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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Neospora canium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ajor causes of abortion in a wide range of animals. Since cows
having N. canium antibodies show higher tendency of abortion than intact ones and calves without clinical signs can
also be carriers of this pathogen, the survey of serological prevelance of N. canium in cattle can be important in epidemiology.
However, there was no prevalence report of N. canium in cattle farms in Busan metropolitan city. In this study, total
280 blood samples of Hanwoo and Holstein were collected from 51 farms and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ate of
seropositive antibodies using a commercial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As the result, the serological
prevalences of farm and individual cow were 13.7% (7 out of 51 farms) and 5.4% (15 out of 280 cows), respectively.
Key words : Neospora canium, cattle, seroprevalence

서

론

원충에 의한 근육염과 신경염 소견을 관찰하고 세포배양
3)
법을 이용해 이 원충을 세계 최초로 분리하였다 .

1)

Apicomplexa문,

본 원충은 뇌척수염 및 근염을 나타낸 개에서 최초로

Coccidiasina아강, Eucoccidiorida목, Sarcocystidae과,

확인되어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외에도 염소, 양, 말,

Neospora속에 속하는 편성 세포내 기생원충(protozoa)

사슴 등에서 자연발생 예가 확인되었으며

으로 소에서 유산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체로 알려져

이, 마우스, 돼지, 원숭이 등에서 실험감염 예가 보고되었

있으며, 1988년 Dubey가 최초로 분리, 보고하기 전까

1)
다 . 지금까지 연구결과 네오스포라 감염으로 가장 큰 피

Neospora

canium은

분류학상

지는 형태학적으로 매우 유사한 Toxoplasma gondii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1),2)

. 실제로 1988년 Dubey 등이 미

4)~8)

또한 고양

해를 받는 소를 비롯한 사슴, 여우, 야생설치류 및 닭 등은
이 원충의 중간숙주이고 개와 코요테가 종숙주로 확인되었
2), 9)~11)

. 국내에서는 임신 6월령 젖소 유산태아에서 N.

국의 Angel Memorial 동물병원에서 지난 40년간 톡소

다

플라스마 유사질병(toxoplasmosis-like illness)으로 진

canium 감염을 최초로 보고한 바 있으며, 동일한 어미

단된 30여 증례에 대한 조직절편과 혈청을 대상으로 재검

젖소에서 본 원충감염으로 인한 반복유산이 증명되기도

사를 실시한 결과 10예에서 Toxoplasma gondii가 아닌

하였다

12), 13)

.

새로운 원충의 감염임을 확인하고 이 원충을 Neospora

N. canium의 생활사에서 나타나는 tachyzoite, bradyzoite,

canium으로 명명하였고 이어 후구마비로 폐사한 개에서

oocyst가 감염에 관련되어 있으며, 개는 bradyzoite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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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조직을 먹이로 섭취하여 감염되고, 소는 oocyst가 포

하고 더 나아가 네오스포라병에 의한 유산비율 등에 대한

함된 먹이나 물을 경구 섭취하여 감염된다. 태반감염은 임

관련자료축적 및 네오스포라병 방역대책수립에 기초자료

신기에 tachyzoite가 감염된 어미소로부터 태아에 옮겨짐

로 삼고, 또한 네오스포라병에 대한 농가교육․홍보를 위

14)

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상증상의 하나인

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유산은 임신3개월 이후부터 나타나는데, 주로 5~6개월
째에 나타난다. 2월령 이하의 송아지에서는 신경증상, 기

재료 및 방법

립불능이 나타나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15)
고 보고되었다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송아지는 만

성적인 잠복감염으로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통

공시재료

16)

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Neospora

canium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소는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에 비해 더 많이 유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혈
청 항체 양성인 암소에서 선천적으로 감염되어 태어난 송
아지의 95%는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15)

.

N. canium에 대한 혈청학적 진단법으로는 원충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구․군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별로 안배한 후 무작위로 51농
가를 선정하여 한우 223두, 젖소57두 총 280두(부산시
사육규모의 약8.5%)를 채혈하고 혈청을 분리하였으며 분
리된 혈청은 -20 ℃에서 냉동보관하며 이번시험에 사용
하였다.

tachyzoite를 이용한 간접형광항체법, 원충의 다양한 성
분을

이용한

효소결합면역진단법(Enzyme

검사 및 방법

Linked

Immuno Sorbent Asay, ELISA),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Neospora canium ELISA : IDEXX Neospora antibody

법, 네오스포라응집반응법(NAT), PCR을 이용한 검출법 등

test kit (IDEXX Switzerland AG, Liebefeld-bern,

15), 17)~22)

이 있다

Swizerland)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은 제조사의 설명에 따

.

타지역에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산

라 실시하였다. 키트에 포함된 혈청 희석액 90 ㎕를 항원

지역 사육우에 대한 네오스포라병에 대한 검사가 심도 있게 이

이 코팅된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분주하고 가검혈청 10 ㎕

뤄지지 않았기에 N. canium에 대한 항체보유실태를 파악

를 분주하여 최종희석배수 10배가 되도록 하였다. 그 후

Table 1. N. canium seropositive rate for breeds of cattle
Heads

Breed

Farms

Positive/Test

Positive (%)

Positive/Test

Positive (%)

Hanwoo

5/223

2.2

1/44

2.3

Holstein

10/57

17.5

6/7

85.7

Total

15/280

5.4

7/51

13.7

Table 2. N. canium seropositive rate for regions
Hanwoo

Area

Gangseo
Gumjeong
Gijang

Holstein

Total

Test

Positive(%)

Test

Positive(%)

Test

Positive(%)

Farms

16

1(6.3)

5

4(80)

21

5(23.8)

Heads

88

5(5.7)

39

8(20.5)

127

13(10.2)

Farms

5

0(0)

0

0(0)

5

0(0)

Heads

20

0(0)

0

0(0)

20

0(0)

Farms

23

0(0)

2

2(100)

25

2(8.0)

Heads

115

0(0)

18

2(11.1)

13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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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37 ℃에서 1시간 배양하고 10배 농축 새척액을 증류수와
1:9비율로 희석 후 각 Well당 300 ㎕씩 3번 세척을 하였
다.

세척된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Anti-Ruminant

네오스포라는 원충성기생충에 의한 질병으로 소에서 유

IgG-PO conjugate를 100 ㎕씩 첨가하고 37 ℃에서 1

사산이 문제시 되고 있고 또한 타지역에서는 연구가 활발

시간 배양하였다. 다시 세척액 300 ㎕로 3회 세척 후

히 진행중 이지만 부산지역 사육우를 대상으로는 연구결

TMB기질액을 100 ㎕씩 분주하여 실온(18 ℃~25 ℃)에

과가 없기에 이번 연구를 실시하였다. N. canium의 혈청

서 15분간 정치하였다. 그 후 stop solution을 100 ㎕씩

학적 진단법으로는 간접형광항체법(Indirect Fluorescent

분주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흡광도 파장 450 ㎚에서 측

Antibody

정하였다. 샘플흡광도에서 음성대조액의 흡광도를 뺀 보

Linked Immuno Sorbent Asay, ELISA), 네오스포라 응집반

정값을 양성대조액과 음성대조액 흡광도의 차이로 나눈

응(Neospora Agglutination Test, NAT) 등이 활용되고 있

Test,

IFAT)과

효소결합면역진단법(Enzyme

값을 구하여 0.3미만은 음성, 0.3이상 0.4미만은 의양성,

지만 소의 혈청 내 항체를 검출하기 위해 N. canium

0.4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tachyzoite 항원을 이용한 ELISA를 개발하여 실험한 결과
간접형광항체법보다 검출효율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
17)~22)

.

다.

결

과

지금까지 발표된 N. canium의 항체양성률에 관한 해
외 연구결과를 보면 젖소가 비육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산지역 사육우의 Neospora canium의 항체 보유율
을 알아보기 위해 ELISA검사를 실시하였다. 총51농가

23)~30)

.

국내의 경우 김 등이 소 유산태아에서 Neospora canium 감염
12)

허 등은 전국 198개 젖소목장을

280두를 검사하였다. 검사대상 중 7농가 15두에서 양성

을 최초로 보고한 이래

을 나타내었다.

검사한 결과 목장별 양성률은 53.5%, 개체별 양성률은
31)
35.6%로 보고하였으며 , 2001년에는 충남지역 사육 젖

품종별 항체 양성률

소 및 한우를 대상으로 젖소의 경우 목장별 양성률은

전체 검사대상 280두 중 한우가 223두, 젖소가 57두였

93.3%, 개체별로는 64.2%라 보고하였으며 한우의 경우

다. 검사결과 항체양성은 한우에서는 1농가 5두였고 젖소

32)
각각 78.6%, 47.8%로 보고하였다 . 타지역 자료의 경

에서는 6농가 10두로 젖소에서 높은 항체양성률을 나타

우도 수치에서 차이는 있으나 양성률이 젖소에서 높고,

내었다. 이는 한우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낮고 젖소에서는

한우에서 낮은 경향이 공통적이었다

항체양성률이 높은 타지역경향과 대체로 유사했으며 양성
률은 타지역보다 낮은편이었다.

16), 33)~41)

.

부산지역의 경우 타지역의 네오스포라 항체 양성률보
다는 전반적으로 낮은 5.4%로 나타났지만, 젖소의 경우
만을 놓고 본다면 농가별 양성률은 85.7%, 개체별 양성

지역별 항체 양성률
부산지역에서 10두 이상 소를 사육하는 구․군을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강서구 21농가 127두, 금정구 5농가 20
두, 기장군 25농가 133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항
체 양성을 나타낸 곳은 강서구 5농가 13두였으며 이중 젖
소가 4농가 8두, 한우가 1농가 5두 였다. 기장군은 2농가
2두가 양성이었으며 이들 모두 젖소였다. 금정구에서는
항체양성개체가 없었다. 농가별 양성률은 강서구 23.8%,
금정구 0%, 기장군8.0%였으며 개체별 양성률은 강서구
10.2%, 금정구 0%, 기장군 1.5%가 항체양성으로 나타났다.

률은 17.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서지역 젖
소의 경우 농가별 양성률은 80%로, 개체별 양성률은
20.5%로 높았다. 이런 결과는 박 등이 연구한 경남지역
34)
내 소 Neospora canium에 대한 감염률조사 에서 항체

양성농가가 가장 많았던 김해시와 지역적으로 인접한 것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 김해지역의 농가
별 양성률은 59.1%, 개체별 양성률은 13.8%였다. 젖소
농가에서 높은 항체형성률을 나타내는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젖소농가의 경우 대규모로 사육하는 경우가 많다
는 점과 외부인의 왕래(집유차 등)가 잦다는 것이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항체양성률이 높은 농가의 경우 N.

canium의 종숙주인 개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한
순환감염여부가 의심된다. 금정구에서 항체양성농가가
없었던 이유는 젖소 농가가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사육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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