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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male mixed breed dog with unknown age (case 1) and 5-year-old female golden retriever
(case 2) were admitted to the Department of Veterinary Pathology at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sudden death. At necropsy, stifle region of case 1 was replaced by coalescing firm
tan nodules approximately 1-3 cm in diameter. Neoplastic nodules were also presented in the lung. In case
2, the spleen was enlarged 3-5 times its normal size and numerous firm tan nodules were noted in the
kidney, pericardium, diaphragm and lymph nodes. Histopathologically, the neoplastic masses of case 1
consisted of plump spindle cells having abundant cytoplasm and indistinct cell borders that formed interlacing
bundle. In case 2, the masses were consisted of round to polygonal cells with abundant eosinophilic
cytoplasm and eccentric nuclei. Numerous multinucleated giant cells containing nuclei of various sizes were
noted. Immunohistochemically, neoplastic cells of all two cases stained intensely with vimentin and
lysozyme. Based on the gross and light microscopic findings together with immunohistochemistry, both
cases were diagnosed as localized histiocytic sarcoma with pulmonary metastasis and disseminated histiocytic
sarcoma, respectively.
Key words : dog, histiocytic sarcoma, metastasis, stifle, tumor

서 론

관으로의 전이와 낮은 생존률을 특징으로 한다. 평균 발
생 연령은 6-12세로 성별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Bernese mountain dog, rottweilers,
retrievers 종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 [6, 8]. 임상적으로
는 국소형과 범발성형으로 구분하며, 국소형의 경우 사
지 및 관절 주위에서 주로 발생하는 반면 범발성형은 비
장, 폐장, 간장, 뇌 등의 내부 장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
이에 이 논문에서는 개에서 국소형과 범발성형으로

조직구육종(histiocytic sarcoma)은 단구아세포로부터
단구, 대식세포 및 수지상세포로 분화하는 단계에서 발
생하는 조직구의 증식에 기인한 악성종양으로 [1] 황
달, 림프절 종대, 빈혈, 백혈구 감소, 간장 및 비장종대
등을 보이면서 망상내피계의 활발한 적혈구 탐식작용과
조직구의 침윤 및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8].
개에서는 발생빈도가 낮은 편이나 성장이 빠르고 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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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조직구육종 2예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하였
기에 소동물의 임상 진료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본
진단 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증례 1
본 환축은 연령미상의 수컷 잡종견으로서 개인동물병
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폐사
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의뢰되었다.
사인규명을 위해서 외관검사를 실시한 후 일반적인
부검 술식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였다. 적출한 주요 실질
장기는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해서 10% 중성 포르말
린에 고정시킨 후 통상적인 조직처리 과정을 거쳐 파라
핀에 포매하였다. 조직을 4 µm의 두께로 박절한 다음 조
직학적 관찰을 위하여 Hematoxylin & Eosin(H&E) 염색
을 실시하였다. 또한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
(ABC)법을 이용하여 vimentin, cytokeratin, desmin,
smooth muscle actin, immuoglobulin light chain(Dako,
Denmark), 및 lysozyme(Biomeda, USA)에 대하여 면
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하였다.
부검 시 왼쪽 뒷다리의 무릎관절 주위와 대퇴부위에
직경 1-3 cm 크기에 달하는 단단한 다수의 유백색 원형
결절들이 서로 융합되어 관찰되었으며, 심한 괴사성 궤
양으로 피부층은 심하게 괴사되어 있었다(Fig. 1). 발목
및 복부에 인접한 다리내측에도 비슷한 양상의 결절들
이 관찰되었다. 폐장은 일부에서 검붉은 반점이 관찰되
었으며, 오른쪽 전엽에 옅은 황녹색을 띄는 3 mm 정도

Fig. 1. Note firm coalescing white nodules in the stifle.

Multiple areas of necrosis and hemorrhage were also noted
(arrows).

Fig. 2. Photomicrograph of a section of stifle tumor nodule.

Note the neoplastic nodules consisting of plump spindle
cells having abundant cytoplasm and indistinct cell borders.
H&E. Bar = 50 µm.

의 융기된 단단한 종괴가 관찰되었다. 또한 오른쪽 후엽
에서도 암적색의 직경 7 mm 정도의 결절이 폐장표면으
로 돌출되어 관찰되었다. 비장에서는 암적색의 결절들
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소장의 원위부에는 약간의 혈액
이 혼재된 점액이 내강에 존재하였다. 췌장은 점상으로
약간의 출혈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심장에서는 심장사상
충이 발견되었다.
왼쪽 후지 무릎관절 주위에 형성된 결절들을 조직학
적으로 관찰한 결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었다.
종양결절들은 호산성의 풍부한 간질과 함께 방추형, 원
형 혹은 타원형 등 다양한 모양의 종양세포들로 촘촘하
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발을 형성하
고 있었다(Fig. 2). 종양세포의 세포질은 풍부한 편으로
호산성을 띄고 있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 핵은 비교적 잘 분화되어 있었으며, 세포분열상
은 낮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폐장은 실질 부위와 흉막에
서 동일한 형태의 종양성 증식이 관찰되었으며, 전반적
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기관지 주변으로 흑갈색의 과립
을 탐식한 대식구가 관찰되었다. 간은 충혈되어 있었으
며 공포화 되어 변성된 간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신
장에서는 신장 세뇨관 상피 세포들의 괴사가 관찰되
었다.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결과 vimentin에 대해 종양세포
의 세포질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으며, lysozyme
에 대해서도 국소 다발적으로 세포질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다(Fig. 3). 반면 cytokeratin, desmin, smooth
muscle actin, immuoglobulin light chain에 대해서는 음
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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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te multifocal to coalescing, firm white round
nodules in the thoracic cavity (arrows).

Fig. 3. Photomicrographs of a section of stifle tumor

nodule. The cytoplasm of the tumor cells stain intensely
with vimentin (A) and lysozyme (B).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 method, hematoxylin counterstain.
Bar = 50 µm.

증례 2
본 환축은 개인동물병원에서 후지의 파행으로 내원하
여 고관절 골두 제거술을 받은 5년 된 암컷 Golden
Retriever로서, 수술 시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소견
이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심
한 구토 증세를 보이다 치료 개시 3일 후에 갑자기 폐
사하여 증례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부검 및 병리조직
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부검 시 폐사체의 영양상태는 양호하였으며 흉강 림
프절, 횡격막을 비롯한 흉강과 복강내에 직경 1-2 cm 정
도의 단단한 유백색의 원형 결절들이 다발성으로 존재
하고 있었다(Fig. 4). 일부 결절들은 서로 융합하여 원형
또는 원통모양의 종괴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비장은 정
상에 비해서 약 3-5배 이상 종대 되어 있었으며, 단면에
는 2-3 mm 크기의 유백색 결절들이 서로 융합되어 관
찰되었다. 심외막과 심내막에도 2-3 mm 크기의 작은 결
절들이 다발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신장의 표면에서도 같

Fig. 5. Photomicrograph of a section of spleen. Note the

neoplastic nodules consisting of round to polygonal cells
having abundant eosinophilic cytoplasm and eccentric nuclei.
There were a considerable number of bi- (arrow head) and
multi-nucleated cells (arrow) containing nuclei of various
sizes. H&E. Bar = 50 µm.

은 크기의 결절들이 관찰되었다. 폐장은 습윤하고 허탈
이 되지 않았고 위의 위문부 주변으로 1.5-3 cm 크기의
궤양이 관찰되었다.
병리조직학적 관찰 결과, 육안적으로 확인되었던 비
장의 결절에서 원형 세포와 다면체 세포들의 종양성 증
식이 관찰되었다(Fig. 5). 종양세포의 세포질은 풍부한
편으로 호산성을 띄고 있었으며 일부는 공포를 함유하
고 있었다. 핵은 세포질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었으며,
일부는 한쪽으로 치유친 핵을 가지고 있었다. 두 개 이
상의 핵을 함유하고 있는 세포들도 다수 관찰되었으며
(Fig. 5), 핵분열상은 400배 시야에서 2-5개가 관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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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micrographs of a section of splenic tumor
nodule. The cytoplasm of the tumor cells stain intensely
with vimentin (A) and lysozyme (B), Note vimentin
immunoreactivity in multinucleated giant cell.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 method, hematoxylin counterstain.
Bar = 50 µm.

다. 간질은 풍부한 편이었으며 일부 결절의 중심부에는
괴사조직도 함께 관찰되었다. 신장, 심근, 횡격막, 및 흉
강 림프절에서도 비장에서 관찰되었던 것과 유사한 양
상으로 종양성 세포의 증식이 관찰되었다.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결과 vimentin과 lysozyme에 대
해 종양세포의 세포질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증
례 1과 마찬가지로 다른 항체에 대해서는 모두 음성으
로 나타났다(Fig. 6).

고 찰

임상적으로 조직구육종은 국소형과 범발성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2]. 국소형 조직구육종은 주로 6-11년령
의 노령견에서 호발하며, flat-coated retrievers, golden
retrievers, Labrador retrievers 및 rottweilers와 같은 품종
에서 주로 발생한다 [2, 9]. 특히 사지의 피부 조직과 관

절 주위에서 다발하며, 주변 조직으로 침습하여 말기에
는 국소 림프절을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된다. Craig 등
은 관절 주위에서 발생한 18두의 국소형 조직구육종 이
환견에서 12마리가 후지 무릎관절에서, 5마리가 전지 무
릎관절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11마리는 각각 폐, 간,
비장, 림프절로 전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반면 범발성형 조직구육종은 1966년 Rappaport가 사
람에서 조직학적으로 악성조직구의 광범위한 침윤과 증
식을 강조하여 악성조직구증(malignant histiocytosis)이라
고 명명한 이후 [7] 개에서는 Bernese mountain dog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되었다 [6, 8]. 일반적으로 가장 호발하
는 부위는 비장, 폐장, 간, 중추신경계 등의 내부 장기로
서 여러 장기에서 범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6, 8].
본 증례 1의 경우 병리조직학적 관찰 결과 원발성 발
생부위는 왼쪽 후지의 무릎관절 주위로, 다른 장기에는
병변이 존재하지 않고 폐장에만 전이된 것으로 판단되
는 결절이 존재하여 전이를 동반한 국소형의 조직구육
종으로 판단하였으며, 증례 2의 경우 비장을 비롯한 신
장, 심장, 횡격막 및 흉강 림프절에서 다발적으로 종양
성 결절들이 관찰되었기에 범발성형으로 확인하였다. 그
러나 범발성형 조직구육종의 경우 원발적으로 여러 장
기에서 다중심적으로 발생하는지 또는 말기의 국소형
조직구육종이 여러 장기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 [2] 앞
으로 이에 따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병리조직학적으로 조직구육종은 풍부한 호산성의 세
포질을 가진 구형, 방추형 또는 다각형 세포로 구성된
다형태성 세포의 종양성 증식을 특징으로 한다 [2]. 그
러나 조직구 질환의 감별진단에서 형태학적인 구분으로
세포기원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과거 조직구육종
으로 알려졌던 증례들이 다른 세포에서 기원한 것으로
밝혀진 예가 많다. 최근에는 면역조직화학검사 기술의
발달로 조직구육종은 대식세포 또는 수지상세포에서 유
래된 악성종양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1987년
Histiocytic Society에서 조직구육종은 대식세포 또는 수
상세포에서 기원하는 단일 클론의 세포로 구성된 악성
종양으로 정의하였다 [7]. 이러한 조직구 기원의 악성종
양세포의 표지자로는 lysozyme, CD18, α-1-antitrypsin,
및 cathepsin B 등이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6].
본 증례의 경우 병변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관절
막육종. 악성섬유성조직구종, 횡문근육종 및 형질세포종
양 등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면역조직화학 검사상
관절막육종은 cytokeratin과 vimentin, 악성섬유성조직구
종 및 횡문근육종은 actin과 desmin, 형질세포종양은
immuoglobulin light chain 등에 양성반응을 보인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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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 [3]. 본 예의 경우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실시
한 결과, vimentin과 lysozyme에서 강한 양성 반응을 보
인 반면 cytokeratin을 비롯한 다른 항체에서는 음성 반
응을 보여 이러한 소견과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종합하
여 조직구 유래의 악성종양으로 확진하였다.

결 론

연령미상의 수컷 잡종견과 5년 된 암컷 golden retriever
로서 개인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상태가 호전
되지 않고 갑자기 폐사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병
리학교실에 의뢰되었다. 부검 시 증례 1에서는 후지 무
릎 관절주위와 대퇴부위에 직경 1-3 cm 정도의 단단한
유백색 원형 결절들이 다수 융합되어 관찰되었고 폐장
에서도 작은 결절들이 확인되었다. 증례 2에서는 비장,
신장, 심장, 횡격막, 흉선 및 경부 림프절에서 증례 1과
비슷한 형태의 결절들이 관찰되었다. 병리조직화학적 검
사 결과 증례 1은 후지 무릎 관절 부위에서 유래하여 폐
장으로의 전이가 동반된 국소형의 조직구육종으로, 증
례 2는 비장, 신장, 심장 등의 내장장기에 다발성으로 발
생한 범발성형 조직구육종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조직구육종을 확인하였기에
소동물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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