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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담낭암은 드물지만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다.1 담낭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대부분의 담낭암이 늦게 진단되고, 

급속하게 인접 장기로 전이되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하다.1 

반면에, 조기 담낭암은 담낭 담석이나 용종으로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후 우연히 조직 표본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담석은 담낭암 환자의 70-90%에서 존재한다.2 담낭 담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4.9배 정도 담낭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담낭 담석 환자에서 담낭암이 생길 확률은 1-2%로 보고되고 

있다.2 아직 국내에서 급성 무결석 담낭염에 동반된 담낭관암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 저자들은 급성 무결석 담낭염에서 초음파 

내시경 후 담낭관암으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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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esent an interesting case of acute acalculous cholecystitis which was diagnosed 
as cystic duct cancer after endoscopic ultrasonography (EUS). A 63-year-old man 
visited to an emergency room (ER) because of right upper quadrant (RUQ) abdominal 
pain. The patient had fever up to 38.2℃ and tenderness at RUQ abdomen. The 
Murphy’s sign was positive. Laboratory tests showed elevated white blood cell 
count and abnormal liver function test. The computed tomography scan revealed a 
distended gallbladder with inflammation without gallstone. Emergent gallbladder 
drainage was performed at ER. The cholecystogram via percutaneous tube and EUS 
revealed hypoechoic intraluminal mass at cystic duct.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was performed at f irst, and the frozen pathologic examination revealed 
adenocarcinoma in the cystic duct. The extended cholecystectomy was performed 
after a month and there was no residual tumor in the liver bed and lymph nodes. The 
final staging of GBC was revealed as pT2N0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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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례

63세 남자 환자가 2일 전부터 발생한 우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평소 자주 과음을 하였다고 하며 10년 전 

뇌동맥류 파열로 경동맥 색전술을 받았었고, 고혈압으로 투약 

중이었다. 특이 가족력은 없었다. 혈압은 130/77 mmHg, 맥박은 

79회/분, 호흡은 20회/분, 체온은 38.2℃였다. 신체 검사에서 

우상복부에 압통이 있었고, 머피 징후는 양성이었다. 검사실 

소견은 백혈구 12,100/mm3, 혈색소 15.5 g/dL, 혈소판 188,000/mm3, 

총빌리루빈 5.1 mg/dL,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AST) 

217 U/L,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T) 216 U/L, 감마 

글루타밀전이효소(γ-GTP) 2,512 U/L, 알칼리성 인산분 

해효소(ALP) 1,052 U/L, 아밀리아제 125 U/L, 리파제 83 

U/L였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담낭의 팽창과 주변 조직의 

염증소견이 관찰되었으나 담낭 담석이나 총담관담석은 보이지 

않았고 ,  뚜렷한  폐쇄병변  없는  총담관의  미만성  확장이 

관찰되었다(Fig. 1). 방사선 비투과성 담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 

또는  급성  무결석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  응급실에서 

피부간경유담낭배액술(percutaneous transhepatic gallbladder 

drainage)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복통과 발열은 호전되었다. 

시술  2일  후  총빌리루빈  2 .0  mg/dL,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달효소 47 U/L, 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 91 U/L로 

감소하였다. 담낭배액 검체에서 악성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시술  4일  뒤  시행한  담낭배액관을 통한  담낭조영술에서 

담낭관의 좁아진 부분이 관찰되었고(Fig. 2), 초음파 내시경 

검사에서 담낭관에 약 1 cm 크기의 저에코성 관강 내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3). 조기 담낭관암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먼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Fig. 4). 담낭관에 부분적으로 

경화섬유증이 있어 냉동 조직병리 검사를 시행하였고 선암으로 

진단되었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커진 림프절이 없었고, 

수술 당시에는 영구 절편의 확인을 통해 정확한 암의 침윤 

깊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외과의의 결정에 따라 

바로 개복수술로 전환하지 않고 최종 조직 검사를 확인하고 

나서 추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최종 수술 검체 

조직병리 검사에서 담낭관에 2 cm × 1.5 cm 크기의 종양으로 

근육주위결합조직 침범이 있었다(Fig. 5). 따라서 절제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약 4주 후 확대 담낭절제술(extended 

cholecystectomy)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절제 부위 조직 

검사에서는 간과 림프절에 잔위암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담낭암의 최종 병기는 pT2N0M0였다. 환자는 수술 후 보조 

방사선 치료 및 5-fluorouracil+leucovorin 보조 항암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재발의 증거 없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이다.

고 찰

담낭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비특이적 증상만 

있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3 담낭절제 수술 후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1% 정도에서 있으며, 이 경우 늦게 발견되는 

경우보다 예후는 비교적 좋다.3 진행된 증상으로는 체중감소를 

동반한 우상복부 통증, 황달, 종괴 등이 관찰되고 담관염이 

동반될 수 있다.1 약 80%의 환자가 진단 당시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4 담낭암의 치료는 절제수술만이 완치의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으로 절제를 고려해야 하나 종양의 60-90%에서 

이미 간 등의 인접 장기에 침윤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Fig. 1.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CT) findings. (A) Coronal CT showed a distended gallbladder and inflammation of the surrounding tissues 
without gallstone. (B) Axial CT showed a diffuse dilatation of CBD without demonstrable obstructive l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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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5년 생존율은 5% 이하이며, 중앙 생존 기간도 6개월 

이하로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2,4 담낭암이 수술로 완치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만성 혹은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절제술을 할 

때 우연히 담낭암이 발견되어 분화도가 좋고 암 침범이 적은 

경우이다.1

급성 무결석 담낭염은 담석으로 인한 담낭관 폐쇄가 없는 

담낭의 염증으로, 담낭염 환자의 5-14%를 차지하며 무결석 

담낭염이 결석성 담낭염보다 천공 및 괴사의 위험이 높고, 높은 

사망률과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데, 사망률은 약 50%에 이른다.5 

대부분의 무결석 담낭염은 중환자들에게서 발생하며, 심한 

외상이나 화상, 수술 후, 세균성 패혈증, 쇼크, 장기간 비경구적 

정맥 영양 공급 후, 장기간의 금식 등으로 유발된다.5 그러나 

급성 무결석 담낭염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이 증례와 

같은 담낭관의 악성종양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담낭관의 

악성 종양은 극히 드물지만 급성 무결석 담낭염에서 담낭 

경부와 담낭관 벽의 비후가 있으면 암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고 ,  초음파  내시경  또는  경비담낭배액술을  통한 

세포진단이 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6,7 급성 담낭염의 

급성기에는 조기 담낭 절제를 필요로 하지만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피부경유배액술을 

포함한 내과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5

조기 담낭암에서 단순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때 복강경 

수술을 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최근 영상 

진단기술의 발달과 건강검진에 의해 무증상 담낭 질환들이 

자주 발견되어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증가하고 있다.8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국소 담낭벽 비후, 관강 내 종괴, 미만성 

담낭 비후를 동반한 작은 담낭, 국소 림프절 비대가 관찰되는 

경우 담낭암 가능성이 있다.9 이러한 과정에서 담낭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수술 후 담낭의 조직 검사에서는 

양성질환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 초음파 내시경은 

담낭 용종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담낭암의 

T병기를 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10 담낭암은 초음파 

내시경에서 주로 담낭 안으로 돌출된 저에코성 종괴나 담낭을 

완전히  채우는  종괴로  관찰된다 . 10 이러한  병변은  보통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 담낭벽의 정상적이 3층 구조가 파괴된 

경우가 많다.10 담낭암을 암시하는 초음파 내시경 소견으로 

담낭벽의 비대나 석회화, 담낭과 간 사이의 정상적인 경계면의 

소실이 있다.10 따라서 이러한 검사들에서 용종의 악성 여부와 

T병기에 따라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할지 개복수술을 

시행할지가 결정된다.10 담낭암이 확실하다면 원칙적으로는 

개복수술이 일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양성 질환으로 

Fig. 2. Cholecystogram via percutaneous tube. There was a filling defect 
(arrow) in the cystic duct.

Fig. 3. Endoscopic ultrasonographic finding. There was a 1 cm hy-
poechoicintraluminal mass at cystic duct.

Fig. 4. Gross specimen after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Partial scle-
rosing fibrotic narrowing in the cystic duct wa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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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될 확률을 감안하면 처음에는 최소 침습적인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시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8 pT1a 병변의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는 2.5% 이하로 복강경 담낭절제술 이후 

대부분 재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pT1b 이상의 병변의 경우 

13-15%에서  림프절  전이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복강경 

담낭절제술 이후 재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11,12 또한 pT2 

병변에서 초기에 개복이 아닌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이루어져도 

담낭암이 복강 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 자체가 

담낭암의 예후를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담낭암이 

낮은 가능성으로 의심되거나 조기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복강경 수술이 시도되더라도 예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T2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 또는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부분 간절제 및 간십이지장인 

대림프절 곽청술을 포함한 확대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고려한다.13 단순 담낭절제술 후 우연히 

발견된 담낭암이 T2병기 이상인 경우 2차로 확대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면 확대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예후의 향상이 있으며, 처음부터 확대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에 비해 예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본 

증례에서는 초음파 내시경 검사에서 담낭관에 저에코성 관강 

내 병변이 관찰되었고, 담낭관의 구불구불한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깊이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조기 담낭관암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덜 침습적인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시행되었다. 수술 

당시 담낭관에서 시행한 냉동 조직병리 검사에서 선암이 

진단되었지만, 외과의의 결정에 따라 영구 절편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영구 절편에서 근육주위결합조직 침범이 있었고 

장막에는 침범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pT2로 진단하고 확대 

담낭절제술이 시행되었다.

대부분의 담낭암은 늦게 진단되어 예후가 불량하지만 본 

증례에서는 담낭관암으로 인해 담낭관의 폐쇄가 초래되어 

비교적 조기에 담낭염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보다 일찍 암을 

진단할 수 있었다. 이후 외과의의 결정에 따라 처음에는 덜 

침습적인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확인된 

조직학적 침습 정도에 따라 이차적으로 확대 담낭절제술을 

하였다. 담낭암은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지만, 본 증례와 같이 

담낭관에 발생한 종양의 경우 무결석 담낭염을 일으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다. 이 환자에서와 같이 무결석 담낭염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낭관암 또한 

무결석 담낭염의 원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한 

검사로 초음파 내시경을 시행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요 약

담낭암은 드물지만 치명적인 악성 종양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대부분의 담낭암이 늦게 진단되고, 급속하게 인접 장기로 

전이되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하다. 따라서 담낭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는 드물고, 담낭담석이나 용종으로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후 우연히 발견되는 때가 대부분이다. 저자들은 

급성 무결석 담낭염 환자에서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 비교적 

조기에 담낭관암을 발견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증례를 경험하였다. 이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Fig. 5. Microscopic findings of gallbladder and cystic duct. (A) There are irregular shaped glands lined by pleomorphic tumor cells with enlarged hyper-
chromatic nuclei showing vesicular chromatin, prominent nucleoli and increased mitoses (hematoxylin and eosin stain, ×400). (B) Tumor cells invaded 
the perimuscular connective tissue (hematoxylin and eosin stai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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