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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격막앞연조직염을 동반한 동양안충 감염 1예

A Case of Thelazia callipaeda Infestation with Preseptal Cellul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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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Thelazia callipaeda infection with preseptal cellulitis.
Case summary: A 24-year-old female presented with symptoms of conjunctival injection and ocular pain in her left eye and a par-
asite was found in her conjunctival sac. Using light microscopy, we identified Thelazia callipaeda and many larvae were ob-
served in the vulva of an adult female worm. Three days later, erythematous swelling occurred in the left upper eyelid and four 
adult worms were found and removed with forceps. Third-generation cephalosporin an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were administered orally; the eyelid swelling improved but the conjunctival injection remained. Later five and seven adult worms 
were removed every 4 weeks and the conjunctival injection improved with no parasites detected after the final extraction. 
Conclusions: In the case of Thelazia callipaeda infec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eggs and larvae and to observe the patient for 
more than 1 month because of postextraction growth of the larvae.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preseptal cellulitis by Thelazia 
callipaeda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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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서 발견되는 Thelazia는 Thelazia callipaeda와 Thelazia 

californiensis 두 가지 종이며, 특히 Thelazia callipaeda는 

아시아에서 주로 나타나는 종으로 동양안충(Oriental eye 

worm)으로 불린다.1,2 Thelazia callipaeda는 초파리를 중간 

숙주로 하여 제1기 유충에서 약 3주 뒤 감염성을 갖는 제3

기 유충으로 성장한다.3 제1기 유충은 수 시간밖에 생존하

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숙주인 초파리의 왕성한 활동기간인 

3월부터 11월까지 Thelazia callipaeda의 감염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4 초파리가 제3기 유충을 인간, 개, 소, 말 등 

종숙주의 결막낭이나 눈물관에 감염시키며 이후 4주에서 5

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활동성을 갖는 성충이 되면서 안

구충혈, 안통증, 눈물흘림부터 각막염, 각막궤양까지 다양

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3,5 이전까지 Thelazia callipaeda

는 결막하 침범, 안내 침범, 재발하는 동양안충 등 우리나

라에서 여러 증례가 보고되었으나,6-8 안와격막앞연조직염

을 동반하며 재발한 경우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저자들은 

기생충의 감염 이후 안와격막앞연조직염이 발생하였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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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ternal photography of the patient. A 24-year-old 
woman presents eythematous swelling at her left upper eyelid. 

A 

B

Figure 2. Light microscopy of Thelazia callipaeda detected in 
the patient. Light microscopy shows many larvae on tail of 
Thelazia callipaeda (black arrow, A: ×10 magnification, B: 
×50 magnification).   

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Thelazia callipaeda. There 
are numerous eggs and coiled embryonic larvae in uterus.

양안충이 지속적으로 재발한 사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보고

24세 여자 환자로 내원 수일 전부터 좌안 결막충혈 및 통

증이 시작되었고, 하측 결막낭에 기생충이 발견되어 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증상 발현 1달 전부터 야외활동을 자주 

하였고 개와 접촉한 이력이 있었으며 그 외 특이병력은 없

었다. 초진 시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8, 좌안 0.6이었으며 

우안 안압은 16 mmHg, 좌안 안압은 18 mmHg였다. 세극

등현미경검사상 경도의 좌안 점상각막염 소견과 함께 눈알

결막의 전반적 충혈 및 부종과 눈꺼풀결막의 여포가 관찰

되었으며 기생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방, 수정체, 안저검

사상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내원 시 이전에 발견되

었던 기생충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육안상 투명한 백색을 

띠는 10 mm 길이의 충체가 확인되었고 기생충 감별을 위

해 기생충학교실에 의뢰하였다. Thelazia callipaeda가 동정

되었고, 광학 현미경상 자충으로 질구에 다수의 유충이 확

인되었다(Fig. 1). 결막낭을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moxi-

floxacin 0.5% (Vigamox®, Alcon laboratories, Inco., Fort 

Worth, TX, USA)와 무방부제 인공눈물 점안제인 0.1% so-

dium hyaluronate (HyalQ®, Ildong pharmaceutical, Seoul, 

Korea)를 사용하며 경과관찰 도중, 3일 후부터 좌안 상안검

주위 부종 및 발적이 시작되었고(Fig. 2) 결막충혈도 지속

되어, 세극등현미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하측 결막낭에서 

5 mm에서 10 mm 길이의 활동성의 4마리 성충이 관찰되어 

겸자로 제거하였다. 양안 안구돌출도는 동일하였으며 복시, 

시력저하, 안구운동제한 등 안와연조직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안와격막앞연조직염 의심하에 3세

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경

구투여 하였고, 좌안 안검부종 및 발적은 호전되었으나 결

막충혈은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지속적 경

과관찰 도중 4주 간격으로 5 mm에서 15 mm 길이의 활동

성의 성충 5마리 및 7마리가 각각 관찰되어 제거하였으며, 

결막충혈은 호전 양상을 보였다. 이후 3달간 경과관찰 결

과, 결막충혈은 완전히 호전되었고 기생충은 더 이상 검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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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외 : 안와격막앞연조직염을 동반한 동양안충-

고 찰

동양안충은 우윳빛을 띠는 실모양의 선충으로 충체의 두

부에서는 항아리형 구강이 관찰되며 구강은 식도를 통해 

장과 선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충체의 체표면에는 가로선의 

각피 주름이 관찰된다. 특히 자충의 난소와 자궁은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 내부에 다수의 충란이 존재하며 자

궁에는 다수의 말려있는 유충이 관찰된다(Fig. 3).9 이 때문

에 자충인 경우 충체 제거 후에 충란이나 유충이 남아있을 

수 있어 결막낭을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필요한데, 세척한

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충란이나 유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상이 재발할 수 있다.10,11 본 증례에서는 현미경검사상 자

충의 미부에 다수의 유충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충체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적으로 재발했

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양안충은 종숙주인 개, 소, 말 

등 포유류의 결막낭에 서식하며, 유충이 증상을 일으키는 

성충이 되기까지는 최소 4주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게 된

다.3 본 증례에서도 개와 접촉한 이력이 있어 초기 감염은 

개와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나, 내원 이후에는 접촉

한 이력이 없었고 첫 유충이 관찰되고 난 이후 약 4주 간격

으로 연속적으로 재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재발의 원인이 

외부의 재감염일 가능성보다는 남아있던 유충에 의해 생겼

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라 볼 수 있겠다. 

안와격막앞연조직염의 원인은 부비동염, 수술, 외상, 이

물, 벌레물림 등에 의한 직접적 원인 혹은 눈꺼풀, 편도선, 

중이, 치성에 의한 혈행성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다.12,13 또

한 동양안충은 결막이나 각막을 주로 침범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전방을 침범하여 홍채염을 일으키거나 안내를 침범

하여 열공성 망막박리, 안내염을 유발할 정도로 다양한 안

구조직을 침범한다.6,14,15 본 증례에서는 안와연조직염을 의

심할 만한 증상이 없어 컴퓨터단층촬영이나 혈액검사를 시

행하지 않았으므로 발병원인에 관한 정확한 병태생리를 확

인할 수는 없었으나, 안와격막앞연조직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양안충은 다양한 안

구조직을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동양안충

에 의한 조직의 염증 유발로 인해 안와연조직에 이차 세균

감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치료는 점안 마취 후 충체를 제거하는 것이며, 증상이 소

실되면 심각한 합병증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10 또한 자충

의 경우 충체 제거 후 충란이나 유충이 결막낭에 남아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막낭을 세척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11 본 증례에서는 충체를 집게를 이용하여 비교적 손쉽

게 제거할 수 있었으나, 결막낭 세척에도 불구하고 자충에 

의한 유충이 결막낭에 남아 지속적으로 재발을 일으켰던 

경우로, 충체 제거와 더불어 반드시 충체 검사를 통해 자충

과 충란 및 유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충란 혹은 유충이 발견된 경우라면 유충이 성충이 

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

달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동양안충이 있을 경우 

충체를 동정하여 충란 혹은 유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유충의 성장을 고려한 1달 이상의 추적 관찰 기간이 필요

하겠다. 또한 동양안충에 의한 안와격막앞연조직염의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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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안와격막앞연조직염을 동반한 동양안충 감염 1예

목적: 안와격막앞연조직염을 동반한 동양안충 감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24세 여자 환자가 좌안 결막충혈 및 통증과 함께 하측 결막낭에 기생충이 발견되어 내원하였다. Thelazia callipaeda가 

동정되었고, 광학 현미경상 자충으로 질구에 다수의 유충이 확인되었다. 3일 후부터 좌안 상안검주위 홍반성 부종이 시작되었고 하측 

결막낭에서 4마리 성충이 관찰되어 겸자로 제거하였다. 3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경구투여 하였고, 

상안검주위 부종은 호전되었으나 결막충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후 4주 간격으로 성충 5마리 및 7마리가 각각 관찰되어 제거하였

으며, 마지막 제거 이후 결막충혈도 호전 양상을 보였고 기생충은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결론: 동양안충의 경우 충란 및 유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충의 성장을 고려하여 1달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다. 

또한 동양안충에 의한 안와격막앞연조직염의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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