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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alf suffering from diarrhea was admitted to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for diagnostic
evaluation. Postmortem examination revealed that the mesenteric lymph node was enlarged and small intestine wall
was thin. Microscopically, a large number of small round organisms were attached to the small intestine villi. Villous
atrophy and proprial neutrophil infiltration were also observed. Based on modified Ziehl-Neelsen staining, electron
microscopy, and ELISA results, the calf was diagnosed with fatal cryptosporidi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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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포자충과에 속하는 크립토스포리듐 속은 위장관 질병을

일으키는 원충으로서 1912년 Tyzzer에 의하여 처음 보고되

었다. 크립포스포리듐 속 원충은 감염된 동물에서 배출된 분

변 내 충란의 경구감염으로 전파되며 조류, 파충류, 어류, 그

리고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까지 감염이 가능한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2, 12]. 

소에서 발생한 크립토스포리듐 증은 1971년 미국에서 처

음으로 보고되었고 이후로 Cryptosporidium(C.) parvum, C.

felis, C. andersoni 등의 아종에 의한 감염이 있었으며 2주

령 내외의 어린 송아지에서 감수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충란

이 위장관 내 상피의 미세융모 가장자리에 감염되어 설사,

발열, 탈수, 식욕 저하 등의 임상 증상을 나타내며 1~2주 후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체 등에서는 폐

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 [2, 3, 12]. 

국내에서는 2001년 Yang 등 [15]의 보고에 따르면 전북지

역 내 소 1,176마리 중 0.5%인 6두가 크립토스포리듐 감염

이 확인되었다. 국내 실험적 크립토스포리듐 증에 관한 연구

는 Wee 등 [14]에 의하여 보고되어 있지만 자연 감염에 의

한 증례보고는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된 송아지에서 발생한 중증 크립토스포리듐 증 사례를

확인하여 보고한다. 

2013년 3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우 농가에서 15일령

전후의 어린 송아지 3마리가 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며 폐사

하였다. 농가 내 15일령 이후 송아지 및 성축에서는 설사

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없었으며 증상을 보이는 9일령의 송

아지 1마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

과에 진단이 의뢰되었다. 

의뢰된 송아지는 기력이 쇠하여 횡와 상태였으며 외관상

극심하게 수척하였고 항문에 설사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

검 결과 소장 벽이 얇아졌으며(Fig. 1) 장간막 림프절이 종

대 되어 있었다. 소장과 대장 내강에는 노란색의 수양성 내

용물이 들어 있었다. 병리 조직검사를 위하여 소장, 대장, 림

프절 등의 조직을 채취하고 10% 중성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일반적 조직처리 과정을 통하여 2.5 µm 두께로 절편하여

H&E 염색을 하였다. 

병리 조직학적으로 송아지의 소장 상피 융모의 융합과 위

축이 관찰되었고(Fig. 2), 융모 상피 표면에 호염기성의 다수

의 작은 원형 유기물이 부착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3). 또

한, 움와 내강 및 점막고유층 내 호중구가 침윤되어 있었다.

대장의 경우 움와 내강 내 호중구가 침윤되었으며 술잔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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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했다. 장간막 림프절에서는 림프구 괴사와 육아종성

염증이 관찰되었다. 소장 융모에 부착된 유기물을 전자현미경

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소장 조직을 초박절편으로 제작하였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소장 융모에서 분열모세포,

분열체, 접합체 등 여러 단계의 크립토스포리듐이 부착된 것

이 관찰되었다(Fig. 4). 

병리 조직학적 소견과 전자현미경 결과를 바탕으로 크립

토스포리듐 충란에 효율적인 modified Ziehl-Neelsen 염색을

분변 시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크기 5 µm 정도의 충란이

녹색 배경 대비 밝은 분홍색으로 관찰되었다(Fig. 5). 또한

크립토스포리듐 속의 아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Cryptospori-

dium parvum Antigen Test kit(IDEXX, USA)를 이용한

ELISA 검사 결과 C. parvum으로 확인되었다. 

분변과 장을 혈액 배지(Asan Pharmaceutical, Korea),

Difco MacConkey agar(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에 접종한 후 37oC의 호기 또는 혐기 조건에서 24~48

Fig. 1. Small intestine, calf. Intestinal wall was thin and
watery-yellowish contents was in the lumen.

Fig 2. Small intestine, calf. Villous fusion and atrophy were
observed. Inflammatory cells infiltrated in lamina propria and
crypt. H&E stain. Scale bar = 50 µm.

Fig 3. Small intestine, calf. Note the Large number of small
basophilic organisms (arrow) appeared on the brush border in
small intestine. H&E stain. Scale bar = 10 µm.

Fig 4. Small intestine, calf. A schizont containing merozoites
attached to the apex of enterocyte. TEM. Scale bar = 500 nm.

Fig. 5. Feces, calf. Cryptosporidium oocyst in feces was
stained pink-red against green background. Modified Ziehl-
Neelsen stain. Scale bar = 1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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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배양 시 병원성 세균은 분리되지 않았다. 또한 송아지

에 바이러스성 설사병을 유발할 수 있는 소 바이러스성 설

사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PCR 검

사에서도 음성 결과를 확인하였다.

송아지 설사병은 세계적으로 어린 1년령에서 흔히 발생하

는 질병으로 외국 및 국내에서 이유기 폐사 원인의 50% 이

상이 이 질병에 인한 것으로 보고되어 축산업에 미치는 경

제적 손실이 큰 상황이다 [6]. 크립토스포리듐 증은 송아지

주요 설사병 중 하나로 개체에 따라 무증상부터 탈수를 동

반한 심한 설사로 폐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 [2, 6]. 송아지

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아종으로 C. parvum, C. bovis,

C. ryanae, C. andersoni 등이 있으며 이 중 C. parvum이

송아지 설사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6, 8]. 국내 문헌

으로 Yang 등 [15]에 따르면 분변을 이용한 충란 검사법으

로 크립토스포리듐의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 소에

서 0.5%의 감염률을 나타내었고 Rhee 등 [13]은 국내 젖소

500마리 중에서 22.2%에서 충란을 검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소가 크립토스포리듐 증에 감염되는 경로는 분변에 오염

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충란이 들어 있는 물을 마시는 경우

가 대표적이다 [10, 11]. 크립토스포리듐 충란은 외부 환경에

저항성이 강하며 고온다습하고 자외선지수가 낮은 환경에서

는 한 달 넘게 생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7] 오염된 환경에

서 사육된다면 병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체내에 들어온 충란은 분열을 거쳐서 장 세포 표면으로 포

자 소체를 배출하게 된다 [3]. 배출된 포자 소체는 장 상피

세포에 CLS, Gp900, Gp60/40/15 등의 병원성 인자에 의하

여 부착하여 자리를 잡게 되고 조직 내에 침투, 증식하며 숙

주 내에서 생존하게 된다 [3, 7]. 크립토스포리듐이 장 세포

에 손상을 미치는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phosp-

holipase, protease 및 hemolysin 등의 직접적인 조직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분자성 물질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

측되며 크립토스포리듐의 아종들에 대한 병원성 인자를 분

석하였을 때, C. parvum에서 가장 많은 병원성 인자가 확인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3, 7].

병리 조직학적으로, 크립토스포리듐은 크기 2~8 µm의 작

은 호염기성의 원형구조물이 많은 수로 장 상피 표면에서 관

찰되며 상피 내에 침투하여 소장 점막 미세융모의 융합, 소

실, 위축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상피가 탈락하게

하기도 하며 움와의 증생도 관찰된다 [6, 12]. 영향을 받은

점막고유층에는 감염된 상피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에 의하

여 호중구, 림프구 등의 염증세포가 침윤된 소견을 보인다

[7, 12]. 본 증례에서도 융모의 위축, 융합, 탈락과 고유층의

염증세포 침윤 소견과 더불어 융모 상피 표면에서 크립토스

포리듐이 관찰된 점이 가장 뚜렷한 소견이었다. 일반적으로

크립포스포리듐은 소장의 원위부, 특히 회장에서 잘 관찰되

며 맹장과 결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3, 12]. 본 증례에서

는 회장을 포함한 소장 전반적으로 크립토스포리듐이 소장

융모 상피에서 확인되었으며 대장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충란 검사를 실시할 경우 크립토스포리듐은 충란의 크기

가 작아서 침전법이나 부유법에 의하여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립토스포리듐에 대하여 민감도가 높은

modified Ziehl-Neelsen 염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8]. 

송아지 설사병은 대장균, 살모넬라, 로타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소 바이러스성 설사 바이러스 등 원인체의 복합감

염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이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더욱 뚜

렷하기 때문에 [2, 10]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위의 원인체에

대한 실험실적 검사가 필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앞서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등에 대한 음성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C.

parvum 단독감염으로 진단하였다.

Halofuginone lactate가 송아지 크립토스포리듐 증 예방제

제로 유럽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로타바이러스나 살모

넬라와의 복합감염의 경우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

려졌고 백신도 예방법 중 하나로 임상 증상을 저하시킬 수

는 있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충란이 조직 내에 감염되는

것을 저하시키지는 못하였다 [1, 11]. 세포성 면역이 임상 증

상을 예방하거나 기생충을 박멸하는데 중요하며 epidermal

growth factor 등 우유 속 비특이적인 요인들이 원충성 질병

으로부터 장 세포를 보호한다고 알려졌다 [11]. 오염된 분변

과의 접촉을 멀리하고 수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음수 관리에

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크립토스포리듐 증은 동물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염에도 대처가 필요하

다. 소는 감염원의 저장소 역할을 하므로 농장 직원이나 관

련 업종 종사자는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Chai 등

[4]의 보고에서는 농장 주변의 사람에게서 크립토스포리듐 충

란 검사 결과 양성률이 10.6%로 도시지역의 0.5%보다 월등

히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설사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분

변에 대하여 조사한 Cheun 등 [5]의 보고에서는 원충성 감

염으로 분류한 환자 중 크립토스포리듐 양성 비율은 25.1%

로 나타났다. 사람이 감염된 경우 설사 증상이 가장 많이 나

타나며 복통, 발열, 콧물,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후천적 면역결핍증 등에 의하여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사

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크립토스포리듐 증에 대한 공중

보건학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11].

송아지에서 크립토스포리듐 증은 단독 감염으로는 무증상

이거나 임상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본 증

례에서는 단독감염으로 폐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미 있

는 보고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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