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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report deals with a 3-year-old male Yellow-crowned Amazon (Amazona orcrocephala) that died after
twenty five days history of cloacal prolapse. On necropsy, multiple to occasionally coalescing well-demarcated tan
nodules were scattered throughout the entire liver lobes. The nodules were firm and slightly elevated from the surface.
The neoplastic nodules were also recognized on cut sections of the liver. Histologically, the nepatic nodules consisted
of cuboidal to low columnar cells forming tubular to acinar pattern with marked desmoplasia. The neoplastic cells
had small to moderate amounts of eosinophilic cytoplasm and round nucleus with one to two prominent nucleoli.
Based on these results, hepatic nodules was diagnosed as primary cholangiocellular 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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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류에 있어서 간의 종양은 그 발생 비율이 높지 않고(2),

원발성과 전이성 발생 모두 가능하며,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종양은 담관암종이라고 보고되어 있다(6). 담관암종은 대형

종의 앵무에서는 드물며, 나이든 개체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3), 아마존앵무와 Green winged Macaw (Ara chloropterus)

에서 흔하게 관찰된다고 한다(6). 담관암종의 임상증상은 무

기력, 식욕부진, 체중감소등 비특이적이며(7), 발생한 모든 예

에서 간의 비대가 확인되지는 않는다(3,5). 진단은 병리조직

학적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원인은 불분명 하지만 배

설강 유두종이 발생한 경우, 담관암종이 속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

아마존앵무의 담관암종은 Coleman이 보고한 2년령의

Orange-winged Amazon (Amazona amazonica), Elangbam등

이 보고한 3 년령의 Blue-fronted Amazon (Amazona esiva),

Potter등이 보고한 3년 6개월령의 Yellow-faced Amazon

(Amazon xanthops)에서의 해외보고 사례가 있다(3,4,8).

본 예는 동물원에서 사육 중 폐사한 아마존앵무(Yellow-

crowned Amazon, Amazona orcrocephala)에서 담관암종과

총배설강 탈출증이 병발한 예로서, 이에 따른 병리학적 소견

과 상관관계를 국내 최초로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본 예는 동물원에서 사육 중이던 3년령의 수컷 아마존앵

무로써, 폐사 25일 전 총배설강 탈출증이 발생하여 교정술을

실시하였으나 배변 시 재탈되었고, 2차례의 추가 교정술 실

시 후에 정복되었다. 교정 후 2주간 양호한 활동성 및 사료

섭취를 나타내었고, 교정 후 실시한 분변검사에서 충란은 검

출되지 않았다. 폐사 5일전 체중이 360 g에서 340 g으로 감

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폐사 3일전 총배설강 탈출증

이 재발하여, 신체검사 및 혈액학적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체중은 340 g에서 325 g으로 감소하였고, 복부 촉진 시

간의 비대가 확인되었으며 혈청화학검사(Drichem 3500i,

Fuji, Japan)상에서 Aspartate aminotransferase의 상승(AST

> 1,000 IU/L;reference range,130~350)이 확인되었다(1). 폐

사 2일전 교정술을 실시하였고, 활동성 저하 및 식욕감소를

보이던 중 동물사 내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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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후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하여 일반적인 술식에 의해

서 부검을 실시하였다. 부검 시 병변이 관찰된 간을 포함한

주요 실질 장기들은 병리조직학적인 검사를 위하여 10% 중

성 포르말린에 고정시킨 후 통상적인 조직처리 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하였다. 조직을 4 µm의 두께로 박절한 다음 조

직학적 관찰을 위해 Hematoxylin & Eosin (H&E) 염색을 실

시하였다. 

폐사한 개체의 육안소견상 간은 비대되어 있었고, 간 표면

에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고 크기가 다양한 백색조의 결절들

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서로 융합되어 관찰되었

다(Fig 1). 단면 시 간의 실질에도 백색조의 단단한 결절들

이 다발성으로 산재되어 있었다(Fig 1). 일부 결절의 중심부

에서는 괴사 소견이 관찰되었다. 복강 내에서는 약 20 ml의

담황색의 복수가 관찰되었다. 간장 이외의 다른 장기에서는

특이한 육안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간의 병리조직학적 관찰 결과, 피막화되어 있지 않고 주변

조직으로의 강한 침습적인 성장을 보이는 종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간의 구조가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다(Fig 2). 종양

세포들은 단층 혹은 다층으로 관상이나 유두 혹은 샘 모양

의 증식을 하고 있었고 강한 미성숙한 결합 조직 반응

(desmoplastic reaction)을 보이고 있었다. 종양 세포들의 모

양은 입방형 혹은 낮은 원주형이었으며 분명한 세포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 종양 세포의 세포질의 양은 소량 또는 중등도

이였으며 호산성을 띠고 있었다. 핵은 둥글거나 타원형이었

고 과염색성을 띠고 있었으며 두드러진 0~2개의 핵소체를 가

지고 있었다(Fig 3). 핵분열상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일부

종양의 중심부에서는 괴사가 관찰되었고 괴사 부위를 중심

으로 다수의 heterophil 침윤이 동반되어 있었다. 그 외의 다른

장기에서는 특이할 만한 조직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조류의 담관암종은 대형종의 앵무에서는 보고가 드물며,

그 발생률은 다른 종양과 마찬가지로 노령의 개체에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있다(3,8). 본 예는 3년령의 아마존앵무에서

발생한 담관암종으로서, 4개월령의 아마존앵무에서 발생한

보고가 있었으나(2), 35년령 이상을 노령으로 기준하였을 때

(9), 매우 이른 시기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담관암종은 무기력, 식욕부진, 구토, 체중감소, 호흡곤란 등

비 특이적 임상증상을 나타내며, 혈액 검사 시 간의 손상을

나타내는 효소치 상승을 보인다(7). 본 예에서는 AST의 상승

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간세포의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담관암종의 진단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지

며 간혹 샘모양의 증식형태를 보이는 간세포암종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담관암종의 경우 종양세포가 대체로 분비샘이나

분비관 형태로 증식하고 원추나 입방의 종양세포로 구성되

Fig 1. Liver. 3-year-old male Amazonparrot. Note multiple
coalescing well-demarcated paletan, firm nodules intheliver.
Insert; crosssection of the nodules.

Fig 2. Liver. 3-year-old male Amazon parrot. Hepatic
architecture was mostly obscured by nonencapsulated and
multilobulated infiltrative neoplasm. H&E. Bar = 300 m.

Fig 3. Liver. 3-year-old male Amazon parrot. Note glandular
structures that are lined by single to multiple layers of cuboidal
to columnar epithelial cells. H&E. Bar = 8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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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점액분비와 강한 미성숙결합조직반응을 보인다(7).

본 예에서는 종양세포의 증식형태와 강한 미성숙 결합 조직

반응을 토대로 담관암종으로 진단하였다. 

담관암종의 원인은 개의 경우 난소 난관 절제술을 실시한

개체에서 발생률이 더 높다는 보고와, 사람의 경우에 Clo-

norchis sinesis과 같은 흡충류의 담관 내 기생이 담관암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을 뿐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7). 조류의 경우에는 곰팡이 독소인 aflatoxin 이 담관암

종의 발생을 자극할 수 있고, virus 와 관련하여 herpes virus

나 papilloma virus가 담관암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8).

Coleman은 Orange-winged Amazon (Amazona amazonica)

의 담관암종과 총배설강 탈출증이 병발한 예에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음 세 가지 가능성으로 논하고 있다. 첫째는

물리적 압박에 기인한 가능성으로, 담관암종의 발생에 따른

간의 비대와 이에 따른 복강장기의 물리적 압박이 총배설강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둘째로 만성염증에

기인한 가능성으로, 이는 담관암종의 발생에 따른 개체의 면

역력 감소가 배설강 내 세균성 혹은 효모균성의 만성염증을

발생시키고, 배설강 점막 과증식을 유발시켜 총배설강 탈출

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끝으로 배설강의 유두종

에 기인한 총배설강 탈출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

두종은 배설강 탈출증을 나타내고, 종양이 발생 후 점차 퇴

행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총배설강의 생검을 실시

하여도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3). 본 증례에서는

촉진 시와 부검 시 모두 간의 비대를 확인하였고, 따라서 물

리적 압박에 따른 총배설강 탈출증 유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Coleman이 보고한 예의 경우(3)와 Potter

등이 보고한 Yellow-faced Amazon (Amazona xanthops) 예

에서는 간의 크기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8), 둘 사이의

연관성을 물리적 압박만으로 설명하기엔 다소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유두종은 소화관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배설강

내에 호발하며, 배설강의 유두종이 발생한 개체에 있어서 이

차적으로 담관암종이나 췌장의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

려져 있다(6). 또한 Gibbons 등이 보고한 17년령의 Peach-

fronted Conure (Aratinga aurea)예에서는 유두종이 담관암종

및 위장관 선암종과 병발하여 유두종과 담관암종의 연계성

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5). 본 예의 경우 부검 시 간 이외에

췌장이나 다른 실질장기의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고, 총

배설강 점막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총배설

강 탈출증이 만성염증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배설강 유두종

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두 종양간의 연관성을

고려해 본다면, 배설강 유두종과 담관암종의 병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총배설강 탈출증과 담관

암종이 병발했을 경우엔 그 원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배설

강의 유두종증의 감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국내 동물원에서 사육중이던 3년령의 수컷 아마존앵무가

반복된 총배설강 탈출증 및 체중감소를 나타내던 중 폐사하

여 부검한 결과 담관암종으로 진단되었다. 부검시 간의 표면

과 실질에서 백색조의 결절이 다수 관찰되었고, 병리 조직학

적 검사에서 관이나 샘의 형태로 증식하는 종양세포와 미성숙

결합조직의 증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관암종과 총배설강

탈출증과의 상관관계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지

만, 본 예에서는 간의 비대가 배설강을 압박했을 가능성이나,

배설강 내 유두종에 기인하여 담관암종이 속발했을 가능성

이 있다. 

국내에서 어린 앵무새의 담관암종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

다. 현재 앵무새를 비롯한 관상용 조류의 사육이 증가하고 있

는 실정으로, 본 보고는 담관암종의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KRF-2006-005-J502902)

와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 고 문 헌

1. Altman RB, Clubb SL, Dorrestein GM, Quesenberry K. Avian

medicine and surgery. U.S.A: Saunders. 1997: 1007. 

2. Anderson WI, Dougherty EP, Steinberg H. Cholangiocar-

cinomain a 4-month-old double yellow-cheeked Amazon

parrot (Amazona autumnalis). Avian Dis. 1989; 33: 594-599. 

3. Coleman CW. Bile duct carcinoma and cloacal prolapse in an

orange-winged Amazon parrot (Amazona amazonica amazonica).

J As soc. Avian Vet. 1991; 5: 87-89. 

4. Elangbam CS, Panciera RJ. Cholangiocarcinoma in a blue-fronted

Amazon parrot (Amazona esiva). Avain Dis. 1988; 32: 594-596. 

5. Gibbons PM, Busch MD, Tell LA, Graham JE, Lowenstine

LJ. Internal papillomatosis with intrahepatic cholangiocarci-

noma and gastrointestinal adenocarcinoma in a peach-fronted

conure (Aratinga aurea). Avian Dis. 2002; 46: 1062-1069. 

6. Harcourt-Brown N, Chitty J. BSAVA Manual of psittacine

birds, 2nd ed. Gloucester: BSAVA. 2005: 161, 189, 246-248. 

7. Meuten DJ. Tumors in domestic animals, 4th ed. Iowa: A

Blackwell Publishing Company. 2002: 495-499.

8. Potter K, Connor T, Gallina AM. Cholangiocarcinoma in a

yellow-faced Amazon parrot (Amazona xanthops). Avian Dis.

1982; 27: 556-558. 

9. Tully TN, Lawton MPC, Dorrestein GM. Avian medicine.

Eastbourne: Butterworth-Heinemann. 2000: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