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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odium vivax has been the predominant Plasmodium spe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emerged in 1993. Spontaneous rupture of malarial spleen is a rare but important complication associated with P. vivax infection. Only one case of spontaneous rupture of malarial spleen was reported
in Korea in 1999. Splenectomy is still accepted as the treatment of choice in cases of spontaneous
rupture of the spleen. But, considering increased risk of postsplenectomy infecion, splenectomy should
be reserved for those patients with severe rupture or those with continued or recurrent bleeding. And
conservative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in selected, closely monitored patients. We report a patient
with P. vivax malaria who developed a spontaneous splenic rupture and was improved by conservat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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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는 세계적으로 매년 억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

세 남자가 왼쪽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소화기 내과

하고 연간 백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요한 전염성 질환

외래를 방문하였다 내원 일 전에 갑작스럽게 심한 오한

이다

년 이후 삼일열 말라리아의

이 있은 뒤 고열이 발생하고 왼쪽 상복부 통증이 시작되

년을 정점으로 최근 감소하는

었다고 하였다 최근 여행력은 없었으며 년 전 경기도 연

우리나라에서는

재유행이 시작되었고

추세이지만 여전히 열성질환 환자에서 감별해야 하는 중
요한 질환의 하나이다

삼일열 말라리아는 적절한 항말

라리아 요법으로 거의 대부분 완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천 지역에서 군복무 후 제대한 과거력이 있었다
신체검사에서 체온
회 분 호흡수

혈압

맥박수

회 분이었고 급성병색을 보였다 두경부

으나 드물게 비장파열이 합병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와 흉부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고 복부검사에서 좌측 복

년 말라리아에 의한 비장파열로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보

부에 압통이 심하였고 좌측 갈비척추각의 타진통이 있었

고가 한 차례 있었다

으나 반발통은 없었다 간은 만져지지 않았으나 비장이

저자들은 비장 파열이 동반된 말

라리아 환자에서 비장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

횡지로 만져졌다 검사실 검사 결과는 말초혈액검사에서

료로 호전된 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백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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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색소

림프구

단핵구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이었으며 생화학 검사에서
이외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다 말초
혈액 도말검사에서 반지형
과 생식모세포
태는 삼일열 말라리아

의 영양형
가 관찰되었으며 그 형
에 합당했다 응급으로 시

행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비장비대

와

함께 내부에 불규칙한 모양의 짧은 선상의 저음영이 관찰
되었고 비장주변의 침윤과 함께 골반강 내에
이상의 체액이 관찰되어 복강내 출혈이 강력히 의
말라리아는 열원충 속

심되었고 비장파열이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환자에게
안정을 시켰고 제

를 투여하며 절대
병일 째에 발열과 복부 압통이 사라

원충이며

얼룩날개모기

가 전파하고 수혈 약

물 중독자가 사용한 주사바늘의 공유 장기이식 등에 의해

지고 추적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비장 내부의 출혈 병

서 전파되기도 한다

열원충은 사람의 간세포와 적혈구

변과 골반의 출혈 소견이 악화되지 않아 퇴원 후 재가 안

에 기생하여 분열 증식하며 열대열원충

정을 하도록 하였다 퇴원할 때

삼일열원충

난형열원충

사일열원충

등 종이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을 주간 복용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의 외래 추적

과

에서 임상 증상이 모두 소실되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여

거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했던 말라리아 원충은 삼일열원

치료를 종료하였다

충

이었으며

년 이후 재유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종이다
말라리아에서 드물지만 치명적인 합병증 중의 하나가
비장 파열이다 거의 대부분이

에 의하여 급성 감
에 의해서도 일어

염기에 나타나지만 드물게

난다 말라리아 환자에서 비장 파열의 발생율은 정확히 알
려져 있지 않으나 대략
문헌검색에서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년 이후 영문으로 보고된 말라리

아 환자에서의 비장 파열 증례는
에서는

예가 있었고 우리나라

년 예가 있었다

급성 말라리아에서는 림프조직의 과도한 활성화 열원
충을 포함하는 적혈구의 표면 변화에 의한 비장의 굴모양
혈관

의 혈류 저하 망상내피세포의 과증식에 의

한 혈관폐쇄로 인해 발생한 혈전과 경색 등으로 인해 비
장의 구조가 바뀌게 된다

그 결과 비장 비대와 피막의

신장 피막 하 혈종 형성 이소성 비장 낭종 등이 형성되
고 비장 파열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 밖에 혈소판 감소증
과 해열제로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생기는 혈액응고장애
과격한 비장 촉진 구토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압력
등도 비장 파열을 촉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장 파열의 임상 증상으로는 좌상복부 혹은 미만성의
복통 비장 파열에 의한 횡경막 자극으로 인한 좌측 견관절
부위의 통증 발열 빈맥 구토 발한 갑자기 악화되는 빈혈
등이 나타나며 빠르게 심혈관 허탈로 진행할 수도 있다
혈액 검사에서는 백혈구 증가증 적혈구 용적율 감소
가 나타나며 단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좌측 무기폐
가로막 반쪽의 융기 늑막 삼출액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말라리아에서의 비장 파열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복부 초음
파 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진단적 복강 세척 복강경
진단 개복술 동맥 혈관 조영술 등을 할 수 있다

이 증

례에서는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비장 파열을 진단하
였다

파열된 비장은 육안적으로는 피막과 비장 실질이 파열

비장 파열로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예가 보고된 바 있다

된 소견과 함께 울혈로 인해 검붉은색의 비장비대를 보이

현재까지는 비장 파열이 있을 때 비장 절제술이 일차적인

며 현미경적인 소견은 피막하 혈종 혈전 경색 국소적인

치료로 되어 있으나 비장 절제술 후의 감염 위험성이 크므

괴사 굴모양 혈관의 울혈 및 혈전 비장조직 내의 말라리

로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거나 출혈이 지속되는 소견이 보

아 원충을 함유하고 있는 적혈구 말라리아 색소

이지 않으면 가급적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추천된다 저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자들은 비장 파열이 동반된 말라리아 환자에서 비장 절제

말라리아에 의한 비장 파열시 여전히 비장 적출술이 사
망률과 이환율이 더 낮은 일차 치료로 간주되고 있다

보고하는 바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절대 안정 수액 공급과 함께 필요한 경우
수혈을 받으면서

일간 임상적 혈액학적으로 집중 경

과관찰하는 비수술적 치료가 대두되고 있으며 보존적 치
료로 성공한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비장

적출수술 후에는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폐렴알균

인플루엔자균 등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한다

또

한 비장 적출 후에 다시 말라리아에 감염될 경우 치명적이
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 후 잠복 말라
리아의 재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유행 지역
에 거주하거나 말라리아 유행 지역으로 자주 여행하는 환
자들은 장기간 항말라리아 예방화학요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혈색소의 감소가 급격하
지 않아서 비장 파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경우 가능하면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거나 비장 파열의 정도가 심하고 출혈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그리고 보존적 치료 중이라도 혈류
역학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이상의 수혈이 필요하

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비장 적출
술 이외에 비장 봉합

부분 절제

등의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비장 적출술을 받은 후에는 말라리아에 대

한 지속적인 예방 화학요법과 폐렴알균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본 증례에서는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고 혈

색소와 적혈구 용적율의 감소가 급격하지 않아서 출혈이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었
으며 초음파 추적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이 모두 호전되어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의 토착형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로

년부

터 재유행이 시작되었다 말라리아의 중요한 합병증으로
드물지만 비장 파열이 있는데 이는 주로 삼일열 말라리아
에 의해서 발생되며 국내에서는

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호전된 예를 경험하여

년 말라리아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