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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Contemporary clinicians have very littl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parasitic disease. 
This aim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rends in intestinal parasitic disease via stool examination in healthy Korean adults.

Methods: We reviewed stool examination results to detect any intestinal parasite infections in newly examined healthy patients at 
the Health Promotion Center of Samsung Medical Center from 2000 to 2006. 

Results: The rates of overall intestinal parasite infection showed substantial growth from 2000 to 2006: 2.51%, 2.63%, 3.56%, 
4.04%, 4.48%, 3.94%, and 4.45% (p<0.001) for 2000 to 2006, respectively. Rates of infection with helminthic eggs (five species) 
increased from 0.80% in 2000 to 1.50% in 2006 (p<0.001). This trend corresponds to the positive rate of Clonorchis sinensis hel-
minthes (0.45% to 1.43%; p<0.001). Total protozoan cysts infection (four species) also increased (from 1.96% to 2.99%, p<0.001), 
especially with infection of Endolimax nana (1.15% to 2.23%; p<0.001).

Conclusions: Rates of intestinal parasite infection have increased over the last seven years, especially with C. sinensis and E. 
nana.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Korean docto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rasite infections 
to further patient education and prevent parasitic infections. (Korean J Med 77:741-74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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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생충 질환은 과거에 비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의

료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진지 오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환자들이 기생충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과거에는 

토양 매개성 기생충 감염 환자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국제교

류의 증가, 환경 및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흔

히 발생하는 기생충 질환의 종류나 특성도 바뀌고 있으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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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중국산 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기생충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시행

된  7차 전국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에서 장내 기생충 충란양

성률은 3.67%2)로 1997년 제6차 실태 조사의 그 2.4%3)에 비

해 오히려 1.27%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최근 건강검진이 폭

넓게 시행되면서 대변 검사나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기생

충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기생충 질환에 대한 의

사들의 경험부족으로 과거에는 쉽게 진단되었던 기생충 질

환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

은 우리나라 기생충 질환의 현 상황과 변화 양상을 알아보

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에

서 시행된 대변검사를 토대로 최근 7년간 장내 기생충 양성

률의 추이를 알아보고, 발견되는 기생충의 종류 및 각각의 

양성률의 변화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에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던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검사 방법

대변 수집을 위해 수진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어 검사 당

일 아침에 배분된 폴리에틸렌 채변용기에 들어 있는 스푼을 

이용하여 약 5 g 정도 담아 오도록 하였다. 대변에 섞여 검

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물질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 즉, 
바륨을 이용한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대장경 검사를 위해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여 장 정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은 

장정결제 복용하기 전날 저녁에 미리 받아 냉장보관 하도록 

하였다. 대변 기생충 검사는 연충류 충란 검사와 원충류 포

낭 검사 두 가지가 시행되었고, 두 검사 모두 집란법의 하나

인 포르말린-에테르 침전법을 이용하였다. 5% 포르말린으로 

충란과 포낭을 고정시킨 후 에테르로 찌꺼기를 부유 분리하

여 충란의 침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독 시에 현미경 100
배에서 관찰하고 충란이 발견되었을 경우 400배에서 확인 

판독하였다. 현미경상에 보이는 모든 기생충을 형태학적 특

징에 의존하여 동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아메바의 

경우 Trichrome stain을 하여 형태학적 동정을 하였다. 
결과에서 총 장내 기생충의 양성률은 전체 검사자의 수에 

대한 기생충 검사에서 진단된 모든 장내 기생충 즉, 회충

(Ascaris lumboricoides), 편충(Trichuris trichiura), 간흡충

(Clonorchis sinensis), 요코가와흡충(Metagonimus yokogawai), 
광열열두조충(Diphillobothrium latum), 왜소아메바(Endolimax 
nana), 대장아메바(Entamoeba coli), 람블편모충(Giardia lam-
blia), 이질아메바(Entamoeba hystolitica) 아홉 가지 기생충 양

성자를 합한 수의 백분율로 정의하였다. 대변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나왔으나 이 연구에서 제외시킨 기생충은 없었다. 
총 연충류의 양성률은 전체 검사자에 대한 회충과 편충, 간
흡충, 요코가와흡충, 광열열두조충 다섯 가지 기생충 양성자 

수를 합한 수의 백분율로 구했고, 총 원충류의 양성률은 왜

소아메바, 대장아메바, 람블편모충, 이질아메바가 포함된 네 

가지 기생충 양성자 수의 합을 전체 검사자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3. 통계적 분석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각 경우의 기생충 양성률의 변화

의 양상이 의미있는 것인지 검정하기 위해 본훼로니 수정법

(Bonferreoni’s correction)을 이용한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각 경우의 기생충 양성률에 대한 

연 평균 증가 또는 감소 효과는 지수화 된 회귀계수(expo-
nentiated regression coefficient: exp (coef))로 기술하였다. 통
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α는 0.05로 하였

고, 통계적 분석은 R (version2.7.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

행하였다.

결     과

1. 총 장내 기생충 양성률의 연도별 변화

7년간 총 219,943명의 수진자가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중 

180,754명이 대변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78,073명이 대상자

인 초진자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9.4±9.9세였으며 남자

는 47,625명이고, 여자는 30,448명이었다. 
이 중 하나의 기생충이라도 감염된 사람은 총 2,786명으

로 평균 3.56%의 양성률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 

2.51%, 2001년도 2.62%, 2002년도 3.56%, 2003년도 4.04%, 
2004년도 4.48%, 2005년도 4.00%, 2006년도 4.45%로 점차적

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1년에 

평균 1.146배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exp (coef)= 
1.101, 표 1). 

또한 연충류 충란 양성률은 7년간 0.55%에서 1.50%로 상

승추세를 보였고(p<0.001, exp (coef)=1.167), 원충류 포낭 양

성률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97%, 1.90%, 2.48%,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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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nual rates of total intestinal parasites, i.e., hel-
minthic eggs and protozoan cysts, from 2000 to 200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Protozoa

Nematode

Cestode

Trematode

Year

%

Figure 3. Proportion of each intestinal parasite among infect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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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nual rates of Clonorchis sinensis and Endolimax na-
na infection.

2.99%, 2.49%, 2.94%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p<0.001, 
exp (coef)=1.073, 표 1, 그림 1). 

2. 장내 기생충 종류에 따른 연도별 변화 

지난 7년간 대변 검사를 통해 총 9종의 기생충이 진단되

었는데 그 종류로는 회충, 편충, 간흡충, 요코가와흡충, 광열

열두조충, 왜소아메바, 대장아메바, 람블편모충, 이질아메바

가 포함되었다. 
각 기생충의 유병률 양상을 차례대로 보면 선충에서는 회

충과 편충 두 종류가 관찰되었고, 회충은 0%에서 0.01% 사
이의 양성률을 보였으며 편충은 0.01%에서 0.72%의 양성률을 

보였다. 조충에서는 광열열두조충만 2000년도에 한 명(0.01%) 
관찰되었고, 2001년 이후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흡충 중 요

코가와흡충은 7년간 0.02%에서 0.11% 사이의 양성률을 보

였으며, 간흡충의 경우는 2000년도의 0.45%에서 2006년도의 

1.40%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승을 보였으며 1년에 평균 

1.086배 증가하였다(p<0.001, exp (coef)=1.186, 표 1). 원충의 

경우 왜소아메바는 2000년도의 1.23%에서 2005년도에 2.29%
로 약 1% 포인트의 상승을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exp (coef)=1.094, 표 1). 그 외에 대장아메바와 이질

아메바, 그리고 람블편모충이 발견되었는데 대장아메바의 

경우 0.4%에서 0.5%대의 유병률을 보였고, 이질아메바의 경

우 0%에서 0.06%의 아주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 람블편모충

은 2000년도의 0.19%에서 2006년에는 0.30% 사이에서 유병

률을 나타내어 경미하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는 의미가 없었다(p=1.000, 표 1).

3. 기생충 분류별 비중의 변화

각 기생충 분류별 비중의 변화를 그림 3을 통해 보면 원

충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2000년도부터 2006년
까지 78.0%, 69.6%, 69.6%, 69.2%, 66.8%, 66.0%, 66.1%로 나

타났다. 흡충류의 비중이 전체 기생충 중에서 두 번째로 많

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00년도의 21.0%에서 2005년도에

는 36.6%로 확연하게 증가 하였다. 또한 연충과 윤충의 상대

적 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원충

의 비중이 연충보다 매년 더 높았으며 연충은 2006년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3). 

4. 지역별 총 장내 기생충 양성자수

총 검사자들 중 거주지가 확인이 되는 국내 거주인 70,841
명을 대상으로 시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그 유병률을 구하여 

보았더니 2000년(3.63%)을 제외한 모든 해에서 6.15%에서 

10.41% 정도로 부산, 울산, 경상남도지역에서 가장 높은 양

성률을 보였다. 각 시도 중에서 서울 지역(p<0.001), 인천과 

경기 지역(p=0.001),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p=0.024), 그
리고 대구, 경상북도 지역(p<0.001)의 기생충 양성률이 최근 

7년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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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과거 197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는 국민의 위생에 대한 인

식과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낮아 전국민이 장내 기생충에 감

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생충 유병률이 

높았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더불

어 1970년대 및 1980년대 범국가적인 대국민 구충사업 및 

예방사업으로 현저한 감염률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1971년 84.3%에

서 1997년 2.4%까지 감소하였고, 그 결과 기생충 질환을 일

반인은 물론 의료인까지 과거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생충 질환의 유행 양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

에는 중요시 하지 않던 기생충 감염들이 관찰되는 바, 생선

회 등 음식을 통하여 전파되는 식품-매개 기생충이 꾸준히 

진단되고 있고4,5), 국내거주 외국인 및 해외여행을 나가는 

내국인의 증가로 인한 해외유입 기생충 질환의 가능성이 있

다6). 그 뿐 아니라 면역억제 환자가 많아지면서 기회감염 기

생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7,8), 그 외 유기농 농산물의 

부각에 의한 토양 매개성 기생충에 대한 관심 증가9) 등으로 

기생충 질환 관련 환경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사업으

로 시행한 제7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2004년도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3.67%, 감염자수는 

178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이를 과거 결과와 비교

해 보면 1997년 시행된 제6차 실태조사의 총 충란 양성자 비

율이 2.4%로 7년 전에 비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2).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조사는 2000년대 이후에 조사된 첫 

기생충 유병률 조사이지만 원충류는 제외된 것으로 연충류

에 대한 자료만 제시되었고, 1984년부터 1992년까지의 대학

병원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와 채 등이 보고한 

2004년도의 전국 주요 시도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

후10,11) 기생충 유병률 관련 연구가 적어 최근 수년간의 유병

률 양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저자들은 

최근 7년간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수진자들의 분변검사를 분석해 보았다. 재진자들의 경

우 기생충감염 진단 후에 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치료에 실

패하여 차기 연도에도 동일 종류의 기생충 양성 결과를 보

이는 경우가 있어 중복 측정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재진자

가 기생충 치료를 한 경우 양성률을 낮출 수도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총 장내 기생충의 유병률을 2004년도

의 제7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실태조사 결과(3.67%) 및 채 

등의 2004년도 총 장내 기생충 유병률(7.8%)과 비교해 봤을 

때, 본 연구의 연충류 유병률은 1.49%로 각각 2.18% 포인트, 
6.31% 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생충의 유병률은 

연구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

으로 이러한 유병률의 차이는 아마도 본 연구 대상자의 80% 
가량이 유병률이 낮은 지역인 서울, 경기도 지역 거주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표 2). 주로 서울 및 근교 주

민이 포함되고 지방 주민이 23%에서 34% 포함된 대상을 연

구해서 본 연구와 그 지역적 분포가 비슷한 이 등이 발표한 

결과와 유병률을 비교해 보면 1992년의 3.6%에 비해10) 12년 

후인 2004년의 본 연구의 결과가 4.48%로 0.88% 포인트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임상에서 상부 위내시경이

나 하부 내시경 시에 성충이 된 장내 기생충을 간혹 발견하

게 되는데12)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집단검사의 

특성상 분변 검사를 여러 차례 할 수 없어 1회만 시행했던 

점, 그리고 따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본원의 건강검진 대상

자들의 비교적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감안한다면 실제적

인 장내 기생충의 유병률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의 기생충 종류에 따른 기생충의 유병률을 검토해 보

면 최근 7년간 총 9종류의 기생충이 분변 검사를 통해 진단

되었으며 연충류 5종, 원충류는 4종이었다. 이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 것은 간흡충증으로 2004년도에는 1.43%로

(표 1) 총 기생충의 31.8%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7년간의 추

이를 보면 2000년도부터 약 1% 포인트 정도의 증가를 보였

다. 제7차 전국 장내 기생충 실태조사(2004년)의 결과에서도 

간흡충증은 2.42%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였는데 이는 6차 

보고(1997년)의 2.4%에 비해 0.6% 포인트의 증가를 보여 본 

연구와 같은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의 다수가 검사 없이 광범위 구충제를 복용해 오고 있는데13) 
통상 사용하는 구충제는 대상이 주로 장내 선충이기 때문에 

참붕어, 모래무지 등의 담수어를 생식하거나 덜 익혀먹는 경

우 간흡충과 같은 기생충의 감염은 피할 수 없고 또한 최근 

기생충의 양성률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간흡충에 대한 경각

심이 줄어들면서 치료뿐 아니라 검사에도 관심이 낮아져 그 

양성률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해 

특별한 증가 양상을 보이지 않는 요코가와흡충은(표 1) 간흡

충과 유사하게 담수어를 중간숙주로 하는 역학적 특성을 가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담수어 중에서도 특히 은어와 

황어를 날로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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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담수어(잉어과의 40여 종의 물고기)를 중간숙주로 

하는5) 간흡충이 요코가와흡충에 비해 뚜렷한 증가양상을 보

인 것은 그 중간숙주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선충의 경우, 토양매개성 연충으로 알려져 있는 회충과 

편충이 관찰되었다. 회충의 경우 0%에서 0.01% 사이의 유병

률을 보였고, 편충의 경우는 0.01%에서 0.07%로 나타나 다

른 유사 연구에서 확인된 1992년도의 회충 0.04%, 편충 2.3%
의 유병률에 비하면10) 뚜렷하게 감소된 유병률를 보였다. 하
지만 최근 7년간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경미하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여 최근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여행의 증가, 
중국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증가, 유기농 식

품의 부각 등으로 회충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9), 빠르

게 증가하는 중국산 식품의 수입 등으로 인해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증가하였으리라는 저자들의 추측을 뒷받침하였다. 
편충의 경우는 경미하게나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또

한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분변 검사 외의 

검사인 위장내시경이나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 등

으로 발견되는 증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9,14,15) 향후 무증

상자에서도 그 유병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연어나 송어, 농어 등 어류

를 날로 먹을 때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광열열두조충의 경

우 이 등의 보고를 보면 그 유병률이 워낙 낮아 1990년대에

도 0%에서 0.004%의 유병률을 보였었는데10) 본 연구에서도 

2000년도에 1명(0.01%) 이후 더 이상의 감염은 관찰되지 않

아 그 양상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국내 장내 원충 포낭 양성률은 1949년에 33.4%에서 

1993년도에 3.0%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16) 본 연

구를 보면 2000년도의 1.96%에서 2007년도에 2.92%로 1990
년대의 원충류 양성률 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원충

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양성률의 증가를 보인 종은 왜

소아메바였고, 람블편모충은 통계적 의미는 없었지만 경미

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람블편모충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원충에 의한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여행자 설사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17) 선진국

에서는 2~5%, 개발도상국에서는 20~60%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18-23).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지역의 람블편모충에 대한 

보고를 보면 1950년대(1958~1961) 4.7%24), 1980년대(1985~ 
1986)에 0.13%로 확연한 감소25)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병률의 증가 경향(2000년의 0.19%에서 

2006년의 0.30%)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그 상승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이제까지와의 연구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물
론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거주지가 서울 뿐 아니라 기타 

지방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어 앞서 보인 다른 연구의 유병

률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연구의 대상

자의 80% 정도가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며(표 2) 또
한 람블편모충의 유병률에 있어 도시와 농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어26) 그 비교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람블편모충의 유병률 상승 원인을 분석해

보기 위해 그 감염경로부터 확인해 보면 병원체는 분변-경
구 접촉이나 또는 위생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식물

이나 식수 오염, 수영장, 하수와의 접촉 등으로 전파될 수 있

고19) 아직 논란은 있지만 인수공통성 병원체로 간주하고 애

완견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27,28). 따
라서 이러한 람블편모충 감염률의 증가에는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급증으로 인한 오염된 식수나 음식의 섭취

증가와 핵가족화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애완동물의 수

요 증가 등으로 오염원에 대한 접촉 증가가 원인이 되었으

리라 추측된다. 그리고 2000년 1.23%에서 2006년 2.09%로 

순차적으로 왜소아메바도 증가하였으나 대장아메바의 경우

는 2005년을 제외하면 2002년 이후 0.5%대에서 0.4%대로 감

소되었고, 이질아메바는 최근 7년간 0.06% 이하의 아주 낮

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학적 결과는 한 유병률 

연구에서 대장아메바 유병률은 선형관계는 아니지만 항상 

이질아메바 유병률보다 높고 왜소아메바와 이질아메바감염

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주장29)과도 일부 일치하는 결과

라고 할 수 있겠다. 왜소아메바의 경우도 그 전파경로가 분

변-경구 접촉이나 사람 대 사람 경로로 전파될 수 있고 비위

생적인 환경이나 또는 처리되지 않거나 오염된 식수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31). 따라서 람블편모충

과 비슷한 이유로 유병률이 증가했으리라 추측이 가능하지

만 2005년도에 보인 왜소아메바와 람블편모충의 일시적인 

감소의 원인을 알아내기에는 이 연구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

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주거환경, 식수의 

형태, 해외여행 여부, 하수처리 형태 등과 같은 사회·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을 따로 하지 않아 원인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운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지역별 양성률 비교를 보면 매년 그 양성률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부산, 울산, 경상남

도가 3.63%에서 10.41%로 가장 높고 대구, 경상북도 지역은 

2.64%에서 8.67%, 광주, 전라도 지역은 4.03%에서 9.6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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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을 나타내었다.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과 대구, 경
상북도 지역은 낙동강을 끼고 있고 두 번째로 높은 양성률

을 보이는 광주, 전라도 지역에는 영산강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강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물고기를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에 기생충 감염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흡충류의 감염률

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장내 기생

충의 양성률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채 등이 보고한 2004년도의 지역별 유병률 비교에서 

경상남도의 전체 장내 기생충의 유병률과 간흡충증의 유병

률은 15.3%/14.1%, 전라남도, 광주의 경우는 13.9%/10.4%를 

나타내어11) 본 연구보다는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간흡충

증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와 차이가 없어 

지역민들에게 기생충 예방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보면 대상자가 한 병원의 건강검진 

수진자란 점이 사회경제적 요건이나 나이, 성별, 주거 지역 

등의 조건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 할 수 없다는 점과 분변 

검사, 혈청 검사, 내시경 검사, 소변 검사 등 다양한 기생충 

진단방법 중 분변검사만으로 확인하였고, 그 중 포르말린 에

테르 침전법으로만 진단하여 기생충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

다는 것이다. 앞으로 분변뿐 아니라 내시경, 혈청 등 다른 검

사 방법들을 같이 분석하여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저자들은 우리나라 기생충질

환이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아니며 비병원성으

로 알려져 있는 왜소아메바뿐 아니라 간흡충과 같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생충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어 최근 관심에

서 멀어졌던 기생충 질환에 대한 임상의들의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며 또한 이의 예방을 위한 대국민적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     약

목적: 최근 의료인들의 기생충 질환에 대한 관심은 줄어

들고 있으며 그 임상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낮다. 하지

만 임상에서 기생충 질환자들을 적지 않게 만날 수 있어 실

제 기생충 질환의 양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 하였다. 
방법: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삼성서울병원 건강

검진 수진자 중 초진자들을 대상으로 분변 검사를 통한 기

생충 검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총 장내 기생충의 양성률은 2000년부터 2006년까

지 2.51%, 2.63%, 3.56%, 4.04%, 4.48%, 3.94%, 4.45%로 전체

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p<0.001). 또한 총 연충류의 

양성률도 2006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0.80~1.50%, 
p<0.001) 이러한 경향은 간흡충증의 양성률의 변화(0.45%~ 
1.43%, p<0.001)와 일치하였다. 총 원충류의 양성률의 경우

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1.96~2.99%, p<0.001)을 보였

는데 이는 소형아메바의 양성률 변화와 일치하는 소견이었

다(1.15~2.09%, p<0.001). 
결론: 장내 기생충의 양성률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고, 특히 간흡충과 소형아메바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일반인들이나 의료인 모두 기생

충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과 치료 그리고 일반

인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중심 단어: 기생충; 연충; 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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