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獸醫學會誌 (2015) 第 55 卷 第 2 號
Korean J Vet Res(2015) 55(2) : 149~152
http://dx.doi.org/10.14405/kjvr.2015.55.2.149

149

<증례보고>

도축 젖소에서 발생한 악성 난소생식세포종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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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malignant dysgerminoma in a slaughtered dairy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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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abnormally enlarged right ovary and a mass in fat surrounding the right kidney were discovered in a dairy
cow during routine postmortem examination at slaughter. The ovary was dark reddish and multinodular in shape. Numerous
cystic structures were identified in the mass. Histopathologically, the ovary was completely replaced with large, uniform,
polyhedral neoplastic cells containing vesicular nuclei and prominent nucleoli. The mitotic index was high. In the lymphatic
vessels, tumor emboli were observed. Another mass in the fat surranding the right kidney had the same histological features
as the ovarian mass. This animal was diagnosed with malignant dysgerminoma and metastasis to other peritoneal or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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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종양은 크게 상피 유래 종양, 성기삭 간질 혼합 종양,

그리고 생식세포 종양으로 분류된다 [4]. 난소에서의 생식세

포 종양은 생식세포에서 유래하는 종양으로 난소생식세포종

과 기형종으로 나누어진다 [4]. 난소생식세포종은 고환에서

의 정상피종과 조직학적 구조나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 등에

서 매우 유사하다. 본 종양은 노령의 환축에서 잘 발생하며

종양이 발생한 난소는 대개 크고 여러 엽으로 구성되며 단

면상 다양한 정도의 출혈과 괴사소를 나타낸다 [4]. 개와 고

양이에서는 종종 보고되고 있으나 다른 동물에서는 드문 종

양으로 알려졌다. 특히 돼지, 말, 소에서의 발생 보고는 거의

없고, 소에서는 성기삭 간질 혼합 종양이 주로 보고되었다

[5]. 본 증례는 국내에서 도축된 5세령의 젖소에서 관찰된 난

소 종양으로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 악성 난소생식세포종

으로 진단되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충남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하던 5세령의 젖소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우측 난소가 정상보다 매우 커진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같은 쪽 신장 주변에 또 다른 종괴가 내장지방 속에

파묻힌 것이 확인되었다(Fig. 1A). 좌측 난소와 다른 생식기

계 장기는 육안으로 정상이었다. 우측 난소와 그 주변의 종

괴는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

단과에 의뢰되었다.

우측 난소는 20 × 16 × 15 cm 정도의 크기로 매우 컸고 색

조는 암적 색조를 띠었으며 다양한 크기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종괴는 단단하였고 단면 절개 시 적색과 유백색 조

가 혼재되어 관찰되었다(Fig. 1B). 인근에서 관찰된 다른 종

괴는 크기가 11 × 10 × 8 cm로 얇은 섬유 결합조직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이 종괴도 암적 색조를 띠었고 단면상 여러 개

의 낭상 구조물이 관찰되었다.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하여 종괴의 여러 부위를 채취한

뒤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일반적인 조직처

리 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한 후 4 μm 두께로 조직 절

편을 제작하여 H&E 염색을 하였다. 또한, 종양세포의 기원

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직 절편을 제작한 뒤 silane 코팅 슬

라이드에 부착시키고 Ventana Discovery XT(Ventana

Medical System, USA)와 DAB Detection System(Ventana

Medical System)을 사용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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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항체는 모두 Dako의 ready-to-use 제품으로 vimentin,

cytokeratin(CK), CD3, CD79α, human placental alkaline

phosphatase(PLAP), inhibin-α를 사용하였다. PLAP와 inhibin-

α에 대한 염색 시 양성 대조군으로 사람의 난소 및 태반조

직을 사용하였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우측 난소는 다각형의 크기가 큰

종양세포 때문에 정상의 구조가 대체되어 있었고 치밀한 판

(sheet) 또는 둥지(nest) 형태로 증식되어 있었다. 이들 세포

그룹은 얇은 소상의 결합조직으로 인해 여러 엽으로 구획되

어 있었고(Fig. 2A) 세포 간 경계는 명확하였다. 종양세포는

거품 양의 큰 핵을 가지고 있었고 핵소체는 1~3개 정도로

뚜렷하였으며 세포질은 호산성을 나타내었다. 유사분열상은

고배율에서 6~8개 정도 관찰되었고(Fig. 2B) 종양조직 주변

으로 림프구의 침윤이 확인되었다(Fig. 2C). 종양조직 내에는

다발성의 괴사, 출혈, 석회 침착이 관찰되었으며 림프관 안

에는 종양세포 색전이 다수 확인되었다(Fig. 2D). 신장 주변

에 있었던 종양의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도 다각형의 큰 세

포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 난소와 유사한 소견을 나타내었다

(Fig. 3).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종양세포는 vimentin에 양성을 보

Fig. 1. (A) An abnormally enlarged ovarian mass (arrow) and a metastatic mass (arrowhead) around the kidney. (B) Firm, and
multiple area of necrosis and hemorrhage on cut surface of the ovarian mass.

Fig. 2. Photomicrograph of ovarian mass. (A) Large uniform neoplastic cells were separated by fibrous septa. (B) Neoplastic cells
were large, round to polyhedral, with vesicular nuclei, and prominent nucleoli. High mitotic figures (arrows). (C) Focal lymphocytic
aggregation (arrow). (D) Tumor emboli (arrows) in lymphatic vessels. H&E stain. Scale bars = 200 µm (A), 50 µm  (B), 100 µm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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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Fig. 4) 다른 항체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본 증례는 난소에서 발생한 종양으로 다각형의 큰 세포로

구성되고 핵이 크고 핵인이 분명하며 다병소성 림프구의 침

윤이 관찰되는 병리조직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난소생식세포

종으로 진단하였다. 

난소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안드로겐 등의 호르몬

을 분비하는 장기로 여성의 생식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인의 분야에서는 종양 발생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또

는 발현되는 임상 증상에 따라 난소종양을 감별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10]. 난소생식세포종 발생 시 대개는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없으나 합포체성 영양 거대세포를 포

함하는 종양 발생의 5%에서 융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보고가 있다 [15]. 수의 분야에서의 난소생식세

포종과 연관된 임상 증상은 비특이적이고 복강 내 종괴에 따

른 복부 팽만, 통증, 질 출혈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문헌에서 난소생식세포종과 에스트로겐 과다 분비와의

연관성을 보고하였고 [4] 암말에서는 비대성 골병증 발생을

보고하였다 [7, 8]. 그러나 소에서는 난소생식세포종 발생 수

가 적어 이에 따른 임상 증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증례도 도축 검사 시 우연히 발견되었고 축주 및 도축검사

관을 대상으로 임상 증상을 확인한 바 특이사항은 없다고 하

였다. 

일반적으로 난소생식세포종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악성

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10, 12]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양

성과 악성종양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3]. 따라서 조직학

적 소견만으로 종양의 특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다른

장기로의 전이 소견이 본 종양의 악성도를 판단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 개와 고양이에서는 전

체 1/4 정도만 전이 소견을 나타냈지만 사람에서는 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6, 13]. 현재까지 보고된 소 난소생식

세포종 증례가 많지는 않지만, 간, 횡격막, 폐, 종격 림프절

등 다양한 장기로의 전이 소견을 보인 증례가 발표되었고

[13], 1970년에 발표된 문헌에서는 3두 중 1두에서 내부 장

기로의 전이를 확인하였다 [1]. 본 증례에서는 림프관 내 종

양세포 색전이 다수 관찰되었고 인근 복강 장기로의 전이 소

견이 확인되어 악성으로 진단하였다. 

난소생식세포종과의 감별을 필요로 하는 종양으로는 림프

종, 고형 성장의(solid growing) 선암종, 고형 성장의 과립막

세포종양, 난포막세포종양, 기형종이 있다 [9]. 이들 종양을

감별하기 위해 다양한 항체를 적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vimentin, PLAP, α-fetoprotein, Oct4,

calretinin, inhibin-α을 사용한다. 대부분의 항체는 사람에 최

적화된 항체로 개에서는 적용된 적이 있지만 소 조직에서의

적용 가능 여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1, 14]. 이들 항

체 중 PLAP는 태반의 합포체 영양세포 및 고환의 생식세포

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고 생식세포 종양에 특이적인 항체로

알려졌다. 한편, Inhibin-α는 성기삭 간질 혼합 종양에 특이

적인 항체로 난소종양 감별 시 사용되고 있다. 본 증례에서

는 vimentin, PLAP, inhibin-α를 적용하였으며, 염색 시 종

양화된 난소 및 소의 정상 난소, 정상 태반을 포함한 내부

실질 장기를 함께 염색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 사람의 태반

및 난소조직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소의 정상 및 종양 조직

에서 vimentin만 양성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인 결과를

얻어 난소종양을 감별하기 위한 항체 중 vimentin을 제외한

나머지 항체들은 소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

었다.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소의 난소종양을 감별하지는

못하였으나 병리조직학적 병변상 Call-Exner body가 관찰되

지 않고 세포질 내 지방함유가 없으며 방추형의 세포도 관

찰되지 않아 성기삭 간질 혼합 종양과 감별하였다. 또한 본

종양은 한 가지 조직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어 기형종과도 감

별할 수 있었다. 상피 유래 종양과 림프종은 면역조직화학염

색에서 CK, CD3 및 CD79α 음성이어서 감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난소생식세포종은 방사선, 초음파검사, 컴퓨터

단층촬영과 같은 영상 기법과 함께 세포 흡인을 통한 세포

학적 검사 또는 조직 채취를 통한 병리조직검사를 통해 진

Fig. 3. Photomicrograph of metastatic mass. Large polyhedral
neoplastic cells were similar histopathologic fetures with
ovarian mass. H&E stain. Scale bar = 200 µm.

Fig. 4. The neoplastic cells show diffuse expression of
vimentin. IHC stain. Scale bar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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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내릴 수 있다 [13]. 치료로는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소에서 난소종양이 생겨도 특이적인 임상 증상이 없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복부팽만, 통증, 질 출혈 등의 증상

발현 시 난소종양도 감별 진단해야 할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

다. 본 증례는 국내 도축 젖소에서 난소생식세포종이 진단된

최초 보고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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