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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회충(아니사키스)이란?

고래 등 바다 포유류와 물고기에 기생하는 선충류(가늘고 긴 형태)에 해당하는 인수공통

기생충으로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 복통이나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래회충은어떤어류에서주로발견되나요?

양식한 어류에는 감염되지 않으므로 섭취하여도 안전하고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 붕장어,

오징어 등 자연산 어류에서 발견되므로 날것으로 섭취 시에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고래회충예방법은?

고래회충 유충은 어류의 내장에 있으므로 살아있는

신선한 어류의 내장을 즉시 제거한 후에 생선회로

섭취하여야 합니다.

고래회충유충은열및냉동에약하여 60℃이상에서는

1분 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하거나 -20℃이하

에서 24시간 동안 냉동 보관하신 후에 섭취하시면

안전합니다. 

자연산 물고기의 고래회충 유충이 내장에서 근육으로

이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활어는 12℃이하 수족관

에서 보관기간을 짧게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래회충 유충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생선

취급시 잘 관찰하여 최대한 제거하고 생선회는 잘게

썰은 후 충분히 씹어서 드시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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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회충과필로메트라선충의차이점은?

출처 : 미국 CDC

필로메트라(Philometra) 선충을 보고 고래회충(Anisakis)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로메트라 선충은 선홍색을 띄면서 가늘고 긴(3~30cm) 반면에 고래회충은 흰색이나

흰 노란색을 띄면서 짧기(2~3cm)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봄에서 초여름에 많이 잡히는 바다 물고기(망상어)에서 주로 발견되는 필로메트라

(Philometra) 선충은 인체에 감염되지 않으며 건강상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필로메트라(Philometra) 선충 사진 아니사키스(Anisakis) 유충 사진

아니사키스에 감염된 생선을 날것 또는

덜 익혀서 섭취함으로써 우발적으로 감염됨

인체의 아니사키스증은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2cm의 유충을 제거할 수 있음

어류와 오징어에는 인간과 해양포유류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제3기 유충이 존재

감염된 갑각류는 어류와 오징어에 먹힘

수중에 있는 자충은 갑각류에 먹혀

제3기 유충으로 발육

제2기 자충은 알에서 부화한 후,

수중에 존재

충란은 수중에서 발육하여 충란내에

제2기 자충을 형성

해양포유류는 미발육 충란을 배설

제3기 유충을 갖고 있는 어류나 오징어가 해양포유류에

의해 먹혔을때, 유충은 두번 탈피하여 성충이 됨.

성충은 충란을 생산하고 해양포유류가 이를 배출

=  감염기

=  진단 단계

아니사키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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