징적 구조로 진단할 수 있

으며 충체가 사멸하여 변성이 되어도 특징적 구조물인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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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herule이 관찰되면 진단할 수 있다5). 본 증례에서도 충체

가 변성이 되어 있었으나 변형된 충체가 있고 특징적인 cal-
cospherule이 있으며 주위에 육아종성 염증이 있어 스파르가

눔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인체 침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시

기에는 숙주 조직 반응이 미약하나 염증이 경과한 후에는 

괴사성 및 육아종성 염증 반응이 특징적이다9).
스파르가눔의 보조적인 진단법으로 효소결합 면역흡착검

사(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이용한 특

이적인 IgG 항체의 상승은 높은 특이도(97.5%)와 민감도

(87.7%)를 나타낸다10). 본 증례의 환자에서도 스파르가눔에 

대한 ELISA 혈청학적 검사에서 양성을 나타냈고, 그 외 간

흡충이나 폐흡충 유구낭미충에 대한 ELISA 혈청학적 검사

에서는 음성 소견을 나타냈다.
스파르가눔증의 치료는 유충의 완전한 외과적 적출이 원

칙이고 praziquantel이나 mebendazole 복용이 사용될 수 있으

나 재발률이 높고 특히 뇌 스파르가눔증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없다고 입증되었다11).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에서도 

스파르가눔의 외과적 적출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생각되며 환자는 현재까지는 신체적 증상이나 영상의학적 

이상소견 없어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요     약

인체의 스파르가눔증은 드물지 않은 기생충 감염이다. 스
파르가눔증은 경구로 섭취 후에 유충이 장벽을 통과한 후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여 주로 피하나 골격근에서 발견

된다. 저자들은 최근 혈변을 주소로 내원한 68세 여자 환자

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에서 하행 결장에 혈변의 원인이 된 

혈종을 형성하는 종괴성 병변을 발견하였고, 조직 검사 결과 

상 스파르가눔증을 진단하게 되어 문헌 보고와 함께 보고하

는 바이다. 

중심 단어: 스파르가눔증; 하행 결장; 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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