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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비강샘암종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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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10-year old female Yorkshire terrier with nasal discharge and swelling was referred to the

local animal hospital. Abnormal mass of right nasal cavity was detected in physical examination and

radiography. According to the radiographs of the head, there was an evidence of bony destruction in right

nose. Oronasal fistula was detected in right maxillary canine teeth. After surgical excision, the sample of

nasal mass was refereed to Pathology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in Jeju National University.

Grossly, the enlarged mass was soft and 3 × 3 cm in size. Histopathologically, the neoplastic mass was

composed of tubular to tubulopapillary structures which were lined by single to 6~7 layers of cuboidal

to ciliated columnar cells. These neoplastic cells showed invasive tendency to adjacent normal parenchyma.

They had uniform, round to oval nuclei, cytoplasm with small vacuoles and indistinct cellular margin. The

number of mitotic figures was varied in different areas, ranged from 0 to 4 per high power field. Necrotic

foci an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cluding neutrophils, lymphocytes, and plasma cells also presented

in the mass. Immunohistochemically, the neoplastic cells demonstrated strong positive reaction for

cytokeratin (CK) 18 but were negative for CK 7 and 8. Based on the gross, histopathology and

immunohistochemistry, this mass was diagnosed as nasal adenocarcinoma originated from respiratory

epithel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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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개에서 비강 종양은 전체 종양의 약 2% 이하로 발생

비율이 낮다 [12]. 그러나 본 종양은 발생 말기에 진단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약 80% 정도는 악성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예후 또한 불량하다 [17]. 비강 종양의 발

생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사람에서

는 비강 종양이 광산업, 벌목업, 직물업, 도로정비업 등

공기가 오염된 환경에서 종사하는 경우 발생 빈도가 높

으며, 개를 비롯한 동물에서도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6, 9, 16]. 비

강 종양은 10~15세령의 장형두개골을 가진 종, 특히 암

컷보다는 수컷에서 발생률이 높다 [7]. 비강 종양 발생

시 임상증상으로는 양측성 또는 편측성의 비강 분비물

증가, 비출혈, 유루증 등이 있다. 악성 종양의 경우 인접

구조물로 침습 양상을 나타내어 안구 돌출증, 안면 변

성, 치아 유실 및 다양한 정도의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14]. 비강 종양은 골, 연골, 상피, 결합조직,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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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 비강을 구성하는 각각의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

다 [7]. 이 중 비강샘암종은 이행상피암종, 편평상피암종

과 함께 개의 비강 상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양 중 가

장 일반적인 조직학적 형태로 알려져 있다 [19]. 

비강 종양에 대한 잠정적 진단은 병력 청취, 물리적

검사 또는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확실한 비강 종

양의 진단과 치료의 선택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10].

따라서 비강 종괴에 대한 생검을 실시하여 채취된 조직

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및 세포학적 진단이 가장 중요하

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비강샘암종에 대한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분석 및 치료에 대한 보고는 있

으나 [1-3], 현재까지 병리조직학적 병변의 기술 및 면

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한 진단 사례는 없다. 본 증례에서

는 단두종인 10세령의 요크셔테리어 암컷에서 발생한

비강샘암종의 병리조직학적 특징을 관찰하고 cytokeratin

(CK)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기법을 통하여 종양 세

포의 기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증 례

2008년 6월 약 10년령의 2 kg 암컷 요크셔테리어가 비

루 및 안면부 종창을 나타내어 지역 동물병원에 내원하

였다. 내원 당시 우측 콧등이 부어 있고, 우측 비강 내

에 3 × 3 cm 크기의 유연한 종괴가 촉진되었다. 구강 내

부 검사 시 비강으로부터 우측 상악의 송곳니 부위까지

연결된 누공이 형성되어 있었다. 병변부에 대한 기본 방

사선 촬영검사 결과, 콧등의 연부조직은 종창되어 있었

으며 비갑개, 상악부를 포함한 부위에는 파괴성 골 융해

에 따른 정상 음영의 소실이 관찰되었다(Fig. 1). 특히

우측 비갑개의 골 융해로 인하여 비중격의 심한 변위가

진행되어 있었다(Fig. 2).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비강

종양이 의심되어 수술적 방법을 통해 종괴를 절제하였

으며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여 제주대

학교 수의병리학교실에 종괴가 의뢰되었다. 종괴는 일

반적 조직처리과정을 통해 파라핀 포매를 한 후 3 µm

조직 절편으로 제작하였으며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H&E(hematoxylin and eosin) 염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괴의 증식된 샘구조 내강에서 관찰된 분비양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PAS(periodic acid-Schiff) 염색을 실시하

였다. 종양세포의 PAS 양성 발현 양상을 광학현미경(BX-

41TF; Olympus, USA)으로 관찰하였으며, 컴퓨터와 연결

된 디지털카메라(DP20; Olympus, USA)로 사진촬영하여

영상을 저장하였다. 저장된 영상은 Olympus DP2-BS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색으로 발현되는 분비물의 분포

를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또한 종양 세포의 기원을 밝히

기 위하여 strept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법을 이

용하여 CK 7(Abcam, UK), CK 8 low molecular weight

(Dako, Denmark), CK 18(Ks 18.04; Millipore, USA)에 대

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시하였다.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섬유조직과 혈관으로 구성

된 중심 지주에 관상 또는 관유두상 신생 샘구조물이 현

저하게 증식하여 외부로 돌출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내

었다. 증식된 종양 세포 구조물은 비강 점막 면에 광범

위하게 분포하고 주변 정상조직으로 침습하는 경향을

Fig. 1. The evidence of bony destruction in right nose

(arrow). Radiograph of the head (lateral view).

Fig. 2. Displacement of nasal septum. Radiograph of the

head (open mouth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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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어 불명확한 경계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외층을

구성하는 호흡 상피는 부분적으로 괴사되어 불완전 연

속성을 보이고 있었다. 종양 샘구조는 단순섬모원주형

또는 단순입방형으로 구성된 상피세포로 피복되어 있으

며, 일부 유두상으로 증식하여 내강이 현저하게 좁거나,

때로 낭상으로 확장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각각

의 상피세포는 일부 단층 배열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

분 3~4층에서 최대 6~7층까지 다층의 샘구조를 형성하

고 있었다(Fig. 3). 종양화된 상피세포는 비교적 분화가

잘 이루어진 원형 또는 난원형의 균일한 핵과 뚜렷한 핵

막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포간의 경계는 불분명하였다.

일부 상피세포의 세포질은 작은 공포를 함유하고 있었

다. 종양 세포의 유사핵분열상은 부위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었으나 고배율 시야에서 평균 0~4개 정도 관찰되

었다(Fig. 4). 상피밑결합조직은 정상보다 다소 성기고

림프구 및 형질세포의 침윤이 특징적으로 관찰되고, 혈

관의 신생과 함께 다량의 혈전이 보이기도 하였다. 종양

의 중심부와 주변부에는 붕괴된 세포의 잔존물과 다수

의 호중구, 중등도의 림프구 침윤이 혼합되어 관찰되는

호산성의 괴사부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종양

샘 구조물의 일부 내강에는 호염성의 점액양 물질이 함

유되어 있었으며, PAS 염색 반응 양상을 Olympus DP2-

BSW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점액양 물질의 약 60%

정도가 양성 반응을 나타내어 중성 다당류가 주요 구성

물질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종양 조직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증식된 샘상피에서 CK 18에 대

한 특이적인 강한 양성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CK

7 및 CK 8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이 나타났다(Fig. 6).

고 찰

비루 및 콧등의 종창을 보이던 10년령 암컷 요크셔테

Fig. 3. Tumor cells showed characteristic tubular to

tubulopapillary patterns. H&E, ×200.

Fig. 4. Multi-layered neoplastic epithelial cells with high

mitotic figures (arrows). H&E, ×400.

Fig. 5. Mucinous materials in the glandular lumens were

stained in pink color. PAS, ×200.

Fig. 6. Cytoplasms of neoplastic cells expressed strong

positive reaction for CK 18. Streptavidin-biotin peroxidase

stain,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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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의 우측 비강 내 종괴를 제거하여 임상 검사, 병리

조직학적 검사 및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실시하여 비강

샘암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동물에서 비강 종양의 60~75%는 상피 유래성이다

[13]. 이 중 다발하는 종양으로는 샘암종, 이행암종, 편

평상피암종, 신경내분비암종, 미분화암종(undifferentiated

carcinoma) 등이 있다. 동물 중에서 특히 개의 경우 비

강 및 부비강의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비강

샘암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피 유래성 종양과

의 감별 진단이 필수적이다 [15]. 이행암종은 섬유혈관

성 지주에 원주상피가 다층 배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샘암종과 유사성을 나타내고, 상피층에는 미세소낭이 관

찰되며 인근 림프관의 색전도 자주 관찰되는 특징을 지

닌다. 편평상피암종은 가시층으로 여겨지는 증식 세포

부위에 부착반점(desmosome)과 암진주(keratin pearl)의

출현이 특징적이다. 신경내분비암종은 유암종(carcinoid)

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동물에서는 극히 드물고 개에서

만 보고되었다. 이 종양은 작거나 중등도 크기의 종양세

포들이 판상, 둥지 또는 끈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섬유

혈관 기질에 의해 구획되어 있다. 원형 또는 다각형의

종양세포들이 기저막에 수직방향으로 배열하여 소엽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미분화암종은 원형 또는 다각

형의 세포로 구성되며 세포의 비정형성, 다형태성 및 유

사핵분열상이 많고 림프구와 형질세포의 침윤이 자주

관찰되는 특징이 있다 [19]. 본 종양의 경우 점액양 물

질을 분비하는 샘 구조가 섬유혈관성 지주를 중심으로

하여 유두상 또는 관상 형태의 분포를 보이며 입방 또

는 섬모를 가지는 원주형 상피세포가 단층에서 많게는

6~7층으로 배열된 비강샘암종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였다.

비강샘암종은 조직학적 변화에 따라 낮은 단계와 높

은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비교적 양성에 가까운 종양

의 경우, 증식 세포들은 내강이 존재하는 관상 또는 유

두상의 구조를 가지며 원주 또는 거짓중층원주상피의

형태를 띤다. 세포의 크기와 핵의 형태는 균일하고 유사

핵분열상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좀 더 악

성에 가까운 것은 종양 세포의 증식에 의해 벽이 비후

된 관상 구조물 형태를 띠며 그 내강은 매우 좁거나, 판

상으로 배열된 종양세포로 인하여 내강이 관찰되지 않

을 수도 있다. 또한 구성된 세포는 불규칙한 비정형성을

나타내고 높은 유사핵분열상을 가진다 [19]. 본 증례의

경우 주변 조직으로의 침습과 비교적 많은 괴사부가 존

재하고 다수의 혈관 신생과 출혈 소견을 보였으며 종양

세포의 증식에 의해 관상 구조물의 벽이 비후된 다층 형

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비교적 균일한 세포 및 핵의

형태를 보이고, 유사핵분열상이 0~4개 정도 관찰되었

다. 따라서 본 증례는 중등도의 비강샘암종인 것으로 판

단된다.

간질 유래 종양에 비하여 상피 유래 종양은 병리조직

학적 진단이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면역조직

화학염색 기법 또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종양 세포

의 근원을 밝히는 진단 기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CK

는 상피세포의 세포 골격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poly-

peptide로서 사람이나 동물에서 신체를 구성하는 상피

조직의 종류에 따라 특이적인 아형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인의분야에서는 근원을 밝히기 어려운

상피 유래 종양의 감별 진단에 CK이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4, 18]. 수의 분야에서도 정상 상피세포의 CK 발

현 양상을 관찰하고 여러 상피 유래 종양 조직의 진단

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8]. 본 증례에

서는 개의 신경내분비 분화를 가지는 비강 및 부비강 샘

암종 [15] 및 붉은 여우(Vulpes vulpes schrencki)의 비강

샘암종 [11] 연구에 사용된 CK을 기초로 하여 CK 8과

CK 18을 각각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비강 내 이행

상피 유래 종양과 감별하기 위하여 이행상피에 특이성

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CK 7도 적용하였다. 그 결

과 본 증례에서는 CK 7과 CK 8에 대해서는 음성 반응

이 나타났으나 CK 18에 대해서는 강한 양성 반응을 증

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ukui 등 [11]이 적용한

CK18의 반응과는 일치하였으나, CK 8/18을 적용한

Ninomiya 등 [15]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Ninomiya 등 [15]이 사용한 CK 8/18 항체(clone 5D3;

Novocastra, UK)의 경우 단순 샘상피 및 이행상피에서

공히 발현되기 때문에 비강 샘암종과 이행암종을 감별

하기 위한 진단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증

례에서 사용한 CK 18 항체가 개의 비강 샘암종에서 좀

더 특이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

가 같은 개과 동물인 여우 [11]에서도 같은 발현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차후 개의 비강샘암종에 대한 감

별진단 시 CK18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진단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에서 비강 종양은 발생율은 낮으나, 만성적인 경과

를 자주 보이고 악성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예후가 좋

지 않다. 임상적인 진단으로는 병력 청취, 물리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등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10]. 그

러나 비강 종양은 비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민성 면

역 반응, 세균 감염, 곰팡이 감염 등의 질환과 임상 증

상 및 병변이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많은 어

려움이 따른다 [17]. 따라서 비강 종괴 발생 시 생검을

통한 병리조직학적 검사와 병행하여 면역조직화학 검사

를 실시하여 정확한 종양 발생 근원 및 악성 여부를 신

속히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환축

에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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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비루 및 콧등의 종창을 보이던 10년령 암컷 요크셔테

리어의 우측 비강에서 외과적으로 채취한 종괴가 제주

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병리학교실에 의뢰되었다. 종괴

에 대한 육안 검사, 병리조직학적 검사 및 면역조직화학

검사를 통하여 비강샘암종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이는

개 비강의 호흡상피에서 유래한 샘암종으로 면역조직화

학 염색 기법을 적용하여 병리조직학적 병변의 특징을

기술한 국내 최초의 보고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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