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동물메디컬센터
S ANIMAL MEDICAL CENTER



인사말

안녕하세요. 에스동물메디컬그룹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는 소중한 반려동물은 자신의 아픔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발견과

아이의 상태를 고려한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에스동물메디컬그룹은 전문적이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작은 변화에도 세심한 관심과

에스동물메디컬그룹만의 기술력으로 내 반려동물과 행복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에스동물메디컬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동물메디컬그룹 가족 일동

최신 의료장비와

특화진료센터로

반려동물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실력으로
정성껏 수술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시는

소중한 아이, 에스 의료진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치과

종양제거,

요관우회술(SUB),

간문맥전신단락증

(PSS) 등

각종 골절,

슬개골 탈구,

십자인대 단열

(TWO, TPLO,

CBLO) 등

환축추아탈구(AAI),

디스크탈출증,

뇌실복강단락

(VPshunt) 등

백내장, 녹내장,

각결막염,

발치, 스케일링,

신경치료, 크라운 등



5인의 영상전공 박사, 석사 수의사가

교차검증을 통하여 진단 정확도를 높입니다.

윤영민
영상의학과 원장 영상의학과 과장 영상의학과 과장 영상의학과 원장 영상의학과 원장

이예성 김아름 최문영 김미진

고사양의 영상 장비가 갖추어진

에스동물메디컬센터 영상센터

LOGIQ  P10 LOGIQ  S8 LOGIQ  E

다양한 기종의 초음파 장비로
질환에 맞추어 진단 정확도를 높입니다.



MRI 촬영
고사양의 1.5T MRI를 이용하여

빠르게 고화질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센터

SALAB

서울아산병원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담당했던

박사수의사가 줄기세포의 배양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효과가 있는 줄기세포만을

치료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치료 적용

(자가 또는 타가)

지방 조직에서

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

세포

동결 보존



수술 후 전침치료를 진행하여

회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수영시설, 수중런닝머신, 체외충격파,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에스동물메디컬센터 치료 증례집

지방유래줄기세포 주입을 병행한 추간판탈출증 감압술 증례군 보고

대상

대조군(Control group)의 경우, 지방유래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s, MSCs)를

주입하지 않은 2021년 추간판탈출증(Intervertebral disc disease, IVDD) 수술 증례 중

무작위로 12마리 선정하였습니다. 실험군(MSCs group)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6월 말까지의

지방유래줄기세포를 주입한 증례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두 그룹에 대한 특성은 Table 1에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본 원에서 분리한 지방유래줄기세포는 경상대학교 수의산과학 연구실을 통해

검증 후 사용되었습니다(Figure 1, 2).

S  A N I M A L  M E D I C A L  C E N T E R

Table 1 실험군(MSCs group)과 대조군(Control group) 특성



두 그룹 모두에서 후지마비, 너클링을 포함한 전지, 후지 또는 사지 보행장애, 통증 유발 등이

있었고 증상의 정도는 개체마다 다양했습니다.

증상

두 그룹 모두 본원 MRI 촬영을 통해 정확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세 군데 경추, 흉-요추 상 추간판탈출증 확인되었습니다.

진단

에스동물메디컬센터 치료 증례집 지방유래줄기세포 주입을 병행한 추간판탈출증 감압술 증례군 보고

Figure 1 (좌)

지방으로부터 줄기세포 분리 후, 4회의 계대배양(Cell subculture)을

거친 지방유래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중간엽줄기세포의 고유 특징인

플라스틱 부착능과 섬유모세포 형태를 확인하였습니다. 

Figure 2 (우)

본 원에서 분리한 지방유래줄기세포의 검증을 위해 중간엽줄기세포에

특이적인 CD마커를 확인한 결과, 조혈세포 CD마커인 CD34, CD45는

음성 발현, CD44, CD90는 양성 발현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치료 적용에

적합할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Ultrasonic aspirator(stryker SO-

NOPET)을 이용하여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실험군의 경우, 감압술 이후 병변 부위의

지주막하강(subarachnoid space)에 10 /kg의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주입하였습니다(Figure 3).

수술 4일차부터 수영 재활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료

6

Figure 3

Ultrasonic aspirator(stryker SONOPET)을 이용한 

감압술 이후, 병변 부위 지주막하강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지방유래줄기세포(10 /kg)를 주입하였습니다.6



에스동물메디컬센터 치료 증례집 지방유래줄기세포 주입을 병행한 추간판탈출증 감압술 증례군 보고

결과

수술 이후 실험군에서 지방유래줄기세포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조군에 비해 술 후 3일(0.62 vs 0.17), 7일(0.92 vs 0.25), 14일(0.92 vs 0.75)에서 보행 회복

효과를 보였습니다(Table 2).

고찰

본 원에서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심각한 추간판탈출증 증례를 대상으로 감압술과 함께

지방유래줄기세포의 신경재생과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대조군의 경우 물리적인

압박을 해소하였음에도 술 후 3일째 보행 가능한 증례가 17%에 그쳤으나, 실험군의 경우 62%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증례는 술 후 4일차부터 재활이 병행되었으며, 재활에 따라 대조군(재활 전

17% → 후 75%)과 실험군(재활 전 62% → 후 92%) 모두에서 회복률이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지방유래줄기세포 주입은 환자의 높은 회복률을 보였으며, 재활의 병행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회복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간엽줄기세포는 항염증, 조직재생, 면역조절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결과를 통해 본 원에서 실시한 지방유래줄기세포의 지주막하강 주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과 염증반응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나이와 체중은 유사하였으나, 임상증상 후 수술까지의 경과 시간과 증상의 경우

각 개체마다 다양하여 수술 후 회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함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증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며, 다양한 회복력 평가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able 2 실험군(MSCs group)과 대조군(Control group)의 술 후 회복력 평가 (보행가능여부)



에스동물메디컬센터 치료 증례집

십자인대 단열 TPLO 줄기세포 시술

품고

리트리버/10Y/36kg/C.M 좌측후지 체중지지 떨어지고 Toe touch

슬관절 drawer 통증 반응

좌측대퇴사두근 위축

증상

TPA view에서 fat pad sign 및 슬관절 DJD

TPA 30도

진단

단열된 전십자인대 제거 후 TPLO 수술

본원에서 배양한 개 지방유래 줄기세포 외측

관절낭내 10 개/kg 주사

치료

66

술후 2달째 재진

술전에 비하여 체중지지 및 보행상태 호전 및 대퇴사두근 증가

결과

S  A N I M A L  M E D I C A L  C E N T E R



십자인대 단열의 교정법은 단열된 인대를 대신할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는 낭외고정술과

TPA를 5도 이하로 낮춰주는 절골 교정술로 나뉩니다. 절골교정술은 절골방법에 따라

CTWO, TPLO, CBLO, TTA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낭외고정술은 단기간에 효과는 볼 수 있으나 봉합사의 장력이 줄어들며 장기적으로는 DJD를

유발할 수 있어 최근에는 절골교정술이 십자인대 단열의 Golden standard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절골교정술 중에서도 TPLO는 다른 술법과 비교해 정강이뼈의 단축이 없고 슬개골 인대의 부하가

걸리지 않아 가장 우수한 수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과의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항염증, 조직재생 효과, 면역조절 등 다양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적용한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가장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로

본원에서 직접 배양 후 TPLO 수술적 교정과 함께 관절낭에 주입하였습니다.

본 증례를 통해 지방유래 줄기세포의 항염증, 조직재생 능력이 관절염을 동반한

전십자인대 단열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찰

에스동물메디컬센터 치료 증례집 십자인대 단열 TPLO 줄기세포 시술



에스동물메디컬센터 치료 증례집

고관절질환 인공관절 THR

품고

리트리버/2Y/35kg/C.M 어릴때부터 보행 시 SWAYING 증상 및

대퇴사두근 위축을 보임

후지 후방으로 신장 시 통증

증상

양측 고관절 아탈구 및 DJD

진단

2021년 9월 17일 좌측 THR(Total Hip Replacement) 진행

2022년 3월 18일 우측 THR(Total Hip Replacement) 진행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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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보행 시 SWAYING 및 통증 반응 보이지 않고 현재 대퇴사두근 증가 및 산책 시간 증가

결과

대형견의 고관절 질환에서의 FHNO는 장기 예후가 Good 40%, Moderate 40%, Poor 20%로

소형견에 비해 예후가 불량하며 후지의 기능이 100% 돌아올 수 없는 수술 방법입니다.

THR은 높은 수술 비용 및 고난도의 수술법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94%의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이며, 후지 기능을 100%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찰

에스동물메디컬센터 치료 증례집 고관절질환 인공관절 THR



에스동물메디컬센터 치료 증례집

품고

푸들/14Y/C.M 무증상

정기검진 초음파에서 좌측 부신의 종양이

CdVC내로 침습된 것이 확인되어 의뢰

증상

초음파 검사와 CT검사를 통하여 1×2.5cm

크기의 좌측부신이 1.2×1×2.3cm의 크기로

Caudal vena cava로 침습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단

S  A N I M A L  M E D I C A L  C E N T E R

혈관으로 침습된 좌측 부신종양 정위적방사선치료 증례

정위적방사선치료 5회 진행(8Gy×5fx, daily)

치료



에스동물메디컬센터 치료 증례집 혈관으로 침습된 좌측 부신종양 정위적방사선치료 증례

결과

치료 전

좌측 부신 단축 1.2cm, 길이 2.5cm

CdVC 내 invasion 된 tumor 1.2×1×2.3cm 

치료 후

좌측 부신 단축 0.9cm, 길이 2.3cm로 크기 감소

CdVC 내 invasion 된 tumor 6.2×5.7×6.5mm 

방사선치료 전 CT 방사선치료 3개월 후 CT

고찰

개의 부신종양 중 20%는 phrenicoabdominal vein과 Caudal vena cava에 침습됩니다.

혈관으로 침습된 종양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 연구에서 부신종양은 수술 직후 사망을 제외한다면 양호한 예후를 보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144마리 중 38마리는 수술 중, 직후 사망한 보고가 있습니다.(Feldman E.C et al. 2004) 이를

제외한 수술 후 중위값 수명은 2년(Van Sluijs et al. 1995) 또는 9개월(Barrera et al. 2013)로

보고되었습니다. 혈관으로의 침습은 수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수술 중 사망률은 19~60%

(Van Sluijs et al. 1995, Anderson et al. 2001, Schwarts et al. 2008)이며 혈전은 수술 후

수명을 유의미하게 단축시켰습니다(평균 2.5일, Massari et al. 2011)

정위적방사선치료(Stereostatic radiation therapy)는 IGRT(Image-guided radiation therapy),

IMRT(Intensity-modulated radation therapy), VMAT(Volumateric modulated arc therapy)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정상조직의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 종양에는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치료 횟수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혈관 침습이 있는 부신종양에서 정위적방사선치료를 진행한 보고에서는 중위값 수명이 1030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종양의 사이즈는 작아졌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환자는 없었습니다.(Dolera

M et al. 2016)  본 증례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Caudal vena cava에 침습된 부신종

양이 진단되었으며, 정위적방사선치료를 통하여 심각한 부작용 없이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던

증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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