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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검체를 이용하여 Wright 염색 및 BioFire FilmArray
Gastrointestinal 패널 검사로 진단한 람블편모충증 1예
A Giardiasis Case Diagnosed by Wright’s Stain and BioFire FilmArray Gastrointestinal
Panel Assay Using Stool Sample
윤귀현
Kui Hyun Yoon, M.D.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anbon Hospital, Gunpo and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ksan, Korea

람블편모충(Giardia lamblia)에 의한 급성위장관염은 오염된

성위장관염 소아환자 대변 검체 378건에서 의사 처방에 의한 병원

물과 음식을 통한 경구감염으로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체 검출률은 46%였으며, BioFire FilmArray Gastrointestinal (GI)

있다. 주로 어린이와 면역저하자에서 기회감염을 야기하고, 전세계

패널(BioFire Diagnostics, Salt Lake, UT, USA) multiplex PCR 검사

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발

에서 병원체 검출률은 65%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저자

생빈도가 높아 여행자 설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는 설사 환자의 대변 검체를 이용한 Wright 염색법과 증상별 접근

람블편모충에 의한 감염빈도는 0.18%로 매우 낮고 감소추세에 있

법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람블편모충 감염을 규

지만[1], 작은와포자충(Cryptosporidium parvum), 이질아메바

명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Entamoeba histolytica), 원포자충(Cyclospora cayetanensis)과

2021년 9월에 28세 남자 환자가 5일전 가리비와 오징어 회를 먹

함께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4급 감염병으로

고 발생한 복통과 메스꺼움, 하루 10회 이상의 설사를 주소로 개

분류되어 표본감시감염병으로 감시되고 있다. 람블편모충에 의한

인 병원 치료에 호전이 없어 본원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검사 소

감염은 무증상부터 복통을 동반한 설사, 오심, 구토, 체중감소와

견은 백혈구 6,900/μL (호중구 54.6%), 혈색소 16.2 g/dL, 혈소판

만성 설사의 원인으로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일 수 있다. 설사 원인

291,000/μL, 적혈구침강속도 9 mm/hr,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

병원체를 찾기 위한 검사에는 배양법, 항원검사법, 현미경 검사법,

효소(AST) 23 IU/L,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ALT) 29 IU/L, 감마글

효소결합면역흡착측정법(ELISA), 중합효소연쇄반응(PCR) 방법

루타밀전이효소(GGT) 52 IU/L, 나트륨/칼륨/염소: 138/3.8/103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검사를 병원체 별로 수행하기가 어려워 최

mmol/L로 특이사항이 없었다. C-반응단백질은 0.8 mg/dL (참고범

근에는 증상별 접근법(syndromic approach)으로 다중중합효소연

위 < 0.3), 섬유소원은 563.5 mg/dL (참고범위 249-486)로 상승하였

쇄반응(multiplex PCR)법이 이용되고 있다. Stockmann 등[2]은 급

고, 프로트롬빈시간(PT)과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aP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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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상범위였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독소 B PCR 검사 음성,
대변배양검사에서 살모넬라와 이질균 배양 음성이었다. 증상별 접
근법으로 BD MAX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MD,
USA) Enteric Virus 패널 5종(Norovirus, Rotavirus, Sapovirus, Astrovirus, Adenovirus)과 BD MAX Enteric Bacterial 패널 8종(Salmonella species, Shigella species, Campylobacter species, Shiga
toxin 1 & 2, Yercinia enterocolitica, Enterotoxigenic E. coli, Plesiomonas shigellioides, Vibrio species)에 대한 다중중합효소연쇄
반응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환자의 대변 검체를 이용하여 직접
도말과 Wright 염색을 시행하였다. 대변 직접도말 검사상 편모충의
영양형이 의심되었으며, Wright 염색에서는 서양배 모양의 핵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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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귀현: Giardia Lamblia Diagnosed by Wright’s Stain

A

B

Fig. 1. (A) Numerous trophozoites of Giardia lamblia (Wright stain ×200), (B) Pear-shaped trophozoites with two nuclei and flagella (Wright stain
× 1,000).

모 등을 보이는 12-17 × 7-10 μm 크기의 영양형을 확인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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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환자는 metronidazole 750 mg을 하루 3회 투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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