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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유구낭미충증은 사람과 돼지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 기생충질환이다.

유구낭미충증의 혈청학적 진단을 위해 유구낭미충(metacestode of

Taenia solium)의 낭액(cyst fluid)을 항원으로 사용하고 같은 Taenia 속

의 포상조충(Taenia hydatigena) 낭미충(포상낭미충)은 유구낭미충과 면

역학적으로 교차반응을 일으키며, 크기가 유구낭미충보다 커서 상대적으

로 많은 낭액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차반응을 이용하여 유구낭

미충의 낭액 대신 포상낭미충의 낭액을 항원으로 사용하여 유구낭미충증

의 혈청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라오스에서 포상낭미충에 자연감염된 돼지를 확보한 후 포상낭미충을

깨끗하게 분리하였다. 이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낭액을 채취하고, 13,000

rpm에서 1시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항원으로 사용하였다 (단백

량 3.87 μg/μl). 먼저 체크보드적정(check board titration)을 통해 ELISA

에 적용하기 위한 포상낭미충 낭액 항원의 적정희석량(1:100배 희석)과

접합항체 희석량(1:12,000배 희석)을 결정한 후 ELISA를 진행하였다. 혈

청학적 진단으로 확인된 유구낭미충증 양성 혈청 9개와 다른 기생충 감

염증(단방조충증, 고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고래회충증) 양성 혈청 75

개, 그리고 기생충 음성혈청 20개를 이용하여 ELISA를 진행한 결과, 민

감도 77.8% (7/9)와 특이도 87.4% (83/95)의 결과를 얻었다. 양성예측치

와 음성예측치는 각각 36.8%와 97.6%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포상낭미충 항원을 유구낭미충증 진단을 위한

ELISA용 항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유구낭미충증 선별진단(screening

test)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방법은 유구낭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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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전향적 연구를 통해서 유구낭미충 항원과

포상낭미충 항원을 이용한 ELISA법의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유구낭

미충증 진단에 실제로 적용 가능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

주요어 : 유구낭미충, 포상낭미충, 면역교차반응, 낭액 항원, ELISA

학 번 : 2017-2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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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구조충(Taenia solium)은 돼지를 중간숙주로 하고 사람을 종숙주로

하여 생활사를 영위하는 조충이다. 사람은 유구낭미충에 감염된 돼지의

근육을 날로 또는 덜 익혀 먹어 성충에 감염되는 조충증이 생기지만, 사

람도 유구조충의 충란을 먹게 되면 돼지에서와 같이 유구낭미충 감염

(cysticercosis)이 발생할 수 있다(1).

돼지를 기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열악한 위생으로 인해 유구

조충의 생활사가 활발하게 영위되어 감염된 돼지가 흔히 관찰된다. 유구

조충의 중간숙주인 돼지가 유구조충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에 있는 충란

이나 성숙한 편절을 섭취하면 돼지의 장내에서 충란이 부화한다. 충란에

서 부화한 유충이 혈액과 림프를 거쳐 돼지의 근육으로 옮아간 후 유구

낭미충을 형성한다. 유구낭미충이 형성된 돼지의 근육을 날 것이나 설익

은 상태로 사람이 섭취하면 유구낭미충이 인체 내로 들어온다. 인체에

들어온 유구낭미충은 장내에서 성충으로 성장하고 유구조충의 생활사가

완성된다(Fig. 1). 사람은 흔히 자기감염으로 분변-경구감염(fecal-oral

infection)을 통해 유구낭미충에 감염되는데, 유구조충의 충란이 인체 내

에 들어오면 혈류를 따라 인체 내의 다양한 부위로 이동하여 피하조직에

피하결절(subcutaneous nodeule)을 형성하거나, 신경계에 분포하면 신경

낭미충증(neurocysticercosis, NCC)을 유발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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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fe cycle of Taenia solium (red line) and T. hydatigena (blue line).
Humans and dogs are the only definitive hosts for T. solium and T.
hydatigena, respectively. Humans (T. solium) and dogs (T. hydatigena)
become infected by ingesting cysticerci in raw or undercooked infected meat

(1a, 2a). In the intestine of the definitive hosts (humans and dogs), the

cysticercus develops over 2 months into an adult tapeworm. The adult

tapeworms produce eggs or gravid proglottids are passed with feces. Pigs

(intermediate host) become infected by ingesting foods contaminated with

eggs or gravid proglottids (1b, 2b). Humans can also be the intermediate

host by self-infe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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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0년부터 조충증

과 유구낭미충증을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s)으

로 지정하였고(4),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선 2013년부터 공중보건 상 중요한 식품

매개 기생충으로 지정하였으며(5), 2013년에 열린 WHO 총회에서는

WHA66.12를 통해 소외열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6).

유구조충은 위생이 발달하지 않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의 국가에서 유

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의 사람 유구낭미충증과 관련된 장애보정생

존연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 DALY)가 매년 279만년⋅인에 달하

면서 주요 식품매개성 질병으로 재조명 받기 시작하였다(7). WHO에 의

하면 전 세계적으로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있는 유구낭미충 감염자가 256

만명에서 83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주요 유행지는 중

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이다

(4). 유구낭미충증은 유행지역에서 후발성 발작과 뇌전증(epilepsy)의 주

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8, 9),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뇌전증

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10). 미국에서 2003년부터 2012

년까지 신경낭미충증에 의한 치료비용을 조사한 결과 매년 1,800명 이상

이 감염되고 있고, 감염자 치료 비용이 말라리아를 포함한 다른 모든 소

외열대질환을 합친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1).

한국의 유구낭미충 감염은 1993년부터 2006년 사이에 신경학적 증상을

보인 74,448명의 환자에서 혈청을 채취하여 유구낭미충 감염을 ELISA

검사법으로 확인한 결과 양성률이 8.3%에서 2.2%로 감소하고 있다(12).

앞서 신경학적 증상을 보였던 환자 중 6,017명을 대상으로 2017년에

ELISA로 재검사한 결과 2.8% (166명)의 유구낭미충증 양성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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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른 연구에서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뇌전증 환자 중 무작

위로 2,667명을 ELISA 검사법으로 유구낭미충증 여부를 검사한 결과

4.0% (108명) 환자가 양성이었다(14).

유구조충증과 유구낭미충증의 주요 유행지로 알려진 라오스는 지난 25

년간 라오스인의 조충증 감염을 확인한 문헌에선 0-14%가 감염되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로 대변검사로 진단되었다(3). 최근 라오스 정

부가 라오스인 55,038명을 대상으로 대변검사로 조충 충란 유무를 검사

한 결과 845명(1.5%)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 라오스 북

부지역 한 마을의 라오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구조충증과 유구낭미충

증의 enzyme-linked immunoelectrotransfer blot (EITB) 혈청검사에서

각 46.7%과 66.7%의 양성결과를 보였고 이들 중 92명의 분변항원

(coproantigen) ELISA 검사에서는 24명(26.1%)에서 조충증 양성을 보였

다(16).

이 연구에서 라오스의 우돔싸이 주(Oudomxay Province)의 소수민족

이 사는 나몰 지역(Na Mor district)에서 기생충 감염양상을 조사하던

중 유구조충 감염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도축장의 돼지를 검사한 결과 포

상조충(Taenia hydatigena)의 유충인 포상낭미충(metacestode of T.

hydatigena) 감염이 다수 발견되었다. 포상조충은 T. marginata라고도

불리며 소와 돼지, 사슴, 양, 말 등 초식동물을 중간숙주로 하여 이들의

복강과 간 등에 기생하는 조충이다. 이 조충에 중감염될 경우 어린 숙주

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축산업계에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 중간숙

주의 포상낭미충을 섭취한 개나 여우, 늑대, 하이에나, 족제비 등의 개과

동물이 종숙주 역할을 하고 이들의 분변을 통해 배출된 충란을 중간숙주

가 섭취하면 감염되는 생활사를 유지한다(Fig. 1)(17). 라오스 현지에 방

문했을 때 돼지들은 사육장에서 길러지지 않고 개와 함께 자유롭게 돌아



5

다니고(free-roaming) 있었다(Fig. 2). 개는 전형적인 포상낭미충의 고유

숙주(definitive host)로 중간숙주인 돼지와 접촉이 늘어나면 기생충이 생

활사를 완성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동이 자유로

운 돼지에서 포상낭미충의 양성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19).

마찬가지로 돼지의 방목은 사람의 조충증과 유구낭미충증의 빈발에도 영

향을 끼친다(20).

돼지와 소에서 포상조충의 감염은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에서

감염률이 5.3-31.8%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이 중 라

오스에서는 돼지에서 포상조충 양성률이 22.4%에 달하고 이번 연구에서

방문한 지역인 라오스 북부지역에서 사람의 유구조충과 돼지의 유구낭미

충의 감염률이 각 13.1%와 3.9%이고, 돼지에서 유구낭미충과 포상낭미

충의 감염률은 각 4.2%와 55.9%로 나타났고 포상조충에 감염된 개는

4.8%로 조사되었다(19).

포상낭미충의 낭액은 다른 Taenia 속의 조충 종의 낭미충 항원과 교

차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21, 22). 유구낭미충의 ELISA

항원으로서 부위별 민감도는 낭액이 88.6-100%, 포낭(cyst membrane)이

85.7-91.7%, 두절(scolex)이 62.8-89.6%로 낭액이 항원으로 가치가 있다

고 알려져 있다(23). EITB의 항원으로 포상낭미충의 낭액을 이용하여 사

람의 유구낭미충증 검사를 시도한 연구가 있었고, 세 개의 사람 유구낭

미충증 혈청을 포상조충 낭액에서 발견한 12 kDa 이하 크기의 단백 항

원으로 검사한 결과 두 개의 혈청에서 양성 결과가 관찰되었다(24). 또

한, 포상낭미충의 낭액으로 소의 무구낭미충(metacestode of Taenia

saginata) 감염을 진단하는 연구가 있었다.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소에서

는 100%(10/10) 민감도를 보였고, 자연 감염된 소에서는 88.9%(8/9)의

결과를 보여주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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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e-roaming pigs and dogs in the surveyed village of Na Mor

district, Oudomxay Province, Lao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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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낭미충은 지름이 5-8 cm으로 다른 Taenia 속의 낭미충(0.6-1.8

cm)보다 크고 더 많은 포낭액(cyst fluid)을 가지고 있다. 또 유구조충,

무구조충 등 다른 Taenia 속의 낭미충은 숙주의 근육에 기생하는데, 포

상낭미충은 숙주의 내장과 간에서 기생하여 감염된 숙주로부터 쉽게 분

리할 수 있어 낭미충의 분리와 포낭액 확보가 용이하다.

이 연구는 자연 감염된 돼지에서 발견한 포상낭미충의 낭액을 항원으

로 이용하여 사람 유구낭미충증 혈청진단에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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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및 방법

1. 자연감염된 돼지에서 포상낭미충 확보

라오스 북부 산간지역 중 하나인 우돔싸이 주(Oudomxay Province)의

나 몰 지역(Na Mor district)에서 도축 예정인 돼지 두 마리를 구매하였

다(Fig. 3). 두부 타격법으로 돼지를 도살한 후(26), 돼지의 복강과 근육

을 위주로 낭미충의 감염 유무를 관찰하였다. 돼지 두 마리의 간과 장간

막에서 각각 낭미충 2개와 3개를 발견한 후 돼지의 혈액과 조직을 최대

한 박리하여 낭미충만 분리하였다(Fig. 4). 분리한 낭미충에서 낭액을 주

사기로 추출하고, 남은 충체는 100% 에틸알코올(ethyl alchohol)에 보관

하였으며, 충체와 낭액은 냉장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실험실로 가져왔다.

부검한 돼지 두 마리에서 포상낭미충 외의 다른 기생충은 관찰되지 않았

다. 부검이 끝난 돼지는 충체를 분리한 후 모든 부위를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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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urveyed area (red) in Na Mor district, Oudomxay Province, Lao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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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A metacestode of Taenia spp. isolated from the liver of a naturally
infected pig, which was obtained from Na Mor district, Oudomxay Province,

Lao PDR. A: cysticercus, attached to the liver, B: separated cysticercus with

scolex (red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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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상낭미충 종 동정

라오스에서 채취한 돼지의 낭미충의 종 확인을 위해 PCR 검사를 실시

하였다. 낭미충에서 DNeasy Blood & Tissue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사용자 설명서 방법으로 genomic DNA (gDNA)

를 분리하고 프라이머(primer)는 Taenia 속의 COX1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유전자 서열에서 제작한 프라이머를 사용하였다(27).

프라이머의 염기서열은 Taenia RFLP F (5'-ATA TTT ACT TTA

GAT CAT AAG CGG-3')와 Taenia RFLP R (5'-ACG AGA AAA

TAT ATT AGT CAT AAA-3')이었으며, Bioneer DNA Oligomer

Order (Bioneer,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프라이머를 제작하였다.

AccuPower HotStart PCR PreMix (Bioneer)에 분리한 낭미충 gDNA 1

μl와 두 프라이머 각 1 μl, 3차 증류수 17 μl를 넣어 유전자 증폭과정을

진행하였다. 유전자 증폭기는 DNA Engine PTC-200 (BioRad, Hercules,

California, USA)를 이용하였고 유전자 증폭 사이클은 변성

(denaturation) 과정을 94℃에서 3분을 1회 진행 후 변성(94℃, 1분), 풀

림(annealing, 52℃, 1분), 전사(extension, 72℃, 1분) 과정을 40회 반복하

였고 마지막 전사를 72℃에 10분 진행하였다.

3. 포상낭미충 낭액 항원 확보

주사기로 포상낭미충에서 추출했던 낭액을 13,000 rpm에서 1시간 원

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낭액 상층액의 단백질양을 BCA kit

(PierceTM BCA protein assay kit 23227,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linois, USA)을 이용하여 정량한 결과 3.87 μg/μl로 확인되었다.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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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 실험에서 항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1.5 ml tube에 100 μl씩 나눠

담은 후 -80℃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4. 기생충 양성혈청 및 음성혈청

돼지의 포상낭미충 양성혈청은 라오스에서 돼지 부검 당시에 채취하였

으며, 음성혈청은 한국 자돈회사의 SPF 돼지의 혈청(7일령 수컷,

MPE-01-01, 옵티팜메디피그, 천안, 대한민국)을 구입하였다. 사람의 유

구낭미충 양성혈청, 교차반응을 확인할 사람의 다른 기생충 양성혈청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병연구소에서 제공받았다. 유구낭미충 양성혈

청 9개, 단방조충증(cystic echinococcosis) 양성혈청 8개, 고충증

(sparganosis) 양성혈청 20개, 간흡충증(clonorchiasis) 양성혈청 20개, 폐

흡충증(paragonimiasis) 양성혈청 20개 그리고 고래회충증(anisakiasis)

양성혈청 13개를 각각 제공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기생충 음성혈청은

20개를 제공받았다.

5. ELISA

ELISA는 96 well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실험 방법은

Voller et al. (1974)의 실험법을 기반으로 하였다(28). 검사하고자 하는

기생충의 항원을 적정(titration)한 후 96 well 플레이트에 각 well 당 코

팅시킬 항원량을 정하였다. 결정한 항원량을 코팅 완충액(coating buffer:

sodium carbonate 1.5 g, sodium bicarbonate 2.93 g, 증류수 1 L) 100 μ

l에 섞은 후 샘플 하나 당 각각 두 개의 well에 분주하였다. 분주가 끝난

플레이트를 4℃에서 하룻밤 동안 배양하고 다음날 PBST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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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ed saline with Tween 20, pH 7.6) 200 μl/well로 5회 세척하였다.

세척 후 블로킹 용액(blocking solution: 3% skim milk in PBST)을 well

마다 100 μl씩 분주하고 37℃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혈청 시료를

희석 용액(dilution solution: 0.1% skim milk in PBST)에 희석하고 혈청

희석액을 샘플마다 두 개의 well에 100 μl씩 분주하고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PBST 200 μl/well로 5회 세척하고 희석 용액

에 희석시킨 접합 항체(conjugation antibody: goat anti-human IgG Fc

HRP, H10007, Invitrogen, Waltham, Massachusetts, USA)를 well 마다

100 μl씩 분주하고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플레이트를 PBST

200 μl/well로 5회 세척하고 TMB 용액(TMB SENS, 4850L, ECO-TEK,

Taastrup, Denmark)을 well마다 50 μl씩 분주하고 실온에서 2분 동안

반응시킨 후 정지 용액(Stop solution: 4 N sulfuric acid)을 well 마다 50

μl씩 분주하였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 측정 장비는

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 Winooski, Vermont,

USA)를 사용하였고 소프트웨어는 Gen5 (version 2.06, BioTek)를 사용

하였다.

6. 포상낭미충의 포낭액(ThC) 항원 적정(titration) 및 실험 조건

설정

ThC 항원 ELISA를 실시하기 위해 96 well 플레이트에 코팅할 적정

ThC 항원량과 혈청 희석농도, 접합 항체 희석농도를 위 실험법에 적용

하여 확인하였다. 초기 실험조건 탐색 혈청으로 라오스 현지에서 부검한

포상낭미충 양성돼지의 혈청과 한국의 SPF 돼지혈청을 이용하고 사람의

유구낭미충증 진단을 위한 실험 조건 설정에는 감염병연구소에서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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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구낭미충 양성혈청과 음성혈청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돼지혈청으

로 조건을 확인한 실험에서 anti-pig IgG (Peroxidase antibody

produced in rabbit (whole molecule), A5670, SIGMA, St. Louis,

Missouri, USA)를 접합 항체로 사용하였고 사람의 혈청을 사용한

ELISA 실험은 Goat anti-Human IgG를 사용하였다.

7. 포상낭미충 항원을 이용한 ELISA

앞서 실험에서 확인된 적정 ThC 항원량과 혈청 희석농도, 접합 항체

희석농도를 사용하여 ThC 항원을 이용한 ELISA를 실시하였다. 검체는

감염병연구소에서 제공받은 유구낭미충증 환자의 양성 혈청을 사용하였

으며, 특이도를 결정하기 위해 조충류 2종(단방조충, 고충)과 흡충류 2종

(간흡충, 폐흡충), 선충류 1종(고래회충)에 대한 양성 혈청을 사용하였다.

기생충 항원은 well 마다 3 μg씩 코팅하였고 단방조충, 고충, 폐흡충은

1:100, 간흡충과 고래회충은 1:25으로 혈청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접합

항체는 ThC 항원 ELISA와 같은 회사 제품(Invitrogen)을 사용하였고

1:24,000으로 희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유구낭미충 항원은 well 마다

3.1 μg씩 코팅하였고 혈청희석 농도는 1:100, 접합항체 희석은 1:24,000으

로 설정하고 실험하였다.

8. 포상낭미충 항원을 이용한 ELISA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

측정된 흡광도 결과값으로 ThC 항원을 이용한 ELISA의 민감도와 특

이도를 계산하고 양성예측치(positive predictive value, PPV)와 음성예측

치(negative predictive value, NPV)를 확인하여 사람의 유구낭미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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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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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충 동정

Taenia 속의 COX1 프라이머로 증폭한 PCR 결과물을 Bioneer

Sequencing service에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받은 염기서열

을 NCBI Blast: nucleotide sequence로 종을 감별하였다. 감별결과 돼지

의 낭미충은 포상조충(GenBank no. MN175592.1)으로 확인되었다(Fig.

5). 염기서열 증폭부위의 유전자 일치도는 포상조충이 98.1%, Taenia

regis가 93.4%, 아시아조충(Taenia asiatica) 86.8%, Taenia crocutae

85.7%, 그리고 무구조충(Taenia saginata)과 다두조충(Taenia multiceps)

이 각 85.5%으로 나타났다. 확인한 유전자 일치도의 상위 100개 목록 중

유구조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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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NA sequence of metacestode of Taenia spp. isolated from the liver
of a naturally infected pig, which was confirmed by using DNA sequencing

with Taenia spp. COX1 gene primers (GenBank no. MN17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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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상낭미충 낭액 항원을 이용한 ELISA 실험법의 적정 조건 설

정

포상낭미충 낭액 항원을 이용한 ELISA (ELISA using ThC)를 실시하

기 위해서 포상낭미충 양성 돼지혈청과 유구낭미충 양성 사람혈청으로

항원 희석량, 혈청 희석량, 접합항체 희석량의 적정 실험조건을 확인하였

다. 우선 돼지의 혈청을 이용한 확인실험에서는 ThC 항원으로 well 마

다 ThC 항원 0.625 μg, 1.25 μg, 1.875 μg을 코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고, 포상낭미충 양성 돼지혈청과 SPF 돼지혈청 희석은 1:50, 1:100,

1:200, 1:400 희석을, Anti-Pig IgG는 1:5,000, 1:10,000, 1:20,000, 1:40,000

희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확인한 결과 항원량 1.25 μg에서 양성혈청과 음성혈청 간의 흡광도 차

이가 평균 0.199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0.625 μg과 1.875 μg에서 각

0.175, 0.111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혈청희석은 1:50 희석에서 평균 0.193

의 양음성혈청 간의 흡광도 차이를 보였고 1:100 희석과 1:200 희석 그

리고 1:400 희석은 각 0.177, 0.140, 0.137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접합 항

체 희석은 1:20,000 희석에서 평균 0.255 정도로 양음성혈청 간의 흡광도

차이를 보였고 1:5,000 희석과 1:10,000, 1:40,000 희석은 각 0.139, 0.157,

0.096 정도의 흡광도 차이를 보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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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bsorbance difference between Taenia hydatigena positive pig
and normal control pig serum in different conditions of ELISA

Antigen condition 0.625 μg, 1.25 μg, 1.875 μg, serum dilution condition 1/50, 1/100,

1/200, 1/400, conjugate antibody dilution condition 1/5000, 1/10000, 1/20000, 1/40000

Reagents Condition
Average of absorbance

(positive average of absorbance*
- negative average of absorbance)

ThC antigen
(μg/well)

0.625 0.175

1.25 0.199

1.875 0.111

Primary antibody
(serum) dilution

1/50 0.193

1/100 0.177

1/200 0.140

1/400 0.137

Secondary antibody
(IgG) dilution

1/5,000 0.139

1/10,000 0.157

1/20,000 0.255

1/40,000 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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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상낭미충 항원의 유구낭미충증 진단 효용성 관찰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항원량 1.25 μg, 혈청 1:50 희석 그리고 접합 항체

1:20,000 희석으로 사람의 유구낭미충 혈청검사에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돼지혈청과 사람혈청에 사용되는 항체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연구소에서 사람의 유구낭미충을 검사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접합항체를

1:12,000, 1:24,000 희석하고 실험하였다. Well에 코팅하는 항원량은 1.25

μg을 유지하였고 혈청 희석량을 1:50 희석과 1:100 희석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확인 결과 항원량은 1.25 μg, 혈청 1:100 희석, 접합 항체는 1:12,000

희석 조건에서 유구낭미충 양성혈청샘플과 음성혈청샘플 간의 평균 흡광

도 차이(0.360)가 두드러졌고 흡광도의 cut-off value는 음성혈청의 평균

에 표준편차의 세 배(3 SD)를 더한 수치(0.231)보다 높은 0.290으로 지정

하였다(Fig.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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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bsorbance comparison of ELISA by dilution of serum and

conjugate. Red lines denote an average absorbance for each serum samples.

One hundred dilution of serum and 12,000 dilution of conjugate antibody

condition produced best absorbance difference between Taenia solium
positive serum and negative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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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상낭미충 항원을 이용한 유구낭미충증 ELISA 실험법의 교차

반응 관찰

앞서 확인한 실험 조건으로 ThC 항원을 이용한 ELISA 실험법을 각

기생충 양성혈청에 적용하여 유구낭미충의 감염진단에 민감도와 특이도

를 확인하였다. 각 기생충 양성혈청에서 나타난 양성결과 샘플 수는 유

구낭미충 양성혈청 9개 중에서 7개(77.8%), 단방조충증 양성혈청 8개 중

4개(50.0%), 고충증 양성혈청 19개 중 2개(10.5%), 간흡충증 양성혈청 15

개 중 4개(26.7%), 폐흡충증 양성혈청 20개 중 0개(0.0%) 그리고 고래회

충증 양성혈청 13개 중 2개(15.4%)에서 양성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혈청 샘플의 흡광도 분포는 유구낭미충 양성혈청에서 0.454 (± 0.336)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래회충과 폐흡충 양성혈청에서 낮게(각 0.144

± 0.177, 0.060 ± 0.047) 나타났다. 간흡충 양성혈청(0.165 ± 0.149)에서

낮은 흡광도를 보이는 혈청들과 cut-off value 부분에서 흡광도를 보이

는 혈청이 나타났고 고충 양성혈청(0.181 ± 0.087)은 cut-off value 아래

로 흡광도가 고르게 분포되었다. 단방조충 양성혈청은 전반적으로 다양

한 흡광도(0.311 ± 0.303)를 보였다. 기생충 음성혈청은 0.094 (± 0.046)

의 흡광도를 보였다(Table. 2, Fig. 7).

실험결과 ThC 항원을 이용한 ELISA 실험법에서 유구낭미충 감염의

민감도는 77.8%(7/9), 특이도는 87.4%(83/95)으로 나타났고 양성예측치는

36.8%, 음성예측치는 97.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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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ELISA with T. hydatigena cystic fluid (ThC) for human
serum samples of various helminthiases

Serum No. of
samples No. positive (%) Absorbance

(Median, SE)

Taenia solium 9 7 (77.8) 0.454 ± 0.336

Echinococcus granulosus 8 4 (50.0) 0.311 ± 0.303

Spirometra erinacei 19 2 (10.5) 0.181 ± 0.087

Clonorchis sinensis 15 4 (26.7) 0.165 ± 0.149

Paragonimus
westermani 20 0 (0.0) 0.060 ± 0.047

Anisakis spp. 13 2 (15.4) 0.144 ± 0.177

Negative control 20 0 (0.0) 0.094 ±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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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bsorbance distribution of ELISA with T. hydatigena cystic fluid
antigen for human serum of various helminthiases. Red lines denote an

average absorbance for each infected serum samples. CY, human

cysticercosis positive serum; EG, cystic echinococcosis positive serum; SP,

sparganosis positive serum; CS, clonorchiasis positive serum; PW,

paragonimiasis positive serum; AN, anisakiasis positive serum; NC, neg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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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라오스에서 돼지를 부검하여 얻은 낭미충은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종

동정 결과 포상낭미충(T. hydatigena)으로 확인되었다. 라오스의 돼지에

서 포상낭미충의 감염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18, 19). 우리가 조사한 라

오스 북부 우돔싸이 주에도 돼지가 고율로 포상낭미충에 자연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혈청을 이용하여 설정한 ThC ELISA의 적정 실험조건은 항원량

1.25 μg, 혈청 희석 1:50, 접합항체 희석 1:20,000으로 확인되었으나 돼지

혈청과 사람혈청에 사용되는 접합항체의 차이로 실제 사람혈청 실험에서

는 다른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항원량 1.25 μg, 혈청 희석

1:100, 접합항체 희석 1:12,000 조건이 진단적으로 적합한 조건으로 확인

되었고, cut-off value는 모든 기생충 음성혈청이 넘지 않으면서 음성혈

청의 평균에 표준편차의 세 배(3 SD)를 더한 수치(0.231)보다 높은 0.290

으로 결정하였다.

ThC 항원을 이용한 ELISA 실험결과 유구낭미충 양성혈청 9개 중에

서 7개(77.8%)의 혈청이 양성으로 반응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유구낭미

충증 검체의 수가 적어 진단법의 유용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유구낭미

충 낭액 항원으로 유구낭미충증을 검사한 다른 ELISA 검사법의 민감도

(50-80%)와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높았다(30-32).

교차반응을 확인하고자 실험한 다른 기생충증 양성혈청도 일부가 양성

결과를 보였다. 단방조충증 양성혈청과 간흡충증 양성혈청에서 각각 4개

(50.0%)와 4개(26.7%)로 높은 양성률을 보였고 고래회충증 양성혈청과

고충증 양성혈청에서는 낮은 양성률(각 15.4%, 10.5%), 폐흡충 양성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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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양성결과를 보이는 혈청은 없었다.

단방조충과 고충은 조충과 함께 조충류에 속하여 계통수가 멀지않은

종으로 일반적으로 약한 면역학적 교차반응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13, 33). 포상낭미충의 낭액과 단방조충의 유충낭액을 SDS-PAGE로 단

백질의 조성을 확인했을 때 23, 35, 55, 67, 80, 130, 150, 260 kDa 크기의

단백질 밴드가 두 충체의 낭액에서 발견되었고(33), 한 연구에선 포상조

충 편절과 단방조충 편절이 GP50에서 면역 교차반응 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34). 이번 실험에서 나타난 단방조충과 고충에서 양성수치는 같은

조충강(Class Cestoidea)으로 근연종 간의 면역 교차반응의 결과로 관찰

된다(35, 36).

포상낭미충과 간흡충이나 고래회충의 면역 교차반응은 항원성 분석에

대하여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다만 포상낭미충이 아닌 유구낭미충 낭

액 ELISA 연구에서는 흡광도 분석 조건을 바꿨을 때 양성 결과를 보이

는 실험(31)과 신경낭미충증환자에서 특이 IgG 항체검사 중 간흡충에 위

양성의 결과로 나온 연구가 있다(37). 한 연구에서 조충류와 흡충류의 항

원 단백질 중 36, 67 kDa 크기에서 면역 교차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8). ThC ELISA 실험결과에서 간흡충증 양성혈청의 위양성

결과와 높은 흡광도 수치가 포상낭미충과 간흡충 간의 면역 교차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폐흡충증 양성혈청에서는 위양성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ThC ELISA 실험에서 사용한 간흡충증과 고래회

충증 양성혈청의 확보시기가 2016년 8월부터 2019년 4월으로 일부 혈청

에선 긴 보관기간으로 나타나는 변성이 관찰되었고 실험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유구낭미충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며, 증상,

영상학적 검사소견, 그리고 면역혈청학적 진단 등을 통해 감염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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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학적 진단법으로는 CT (computed tomography)나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이용하여 뇌 내에 ‘밝은 링 모양(ring

enhancing)’을 띄고 있는 병변을 확인하여 진단한다. CT는 유구낭미충

감염에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만 유구낭미충이 다양한 형상을 하고

있고, 두개내(intracranial space)에 존재하는 유구낭미충을 확인하기 힘

든 단점이 있다. MRI는 CT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유구낭미충 감염을 감

지해낼 수 있지만 신경낭미충이 빈발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필요장비를 구

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면역혈청학적 진단법이

영상진단법과 함께 사용된다(9, 39).

면역혈청진단에서 혈구응집법과 방사면역측정법은 ELISA가 출현하기

전까지 낮은 민감도(67-100%)와 특이성(47-95%)에도 불구하고 유구낭

미충증 진단의 차선책으로 사용되었다(25). ELISA법이 개발된 이후 여

러 연구에서 감도 77.6-98%와 특이성 100%로 유구낭미충증 진단에 좋

은 결과를 얻었다(31, 40, 41). 면역혈청진단 중 lentil lectin에 결합하는

당단백을 이용한 LLGP-EITB (lentil lectin-bound glycoproteins

enzyme-linked immunoelectrotransfer blot)는 민감도 98%, 특이도

100%를 보이고 뇌에 한 개에서 두 개의 유구낭미충에 감염되어 있어도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10, 42). ELISA는 유구낭미충에 감염된 사람에서

항체를 검출하여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그러나 유구낭미충에서 유래한

항원을 감지하는 ELISA는 숙주 안에 퍼져있는 항원의 농도가 낮아 민

감도 72%로 검사의 효능이 좋지 못하다(43).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한

ELISA가 도입된 이후 유구낭미충증 진단에 활용이 가능해졌고 HP10과

B158-B60이 수의학 분야에서 무구낭미충(metacestode of Taenia

saginata) 감염을 진단하는데 활용되고 있다(44, 45). HP10 단일클론항체

는 유구낭미충에서 나오는 항원도 감지할 수 있고(44), 사람의 유구낭미



28

충 감염진단에도 민감도 60-84.8%, 특이도 88-98.2%를 보이며 진단방법

으로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46, 47). B158-B60 단일클론항체 ELISA에서

도 사람의 유구낭미충증 치료과정에서 낭미충의 환자에서 잔존여부에 영

상학적 진단과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타나서 치료 예후를 확인하는 검사

로 적합함을 보였다(48). 신경낭미충증 환자에서 B158-B60을 항원으로

사용한 혈청검사에서 EITB 검사법으로 100%의 민감도가 나타났지만

ELISA에서는 유구낭미충의 감염부위와 검사 시료의 종류에 따라 민감

도가 14.3-100%로 다양한 결과를 보이며 개선이 필요하였다(49).

이 연구의 제한점은 실험에 사용한 양성혈청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이다. 보다 많은 수의 유구낭미충증 양성 혈청을 사용하여 재검증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유구조충과 포상조충의 낭액 항원 분석에 대한 분석과

정제항원을 사용하면 혈청학적 진단법의 정확도가 더 향상될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로 상당수의 유구낭미충증 혈청이 포상낭미충 낭액 항원

에 교차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몇 개의 기존 연구에서 기술한 대

로 Taenia 속의 여러 종들의 면역학적으로 교차반응하는 단백질을 공유

하고 이들에 의하여 높은 빈도로 교차반응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21-24). Taenia 속의 근연종 간의 면역 교차반응을 이용한 진단의 다른

예로 붉은여우조충(Taenia crassiceps)을 보체결합반응, ELISA,

western blot의 항원으로 활용하여 사람의 유구낭미충증을 진단한 연구

가 있는데 민감도 86-93%와 특이도 98-100%의 결과를 얻었다(50). 이번

연구에서도 포상낭미충의 낭액을 ELISA의 항원으로 사용하여 사람의

유구낭미충증 진단에 적용하였고, 민감도 77.8%와 특이도 87.4%의 결과

와 양성예측치 36.8%와 음성예측치 97.6%의 수치를 얻었다. 양성예측치

가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유구낭미충증 양성혈청의 수가 다른 기생충 양

성혈청과 기생충 음성혈청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어서 생긴 통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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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민감도와 특이도의 결과에서 포상낭미충의 낭액이 유구낭

미충증 진단에 교차반응이 확인되었고 부족한 유구낭미충 낭액 항원을

대신하여 간단한 낭미충증에 대한 감염 선별검사에 적용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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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gnostic applicability of cystic

fluid of Taenia hydatigena as an

antigen for ELISA of human

cysticercosis

Dong Hee Kim

Tropical Medicine and Parasitology Major,

Department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Cysticercosis is a zoonotic parasitic disease that occurs in humans

and pigs. The cyst fluid of metacestode of Taenia solium is used as

antigen for the serological diagnosis of cysticercosis. Because Taenia

hydatigena is immunologically cross-reacting with T. solium,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feasibility of serological diagnosis of

human cysticercosis by replacing the cystic fluid of T. solium with

that of T. hydatigena as an antigen for ELISA.

The cystic fluid was obtained from metacestodes of T. hydatigena

which were collected from infected pigs in Lao PDR. The fluid



39

(protein concentration 3.87 μg/μl) was used for check board titration,

which produced reaction conditions of the appropriate serum dilution

(1:100) and conjugated antibody dilution (1:12,000) in ELISA using the

cystic fluid of T. hydatigena (ThC) crude as an antigen, and

afterward ELISA tests were performed in confirmed condition.

Nine serum samples of serologically confirmed as positive for the

cysicercosis, 75 serum samples of sero-positive for other parasites

(cystic echinococcosis, sparganosis, clonorchiasis, paragonimiasis, and

anisakiasis), and 20 normal serum samples (negative control) were

screened by ThC ELISA.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ThC

ELISA serodiagnosis of cysticercosis was 77.8% (7/9) and 87.4%

(83/95), respectively. Positive and negative predictive values were

36.8% and 97.6%,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C ELISA could be used as a screening test for

cysticercosis by using cystic fluid antigen of T. hydatigena for

ELISA. It is possible to save antigens that are difficult to collect

and the antigen processing is not special, so it can be applied as a

diagnositc method to easily identify infections.

Keywords : metacestode of Taenia solium, metacestode of Taenia

hydatigena, immune cross-reaction, cyst fluid antigen, ELISA,

cysticerc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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