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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urve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to Neospora (N.)

caninum in dairy cattle raised in Kangwon province in Korea. A total of 349 sera collected from dairy

cattle were tested for N. caninum antibodies using an indirect immunofluorescent antibody test (IFAT). Ninety

six (27.5%) dairy cattle were positive by IFAT. Seroprevalence of cows was 28.9% (91/315) and

seroprevalence of boars was 14.7% (5/34). The seroprevalences of cows we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ages from 19.6% in cows less than 2 year-old to 50.0% in cows more than 7 year-old. Among the

seroprevalences of cattle according to the raised areas, five counties or cities, Wheongsung was 34.6% (27/

78), Wonju was 29.3% (46/157), Hongcheon was 28.9% (13/45), Chuncheon was 15.0% (3/20) and

Cheolwon was 13.3% (2/15). It was proved that dairy cattle raised in Kangwon provinces exposed

extensively and seriously to N. can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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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네오스포라포자충(Neospora caninum)은 분류학상

Apicomplexa문, Coccidiasina아강, Eucoccidiorida목,

Sarcocystidae과 Neospora속에 속하는 편성 세포내 기생

원충(protozoa)으로서, 개에서는 주로 신경증상인 후지마

비를 유발하고 소에서는 주로 유산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9, 14, 18, 22]. 네오스포라포자충과

Toxoplasma(T.) gondii는 형태학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항

원학적으로나 분자생물학적으로 서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이 원충에 의한 감염예가 대부분

톡소플라스마병으로 잘못 진단되어 왔으나, 1988년

Dubey 등 [16]이 미국의 개에서 T. gondii가 아닌 새로

운 원충을 확인하고 최초로 네오스포라포자충으로 명명

하였다. 1988년 Dubey 등 [17]이 후구마비로 폐사한 개

에서 이 원충을 세계 최초로 분리하였으며, 이어 1993

년 Conrad 등 [11]은 소의 유산태아로부터 네오스포라

포자충을 분리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네오스포라포자충의 감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소를 비롯한 사슴, 여우, 야생 설

치류 및 닭 등은 이 원충의 중간숙주이고 개와 쿄요테

가 종숙주로 확인되었다 [10, 15, 21, 26].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경기도 소재 젖소사육 목장에

서 임신 6개월령에 유산된 태아가 네오스포라포자충에

감염되었음을 김 등 [1]이 최초 보고한 이래, 1998년 김

등 [2]이 출생 직후 기립불능을 나타낸 젖소 신생 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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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네오스포라포자충을 분리하였으며, 이 원충이 유

우에서 반복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3]. 혈청학적 역학조사에 있어서는 1998년 허 등 [4]은

간접형광항체법을 이용하여 전국 9개도에서 사육하는

젖소에 대하여 검사한 바 젖소의 35.6%가 네오스포라포

자충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이 병이

이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고, 2001

년 허 등 [5]이 충남지역에서 사육하는 젖소와 한우에

대해 항체양성률을 조사하였으며, 2002년 Kim 등 [24]

이 전국의 한우에 대한 항체양성률을 조사하였고, 2003

년 황 [6]은 강원도내 사육 한우에 대한 항체양성률을

조사해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원도내 사육 젖소에 대한 네오스

포라포자충의 혈청학적 검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지역에서 사육된 젖소에 대해 네오스포라

포자충에 대한 항체 보유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방역대책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삼고자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검사 혈청 

강원도 원주, 횡성, 홍천, 춘천 및 철원 소재 24개 젖

소 사육농가에서 사육 중인 암소 315두와 도축장으로

출하된 젖소 수소 34두 등 총 349두를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하였다. 이를 혈액이 응고된 후 혈청은 분리한 다

음, 검사 전까지 −20oC에 냉동보관하였다가 사용하였다. 

검사용 항원 슬라이드

항원 슬라이드 제작을 위한 항원은 소에서 분리한 네

오스포라포자충 국내분리주인 KBA-1 [25]을 사용하였

고 항원슬라이드는 Yamane 등 [36]과 허 등 [4]의 방법

에 준하여 제작하였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KBA-1을

Vero 세포에서 증식시킨 다음 감염세포를 세포배양 플

라스크로부터 수확하여 원심분리하였다. 수확한 세포

pellet을 23G 주사바늘을 통과시켜 세포를 파괴시켜 네

오스포라포자충 tachyzoite를 노출시킨 후 이를 percoll

용액을 이용 농축시킨 다음에 1 µL당 300~400개의

tachyzoite가 포함되도록 농도를 조절한 후 teflon 코팅된

12 well 슬라이드에 well당 10 µL씩 가한 다음 2%

paraformaldehyde 함유 PBS로 고정시켰다. 이 슬라이드

를 −70oC에 보관하였다가 혈청검사에 사용하였다.

간접형광항체검사(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test:

IFAT)

IFAT는 Yamane 등 [36]과 허 등 [4]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간략히 기술하면 한우 혈청을 PBS(pH

7.4)로 200배 희석한 혈청을 네오스포라포자충 tachyzoite

가 코팅된 12 well 슬라이드 위에 각 well당 10 µL씩 분

주하고 37oC 습상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5분간 수세

하는데, 세척과 세척 사이에는 0.05% Triton X-100을 함

유한 PBS로 씻어주었다. 그리고 슬라이드상의 습기를

헤어드라이어로 건조한 다음 2차 항체로는 100배 희석

한 fluorescein-conjugated goat anti-bovine IgG(Cappel,

USA)를 각 well당 10 µL씩 분주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반응시킨 후 세척하였다. 이어서 마운팅용 용액

(mounting fluid)으로 봉입하고 형광현미경(Olympus

Optical, Japan)으로 관찰하였다. 반응 판정 기준은 슬라

이드에 부착된 tachyzoite의 표면 전체에서 형광을 발하

는 것만을 양성으로 판단하였고, 표준양성혈청 및 표준

음성혈청은 Dr. Yamane(일본 가축위생시험장)로부터 분

양을 받은 소 혈청을 각각 매 검사 시에 사용하였다.

결 과

항체양성률

강원도 지역 사육 젖소에서 네오스포라포자충에 대한

혈청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349두(암소 315

두 및 수소 34두)의 혈청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

다. 전체 젖소의 항체 양성률은 27.5%였으며, 이를 성별

로 분리하여 보면 암소의 항체양성률은 28.9%인데 비하

여 수소의 항체양성률은 14.7%로 나타나 암소가 수소에

비해 항체양성률이 높았다(Table 1). 

농가별 항체양성률

농가별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바 전체 검사 농가

24개 중 단 2개의 농가를 제외한 22개 농가에서 사육중

인 젖소에서 항체가 검출되어 농가별 항체양성률은

91.7%였다(Table 2). 

Table 1.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to Neospora (N.)

caninum in dairy cattle according to their sex

raised in Kangwon province 

Sex No of heads No of positive %

Female 315 91 28.9

Male 34 5 14.7

Total 349 96 27.5

Table 2.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to N. caninum in

dairy farms located in Kangwon province 

No of farms No of positive %

24 22 91.7



강원도 사육 젖소의 네오스포라포자충(Neospora caninum)에 대한 항체양성률 조사 21

젖소 사육 농가의 사육규모별 양성률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 사육규모별로 분류하여 보면

20두 이하 사육농가의 항체양성률은 25.7%, 21~30두 사

육농가 31.8%, 31~40두 사육농가 32.4% 및 41두 이상

사육농가 20%였다(Table 3).

젖소 암소의 나이별 항체양성률

젖소 암소에 대해 나이별로 항체양성률을 비교하여

보면 2년생 이하가 19.6%, 3~4년생은 23.9%, 5~6년생은

34.7%, 7년생 이상은 50%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항체양

성률 또한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4). 

지역별 항체양성률

강원도내 젖소 사육 지역별 항체양성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횡성군이 3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원주시가 29.3%, 홍천군이 28.9%, 춘천시가 15.0%였으

며 철원군이 13.3%로 가장 낮았다(Table 5). 

고 찰

네오스포라포자충증(neosporosis)의 혈청학적 진단방

법으로는 IFAT와 enzyme linked immunosorption assay

(ELISA)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7, 8, 14, 18, 35]. Par

등 [31]은 소의 혈청내 항체를 검출하기 위하여 네오스

포라포자충 tachyzoite lysate 항원을 이용한 ELISA를 개

발하였으며 ELISA 항원으로 개에서 분리된 원충주를

이용하든 또는 소에서 분리된 원충주를 이용하든 상관

없이 같은 시험결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Dubey

등 [19]은 네오스포라포자충 tachyzoite lysate 항원으로

사용한 ELISA는 근육포자충(Sarcocystis spp.)을 인공 접

종한 소의 혈청과 교차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에서

는 ELISA보다는 IFAT가 네오스포라포자충증의 혈청학

적 진단에 더욱 유용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

서는 국내에서 진단기술이 확립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

는 IFAT를 이용하였다 [4, 5, 24].

어미 소 혈청에서 네오스포라포자충 특이항체를 검사

하는 것은 이 원충의 감염으로 인한 소의 유산 가능성

을 추정하고, 본 질병을 혈청역학적으로 조사하는데 있

어 유용한 방법이다 [11, 31]. 이 때 혈청의 희석배율은

진단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네오스포라포자충에 대

한 항체 양성 판정 기준이 되는 소 혈청의 최적 희석배

율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태아의 혈청

이나 체액(body fluid)의 경우에는 1 : 80, 어미 소 혈청

의 경우 1 : 200에서 가장 특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14].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도 유우의 혈청을 1 :

2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고, 결과의 판독에 있어서는

Dr. Yamane로부터 분양받은 양성 및 음성표준혈청을 매

검사 시마다 각각 대조 혈청으로 사용하였으며, Paré 등

[31]과 허 등 [4]의 판정방법에 근거하여 slide glass에 코

팅된 원충 항원(tachyzoite) 표면 전체에서 형광이 발하

는 것만을 양성으로 판단하였다. 즉 tachyzoite 표면의

일부 또는 첨단부에서만 형광을 발하는 경우에는 비특

Table 3.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to N. caninum in dairy cows according to herd size of each farm

Herd size
Total

20 21~30 31~40 41

No of farms 8 9 4 3 24

No of heads 70 129 71 45 315

No of positive 18 41 23 9 91

% 25.7 31.8 32.2 20.0 28.9

≤ ≥

Table 4.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to N. caninum in dairy cows according to their age raised in Kangwon province

Sex
Age

Total
2 3~4 5~6 7

No of heads 56 117 124 18 315

No of positive 11 28 43 9 91

% 19.6 23.9 34.7 50.0 28.9

≤ ≥

Table 5.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to N. caninum in

dairy cows according to their raised areas in

Kangwon province

Area No of heads No of positive %

Wonju 157 46 29.3

Wheongsung 78 27 34.6

Hongcheon 45 13 28.9

Chuncheon 20 3 15.0

Cheolwon 15 2 13.3

Total 315 91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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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반응으로 간주하고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지금까지 소에서 네오스포라포자충에 대한 항체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항체양성률은 젖

소에 비하여 비육우는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미국

에서는 동일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니나 젖소의 항

체양성률이 26.9%와 27.5%인데 비하여 [20, 28], 비육우

는 23.5%였고 [34], 동일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벨

기에의 경우 젖소는 28.6%인데 비육우는 14.0%였고

[13], 스페인의 경우 젖소는 36.8%인데 비육우는 17.9%

였고 [32], 이태리의 경우 젖소는 11.4%인 반면 비육우

는 6.0%였고 [30], 아르헨티나의 경우 젖소는 27.6%인

데 비육우는 9.7%였고 [27], 파라과이의 경우 젖소는

36.0%였는데 비육우는 26.6%였다 [29]. 국내에서는 허

등 [4]이 1998년 유우에서 네오스포라포자충에 대한 항

체양성률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 전체적으로 35.6%의

젖소가 항체양성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2001년 허 등

[5]은 충남지역 4개 시군에 사육 중인 젖소와 한우에 대

해 조사한 바 젖소는 64.2%, 한우는 47.8%가 네오스포

라포자충에 대해 항체양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2002년 Kim 등 [24]은 국내 사육 한우에 대해 전국적으

로 항체양성률을 조사한 바 4.1%가 네오스포라포자충에

대해 항체양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강원도내 사육 젖소의 항체양성률은

27.5%로 나타났는데 이는 허 등 [4]이 강원도 소재 유

산 발생 농장 사육 젖소의 항체양성율 51.6%보다는 높

았고 유산미발생 농장 사육 젖소의 항체양성률 18.3%보

다는 낮았고 전체 젖소의 항체양성률 29.7%와는 거의

같았으며, 황 [6]이 강원도 사육 한우의 항체양성률이

17.9%라고 보고한 것에 비하여 높아 강원도에서도 외국

이나 국내의 보고와 같이 젖소가 한우에 비하여 항체양

성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우에 비하여 젖소의 항

체양성률이 높은 이유로는 일반적으로 단기간 사육된

후 출하되는 한우에 비하여 젖소는 비교적 오랜 기간 사

육되는 점과 사육방식에 있어서도 한우는 대부분 폐쇄

된 공간에서 네오스포라포자충의 종숙주이자 감염원으

로 밝혀진 [12, 15] 개와의 접촉이 제한된 상태로 사육

되는데 비하여 젖소는 보다 개방된 공간에서 개와 직접

적인 접촉이 보다 용이한 상태로 사육되기 때문인 것으

로 여겨지며 [26], 또한 2003년 Kim 등 [23]이 국내 야

생너구리의 네오스포라포자충에 대한 조사에서 항체양

성율이 23%라고 보고한 바 있어 야생너구리가 네오스

포라포자충의 전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 젖소의 성별 항체양성률은 수소에 비하여

암소가 높았는데 이는 수소는 한우처럼 비육용으로 사

육되었고 나이는 2세 이하인 반면에 암소는 3~6세가

76.5%로 대부분이어서 암소의 나이가 더 많았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는 Razmi 등 [33]

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조사대상 젖소의 사육 지역별 항체양성률은 횡성이

34.6%로 가장 높았고 철원은 13.3%로 가장 낮았는데 이

는 지역별로 사육환경이 다른데 기인한 차이일 수도 있

으나 검사두수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으리

라 여겨졌다.

이번 연구 결과 국내에서 조사된 다른 연구결과와 마

찬가지로 강원도 지역에서 사육하는 젖소에서도 상당수

가 네오스포라포자충에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질병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유효한 예방약 또는 치료제

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예방대책으로는

항체양성반응을 나타낸 소는 도태순위 결정시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유산의 원인이 이 원충의 감

염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소는 즉시 격리시킨 후 신속

히 도태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원충의 종숙주이면서

소에서 이 병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개가 소와 접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차단하여

야 하고 이외 야생 설치류, 고양이 및 조류 등의 분변

또는 분비물로부터 사료나 음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방역 및 유산된 태아 및 후산과 같은 분비물

에 개나 다른 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7, 12, 14, 26]. 

이 질병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앞으로 개의 감

염실태 파악과 개의 감염률과 소의 감염률간의 상관성

등에 대한 조사와 이 질병의 예방백신 및 치료제의 개

발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강원도내 사육 젖소에 대하여 네오스포라포자충 항체

보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원주, 횡성, 홍천, 춘천 및

철원 소재 24개 젖소 사육농가에서 사육 중인 암소 315

두와 도축장으로 출하된 젖소 수소 34두 등 총 349두를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IFAT 방법

으로 혈청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전체 젖소의 항체 양성률은 27.5%(96/349)였으며,

이를 성별로 분리하여 보면 암소의 항체양성률은 28.9%,

수소의 항체양성률은 14.7%로 나타나 암소가 수소에 비

해 항체양성률이 높았다.

2. 젖소 사육 농장에 대한 항체양성률은 91.7%였다.

3. 젖소 암소의 나이별 항체양성률은 2년 이하는 19.6%

였고, 3~4년생은 23.9%, 5~6년생은 34.7% 및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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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0.0%였다.

3. 강원도내 젖소 사육 지역별 항체양성률은 횡성군이

34.6%로 가장 높았고, 원주시가 29.3%로 그 다음이었으

며, 이어 홍천군 28.9%, 춘천시 15.0% 및 철원군 13.3%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강원도내 사육 젖소의

네오스포라포자충에 대한 항체양성률은 성별, 나이별,

사육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많은

젖소가 네오스포라포자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

증됨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연구

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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