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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s: After publishing a paper shown diarrheagenic and emetic activity with 

Kudoa septempuctata spores inoculated on 4-5-day old ddY mic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 Korea reported 11 events occurred in 2015 as ‘Kudoa food 

posioning’. Because epidemiological design of the report was not an analytical but a descriptive 

study, it needs to evaluate evidences related to pathogenicity of K. septempuctata.  

  

Methods: Related articles showing evidences of pathogenicity were searched using 

citation discovery tool in PubMed based on the first report worldwide. Information for kinds of 

experimental animal, oral administrated spores and the results were extracted. 

 

Results: Four papers evaluating pathogenicity of Kudoa species were selected. Among 

them, the first-reported paper only suggested the pathogenicity. Other 3 papers reported no 

abnormal symptoms and histo-pathologic changes. 

 

 Conclusions: Based on these controversies, the evidences for pathogenicity of K. 

septempuctata are weak and make a suspicion about pathogenic suggestion. Thus further 

studies evaluating pathogenicity of K. septempuctata are need ur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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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0년 한국 제주도에서 양식된 광어 (olive flounder)에서 발견한 원충을 Kudoa 

septempunctata (이후 칠성쿠도아충) 명명하였고 [1], 이후 2012년 12월 일본의 보건후생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f Japan)은 칠성쿠도아충이 급성 식중독을 일으키

는 원인충이며, 이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Kudoa food poisoning’으로 발표하였다 [2,3].  

 

 이에 따라 한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은 2015년부터 급성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례 중, 

광어회 섭취력을 가진 사례에 대하여는 토사물 혹은 배설물에 대한 칠성쿠도아충 검사를 

시행하여, 2015년 쿠도아충 사례조사 및 특성을 발표하였다 [4]. 환자 사례조사 (cases 

reports) 기술에 있어 분석한 11건 모두에서 칠성쿠도아 충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따라, 

‘원인균이 칠성쿠도아충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표 1은 주요 역학적 특성을 정

리한 것이다.  

 

 그러나 인과규명용 분석역학연구가 아니라 가설제시용 기술역학연구의 방법론인 환

자사례 결과는 칠성쿠도아충을 원인균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오직 급성 식중독 사례 중 칠

성쿠도아충 18S ribosomal RNA gene (rDNA) [3]이 검출된 사례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

다. 그렇다면 제주산 광어에서 발견되는 칠성쿠도아충이 급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인 원충

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병인성 (pathogenicity) 근거들을 정리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 본 원고의 목적이다.   



방법 

 

 칠성쿠도아충의 병인성에 관련한 논문을 선정하기 위해서 인용논문 (cited articles)

과 유사논문 (similar articles)의 정보를 활용하는 citation discovery tool을 사용하였다 [5]. 

즉, 2012년에 처음으로 병인성을 주장한 Kawai et al [2]의 논문에 있어, 2016년 12월 11일 

검색일에 PubMed 에서는 11편의 인용논문과 115편의 유사논문의 목록을 확보하였다.  

 

 이들 목록을 활용하여 초록을 중심으로 칠성쿠도아충의 병인성을 다루었는가를 검

토하였다. 그 결과, 11편의 인용논문에서 2편 [6,7]을, 115편의 유사논문에서 1편 [8]을 각각 

선정하였다. 따라서 칠성쿠도아충의 병인성의 근거를 정리할 대상은 Kawai et al. [2] 논문을 

합쳐서 총 4편이었다.  

 

결과 

 

 선정한 4편에 있어, 실험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투입한 원충 종류, 그 결과를 표 

2로 정리하였다.  

  제일 먼저 병인성이 있다고 주장한 Kawai et al. [2] 논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편 

[6-8]은 설사나 구토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Jang et al. [7]의 실험 대상 

및 방법은 Kawai et al. [2]과 똑같이 수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 이었다. 특이한 점은 

병인성을 주장한 저자는 일본국적인 반면, 나머지는 중국과 한국이었다.  



고찰  

 

 칠성쿠도아충의 병인성에 관한 4편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논문은 병인성을 

지지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논문은 병인성을 의심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Kawai et al. 

[2]은 생후 4-5일 된 마우스를 사용하여 칠성쿠도아충을 주입 시 설사를 유발한다고 보고하

였지만, 같은 실험을 한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결과 [7,8]와 일반적인 정상 성체 마

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면역력이 약한 생후 4-5일 된 마우스를 사용하여 결과가 도출된 점 

등이다. 이런 사실들은 칠성쿠도아충이 병인성이란 주장의 근거가 아직 미약하다. 다시 말

해서 현재의 근거로는 ‘쿠도아충 식중독’이란 용어를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여서, 칠성

쿠도아충의 병인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실험결과가 상충되는 것에 대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할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병인성 뿐만 아니라 장 표피 침투성에 있어서도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2013

년 Ohnishi et al. [9] 은 칠성쿠도아충은 인체 장 표피를 침투한다고 보고하였지만, Ahn et 

al. [6] 은 그런 현상을 관찰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심포지엄을 개최

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Kasai et al. [10]는 양식광어가 아닌 자연계 어류에서도 칠성쿠도아충을 포

함하여 3 종류의 쿠도아충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까지 쿠도아충의 중간숙주가 무엇인

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쿠도아충의 자연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이상의 내용들을 요약한다면, 칠성쿠도아충의 병인성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에 일관

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험실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오직 환자사례 결과들만

으로 칠성쿠도아충을 급성식중독의 역학적 인과성 (epidemiologic causality)을 부여하는 것

은 과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오늘날 Hill’s criteria 가 역학적 인과성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11], 대조군이 없는 사례조사만으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12명의 

환아 사례에 근거하여 홍역-볼거리-풍진 백신접종이 자폐증 (autism)을 일으킨다는 주장 

[12]으로 전세계 감염예방정책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결국 관련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

론이 났던 역학적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13]. 향후 환자-대조군 연구 혹은 코호트 연

구처럼 분석역학연구의 근거들이 축적되어 역학적 인과성을 평가할 근거가 생성되기를 기

대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현 시점에서 쿠도아충의 병인성 주장은 재현성이 떨어지는 동

물실험의 결과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또한 칠성쿠도아충이 식중독을 일

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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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food poisoning cases (n=94) detected Kudoa 

septumpunctata in 2015, Korea* 

 

Incidence proportion (%)   

 mean 61 

 min & man 21.0 & 100 

Incubation time (hr)   

 mean 2  

 min & max 1 & 15 

Clinical symptoms**   

 Diarrhea 78 (82.9%) 

 Vomiting 78 (82.9%) 

 Abdominal pain 60 (63.8%) 

 Nausea 56 (59.5%) 

 Chillness 55 (5835%) 

 Fever 35 (37.2%) 

 Headache  6 ( 6.0%) 

 

* Sour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 Korea [4] 

** Duplicated responses 

  



 

Table 2. Summary tables for evidences related to pathogenicity of Myxosporean parasites  

Author 

(public year) [Reference] 

Experimental animal Inoculum spores 

Inoculating 

route 

Outcome 

Results  

Kawai (2012) [2] 

4-5-day old ddY 

mouse 

Kudoa 

septumpunctata 

oral bowel movements 

and FAR 

Showing diarrheagenic (11/17) activity 

and significantly higher FAR 

Ahn (2015) [6] 

6-week old BALB/c 

mice 

Kudoa 

septumpunctata 

oral bowl movements and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No significant diarrhea (0/32) and no 

histo-pathological change (0/24) 

Jang (2016) [7] 

4-5-day old ddY 

mouse 

Kudoa 

septumpunctata 

oral bowel movements 

and FAR 

No watery stool form (0/20) and no 

significant variations in FAR 

Guo (2015) [8] 

4-5-day old BALB/c 

suckling mice 

Myxobolus 

honghuensis 

oral bowel movements, 

FAR and 

histopathology 

No significant change of FAR, no 

abnormal stool form (0/25) and no 

evidence of inflammation (0/25) 

FAR (fluid accumula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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