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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제4급 법정감염병인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은 국내 토착 유행하는 기생충감염증과 달리 해외 유행지에서 방문자가 감염되어 국내 유입되어 발생하는
기생충감염증으로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그리고 메디나충증(총 11종)이 해당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표본감시 및 실험실 검사를 통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발생 현황을 감시하였다. 표본감시를 통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으로 신고 된 총 101건 중 톡소포자충증이 가장 많이 신고되었고, 포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주혈흡충증, 리슈만편모충증 순서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실험실 검사로 총 186건이 의뢰되었으며, 이 중 사상충증이 가장 많이 의뢰되었고,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순서로
나타났다. 의뢰된 검체 중 양성으로 확인된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은 리슈만편모충증(4건), 바베스열원충증(2건), 샤가스병(1건), 톡소포자충증(4건)이었다.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은 중증도가 낮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기생충질환의 특징과 해외 감염병 유행지에 대한 환자의 여행력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늦게 이루어지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발생 빈도가 높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톡소포자충증, 포충증, 바베스열원충증
그리고 리슈만편모충증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감염병 특징에 따른 검사법 관리와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 기생충질환 유행지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국내 유입과 토착화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질환에 대한 검사법을 구축하여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야 한다.

주요 검색어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표본감시, 실험실 검사

들어가는 말

해외유입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2].
「기생충질환 예방법」이 2010년 12월 30일부로 폐지되고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통합됨에 따라

법률」의 제4급법정감염병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토착 유행하는

2011년부터 해외유입 및 법정기생충질환에 대한 관리지침과

기생충감염증 6종(간흡충증, 장흡충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실험실검사법이 표준화되었으며, 기존 5종의 해외유입기생충

폐흡충증)과 구분되며, 총 11종으로 리슈만편모충, 바베스열원충,

감염증이 2011년부터 11종으로 확대되어 감시 및 검사를 실시하고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있다[3].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이 해당된다(그림 1).
출입국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출입국자수는 2009년에 3,500만
명에 불과하였는데 10여년이 지난 2019년에는 9,300만 명으로

이 글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표본감시 및 실험실 검사 자료를 통해 발생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크게 증가하였다[1]. 국제적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뎅기열과 같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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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1종의 병원체·감염경로 및 임상증상 [8]

몸말

충체 확인이 가능한 메디나충증을 제외한 10종에 대하여 현미경
검사(7종), 유전자 검출검사(6종), 항체검출검사(5종)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유입기생 충 감 염증 발생 경향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28개의 표본감시기관을

있다.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기준에 따라 현재 실험실
검사법 운영 현황은 표 1과 같다[5].

지정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2 0 11년부터 2 0 2 0년까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질병관리청으로 확인진단을 위해

표본감시기관에서 총 101건의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발생 신고가

실험실 검사가 의뢰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은 184건이었으며,

있었다[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발생 신고는 2011년 이후로

가장 많이 의뢰된 감염병은 사상충증 110건(60%), 리슈만편모충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그림 2), 감염병별 신고 비율은

22건(12%), 바베스열원충증 17건(9%), 톡소포자충증 13건(7%)

톡소포자충증이 88%로 가장 많이 발생 신고되었고 포충증 4%,

순서이다(그림 4). 이 중에서 총 11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바베스열원충증 3%, 주혈흡충증 3%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리슈만편모충 증 (4건), 바베스열원충 증 (2건), 샤가스병(1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발생은 표본감시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톡소포자충증(4건)이다.

매개체분석과에서 확인진단을 위한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도
파악되고 있으며, 해외유입기생충 11종 중 임상증상이나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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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신고 현황(2011~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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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별 발생 신고 비율

톡소포자충증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인체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표본감시기관의 발생 신고의 대부분을

톡소포자충증은 인수공통 기회감염 원충으로 유일한 종숙주인

차지(88%)하고 있으며 그 중 4건이 해외유입으로 추정되었다[4].

고양이 배설물이나 오염된 고기, 식품 등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톡소포자충은 해외유입기생충으로 분류되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임산부는 태반을 통해 태아를 감염시키는

있지만 국내 감염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국내 톡소포자충

수직감염을 일으키고, 기회감염 기생충으로서 면역결핍 또는 면역저하

감염실태조사와 수직감염사례 관리를 위한 산모 및 환아에 대한

환자에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3,5]. 톡소포자충증은 전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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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질병관리청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실험실 검사법 현황
구분

검체

현미경 검사

유전자검출검사

항체검출 검사

리슈만편모충증

전혈, 피부조직

○

○

-

바베스열원충증

전혈

○

○

-

아프리카수면병

전혈, 뇌척수액

○

○

-

대변, 소변, 혈청

○

-

○

전혈, 혈청

○

-

○

감염병명

주혈흡충증
샤가스병

전혈, 피부조직

-

○

-

악구충증

광동주혈선충증

피부조직

○

-

-

사상충증

전혈, 혈청

○

○

○

혈청

-

-

○

전혈, 혈청

-

○

○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 메디나충증의 경우 임상증상 및 육안으로 충체 확인
(실험실 검사 미실시)

메디나충증

리슈만편모충증,
22 (13%)
바베스열원충증,
17 (10%)

톡소포자충증,
13 (7%)

포충증, 9 (5%)

사상충증,
110 (63%)

주혈흡충증, 3 (2%)

그림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실험실 검사 의뢰 현황(2011~2020년)

포충증

이루어진다[3,5].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표본감시
기관에서 4건이 신고되었고, 일부 환자는 중앙아시아 지역 여행력이

포충 증 은 단방조충과 다방조충 감염에 의한 질환으 로,

확인되었다[4,6,7]. 질병관리청에서는 포충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인체감염은 감염동물(종숙주: 개, 늑대) 배설물의 충란에 오염된

검사법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포충증 항체검사는

음식 섭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간이나 폐에 낭종을 형성하여

민감도 및 특이도가 낮고, 포충낭의 단계에 따라서 양성률이 다르게

발열, 혈뇨, 황달, 복통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포충증은

나타나며 완치 후 지속적으로 양성결과를 보일 수 있어서 병원에서

목축업을 하는 지역에서 유행하며, 중동 및 아프리카 등이다.

실시하는 영상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는 외과적으로 낭종을 적출하는 방법과 약물치료법으로

포충증 조기진단을 위한 실험실 검사법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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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스열원충증

질병관리청으로 확인진단 의뢰된 해외유입기생충 실험실 검사에서
양성판정 받은 사례는 표본감시 발생사례와 별개로 집계되고 있어

바베스열원충 증 은 참진드기과에 속하 는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원충성 질환이다.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된 후 1~4주의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발생사례에 대한 통합관리도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잠복기를 거친 뒤 고열, 피로, 오한 등의 증 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기생충 감염증은 급성보다는 만성으로 나타나는

전 세계적으 로 바베스열원충이 분포하지만 주로 아열대 및

사례가 많아 해외여행자들이 귀국 후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시간이

열대지역에서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표본감시 및 실험실 검사에서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면서 해외여행력을

확인된 바베스열원충 발생사례는 3건이며, 대부분 유행 지역(미국)

언급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방문력이 확인되어 해외유입사례로 추정하였다. 바베스열원충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및 전국 28개의 표본감시기관에서는

진단은 말초혈액도말 슬라이드에 대한 현미경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해외유입기생충증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후

실시한다. 바베스열원충 감염 환자의 임상증상과 현미경 검사시

감염이 의심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해외유입기생충에 대한

확인되는 원충의 형태가 말라리아와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외유입기생충증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발생사례가

유전자가 검사가 필수적이다[3,5].

많지 않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리슈만편모충증

해외유입기생충증 검사법의 표준화를 위한 유효성 평가를 위해
각 병원체별 많은 검체 및 병원체 자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리슈만편모충증은 모래파리가 흡혈할 때 인체로 원충이

질병관리청 매개체분 석과 에서는 용역과제 발주 등 을 통해

침입·증식하여 전파되는 질환이다. 인체감염 시 잠복기는 1주일에서

해외유입기생충 병원체 자원을 확보하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에

수개월이며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은 피부궤양,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은

대한 실험실검사법 구축 및 표준화 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열, 림프절 증대, 비장종대 등으로 임상증상이 나타난다[3,5].

해외거점실험실을 운영하면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에 대한 유행 및

표본 감시 및 실험실 검사 에서 확 인된 리슈만편모충 증

임상정보와 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발생사례에서도 리슈만편모충증 유행지역 방문력이 동일하게

감염병의 유행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인되었다[4]. 리슈만편모충증 진단법은 검체 내에서 1~5 ㎛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생충질환 유행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크기의 무편모형(amastigote) 원충을 확인하는 현미경 검사와 특이

현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1종 이외에 국내 유입과 토착화

유전자를 검출하는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다[5].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질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검사법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진단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확산을 억제하고자 한다.

맺는 말
지난 1 0년 동안 해외 유입기생 충 감 염 증 은 표본 감시와
실험실검사를 통해 발생 빈도가 드물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염병 신고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톡소포자충증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포충증, 바베스열원충증, 리슈만편모충증에
대해서 발생 동향 파악과 검사법 관리·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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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해외유입기생충 감 염증 은 총 11종으 로 리슈만편모충,
바베스열원충, 아프리카 수면병, 주혈흡 충 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 충 증이 해당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 011년부터
표본감시와 실험실 검사 자료를 통해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지난 10년간의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의 표본감시와 실험실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감염병 발생빈도가 낮지만 톡소포자충증,
포충증, 바베스열원충증, 리슈만편모충증(4종)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발생동향 파악과 검사법 관리·고 도화가
필요하다.
③ 시사점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생충질환 유행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현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11종 이외에 국내 유입과
토착화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질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억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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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 status of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2011-2020
Kim HyunJung, Shin Hyun-Il, Ju Jung Won, Lee Hee Il
Division of Vectors and Parasitic Diseases, Bureau of Infectious Diseases Diagnosis Control,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are a class 4 legal infectious disease in the Republic of Korea. A surge in immigration and
international travel has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mported parasitic infectious cas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occurrence of eleven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2011 and 2020: Leishmaniasis, Babesiosis, African trypanosomiasis, Schistosomiasis, Filariasis, Chagas disease,
Angiostrongyliasis, Gnathostomiasis, Hydatidosis, Toxoplasmosis, and Dracunculiasis. The data came from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which monitored the occurrence of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through
sentinel surveillance and laboratory tes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101 cases were reported through
specimen monitoring agencies. Toxoplasmosis was the most reported infectious disease, followed by Hydatidosis,
Babesiosis and schistosomiasis. A total of 186 cases were requested for laboratory tests by the KDCA, and the most
requested infectious disease was Filariasis, followed by Leishmaniasis and Babesiosis. Eleven cases were confirmed as
positive in laboratory tests; Leishmaniasis (4 cases), Babesiosis (2 cases), Chagas disease (1 case), and toxoplasmosis (4
cases).
Although the occurrence of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was infrequent over the past 10 years, Toxoplasmosis,
Hydatidosis, Babesiosis, and Leishmaniasis cases increased and were sporadically reported. This fact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managing laboratory testing methods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fectious disease varies. By way of
example, one of the challenges in identifying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is that they are often characterized by low
severity and chronic infection. In addition, this study recommended that the KDCA periodically review and prepare rapid
laboratory testing methods for emerging imported parasitic disease.
Keywords: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Sentinel surveillance, Laboratory diagnost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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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ous disease

Specimen

Pathogen

Vectors/Route of Ttansmission

Symptoms
•

Distribution

Cutaneous leishmaniasis: Skin lesion (cyst or ulcer),
lymphadenopathy
Visceral leishmaniasis: Fever, weight loss, edema of
the liver and/or spleen

Leishmaniasis

Whole
Blood,
Serum

Leishmania infantum,
L. donovani, L.
major, L. amazonesis,
L. braziliensis

Lutzomyia spp.,
Phlebotomus spp.

Babesiosis

Whole
Blood,
Serum

Babesia microti,
B. duncani,
B. divergens

Ixodes scapularis

African
trypanosomiasis

Whole
Blood

Trypanosoma brucei
gambiense,
T. b. rhodesiense

Glossina spp.

Chagas' Disease

Serum

Trypanosoma cruzi

Triatoma spp.,
Rhodnius spp.
Panstrongylus spp.

•

Schistosomiasis

Serum

S. haematobium,
S. mansoni

Exposure to
contaminated
waters

•

Fever, nausea, eosinophilia, gastric distress,
Hematuria, polyuria, urinary incontinence,
perianal pain, etc.

China, Japan, Philippine Islands,
Southeast Asia, Middle East,
Caribbean Islands, South America

Angiostrongyliasis

CSF

Angiostrongylus
cantonensis

Consumption of
raw snails,
contaminated water
or vegetables

•

Eosinophilic meningitis: Headache, nuchal
rigidity, photophobia, loss of visual acuity,
etc.

Southeast Asia, South Pacific
Islands, Pacific Rim

Gnathostomiasis

Serum

Gnathostoma
spinigerum

Consumption of
raw fish, frogs,
birds, reptiles, etc.

•

Fever, emesis, hives, anorexia,
nausea, diarrhea, epigastric pain

Asia (India to Japan), North America

Filariasis

Whole
Blood,
Serum

Wuchereria
bancrofti,
Brugia malayi

Aedes togoi,
Anopheles
sinensis, etc.

•

Fever, emesis, hives, anorexia, nausea,
diarrhea, epigastric pain

Tropics and Subtropics excluding North
America and Europe

Hydatidosis

Echinococcus
granulosus,
E. multilocularis

Consumption of
contaminated
water or food

•

Serum

Cystoma of liver, lungs, kidneys, brain, and
muscles, hematuria, jaundice, abdominal
pain, adynamia, coughing, chest pain, etc.

Australia, New Zealand, Africa, South
America, Europe, Middle East, Central
Asia, Japan, Philippine Islands

Toxoplasmosis

Whole
Blood,
Serum

Toxoplasma gondii

Consumption of
contaminated water or
food, Exposure to
infected cat stool

•

Uveitis, chorioretinitis, fever, headache,
myalgia, lymphadenitis

Dracunculiasis

Tissue

Dracunculus
medinensis

Consumption of
contaminated
water

•

Blister of 2-7cm, hyperemia, pink eye, pain,
itchiness, allergic reaction (anaphylaxis or
localized)

Schistosoma japonicum,

•

Africa, Asia, Europe, Tropics of
South America, various subtropical
areas

•

Chronic fatigue syndrome, anorexia, headache,
fever, chills, muscle pain, hepatomegaly,
spleenomegaly, hemolytic anemia

Worldwide, especially the tropics
and subtropics

•

Skin inflammation including pain and itch,
fatigue, asthenia universalis, insomnia, fever,
enlarged lymph nodes

West and Central Africa ,
South and East Africa

Southern US extending to Central
South America (e.g. Mexico,
Argentina, Chile)

Fever, headache, adenia, pale complexion,
muscle pain, respiratory distress, edema,
chest/abdominal pain

Worldwide, especially nations
with high domestic feline
populations
Africa (between the Equator and
Sahara Desert), Pakistan, India

Figure 1. Pathogen, infection route and clinical symptoms of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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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ccurrence report of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by year (2011-2020)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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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atidosis
4%
Babesiosis
3%
Chagas' Disease
3%
Filariasis
1%
Leishmaniasis
1%

Toxoplasmosis
88%

Figure 3. Occurrence ratio of imported parasitic infection type in the Republic of Korea

Table 1. Laboratory diagnostic test list of imported parasitic infections by the KDCA
Specimen Type

Microscopic test

Molecular test

Antibody detection test

Whole blood, Tissue

○

○

-

Whole blood

○

○

-

Whole blood, CSF

○

○

-

Schistosomiasis

Stool, Urine, Serum

○

-

○

Chagas' Disease

Whole blood, Serum

○

-

○

Angiostrongyliasis

Whole blood, Tissue

-

○

-

Tissue

○

-

-

Whole blood, Serum

○

○

○

Serum

-

-

○

Whole blood, Serum

-

○

○

Leishmaniasis
Babesiosis
African trypanosomiasis

Gnathostomiasis
Filariasis
Hydatidosis
Toxoplasmosis
Dracunculiasis

Laboratory test not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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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hmaniasis,
22 (13%)
Babesiosis,
17 (10%)

Toxoplasmosis,
13 (7%)
Hydatidosis, 9 (5%)

Filariasis,
110 (63%)

Schistosomiasis, 3 (2%)

Figure 4. Ratio of laboratory diagnostic test request by imported parasitic infection type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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