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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낭벽 비후 질환의 감별 79세 남자 환자가 간헐적 식후 복부 불편감으로 타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복부 CT
(그림1) 상 담낭벽 비후 소견이 관찰되어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저명한 체중 감소
및 지속적인 소화 불량 소견은 없었으며, 이학적 및 혈액 검사 상 이상 소견은 없었
습니다.
[그림 1] 복부 CT 상 담낭 체부에 3cm 길이의 원주 형태(circumferential)의 담낭벽 비후가
관찰됨.

⚫ 질문: 원주 형태의 담낭벽 비후가 관찰될 때 감별해야 할 질환은 무엇일까요?
CT 상 원주형태의 담낭벽 비후가 있으며, 조영 증강을 동반하므로 분절성 담낭선
근종증과 담낭암의 감별이 필요합니다.
⚫ 해설: 담낭벽 비후 소견을 보일 때 감별해야 할 질환은 아래와 같이 많습니다.
임상양상과 형태에 따라 여러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특히 국소적인 담낭벽 비후
에서는 담낭암, 담낭 선종 및 양성 병변 (담낭선근종증 혹은 콜레스테롤 용종)의
감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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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s of gallbladder (GB) wall thickening >
⚫

Diffuse
◼

Cholecystitis
◆ Acute calculous
◆ Acalculous
◆ Chronic or Xanthogranulomatous

◼

Diffuse Adenomyomatosis

◼

Malignancy
◆ Primary GB cancer
◆ Lymphoma

◼

Liver disease
◆ Hepatitis, cirrhosis

⚫

◼

Systemic diseases (heart or kidney problem)

◼

Pseudothickening

Focal
◼

Polyps
◆ Adenoma
◆ Cholesterol

◼

Malignancy
◆ Primary GB cancer
◆ Metastasis

◼

Focal adenomyomatosis

◼

Focal xanthogranulomatous cholecystitis

◼

GB sludge

⚫ 질문: 이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이 환자는 MRI 및 EUS를 시행하였습니다. MRI T2 영상 (그림 2)에서는 담낭벽 비후
내 다수의 낭성 구조물이 관찰되어 담낭선근종증을 소견을 시사하였습니다. EUS 에
서는 일부 담낭벽에서는 다발성 낭성 구조물이 관찰되지만 (그림 3-A, 담낭선근종증
시사), 일부 담낭벽은 불규칙한 형태로 1 cm가량 두꺼워져 있으며, 담낭벽 내 낭성
구조물이 아닌 저에코점 (hypoechoic foci)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림 3-B, 담낭암
시사). 이와 동반되어 약 7 mm 크기의 담석 역시 동반되었습니다 (그림 3-A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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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RI T2 영상에서 담낭벽 비후 내 다수의 낭성 구조물 (화살표) 관찰됨.

[그림 3-A] EUS 상 일부 담낭벽 내 다발의 낭성 구조물 (화살표) 관찰됨. 5 mm가량의 담석
동반 소견 보임 (별표).
[그림 3-B] EUS 상 일부 담낭벽은 불규칙하며, 1cm 이상 두꺼워짐. 내부에 저에코점
(hypoechoic internal foci)을 포함함 (arrow).

[그림 3-A]

[그림 3-B]

⚫ 해설: 복부초음파 혹은 CT에서 관찰된 담낭벽 비후 질환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1) MRI 와 2) EUS가 있습니다. 1) MRI T2 영상의 경우 비후된 담낭벽
에 안에 작은 크기의 낭성 구조물이 여러 개 관찰될 때 (Pearl Necklace Sign) 담낭선
근종증을 시사하며, 이는 조영 증강 CT 보다 담낭암과 담낭선근종증을 감별하는데
우수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Radiology 2013; 22: 80-88. Hiroke et al.). 2) EUS의 경우
조영 증강 CT 보다 담낭암 진단에 있어 민감도가 높으며, 특히 1 cm 이상의 담낭벽
비후 및 hypoechoic internal echogenicity를 담낭암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보고하였습
니다 (Dig Dis Sci 2012; 57: 508-515. 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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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담당의사는 본 환자가 비록 고령이지만 수술에 적합한 전신상태이며, EUS 검사에
서 담낭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고, 또한 증상을 동반한 담낭 담석도 동반되었
다고 판단하여 외과와 상의 하에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병리
결과 담낭선근종증을 동반한 담낭암 (그림 4-A)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담낭암의 크기
는 3 cm이고 근육 주변의 결합조직 (perimuscular connective tissue)까지 암세포가
침투한 소견 (T2)을 보였습니다. (그림 4-B).
[그림 4-A] 수술 병리 상 담낭선근종증 (별표) 및 담낭암 (네모 부분 확대)이 동반된 소견이
관찰됨.

[그림 4-B] 고배율 병리 소견상 perimuscular connective tissue (T2)까지 침투한 암세포가
관찰됨.

T2 담낭암의 경우에는 주변 간실질 및 국소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확대 담낭절제술 (extended cholecystectomy)이 필요하지만, 환자가 추가적인 수술을
거부하여 영상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 후 1 년 간 재발은 관찰되지 않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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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담낭벽 비후는 흔하게 발견되는 담낭질환이나 아직까지 정확한 감별 및 치료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양성의 경과를 밟지만, 본 증례처럼 양성 및 악성
병변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초음파나 CT 소견 상 진단이 불명확
한 경우 MRI나 EUS를 시행하는 것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단이 불분
명하거나 악성의 위험을 가지는 담낭벽 비후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거나
가능한 짧은 주기로 추적 관찰하고, 또한 수술하지 않는 경우 향후 악성의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윤승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