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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반려동물의 개념은 가족의 일반 인 애완동물의 의미에서 벗어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동반자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분 기에 편승하여

사회에서 그 역할에 한 가치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노벨상 수상학자인 동물

학자 K.로 츠 박사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

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과의 계”심포지엄에서 학술 으로 반려동물이라

명명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국민소득의 증 와 각박한 사회로 인하여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이로 인해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숫자 한 해

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그로 인해 반려동물의 유기로 인한 문제가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두 되고 있다.유기동물보호의 미흡,반

려동물의 매에서 발생되는 각종 소비자피해사례,반려동물 사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지만 련법이 없어 각종 문제 억제와

동물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로 인해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 가지 좋은

도 많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도 지 않아 이러한 반려동물로 인한 사

회 인 문제 등을 보완하고,반려동물을 사육하는 20% 미만의 국민과 사육

하지 않는 80% 다수의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해서도 반려동물은 리되

어져야 하며,체계 인 리를 해서는 개체별로 등록이 되어, 매에서 사

육,사망에 이르기까지 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반려동물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에 사육되어지는 동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와 고양이

를 비롯하여 조류, 충류,설치류,열 어 등으로 다양하지만 사회 으로 반

려동물이라고 하면 개로 인식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한 우리나라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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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되어지는 반려동물의 95% 이상이 개이고,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제 상을 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역

시 개에 하여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동물등록을 하는 보편 인

두 가지 방법인 자 인식장치(마이크로칩)와 표찰(인식표)로 나 수 있는

데 반려동물의 효과 인 리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유기동물발생,교상사고,반려동물의 분양 양도에 따른 각종 분쟁,불법

매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억제하기 하여서는 근본 인 도덕 결함이

고,자치단체에서의 업무 능률 향상을 해서 자 인식장치(마이크로칩)를 선

택하 다.동물개체식별코드체계(RFID-RadioFrequencyIdentification)란 특정

라디오 주 수에 입력된 고유의 숫자를 동물의 생체에 투여하여 Scanner,리

더기(Reader)등으로 인식 그 개체의 통,이동경로,소유자 등을 악하는데

쓰인다.1980년경 멸종 기에 처한 희귀동물을 보호하기 한 장치로 처음 등

장하 고,1990년 들어와서는 유럽 등지에서 가축의 문신,낙인,이표와 같

은 인식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마치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하듯 동물에게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여 사육되는 가축의 숫자나 가

축에 련된 사항을 리하기 한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 애견분

야에서 RFID 최 도입은 2003년 후반에 한국애견 회(KKC)에서 시작되었

다.한국애견 회에서는 순수견종 통서의 철 한 리를 한 개체식별 목

으로 RFID 장착제도를 도입했다.RFID는 주사기 형태로 제조되어 장착이

간편하고,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애견 소유자가 구입하여 장착을 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자칩은 고유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실리콘,콘덴서,안테나

역할을 하는 코일과 동물의 피하직에 삽입을 해 모든 것을 감싸는 매우 작

은 유리 실린더로 구성되어있다.이 작은 캡슐은 생체호환성 물질로 만들어져

있고 동물의 체내에서 깨지지 않는 높은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마이크로칩이

동물의 피하직에 시술되면,생체에서는 섬유 로 캡슐을 감싸는 정상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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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이러한 섬유 는 자칩이 시술한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피부 결합조직에 치하게 된다.시술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백신 종이나 주사처럼 마취나 진정도 필요하지 않는다.하지만 이

게 편리하고 간편한 시술이지만 마이크로칩 시술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난

다고 알려지고 있다.특히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시술로 인해 악성 종양 등

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LeCalvez,2006).이로 인해 많은 반

려동물 소유자들이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

용에 한 조사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칩 시술에 따른 문제 부작용,종양

발생 등에 한 내용을 획득 제공함으로써 마이크로칩 의무 부착에 한

논쟁에 기 자료로 사용될 목 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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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사

다른 동물과 계를 객 이고 경제 인 것으로만 보는 이나 다른 동

물과 자연에 해 인간이 행하는 잔인한 착취를 뒷받침하는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사람들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우습게보거나 헐뜯는 경향

이 있다.동물의 고통과 환경 괴,야생 생물의 멸종 등에 해 슬퍼하고 걱

정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이상주의자로 취 하는 것이다.그리고 동물을 정

서 인 동반자로 인식하려는 사람들은 감상에 빠진 소모 인 인간으로 간주

되면서 마치 다른 생물에 해 감상이나 감정을 갖는 것이 나약한 성격,빈약

한 지성 는 정신이상의 증거라도 되는 듯 이런 사람들을 정신 과민으로 몰

아붙인다(Serpell;윤 애 역,2003).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인간,동물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자연과의 상호 공존을 바탕으로 이어져 왔고 동물은 항

상 인간 생존의 원천이었으며 버 목이었다.아울러 인간과의 친 감,안정감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유기 계를 만들어 주는 공생의 유기체인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의 문화는 서구사회 반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로인

해 인간과 반려동물의 상호 계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가 물질 으로 풍요해지고 발 할수록 반려동물을 갖는 추세는 세계

로 확산될 것이라 생각되며,우리나라에서도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의 문화를

올바르게 세우기 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사람과 반려동물

과의 유 는 사람들과의 계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그 친 감의 정도 역시

매우 다양하며 사람들끼리 사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형성 될 수도 있는 것

이다.이 계의 다양함은 인간 는 동물이 갖고 있는 행동학 인 특성의 차

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한 사회화 훈련, 정 인 경험,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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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육체 은 사람과 동물 사이의 유 계를 견고하게 만들며, 한

동물과 인간 사이의 비슷한 사회 조직과 의사소통 체계는 서로의 의사소통과

반응을 빠르게 한다(신남식,2000).반려동물은 특히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지

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 지지를 제공해 으로써

인간의 반 인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반려동물과의 계는

인간과의 계와는 달리 동물의 주인에 한 맹목 이고도 불변하는 애정으

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보다 유익할 수 있다고 한다(McNicholas;Collis&

Morely,1995).

이스라엘 북부의 구석기시 유 지에서 독특한 매장 형태가 1978년에 고

고학자 SimonDavis에 의해 발견되었다(Ryder,1985).이 무덤에는 두 가지

유골이 있었는데,하나는 성별을 알 수 없는 늙은 사람의 유골이었고 그 에

는 5개월쯤 된 길든 개의 유골이 있었다.두 유골은 지 으로부터 1만 2천년

쯤에 함께 매장된 것이다.이 유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사

실은 매장한 사람이 죽은 사람의 왼손을 개의 어깨 부분에 다정하게 갖다

모습으로 연출해 놓았다는 것이다.이 무덤에서 확인된 상황은 당시에 개를

길들 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개의 최 의 계가

애정 어린 것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다시 말해서 선사시 사람들은 개

를 비롯한 가축들을 다른 목 에 활용하기 오래 부터 애완동물로서 사랑했

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돌이켜 보면 애완동물에 한 애정은 별로 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하지만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요한 사건들 하나로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Serpell;윤 애 역,

2003). 한,메소포타미아나 고 이집트의 그림에서도 길들여진 애완동물이

그려져 있다.특히 고 이집트인들이 남긴 고 왕국시 의 벽화를 보면 개,

고양이,기러기,사자 등이 인간과 특별한 계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이집

트 사람들은 5천년 부터 종교 목 으로 고양이를 사원에 두었으며 3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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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이는 인간과 가장 친

했던 동물이었음을 의미한다.말은 고 문명에서 소보다 늦게 출 하여 종교

인 상징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역시 일 이 인간에게 길들여져서 야생성을

버리고 주요한 운반수단이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설화에서 인간과 동

물이 아주 가까운 계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단군신화에도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며,가락국의 설화에 나오는 <구지가>를 보면 거북은 신성한 인물의

출 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목숨을 던져 주인을 구한 <오수의 개>이야기

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인간과 동물의 긴 한 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물론

인간이 동물을 키우는 것은 친 감 이외에도 실제 인 목 때문이기도 하다.

개나 사자,고양이,매 등은 인간을 도와 사냥을 돕는 역할을 하 으며 개나

거 등은 민한 후각과 청각을 이용하여 인간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 다.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해 동물을 체계 으로 활용한 최 의 사건은 9세기

에 벨기에에서 비롯되었다.그곳 주민들은 지역 장애인들에게 재활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 는데,동물이 이 로그램의 추 인 부분은 아니었으나,‘자연

치료’의 한 부분으로 포함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동물을

이용한 치료활동이 실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치료 장에 동물을 참여시킨 것에 한 기록은 1790년 국 요크셔

지방에 설립된 정신장애인 수용소에서 동물 용 로그램이다(Ryder,1985).

이곳에서는 환자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을 보살핌으로써 자기 통제

력을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토끼나 닭을 키우게 하 다.이 로그램은

효과가 있다고 단되어 다른 기 에서 배워 갔다고 한다.1867년에는 독일에

서 간질 환자를 한 주거시설이 시작되었는데,이곳에서는 동물들이 환자들

을 한 로그램의 필수 인 부분을 차지하 다. 재 장애인의 보호와 치료

를 한 규모 센터가 된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주거지와 작업장에서 새,고

양이,개와 말들을 볼 수 있었고,동물농장과 동물보호 구역도 있었다.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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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 학교에서는 ‘역할 개념목록검사(RoleConstructRepertoryGrids)'라

는 표 심리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자기 자식처럼 인식

하고 취 하는 경향에 해 자세히 연구했다.간단히 말하면 이 기법은 사람

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무의식 으로 인식·해석· 단하는 방식을 악

하는 방법으로 치료와 직업 선택 등에 리 사용된다.애완동물 소유자와 애

완동물의 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계와 공통 으로 지닌 다양한 요소들

을 볼 때 여러 면에서 이런 결과는 별로 놀라울 것이 없다.알란 베크와 아론

캐쳐는 공 <애완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특히 명백한 유사성 몇 가지를 다

음과 같이 열거했다.‘동물은 어린아이들과 마찬 가지로 계속 보살펴 필요

가 있다.음식과 물을 주고, 험한 음식이나 물질을 먹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목욕을 시키고,필요할 때 옷을 입히고,의사에게 데려가고,병원에서 아이

신 증세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귀여워하고 어루만지고

쓰다듬는다는 에서도 애완동물은 아이와 마찬가지다.애완동물의 행동 범

는 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되고,성 표 도 통제받고 제한된다.그러

나 무엇보다 결정 으로 애완동물과 어린아이의 유사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고양이와 개의 배설물을 기꺼이 용인한다는 이다.집에서도 배설을 허

용하여 이를 치워주고,노상에서도 이를 용인하다(Serpell;윤 애 역,2003).

미국에서는 1919년에 제 1차 세계 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군인들

이 개와의 계를 통해 정 인 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워싱턴에 있는 St.

Elizabeth병원의 원장에게 개를 환자들의 놀이 상 로 소개할 것을 제안한

것이 받아 들여져 처음으로 동물들이 치료에 활용되었다고 해지고 있다.그

러나 미국에서 치료에 동물을 활용한 것에 한 최 의 기록은 1942년 십

자사와의 조 하에 뉴욕에 있는 공군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진 로그램에

한 것이다.이곳은 제 2차 세계 에서 다친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기 으

로서 환자들의 정신 건장을 유지하게 하기 하여 동물 로그램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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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그 하나가 병원의 농장에서 가축이나 야생동물과 함께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이 실험은 성공 이었다고 하나 경제 인 이유로 단되었다.

리드먼과 지도교수 아론 캐처와 제임스 림치는 동물에 한 사람들의 심리

반응에서 지 까지 연구결과를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를

들어 애완동물이 주인이 육체 으로 편안해지도록 하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애완동물을 소유하는 것이 치료에 직 인

효과를 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처음 이루어진 실험에서는 네 가지 상

황에서 환자의 압변화를 측정했다.네 가지 상황이란 조용히 앉아서 쉴 때,

소리 내어 책을 읽을 때,실험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자신의 애완견과

놀고 있을 때 다.다른 사람,특히 권 인 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는 일이 스트 스를 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그 효과는 바로 이어진 압 측정으로 곧 확인되었다.

리드먼, 처 그리고 린치가 쓴 피실험자들이 소리 내어 책을 읽거나 실험

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압이 크게 상승했다.하지만 같은 피실험자들이

자기 재에게 인사를 하거나 말을 할 때는 압이 편안히 워 쉴 때보다 약

간 더 낮은 수 으로 내려갔다.당시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애완동물을 쓰다듬

는 일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희망

인 결론을 얻었다.이러한 증거로 단해 몰 때,동물은 서로 다른(하지만 상

호 배타 이지는 않은)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다.가장 기본 인 수 에서 볼 때,동물은 기분을 환시켜 다는 사

실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수 있다.이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심오한 이치도 아니다.매력 이거나 주 를 집 시키는 자극이 인체

에 진정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1950년 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보

석 같은 열 어의 반짝이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수족 은 최면 상태에 가까

운 긴장이완을 유도할 수 있는 매혹 인 찰 상이다.모닥불이나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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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의 조작 역시 정신을 몰두시키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에 비견할 수 있

는 유사한 다.애완동물은 주인에게 사람들 사이의 계에 없거나 어도

찾아보기 드문 특별한 정서에 도움을 수 있다는 에서 좀 더 폭넓은 활

용의 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Editorial,1979).애완동물이 이와 같이 특별한

사를 어떻게 제공하는지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주인과 상호작용을 주

고받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애완동물을 식별하는 방법은 10년 만 해도 살가죽에 신원을 표시하는 문

신이 고작이었다.그러다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칩을 이용하여 동물식별 방법

을 도입하 다.잉어의 지느러미 안쪽 부분에 칩을 부착하여 잉어가 도난당하

거나 다른 잉어와 섞 을 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하지만 당시의

마이크로칩은 몸에 넣는 것이라기보다는 몸에 붙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 동물이나 알츠하이머 환자의 팔이나 다리에 부착할 수 있는 이동형 송

신기가 나오기도 했으며,이동형 송신기는 성을 통해 부착자의 치를 악

할 수 있는 장치로 쓰이고 있다.그러다가 랑스에 본사를 둔 동물제약회사

버박(Virbac)이 동물 몸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을 내놓았다.마이크로칩을 이

용한 동물 자신원확인 방법은 이미 15년 부터 유럽과 미국등에서 사용되

어 오고 있다.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애완동물들의 자신분증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 RFID를 의무 으로 장착하고 있는 나라는 모든 개를 등록

상으로 하고 있는 도시형 국가인 싱가폴, 만,스 스 정도이다.애견 등록

제를 법제화 하고 있는 국가도 지만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자칩 이

나 인식표를 의무 으로 부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국가 역시 상기 거론된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견병 비발생 국가인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차원에서

개나 고양이의 검역 차 시에만 개체 확인을 해 RFID를 의무화 하고 있

다.외국의 경우 RFID는 애견보다는 가축의 숫자 악을 한 이표나 낙인의

체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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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림부에서는 유기견 방지를 해서는 마이크로칩 부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유기동물보호에 한

조례  부개정조례안 입법 고에 반려견 등록 시 마이크로칩 부착을 의무

화 하겠다고 발표했다.서울시 입법 고는 기정 사실인양 보도가 되어 애견가

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세계 선진 국가에서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마

이크로칩을 의무화하려는 농림부의 참 뜻이 무엇일까.인식표 시행 목 이 무

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칩 부착

에 해 심을 가지고 있으나, 실 으로 마이크로칩에 부착에 따른 부작용

이나 그 문제 에 해서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마이크로칩을 개에 부착하

는 국외 주요 연구논문 에 Dr.Katherine(2007)는 1990년부터 2006년 까지

발표된 논문 실험용 설치류 개에 RFID 마이크로 칩을 이식함에 따른

암과의 계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하 다.이 논문은 총 48페이지로서 11

건의 연구논문 8개의 연구논문에서 마이크로칩 이식에 따른 악성종양이

발생하 다고 보고하 으며 발병률은 0.8% ~10.2% 까지로 나타났다. 부분

의 악성 종양은 마이크로칩이 주입된 곳, 는 그 주변부에서 발병 이되

었다.그 원인은 체내 이물질(마이크로칩)이 일으키는 세포변화로 인한 종양

이나,칩 삽입과정에서의 감염, 는 칩의 재질자체의 발암성 는 독성을 일

으키는 경우 칩의 무선주 수에 지 방출로 인한 종양이 발생되기도 한다

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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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Studiesthatfoundmicrochip-inducedcancer(inreversechronologicaloder)

Author(s) Species #ofanimals
Lengthoflmplant

Exposure

Developed

Cancer

LeCalvezetal.,2006 mice 1,260 2years 4.1%

Vascellari et al., 2006 dog N/A 7months(atage9) 1dog

Vascellari et al., 2004 dog N/A 18months(atage11) 1dog

Elcock et al., 2001 rats 1,040 2years 0.8%

Blanchard et al., 1999 mice 177 6months 10.2%

Palmer et al., 1998 mice 800 2years 2.0%

Tillmann et al., 1997 mice 4,279 lifespan 0.8%

Johnson, 1996 mice 2,000 2years -1.0%

르 즈(2006)은 B6C3F1마우스 피하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함에 따른 종

양과의 계에 해 연구하 다.B6C3F1마우스 1,260마리를 세군으로 나

어 실험에 사용하 으며 마이크로칩을 마우스 피하에 이식한지 2년이 경과한

후 평균 4.1%의 마우스에서 악성 종양이 마이크로칩 이식부 에 발생하 다.

하나의 그룹에서는 마이크로이식 마우스에 암의 발병률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연구자는 암의 발병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 다.왜냐하

면 이번 실험결과는 단지 실재로 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 으므로 종양이

작거나 아직 기 단계에서 개발 인 종양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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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Studiesthatdidnotfindmicrochip-inducedcancer

(inreversechronologicalorder)

Author(s) Species #ofanimals
LengthofImplant

Exposure

Developed

Cancer

Murasugietal.,2003 dog

2 3days

noneobserved

2 3months

2 1year

2 3years

1 6years

Balletal.,1991 rats

10 2weeks

noneobserved
10 3months

10 6months

10 1year

Rao& Edmondson,1990 mice

10 3months

noneobserved
10 15months

74 2years

39 <2years

바셀러(2006)는 개의 마이크로칩 이식에 따라 발생한 육종의 한 종류인 섬

유 육종의 특징을 조직학 면역조직화학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9살

짜리 수컷 랑스 불독인 ‘온’에게 피하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한지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주인에 의해서 3cm ×3cm 의 종양을 마이크로칩 이식부 에서

출하 다.종양을 실험실에서 연구결과 악성의 섬유육종이 마이크로칩에 부

착되어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결국 온은 나 에 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 다.연구자들은 마이크로칩이나 백신에 의한 곳에서 육종이 발생하

으며,마이크로칩이나 백신에 한 부정 인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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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imals examined in the studies, identified by breed or strain.

Author(s) #ofAnimals TypeofAnimalStudied
Developed

Cancer

Le Calvez et al., 2006 1,260 B6C3F1 mice 4.1%

Elcock et al., 2001 1,040 Fischer 344 rats 0.8%

Blanchard et al., 1999 177 p53+/- transgenic mice 10.2%

Palmer et al.,1998 800
B6C3F1/CrlBR VAF/Plus 

mice
2.0%

Tillmann et al., 1997 4,279 CBA/J mice 0.8%

Johnson, 1996 2,000
B6C3F1 mice and 

CD1("albino") mice
~1.0%

Murasugi et al., 2003 9 Beagle; mixed breed dogs none observed

Ball et al., 1991 40 Sprague-Dawley rats none observed

Rao & Edmondson, 1990 140 B6C3F1 mice none observed

Vascellari, 2006 1 French bulldog 1 dog

Vascellari, 2004 1 Mixed breed dog 1 dog

Animals in the first group of studies above developed microchip-induced tumors. 

Animals in the second group did not develop tumors. The third group of studies 

pertain to dogs that developed cancer around or attached to microchip implants.

바셀러(2004)는 개의 마이크로칩 이식부 에 지방육종이 형성되는 것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2000년 4월 수컷의 혼 견에 마이크로칩을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이식을 하 다.그 후 19개월이 흐른 2001년 11월에 이식 부

에 10×6cm 정도 크기의 단단한 덩어리가 발견되었다.이 덩어리는 마이크

로칩에 완 히 포함되어 존재 하 으며 외과도를 이용하여 얇게 잘라내었다.

이후 2003년 4월에 신마취를 하여 덩어리를 완 히 제거하 다.완 히 제

거한 덩어리를 실험실에서 미경 찰한 결과 악성의 지방 육종임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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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Microchipimplantsusedinthestudies,identifiedbybrandname

orsupplier.

Author(s) Microchipused
Developed

Cancer

Le Calvez et al., 2006 BioMedic Data Systems Inc. 4.1%

Elcock et al., 2001 BioMedic Data Systems Inc. 0.8%

Blanchard et al., 1999 BioMedic Data Systems Inc. 10.2%

Palmer et al.,1998 Unspecified 2.0%

Tillmann et al., 1997 BioMedic Data Systems Inc. 0.8%

Johnson, 1996 BioMedic Data Systems Inc. ~1.0%

Murasugi et al., 2003 LifeChip; Destron Fearing none observed

Ball et al., 1991 BioMedic Data Systems Inc. none observed

Rao & Edmondson, 1990 BioMedic Data Systems Inc. none observed

Vascellari, 2006 Merial IndexelⓇ (Digital Angel) 1 dog

Vascellari, 2004 Merial IndexelⓇ (Digital Angel) 1 dog

Animals in the first group of studies above developed microchip-induced tumors. 

Animals in the second group did not develop tumors. The third group of studies 

pertain to dogs that developed cancer around or attached to microchip implants.

지방육종은 일반 으로 개에게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수술 에 이 개는

암이나 다른 특이한 덩어리가 보이지 않았다. 한 액 구, 청 테스

트에서도 악성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미경을 통한 육안 인 찰을 통해서

도 아무 이상한 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에서 마이크로칩 삽입에 따른 지

방육종이 발생하 다고 연구자는 말하고 있다.

Elcock(2001)는 Rat를 이용하여 동물의 마이크로칩 장치와 암과의 련성을

오랜 기간을 두고 연구하 다.그는 1,040마리의 Rat에 마이크로칩을 확인하

기 하여 분류하여 이식하 다.2년이 지난 후 이식 주변부 에 1%의 악성

의 종양(신경집종,섬유육종,성형육정,그리고 조직구육종)이 발생하 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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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은 종양의 발생에 마이크로칩이 기인하 으며 마이크로칩으로부터 유

도되었다고 제안하 다.

Blanchard(1999)는 유 으로 변형된 p53마우스 177마리를 이용하여 마이

크로칩과 암과의 계에 해 연구하 다.실험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후 18마

리의 마우스(10.2%)에서 악성이 종양이 마이크로칩 주변에 자라났다.연구자는

마이크로칩 이식에 의해서 필연 인 계로 암이 발생하 다고 주장하 다.

Palmer(1998)는 마이크로칩 이식에 향을 알아보기 한 목 으로 800마리

의 B6C3F1/CrlBRVAF/Plus마우스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 다.이식한지 2

년이 지난 후 2%의 마우스에서 마이크로칩 이식 주변부에 악성의 섬유육종

이 자라났다.

Tillmann(1997)는 마이크로칩 이식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한 목 으로

4,279마리의 CBA/J마우스에 마이크로칩을 주사하고 방사선에 피폭을 시켰으

며 종양을 유발하는 화학 처리를 하 다.이후 36마리(0.8%)의 마우스에서

악성의 종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피하의 연한 조직에서 발생하 다. 한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고 방사선 피폭과 화학 처리만한 비교군에 비해

서 마이크로칩을 주사한 실험군에서 종양이 더 많이 발생하 다.

Johnson(1996)역시 마이크로칩 이식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한 목 으

로 2000마리의 B6C3F1마우스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control군에

는 암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dose별로 처리하고 실험군에는 화학 물

질 처리와 함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 다.2년이 지난 후 1%의 마우스에서

종양이 형성되었으며 비교군과 실험군 둘 다에서 발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애완견에 마이크로칩 이식에 따른 종양형성과의 계를

보여주므로 마이크로칩에 한 부작용이나 그 문제 에 해서 정보를 제공

하며 마이크로칩 의무 부착에 한 논쟁에 기 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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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재료 방법

1.공시 동물 임상증상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공시축은 퍼피홀릭 애견샵에 왕래한 동물로써 공시축

에 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11세 수컷이며 성화된 시 종으로서 몸무게

는 5.7kg으로서 일반 인 건강상태는 정상이었으나 2009년 동물등록제 실시

로 인해 마이크로 칩 시술을 받았으며 2011년 2월 보호자의 리 하에서

진 시에 나타났고 육안 인 진검사결과 육종이 있었으며 3×3cm 정도의

크기로 나타났고 색감은 진한갈색으로 보 으며 신생으로 인한 미세 출

도 일부분이 나타났다.

2. 액 청 화학 검사

경정맥에서 3ml주사기를 사용하여 액을 채취하 다.채취된 액은 액

학 소견을 분석하기 해 일부는 EDTA로 처리하 고,나머지 액은 원심 분

리하여 청을 채취하여 분석 시까지 냉동 보 하 다. 액 청 화학

분석은 네오딘 벳랩에 의뢰하 으며 분석은 아래와 같이 시행하 다.즉,RBC

(redbloodcell)count와 WBC(whitebloodcell)count는 임상 액학 표

방법으로 시행하 다.그리고 PCV (packedcellvolume)는 microhaematocrit

법으로 12,0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측정하 다. 한 Hb은 시안헤모

로빈법을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구하 고, mean

corpuscularvolume(MCV),meancorpuscularhaemoglobin(MCH)과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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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uscularhaemoglibinconcentration(MCHC)은 임상 액학 표 방법으

로 구하 다 한,totalprotein,albumin,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alanine aminotransferase (ALT),alkaline phosphatase (ALP),

creatinine,glucose,bilirubin,LDH,calcium,inorganicphosphorus(IP),그리

고 magnesium의 청화학 항목은 자동 청화학분석기(Prontoevolution;

BPC Biosed,Italy)를 사용하 으며,시약은 아산제약(Korea)의 제품을 사용

하 다.

3.세침흡입세포검사 방사선 검사

세침 흡입 세포검사는 진료 수의사에 의하여 먼 음 유도 하에 22

gauge와 10mL주사기를 이용한 두 번의 세침흡입을 실시하여 네오딘 벳랩에

의뢰하 으며 고식 도말과 액상세포검사를 하 고,이후 침 생검을 시행하

다.모든 세침흡입검사 검체는 고식 인 도말법 시행을 하여 일부를 슬라

이드에 도말한 후 즉시 95% 에탄올에 고정하 으며, 나머지 검체는

Liqui-PREP에서 제공하는 시약과 방법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하

다.Liqui-PREP법은 15mL용량의 원심분리 튜 에 세침흡인검사 검체를

넣고 5mL의 세포보존액과 혼합하여 주사기 내에 남아있는 검체를 수차례

씻어낸 후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 이상 방치하여 고정하 다.잘 혼합된

검체를 1000 력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를 조심스럽게 부어내고

원심분리 내에 남아있는 침 물에 세포고정액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micropipette을 이용하여 슬라이드에 도말하 다.

방사선 검사는 외과 수술을 한 마취를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신마취를

실시하기 에 외 을 조사하여 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개체를 선택하여 몸무게를 측정한 후 몸무게에 따라 마취약의 투입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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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방사선 사진 촬 을 하여 마취 10분 에 atropine(0.04mg/kg)을

근육주사를 하 고,이어 ketamineHCI(1mg/kg,유한 타민,유한양행,한

국),xylazineHCI(1mg/kg,럼푼,바이엘코리아,한국)을 정맥에 주사하여

신마취를 하 다.촬 부 는 truelateralview와 trueventro-dorsalview를

촬 하 고,보정은 공시동물의 뒷다리를 좌,우측을 평행하게 뒤로 신장시키

면서 상동물이 운 자세를 취하도록 하 다.앞쪽 경계는 머리이고,뒤쪽

은 무릎 이 포함되도록 하 다.

한국동물 상의학센터에서 촬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사선 사진을 촬

하 다.두개골,골반골,미추골 방서선 사진은 촬 기기(X-ray:high

voltagegeneratorLISTEM (VET-1))로 촬 하 으며,질 좋은 방사선 사진

을 얻기 해서 노출 조견표를 사용하 고,노출조건은 60-65kVp그리드

8:1 200mA1/40sec3mAs으로 하 다.사용한 필름은 kodak medical

X-reyfilm (generalpurposegreen)과 촬 cassette(X-reykodakmedical

X-reycassette11×14,그리드 8:1)를 사용했다.방사선 사진 상은 디지털

x-ray를 통한 상 획득 FACS시스템을 통한 보정 후 이미지를 획득하

여 이미지는 IDEXXVETLAB에 송부하여 독하 다.

4.조직검사

외과 제를 시행하여 얻은 조직은 고정과정으로 10% formalin에 약

6~12시간 정도 넣어 고정한다.그 후 수돗물로 약 24시간 정도 세척한다.그

다음과정은 모두 실온에서 진행되었고 탈수과정으로 50% Ethylalcohol에서

10min,70% Ethylalcohol에서 45min,95% EthylalcoholI에서 45min,

95% EthylalcoholⅡ 에서 45min,100% EthylalcoholI에서 45min,

100% EthylalcoholⅡ 에서 45min이 과정을 통하여 조직 내에 수분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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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Clearing과정으로서,xyleneⅡ에서 30min,xyleneI에서 30min그

다음으로는 Embedding을 실시하여 mold에 원하는 section부 가 바닥을 향

하게 두었다.Sectioning는 5 ㎛두께로 박 하 다.만들어진 슬라이드는

xylene에 약 5분 정도 넣어두는 과정을 통하여 paraffin을 제거하 고,

Hydration과정은 100% alcohol에서 2min,100% alcohol에서 2min,95%

alcohol에서 2min,95% alcohol에서 2min,70% alcohol에서 2min간 실

시하 다. 다음으로 Staining을 실하 는데 Harrishematoxyline으로 30

sec간 염색한 후 수세를 실시하 고 eosin 으로 1min 간 염색하 다.

Dehydration Clearing을 하여 95% alcohol로 10sec,95% alcohol로 10

sec,100% alcohol로 10sec,100% alcohol로 10sec, xylene에서 2min,

xylene에서 2min이후 canadabalsam으로 입 후 학 미경으로 배율

부터 고배율 까지 찰 후 이미지 분석장치(IM-300,Leica)를 통하여 상을

얻고 병리 문가에게 독을 의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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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고찰

1. 액 청 화학 검사

Fig1.Heamtologyandchemistrybloodsampleresult.

액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RBC3.36M/㎕,HCT 23.1%,HGB7.83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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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V 68.8FL,MCNC 33.9G/DL,WBC 9.18K/㎕,neutrophil7.80K/

㎕,lymphocyte0.73K/㎕,monocyte0.28K/㎕,eosinophil0.37K/㎕,platelet

156K/㎕로 나타났다.마이크로칩 장착 이후 성염증 반응이 일어난 후 시

간이 지나가면서 일부분 만성 혹은 면역반응이 나타는 과정을 암시하는 액

검사 수치가 나타났다.

구 련수치가 낮아졌으며 면역에 여되는 림 구의 수치와 지 과

련된 소 의 수치가 낮아졌다. 반 으로 shiftleft의 경향성이 나타났

으나 크게 유의 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 으로 인하여 제거 수술 에

일부분 수 의 필요성 항지 제의 처지가 필요하 다. 청 화학 검사 결

과를 살펴보면 BUN40mg/dL,CREA 4.4mg/dL,PHOS9.7mg/dL,Ca10.7

mg/dL,Na133mmol/L,K 5.7mmol/LCl108mmol/L,tCO 17mmol/L,

AnionGap4.1mmol/L,TP4.7g/dL,ALB1.4g/dL,GLOB3.3g/dL,A/G

0.4g/dL,ALT 30U/L,ALKP296U/L,GGT 27U/L,TBIL0.1mg/dL,

GLU 92mg/dL,CHOL467mg/dL,AMYL867U/L,LIPA 687U/L로 나

타났다.

신장기능을 알려주는 BUN CREA의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보아 신장에

기능부하가 일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질의 요 수치인 나트륨 칼륨의

수치를 비교하여 보면 불균형으로 인하여 문제 이 나타난다.이것으로 보아

반 으로 체액의 불균형으로 탈수 혹은 해질이상이 신장 기능 이상과

해질 불균형이 나타나 12시간 수액처리를 통한 체액 보충을 실시하 다.TP

ALB가 낮은것으로 보아 액 내 단백질양이 낮은 것으로 한 양 공

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 다.간기능 평가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간이 비유

된 것은 염증치료시 약물치료에 한 보상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 다.이상

의 액 청을 통한 검사 결과 본 증례의 개체는 외과 개가 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고 몇 가지 종양으로 인항 보상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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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었다.

2.세침흡입세포검사 방사선 검사

Fig2.Thearchitecturalarrangementandchromatinpatternsaresimilarinbothethods.

(A)Conventionalsmear.(B)Liqui-PREP

(Papanicolaoustain).

검체의 세포성분이 풍부하며 많은 상피세포가 군집을 이루어 첩된 상태

로 집된 배열을 보이고,암종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세포학 특징 ( ;

cellulardyshesion,cytologicatypiaoronecellpopulation) 하나가 존재한

다면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조직검사에서 악성이 나올 확률은 20∼30%

로 부분은 양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본 증례에서는 이와 같은 비정형성

병변(Epithelialproliferativelesionwithatypia)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육

종의 성격이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정 조직검

사를 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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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Radiogrpyimage:x-raypictureislateralview (Thearrow showdemicrochip

undertheskin)

증례의 골격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방사선 사진을 촬 하여 다른 골

격 내부장기에 다른 문제 은 없는지 찰하여본 결과이다.(Fig2)심장은

약간의 비후와 간천엽의 끝의 모양을 살펴볼 때 간 소엽의 일부분에서 확

가 나타났다.소화기 의 운동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2주간에 걸

친 항염증 치료에 따른 보상작용 노령견에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으로

보이며 마이크로칩 장착부 에서 일부분 근육조직 결합조직의 반응이 방

사선 사진 상에 나타났다.(Fi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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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검사

Fig 4. Histological appearance of the mass. Neoplastic proliferation of readily

recognisable adipose cells and poorly differentiated cells,with abundant

cytoplasm containinglipiddropletswereevident(H&E,X20).

조직검사는 네오딘 벳랩에 조직을 의뢰하여 슬라이드 제작 염색을 의뢰

하 으며 미국 IDEXXVETLAB에 독을 의뢰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여본

결과 조직은 얇은 결합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종양성 결 이 찰되었다.결

의 형태 패턴을 살펴보면 원형을 이루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으며(Fig4A,B)결합조직의 모습을 살펴보면 조직간에 결합이 엉

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Fig4B,D).이와 같은 형태를 살펴볼 때 양성보다

는 종양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며 다수의 지방조직들이 보이는 양상으로 보아

분화를 한 비상황으로 보여진다(Fig4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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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istological appearance of the mass. Neoplastic proliferation of readily

recognisable adipose cells and poorly differentiated cells,with abundant

cytoplasm containinglipiddropletswereevident(H&E,X100).

앞서 살펴보았던 조직을 좀 더 높은 배율로 찰한 결과 다수의 결 은 다

수의 커다란 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낭의 일부에는 잘 분화된 유선 상피

세포의 papillary한 양상의 종양성 증식이 찰되었다(Fig5A,B,G,H).종

양성 세포들은 은 양의 호산성 세포질과 과염색성의 핵을 갖고 있었으며,

유사분열상은 거의 찰되지 않았다(Fig5F,G,I).종괴 주변으로 찰되는

duct에서는 확장 소견(ectaisa)이 찰되었다. 한 주변으로 정상의 조직이

찰되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 기 에 하여 알아보면 세포는 성장,분화 로

그램된 죽음(Apoptosis)의 과정을 밟거나 성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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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러란 모든 과정들은 조 을 받으면 유지되도록 세포들은 연속 인 유지

가 가능하다.그러나 암인 경우 유 자의 변이 혹은 변이를 통한 단백질의 변

성에 따라 세포의 성장,분화 사멸에 과정들에서 이상이 발생하고 이것들

이 축 되면서 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암의 발생 원인들을 살펴보

면 직 으로 암을 발생할 수 있는 인자들로 화학물질이 있으며 이 에는

담배를 통한 니코틴 타르와 같은 다양한 담배연소물질은 폐암을 유발하는 인

자로 알려져 있으며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DAB발색제 같은 경우 화학물질

에서 표 인 직 인 발암인자로 알려져 있다.직 인 발암인자들은

정상세포에서 DNA의 정상 인 사 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단

백질의 결합에 향을 미치면서 구좌와 기능에 변화를 으로서 문제 이 발

생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 과정을 통하여

암이 발생하게 된다.

제 1단계 (암유발 개시단계)발암원이 DNA에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DNA

RNA를 구성하는 단백질에 문제 이 발생하여 비가역 반응을 통하여 손

상을 주게 된다.제 2단계 (암유발 진단계)는 앞서 논한 암유발 개시단계

만으로는 암이 발생하기 힘들고 암발생을 진하고 유지하는 단계가 필요하

다.즉 불을 발생 할 때와 유사하게 불을 발생하게 하는 물질이 있으면 이것

을 유지할 수 있는 연소물질들이 필요한 과정이다.제 3단계 (암진행단계)

양성 종양에서 악성 종양으로 환하여 악성 종양의 특성이 증 되는 과정이

다.이 단계에서는 종양의 형태와 기 이 변하여 신생을 통한 다양한

양물질의 달이 이루어지고 왕성한 세포분열을 통한 세포증식이 이루어지게

된다.그러나,동물실험의 경우에는 발암기 의 각 단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실제 사람의 발암과정에는 이러한 단계들에 여하는 요인들이 동

시에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각 단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마이크로

칩 삽입 후 그 자리에서 발생한 종양의 경우 마이크로칩으로 인한 암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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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에 향을 끼치고 있을 수 있다.본 실험을 통하여 인과 계를 악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암 개시인자와 련된 특수염색을 통한 연구를 통하여 발병

과정을 살펴 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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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 약

한국에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이후 2008년 10월 29일 동물보호법 시행

령이 개정되면서 국내에서 최 로 반려견에서 동물등록을 한 마이크로칩

(RFID)시술이 실시되었다.국외에서 마이크로 칩 시술로 인한 다양한 부작

용에 한 연구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 국내에는 보고가 이루어

지 않고 있다.

임상징후가 나타난 환축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나이 :11세,성별 :숫컷,

성화 여부 : 성화,품종 :시추.2009년에 시술하 으며 2011년 2월에 보

호자를 통하여 시술이 이루어진 자리의 피하직에서 신체검사상에서 진되어

나타나났다.육안 인 검사 결과 육종(mass)이 진으로 나타나며 3×3cm정도

의 크기로 나타났으며 색감은 진한갈색으로 보이며 신생을 통한 미새출

도 일부분 나타났다.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육종이 있는 부 에 마이크로칩

이 시술되어이 있는 것을 확인하 다.침습 방식의 세포학 인 검사결과

malignantmesenchymalneoplasm(악성간엽성 신생물)로 나타났으며 구체

인 조직학 검사를 하여 마취 후 육종 부 를 제거하여 미국 IDEXX vet

lab에 조직 병리학 검사를 의뢰하 다.검사 결과 조직학 으로

fibrosarcoma가 많이 증 되어 침습형태가 다발성 괴사와 주변에 림 구

응집이 같이 보 으며 병리학 으로 신생물의 형테는 불규칙 이며 신생의

경향은 느리나 지방종의 발 양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핵변의 변이가 편측

성으로 나타나며 세포질에 지방종이 축 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마이크로

칩으로 인하여 종양의 발생 기 을 논하는 학설은 많이 있다.하지만 이번의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노령견에서 면역력이 감소하고 종양의 개시 혹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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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서 쉽게 노출 되는 경우 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에서

조직 병리학 인 단계에서 종양인자들과의 면역학 인과 계를 연구하면

정확한 기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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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posarcomaatthesiteofimplanted

microchipinadog

Soon-young,Lee

(SupervisedbyProfessorMin-Soo,Kang)

AnimalProtectionActEnforcedordinancewascreatedinSouthKoreaon

October29,2008 as the amended the domestic animals registered fora

microchip(RFID)procedurein thefirstcompanion aniamlwasconducted.

Currentresearch and reporting on a variety ofside effects due to the

microchipimplantationisbeingmade,butoutsidethedomesticreportingdone

without.ThefollowinginformationisdisplayedclinicalsignsofanimalAge:

11years,Gender:male,neutralization:neutralization,Breed:shitu.Facilitate

thebodyinthesubcutaneoustissueoftheprocedurewascarriedoutspot

checkson caregivers through February 2011 were followed in 2009 was

implantated.Nakedeyeexaminationresultsweremass appearedtobeabout

thesizeof3×3cm appearsasadarkbrownbleedingangiogenesisthrough

misaepart.Radiologicalexaminationsthroughamicrochipthatthisprocedure

hasbeenintheareaofsarcomawasconfirmed.Invasivewayofcytology

test results showed a malignant mesenchymal neoplasm (malignant

mesenchymalneoplasm) by removing the sites for specific histological

examination afteranesthesiaU.S.IDEXX vetlab in theorganization,and

pathologicalexaminationwasreferred.Pathologicalneoplasm ofMorphological

Histologicalexaminationresultsfibrosarcomaisalotofgrowthandinvasive

form ofmultifocalnecrosisandperivascularlymphocyteaggregationas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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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gular,and theemerging trendsofthe expression pattern ofslow or

lipomaappearsmarkedlycanseetheaccumulationoffatinthecytoplasm

appearsasaunilateralvariation ofpaperisshown.Therearea lotof

theoriesto discussthepathogenesisofthetumordueto themicrochip.

However,as shown in the case ofthis easily ifthey are exposed in

promotingaffectingtumorinitiationandreducedimmunityfrom oldagedog

beconsidered in futureresearch on theorganization and thepathological

stage,tumorfactorsandimmunologicalresearchthehumanrelationshiphelp

inthestudy,theexactmechanism thatisthoughttobehelpto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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