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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식·배유찬·변재원·이경현·장 환·송재영·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게재승인: 2010년 6월 7일)

A case of elk (Cervus elaphus) coccidiosis in Korea

Soon-Seek Yoon, You-Chan Bae, Jae-Won Byun, Kyeong-Hyun Lee, Hwan Jang, 

Jae-Young Song, Sung-Hwan Wee*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Anyang 430-757, Korea

(Accepted: June 7, 2010)

Abstract : A thirty-five week old elk was referred for Chronic Wasting Disease (CWD) confirmation from

Chungnam province in Korea. Necropsy revealed much bloody contents in the lumen of small and large

intestines, and reddening of its mucosa. Microscopically, few coccidia showing various developmental stages

were infiltrated in lamina propria of small intestine with granulomatous inflammation and congestion. They

were identified as Eimeria spp. according to their location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ecause fecal

examination and oocyst culture were not available, the species of the Eimeria could not be confirmed. There

were no detection of pathogenic bacteria such as clostridia and virus in intestinal contents. CWD was shown

to be negative in immunohistochemistry test. In conclusion, it was the first Eimeria case detected in small

intestine of Korean domestic elk as far as we know although Eimeria spp. were not the main cause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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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구포자충류(Coccidia)는 첨복포자충문(Phylum Apicom-

plexa)에 속하는 원충으로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대부분

의 동물에서 확인되고 있다 [8, 19]. 구포자충류는 대부

분이 숙주 특이성(host specificity)이 강하여 축종간 교차

감염은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구포자충류에 감염

된 동물이라 할지라도 축종이나 연령, 감염정도에 따라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지만, 특히 어린동물에 감염되

었을 때 심한 설사를 동반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기도 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닭, 소, 돼지, 염소 등 많은 가축에

서 구포자충류의 감염사례가 확인 [14, 21] 되었으며, 특

히 일부 가축에서는 임상증상을 동반한 구포자충증

(Coccidiosis) 사례가 보고 [17] 되어 있다. 사슴의 구포

자충류 조사·연구는 외국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

만 [10, 12, 16, 18] 국내에서는 사슴의 내부기생충 조사

의 일환으로 구포자충류의 검출사례가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22]. 본 사례는 사슴의 만성소모성질병 감염여

부 확인을 위해 검사 의뢰된 엘크를 검사하던 중 조직

학적 검사과정에서 구포자충의 원충 감염이 확인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충남 소재 사슴목장(70여두 사육)에서 사육되는 35주

령 엘크(수컷) 1두가 농장내에서 보행이상을 보임에 따

라 발굽의 상처로 판단하여 항생제 등의 치료를 시도하

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보행이상 등의 증상을

보인지 1주일이 지나면서 식욕부진, 침흘림, 기립불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일째에 폐사하였다. 폐사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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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지역 가축방역기관을 통해 사슴의 만성소모성질병

(CWD) 감염 여부 및 폐사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수의과

학검역원에 질병진단 의뢰되었다.

부검 결과, 제4위의 점막 탈락, 발적 소견이 있었으며,

소장 및 대장에는 다량의 혈액성 내용물이 장내강에 채

워져 있었고, 공장부터 회장 상부까지 발적 및 확장을

확인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분변의 바이러스

검사결과 바이러스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소장 내용물

에 대한 혐기성 및 호기성 세균배양결과에서도 클로스

트리듐, 병원성 대장균 등 병원성 세균은 확인되지 않았

다. 만성소모성질병 검사를 위해서 뇌 등의 시료에 대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시한 결과 CWD 음성으로 판명

되었다. 조직학적 검사결과 제1위 및 4위 점막의 미란

이 관찰되었고, 폐, 심장, 신장의 충혈 및 혈전 형성 그

리고 비장에서는 다수의 철적혈구(siderocyte)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장 조직의 관찰 결과 융모상피의

탈락 및 괴사, 고유층내에 림프구와 대식구의 침윤, 충

출혈 및 혈전 형성이 확인되었고 일부에서는 음와염도

관찰되었다. 공장 및 회장의 고유층 내피세포에서 다양

한 발달 단계에 있는 20 µm 내외의 원충이 확인되었다

(Fig. 1). 그러나 십이지장이나 대장에서는 이러한 원인

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원인체가 엘크를 폐사에 이르

게 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았으며, 임상증상 및 폐사와

연관시킬 수 있는 질병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실험결

과를 종합하여 소장의 출혈성 염증소견을 주요 증상으

로 하는 출혈성장염으로 형태학적 진단을 내렸다.

고 찰

구포자충류의 생활사는 일반적으로 숙주의 체내에서

무성생식(schizogony)과 유성생식(gametogony) 과정을

거쳐 생성된 오시스트가 체외로 배출하게 되고 체외에

서 일정한 조건에 의해 감염능력을 갖춘 포자 형성

(sporogony)으로 또 다른 개체로 감염이 이루어지게 된

다 [19]. 이때, 구포자충(Eimeria)이나 와포자충(Cryp-

tosporidium) 등은 무성생식과정과 유성생식과정이 동일

한 숙주에서 이루어지며, 톡소포자충(Toxoplasma), 주육

포자충(Sarcocystis) 그리고 베스노이티아(Besnoitia) 등은

초식동물에서 무성생식과정을 거쳐 육식동물에서 유성

생식과정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생활환을 이루고 있다.

한편, 사슴에서 확인되는 구포자충류 원충의 종류는 구

포자충, 톡소포자충, 주육포자충, 베스노이티아, 와포자

충 등이 알려져 있다 [5-7, 13, 15]. 특히 최근에는 사슴

이 Toxoplasma gondii 및 Neospora caninum의 중간숙주

라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어 혈청학적 조사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 [4]. 톡소포자충, 주육포자충 그리고 베스노

Fig. 1. Ileum. (A) Granulomatous inflammation of laminar propria. (B) Schizont (arrow) in laminar propria. (C)

Microgametocyte (arrow) in laminar propria. (D) Macrogametocyte (arrow) in laminar propria. H&E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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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티아는 초식동물인 사슴에서 원충의 생활사 중 무성

생식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성생식이 이

루어지는 부위는 심장, 횡격막 등의 근육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 5, 7]. 사슴에서 유성생식단계

까지 거치는 원충은 구포자충과 와포자충이 있다 [1, 15].

일반적으로 동물에서의 구포자충이나 와포자충의 생

활환은 널리 알려져 있다. 두 속의 원충은 동일한 개체

에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과정을 동시에 거치게 되는

데, 주로 소장의 융모 상피세포에서 관찰된다 [1, 15]. 특

히 와포자충은 유성생식과정을 거쳐 형성된 오시스트가

외부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체내에서 자가 감염이 이루

어지기도 한다 [1]. 두 속의 감별은 오시스트의 크기와

형태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조직학적 검사에서도 유성

생식 또는 무성생식과정에 있는 Schizont, Microga-

metocyte 또는 Macrogametocyte의 크기 등에 차이가 있

다. 특히 와포자충은 소장의 융모세포 특히, 음와(crypt)

에 특징적으로 나열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1, 21] 구

포자충과 구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사례에서 확인된 엘크의 소장 내 감염 원충은 구포

자충 속으로 동정하였다. 

사슴의 구포자충은 다른 동물에 비해 적은 종류만 알

려져 있다. White-tail 사슴에서는 E. mccordocki, E.

odocoilei, E. virginianus, E. madisonensis의 4종류가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15], E. ivensae도 추가로 보고

된 바 [16] 있다. 또한 야생 순록(wild reindeer)에서 E.

mayeri [12], 록키산 엘크에서 E. wapiti [9]가 확인된 바

있다.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방목하는 엘크에서는 E.

zuernii가 상재화되어 있으나 임상적인 중요성은 낮다고

하였다 [2]. 일반적으로 사슴에서 구포자충 감염에 의한

일반적으로 사슴에서 구포자충 감염에 의한 병원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사슴에서 구포자충

의 감염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분변검사에서 오시스

트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포자충의 감별은 분변으로 배

출된 오시스트의 형태학적 특징(오시스트의 크기, 형태,

form index, micropyle의 유무, residual의 유무, Stieda

bodies의 존재 등)과 포자가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측정하여 판단한다. 본 사례는 CWD의 감염 유무

를 확인하기 위해 폐사된 사슴에 대한 여러 정밀검사과

정 중 조직학적 검사에서 구포자충 원충이 확인된 사례

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슴에 대한 구포자충류의 조사 사

례는 매우 미비하며, 특히 구포자충류중 구포자충속과

같은 특정 원충의 종속 동정이나 병원성에 관한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사슴을 포함한 야

생동물에서 구포자충을 포함한 구포자충류 전반의 원충

류의 감염실태와 종속 동정은 물론 그 병원성에 관한 추

가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충남지역에서 사육 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확인을 위

해 의뢰된 35주령의 엘크 1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

다. 폐사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 및 실험실 검사를 병행

하였다. 검사 결과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검출되

지 않았으며, 만성소모성질병(CWD)도 음성이었다. 부

검 및 실험실 결과를 종합하여 소장 내 출혈성 염증소

견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출혈성장염으로 진단을 내렸

다. 이 과정에서 조직학적 소견으로 소장 고유층 내피에

서 다양한 발달 단계에 있는 원충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동정한 결과 구포자충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분변에

대한 충란 검사나 배양검사 등을 하지 못하여 species 동

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슴에서 임상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감염상태는 아니었으나 국내 사슴(엘크)의

소장 조직에서 구포자충을 관찰한 최초의 사례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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