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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내담석에 동반된 이소성 폐흡충증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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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onimiasis is essentially a pulmonary disorder, but many organs such as the brain, muscle, mesentery, genital tract,
spinal cord, spleen, and liver may be involved. Cases of hepatic paragonimiasis presented with hepatic masses have
rarely been reported in Korea. We experienced a case of hepatic paragonimiasis incidentally found after a hepatic
resection for treatment of localized left intrahepatic stones in an asymptomatic 5 1-year-old female patient. We report
this interesting case of hepatic paragonimiasis accompanied with intrahepatic bile duct stones with a review of
literature. (Korean J Gastroenterol 2002 ;39 :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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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낭유충이 복잡한 이행경로를 거치는 동안에 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이주하여 발육함으로써 발생하며 ,2 뇌척수,

폐흡충은 한국, 대만, 일본 등 주로 극동지방에 많이 분

복벽 , 복강, 횡격막 , 난소, 부고환 , 피하조직 등에서 비교

포하며, 동남아 및 기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현하는

적 호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3 이에 비해 간의 이소

기생충 질환으로서, 인체가 종숙주이고 호발 부위는 폐

성 폐흡충에 대한 보고는 드문데 , 그간 국내에서는 3예가

이지만 같은 흡충류인 간흡충과는 다르게 인체에 침입한

보고되었다 .4 - 6 이들 3예는 모두 간종양 또는 전이성 간암

후 폐 이외의 전신 어느 곳에서나 이소기생을 잘 하는 것

을 의심하여 개복술을 시행하였고, 조직학적 소견에서 폐

으로 알려져 있다 . 폐흡충의 이소기생은 감염기 유충인

흡충의 간내 이소기생으로 진단되었다 .4 - 6 최근 저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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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없는 5 1세 여자에서 좌측 간내담관에 국한된 담석
의 치료를 위해 간좌엽 외측 구역절제술을 시행하여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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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이소성 간내 폐흡충증을 우연히 진단하였는데 ,
이소성 간내 폐흡충증이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는 문헌에
서 찾아보기 어려웠기에 흥미로운 증례라고 생각되어 보
고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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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abdominal CT scan. Precontrast image shows
multiple high attenuation densities in the left lobe of the
liver and air-biliarygram .

Fig. 2. An abdominal CT scan. Postcontrast image shows dilated
left intrahepatic ducts, air-biliarygram, and mild atrophy in the left
lobe of the liver.

Fig. 4. A gross finding of the resected specimen. Fibrotic and
dilated intrahepatic ducts contain multiple dark brown stones.
Fig. 3. A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ic finding.
Multiple filling defects are observed in the left intrahepatic bile
duct and dilatation of the peripheral bile ducts. The right
intrahepatic ducts are dilated and stiff.

핵구 6.8%, 호산구 3.6%), 혈소판 205,000/mm 3였다 . 혈청 생
화학검사 및 소변검사는 정상이었고, 대변검사에서 충란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술 후 시행한 흡충에 대한 피내반응검

증

례

사는 음성이었다.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다수의 석회화 결절
이 주로 우측 폐 중하엽에서 발견되었고, 복부 전산화단층

5 1세 여자 환자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간내담관

촬영에서 간좌엽에 경도의 위축성 변화를 동반한 다수의 간

담석을 수술받기 위하여 내원하였다. 환자는 약 30여 년 전

내담관담석과 담관내 공기가 관찰되었으며(Fig. 1), 말초담

에 우측 상복부의 통증이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특별한 검사

관은 확장되어 있었다(Fig. 2). 자기 공명 담췌관조영술에서

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 환자는 전라남도에서 출생, 성장 및

는 간좌엽에 국한된 담석과 말초담관의 확장 소견이 있었으

주거한 사람으로서 가재나 민물게를 날로 섭취한 여부에 대

며, 간우엽 담관의 만성 담관염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3).

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한다 . 그 외 병력 및 가족력에서 특이

입원 7일째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간좌엽 외측 구역절제술과

사항은 없었다 . 전신 신체검사에서 복부의 압통은 없었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간의 표면은 섬유성 변화

간 및 비장은 촉지되지 않았다. 말초혈액검사에서 혈색소

를 동반하고 있었으나 결절이나 낭포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12.4 g/dL, 백혈구 5,330/mm (호중구 44.4%, 림프구 43.5 %, 단

확장된 다수의 담관 내에 여러 개의 다양한 크기로 암갈색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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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ocyte growth factor 수용체인 MET 및 세포 증식과
DNA 합성의 표지자로 사용되는 PCNA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뒷받
침하고 있다.1 1 ,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간내담석증
과 담관암의 연관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여전히 많은 간
내담석증 환자에서 담관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숨어 있는 담관암을 예민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의 시급
한 개발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폐흡충의 생활사와 감염경로를 보면 제2 중간숙주인 가
재나 게를 생식하거나, 불완전한 조리를 하여 먹은 경우에
가재나 게의 아가미, 내장 근육 내에 있던 피낭유충이 인체
Fig. 5. A microscopic finding of the resected specimen. Many
calcified operculums are observed. The size of these
operculums are 70 ×30 µm, indicating that these are eggs of
paragonimus (H&E stain, ×200).

에 감염을 일으키게 되며, 인체에 들어온 피낭유충은 십이
지장에서 탈낭하고 곧바로 장벽을 뚫은 다음 복강으로 나가
게 된다.2 이러한 탈낭유충(excysted metacercaria)은 복강에
서 복벽 근육으로 이동하여 잠깐 머무른 다음 다시 복강으
로 나와 횡격막과 늑막을 뚫고 폐조직으로 들어가게 되며,

담석이 관찰되었다(Fig. 4). 조직학적으로 확장된 담관은 비특

소기관지 근처의 폐조직에 자리잡은 후 성충으로 자라게 된

이성 만성 염증을 보이는 담관염의 소견이었으며, 담관 부근

다. 폐흡충은 이와 같이 폐로 이동하는 이행경로가 복잡하

의 간실질에는 육아종, 호산구 침윤 및 석회화 등의 배경 병

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이주하는 기회가 많아서 장관에서

변에서 다수의 난개(operculum)가 관찰되었다(Fig. 5). 이 충란

폐장으로 가는 보통의 이행 과정을 벗어나게 되고 이소성

은 크기가 70×30 µm이고, 약간 두터운 후단벽난을 가지고

폐흡충증을 일으키기 쉽다.2 폐흡충의 이소기생은 뇌척수,

있어 폐흡충 충란에 합당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약 1년 9개

복강, 난소, 부고환 및 피하조직 등에서 비교적 호발하며,3

월이 지난 현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후복막, 부신 등 다양한 곳에서도 보고되었다.13 ,14 간내 이소
기생은 국내에서 3예가 보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고

모두는 간암이나 간종괴 혹은 결장암의 간전이를 의심하였

찰

던 경우였다.4 -6 본 증례에서는 간종괴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본 증례에서는 증상은 없었지만, 간좌엽에 국한되어 있는
담석의 근치를 위하여 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여기에서 우

간내 담관결석의 치료를 위한 간절제술에 의해 우연히 발견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들과는 차이가 있다.

연히 이소성 간내 폐흡충증을 진단하게 되었다. 내원 당시

한편, 간내담석증은 담즙 정체와 감염이 주요 병인으로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결정하게된 근거는 간

알려져 있으며,7 회충 및 간흡충 등에 의한 기생충 감염도

내담석증에 동반될 수 있는 담관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

원인인자로서 거론되고 있다. 즉 이러한 기생충들이 간내담

다. 간내담석증에 동반되는 담관암의 발생 빈도는 보고자와

석 형성에 있어서 핵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1.5 - 9.4%로,

만에서 간내 담석증의 유병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간흡충

대만에서는 2.4 - 5.0%로 보고하고 있고, 홍콩의 한 보고에

감염은 적다는 것,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기생충

7

15 - 17

그러나 대

서는 16%라는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고하였다. 즉 이처럼

감염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내담석증의 유

간내담석증에 동반되는 담관암의 발생 빈도가 임상적으로

병률이 여전히 높다는 관찰들은 기생충 감염과 간내담석증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또한 간내 담석증 환자에서 담관

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7 , 18 본 증례에서도 이소성 간

8

암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발견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

내 폐흡충증과 간내담석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

재로서는 간좌엽에 국한되어 있는 담석증에 대해서는 적극

나, 폐흡충이 담관보다는 간실질에서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

적인 수술적 절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아 담석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우연히 동반된 것으로 보는 것

9

간내담석증에서 담관암이 발생하는 기전은 만성 감염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및 염증반응에 의해 만성 증식성 담관염이 발생하고, 이어

본 증례에서는 폐흡충증임에도 불구하고 피내반응검사

서 비정형 상피 과증식을 거쳐 담관암으로 진행하는 것으

는 음성이었는데, 일반적으로 폐흡충에 대한 피내반응검사

로 설명하고 있다.10 간내담석증에서 상피세포의 증식이 활

는 예민도는 높으나(약 80 - 90%) 특이도는 낮은 것으로 알

발하다는 조직학적 관찰 결과는 담관 주위 세포에서

려져 있으며, 치료받은 경우에도 피내반응검사는 10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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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증례
19

9. Su CH, Shyr YM, Lui WY, P'ENG FK. Hepatolithiasis

에서 피내반응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이유는 우선 피내반응

associated with cholangiocarcinoma, Br J Surg 1997;84:969-973.

검사가 완벽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음성으로 나왔을 가

10. Nakanuma Y, Yamaguchi K, Ohta G, Terada T. Pathologic

능성과, 또 폐흡충이 이미 오래 전에 죽어서 치료받은 것과

features of hepatolithiasis in Japan. Hum Pathol 1988;19: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1181-1186.

저자들은 간내담석증의 치료를 위해 시행한 간절제술에

11. Terada T, Nakanuma Y, Sirica AE. Immunohistochemical

서 우연히 발견된 이소성 간내 폐흡충증 1예를 경험하였기

demonstration of MET overexpression in human intrahepatic

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cholangiocarcinoma in hepatolithiasis. Hum Pathol 1998;29:
175-180.

색인단어 : 이소생 폐흡충증, 간내 담석증

12. Lee KT, Sheen

PC.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expression in peribiliary glands of stone-containing intrahepatic
bile ducts, Dig Dis Sci 1999;44:225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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