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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복부 음 로 인해 담낭용종의 발견률이 높아지고 있다. 담낭용종의 험인자에 한 다양한 연구가 보고 
되었지만 생화학검사, 생활습 을 포함한 사증후군과 담낭용종의 계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생활습 , 생화학  액검사를 포함한 사증후군과 담낭용종과의 련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건강검진 수진자  복부 음 검사를 시행 받아 담낭용종의 진단을 받은 596명을 상으로 나이, 성별, 흡연, 음주, 
운동의 일반 인 특성과 신장, 체 , 압, 허리둘 , 체질량 지수 등의 신체 계측을 하 으며, 동시에 채 을 통한 공복 시 

당과 여러 가지 액검사  사증후군 여부를 분석하여 담낭용종과의 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성, 흡연자, 비음주
자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이, HBsAg 양성군에서 높았고, 험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1.8배, 사증후군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2.3배, HBsAg이 양성인 군에서 2.6배 높게 나타났다. 

Abstract  The incidence of gallbladder polyps are increasing due to the extended use of ultrasonography. Although 
there are various reports on the risk of gallbladder polyps, there are few studie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resence of metabolic syndrome including serum biochemistry, lifestyle and the development of gallbladder polyp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association of the presence of metabolic syndrome, including serum 
biochemistry, with the development of gallbladder polyps in the Korean population. Among the health examination 
examinees, 596 people, who underwent abdominal ultrasonography from January, 2013 to December 2013, were 
included in this study. Physical measurements also taken, such as height, weight, blood pressure, waist measurement,
and BMI.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age, sex, smoking, and drinking as the related factors were checked.
At the same time, various blood tests were performed and the fasting blood sugar was analyzed through 
blood-gathering to determine the presence of metabolic syndrome. Regarding the factors associated with gallbladder
polyps, the results showed that being male, smoking, non-drinking were significantly high. In addition, testing positive
for HBsAg and an increasing BMI was apparently higher the group with metabolic syndrome than the non-metabolic 
syndrome group. The highest predictive factors for gallbladder polyps was being male (1.8 times), followed by 
metabolic syndrome (2.3 times) and testing positive for HBsAg (2.6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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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4년 국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담낭암과 담도계
암은 다른 암종에 비하여 발생은 지만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으며, 해부학  치 때문에 간에 직  침윤하기 

쉽고 림 선이 풍부하여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

우가 부분이며, 담낭암의 5년 생존율은 28% 수 으로 

후가 매우 불량하다(1).
담낭암 발생의 주요 인자  하나인 담낭용종은 복부

음  검사상 담낭벽에 붙어 있는 내강내로 돌출하는 

고에코성 종괴로 보이며, 담낭 막층 표면에서 돌출하는 

융기성 병변(polypoid lesion of gallbladder)을 의미한다. 
담낭용종은 크게 콜 스테롤성용종, 염증성용종, 과형성
용종 등과 같은 가성용종과 선종, 선암종 같은 진성용종
으로 분류된다(2). 담낭 선종의 경우 용종의 조직을 얻기
가 쉽지 않고, 선암에서 선암종이 발생한다는 선종-선암 
이행설(adenoma-cacinoma sequence)에 의하여(3), 담낭
암의 구 병변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담낭 선종이 발견
되는 경우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에는 담낭
제술이 권유되고 있다(4).

부분의 담낭용종은 증상 없이 우연한 경우에 음

 검사를 통해 발견된다. 음  검사는 담낭용종의 발

견과 추 검사에 기본이 되는 검사이며, 오늘날 건강
리에 한 심의 증가와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복부 음

 검사가 보편화되어 이를 통한 담낭용종의 발견도 증

가되고 있다.
담낭용종의 유병률은 몇몇 해외 논문에 의하면 4-5% 

정도이며(5), 연구 상  지역과 연구방법에 따라 

0.3-9.5%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6)(7). 구·경북 지역의 성인을 상으로 2006년
에 조사된 연구에서 담낭용종 유병률은 2.2%로 서양인
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유병률을 보 다(6). 그러나 일
본에서의 유병률은 5.3%으로 실제 한국 성인에서 담낭
용종의 유병상태는 드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8).
이 의 연구들을 보면 담낭용종의 발생률은 내당력 

장애가 있거나(9), 비만이거나(8), 비흡연자일 경우(10)
에 높았고 한 높은 체질량지수(BMI), HBsAg 양성, 
청콜 스테롤 수치, 남성, 사증후군 등이 담낭용종의 

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보고에 따라 논란이 있다

(11)(9)(6)(12).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개 병원의 건강검진 수진자를 

상으로 담낭용종의 유병분포를 조사하고 담낭암 발생의 

주요 인자인 담낭용종과 생화학  검사, 사증후군  

생활습 의 련성을 악하여 담낭암의 구 병변으로 

인정되는 담낭용종의 조기발견의 필요성과 담낭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방의 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2.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소재의 일개 병원(내과· 상의학과)에
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복부 음  검사

(ACUSON S2000, Siemens Medical Solutions, USA)로 
건강검진을 받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600명을 상
으로 하 다. 이 에서 담낭 제술을 받은 자와 HBsAg 
보유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알 
수 없는 사람, 담낭결석이 있는 사람, 혜성 꼬리음 을 

동반한 용종을 제외한 담낭용종군 138명과 정상군(비담
낭용종군) 458명을 분석 상으로 하 다.

2.2 연구 방법

2.2.1 연구 대상자의 기초 자료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피조사 상자들의 건강

검진 결과표와 문진표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상자들의 

연령, 성별, 흡연상태, 음주상태 등 인구학  특성과 건

강 련행 를 미리 작성한 조사표에 이기하여 자료를 수

집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가 제외된 형태

에서 활용되었으며, 신체검사(신체계측, 압 등), 액

검사와 복부 음  검사는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 다. 

2.2.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행위

인구사회학  특성으로는 성별과 연령을 조사하 으

며, 연령은 「39세 이하 집단」, 「40-49세 집단」, 「50
세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 다. 건강 련행 로는 흡연 

 음주상태를 조사하 는데. 흡연상태에 따라 「흡연 
집단」, 「비흡연 집단」으로 구분하 고, 음주상태에 
따라 주당 한잔 이상인 경우를 「음주 집단」,  마시

지 않는 군을「비음주 집단」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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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신체계측 및 생화학적 검사

신체계측에는 자동신체계측기(X-SCAN PLNS II, 자
원메디칼, 한국)를 이용하여 탈의 후 가운만 입은 상태에
서 키, 몸무게를 측정하 다. 비만도의 지표로 체 을 신

장의 제곱으로 나 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구하 으며, 23.0kg/m²이상일 때를 과체 으로 

정의하 다. 허리둘 는 직립자세에서 늑골 하단부와 장

골능 상단부의 간지 에서 가볍게 숨을 내쉰 상태에서 

측정하 고, 압은 10분 이상 안정시킨 후 앉은 자세에
서 우측 상박부로부터 자동 압계(FT-500R PLUS, 자
원메디칼, 한국)를 사용해 3회 반복 측정한 값의 평균치
를 사용하 다. 액검사는 피검자들을 최소 10시간 이
상 식한 상태에서 상완정맥에서 채 한 후 4시간이내
에 검사실로 보내어 분석하 다.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aminase(ALT), alkaline 
phosphatase(ALP), gamma glutamyl transferase(GGT)
를 측정하 다. 성지방(triglyceride, TG)과 총콜 스

테롤(total cholesterol, TC)은 효소반응을 이용한 비색법
으로 측정하 고, 고 도지단백콜 스테롤은 망간이용

침 법과 효소반응을 이용한 비색법으로 측정하 다. 
도지단백콜 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은 Friedwald의 공식(LDL = TC – HDL - 
TG/5)에 의해 산출하 다.

2.2.4 대사증후군의 진단

사증후군의 정의는 2005년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에서 제안한 기 과 2001년 발표된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NCEP ATP III)의 기 을 2005년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NHLBI)에서 업데이트한 ATP 
III 2005의 진단기   복부비만의 항목을 한비만학

회의 기 으로 수정해서 사용하 다.
다음 5개 문항  3개 이상을 만족하면 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MetS)으로 정의하 다.
① 허리둘 가 남성은 90cm이상, 여성은 80cm이상
인자

② 성지방: ≥150mg/dL 는 치료제를 복용 인 

경우

③ HDL-C: ＜40mg/dL(남성), ＜50mg/dL(여성) 는 
치료제를 복용 인 경우

④ 수축기 압: ≥130 mmHg 는 이완기 압 ≥85 
mmHg 는 고 압 치료제를 복용 인 경우

⑤ 공복 당: ≥100 mg/dL 는 당뇨병 치료제를 복

용 인 경우

2.2.4 지방간 및 담낭용종의 진단

지방간  담낭용종의 진단은 음 장비(ACUSON 
S2000, Siemens Medical Solutions, USA)를 사용하여 
실시하 고, 숙련된 한 명의 상의학과 문의가 복부 
음  검사를 실시하여 진단하 다. 
지방간의 진단은 최병인(13)의 서의 내용  음
 소견 상 지방간 구분을 참고하여 경도의 지방간은 간 

실질 에코가 약간 증가하고, 문맥의 벽과 횡격막이 뚜렷
하게 보일 경우, 등도 지방간은 간 실질 에코가 간 

정도로 증가하고, 문맥의 벽과 횡격막이 희미하게 보일 
경우, 고도의 지방간은 간 실질 에코가 많이 증가하고, 
문맥의 벽과 횡격막이 보이지 않으며, 음향감쇠가 증가
하여 우후분 이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로 구분하여 진단

하 다. 
담낭용종은 음  진단 기 에 따라 담낭 벽으로 부

터 돌출된 고에코성 종괴로 후방음 감쇄  후방음 증

강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체  변화에 따라 이동이 없을 

경우 담낭용종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담낭결석이 
있는 사람, 혜성 꼬리음 을 동반한 용종은 제외하 다.

2.2 자료처리 및 통계 분석/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Version 18.0) 통계 로그

램을 사용하 으며, 담낭용종이 있는 집단과 정상집단의 
인구사회학  특성  생화학  특성에 따른 범주형 변

수들 간의 계는 χ2-검정으로 분석하 다.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들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
하여 험도를 계산하 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 은 

p<0.05로 하 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별 담낭용종의 

분포 

체 조사 상자 596명 에 담낭용종이 발견된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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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138명으로 담낭용종이 있는 집단이 체의 23.2%
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자가 28.6%로 여자 16.2%
에 비하여 높았고(p=0.001), 흡연상태로는 비흡연집단에
서 21.3%, 흡연집단에서 30.5%로 흡연집단에서 의미 있
게 높았고(p=0.046), 음주상태에 따른 담낭용종 분포는 
비음주집단에서 26.7%으로 음주집단에 비해 높았다
(p=0.019).(Table 1)

Variables N
GB polyps

p-value 
Yes No

Sex 0.001
  Male  336  96(28.6) 240(71.4)
  Female  260  42(16.2) 218(83.8)

Age(years) 0.081
  ≤39  180  46(25.6) 134(74.4)
  40～49  218  57(26.1) 161(73.9)
  50≤  198  35(17.7) 163(82.3)

Smoking 0.046
  No smoking  478 102(21.3) 376(78.7)
  Smoking  118  36(30.5)  82(69.5)

drinking 0.019 
  Drinker  248  45(18.1) 203(81.9)
  Non-drinker  348  93(26.7) 255(73.7)

Total  596 138(23.2) 458(76.8)

Table 1. Distribution of gallbladder polyp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behavior factors

3.2 체질량지수, 지방간 및 대사증후군에 따른 

담낭용종의 분포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분포는「정상집단」에서 
21.5%, 「과체 집단」에서 23.7%,「비만집단」에서 27.9%
로 체지방률이 증가될수록 증가하 으며(p=0.042), 사
증후군 구별에 따른 분포는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에서 

42.1%로 사증후군이 없는 집단이 21.9%으로 사증
후군이  담낭용종의 발생에 향을 미치는 독립 인자

다(p=0.008). (Table 2).

3.3 생화학적 검사에 따른 담낭용종의 분포

HBsAg 구분에 따른 담낭용종 분포는 음성집단에서 
22.3%, 양성집단에서 42.1%로 HBsAg 양성군에서 높았
다(p=0.047). 그러나 AST, ALT, GGT,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성

지방, 공복 당 모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Variables N
GB polyps

p-value
Yes No

BMI 0.042
  <18.5   19    0(0.0) 19(100.0)
  18.5-22.9  260  56(21.5) 204(78.5)
  23.0-24.9  152  36(23.7) 116(76.3)
  25.0≤  165  46(27.9) 119(72.1)

Fatty Liver 0.678
  Normal  382  91(23.8) 291(76.2)
  Abnormal  214  47(22.0) 167(78.0)

MetS 0.008
  No  558 122(21.9) 436(78.1)
  Yes   38  16(42.1)  22(57.9)
Total  596 138(23.2) 458(76.8)

Table 2. Distribution of gallbladder polyp according to 
BMI, fatty liver and metabolic syndrome

3.4 담낭용종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관련성

담낭용종에 향을 주는 변수들을 악하기 하여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수

인 성별, 흡연습 , 음주습 , 사증후군과 HBsAg를 
포함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

와 95% 신뢰구간을 계산하 다.
성별에 따른 담낭용종의 험비는 남자가 여자에 비

해 2.0배(ORs=2.07, 95% CI =1.38-3.11)로 높았고, 흡
연습 에 따른 담낭용종의 험비는 흡연집단보다 비흡

연집단에서 1.6배(ORs= 1.61, 95% CI=1.03-2.53) 높았
다. 음주 습 에 따른 담낭용종의 험비는 음주를 하는 

집단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1.6배
(ORs=1.64, 95% CI=1.10-2.45) 높았으며, 사증후군의 
구별에 따른 담낭용종의 험비는 사증후군이 있는 집

단이 사증후군이 없는 집단에 비해 2.7배(ORs=2.69, 
95% CI=1.32-5.10) 유의하게 높았다. HBsAg 양성군에
서 HBsAg 음성군에 비해 2.4배(ORs=2.39, 95% 
CI=1.80-5.28)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각각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한 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1.8배(ORs=1.78, 95% 
CI=1.06-2.97) 유의하게 증가하 고,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이 사 증후군이 없는 집단에 비해 2.3배
(ORs=2.25, 95% CI=1.13-4.51) 유의하게 증가하 다. 
HBsAg 양성 집단이 음성집단에 비해 2.6배(ORs=2.56, 
95% CI=1.14-5.74)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했던 흡연상태  

음주상태는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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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GB polyps

p-value
Yes No

AST(IU/L) 0.843 
  ≤37  566 132(23.3) 434(76.7)
  37<   30   6(20.0)  24(80.0)
ALT(IU/L)  0.615
  ≤40  544 124(22.8) 420(77.2)
  40<   52  14(26.9)  38(73.1)
Total Cholesterol 0.722
  130∼239  515 121(23.5) 394(76.5)
  <130 or 239<   81  17(21.0)  64(79.0)
HDL-Cholesterol 0.846
  40∼70  425  97(22.8) 328(77.2)
  <40 or 70<  171  41(24.0) 130(76.8)
LDL-Cholesterol 0.371
  ≤130  350  76(21.7) 274(78.3)
  130<  246  62(25.2) 184(74.8)
Triglyceride 0.322 
  10∼199  522 117(22.4) 405(77.6)
  <10 or 199<   74  21(28.4)  53(71.6)
Glu_FBS 0.388
  70∼120  575 131(22.8) 444(77.2)
  <70 or 120<   21   7(33.3)  14(66.7)
HBsAg 0.047
  Negative  569 127(22.3) 442(77.7)
  Positive       27  11(40.7)  16(59.3)

Total  596 138(23.2) 458(76.8)

Table 3. Distribution of gallbladder polyp according to hematological parameters

Variables N
Crude Adjusted†

ORs 95% CI ORs 95% CI
Sex
  Female 250 1.00 1.00
  Male 336 2.07 (1.38-3.11) 1.78 (1.06∼2.97)
Smoking 
  Smoker 118 1.00 1.00
  Non-smoker 487 1.61 (1.03-2.53) 1.12 (0.68∼1.85)
Drinking
  Non-drinker 348 1.00 1.00
  Drinker 248 1.64 (1.10-2.45) 1.09 (0.67∼1.77)
MetS
  No 558 1.00 1.00
  Yes 38 2.59 (1.32-5.10) 2.25 (1.13∼4.51)
HBsAg
  Negative 569 1.00 1.00
  Positive  27 2.39 (1.80 -5.28) 2.56 (1.14∼5.74)

Table 4.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 for gallbladder polyp according to related variables

았다(Table 4).

4. 고찰 및 결론

담낭용종은 담낭암의 주요인자로 부분 증상이 없이 

발견되며 최근 건강검진을 통한 복부 음  검사가 많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14). 담낭질환의 
선별검사에 음  검사가 리 이용되고 있지만 해상도

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음  검사만으로는 조직형태의 

정확한 감별은 어려워 담낭용종의 유병률과 험인자를 

알아보기 한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담낭용종의 험인자에 해 상이한 결과를 보 던 인자

들이 있어 이에 본 연구는 건강검진 수진자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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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용종의 유병분포와 담낭용종과 련된 험인자를 

재정립하고자 하 으며, 청 생화학, 사증후군  생

활습 과 담낭용종의 련성에 하여 알아보고자 시행

되었다.
국내 모 학병원의 연구(8)와 이 의 연구(9)에서 성

별에 따른 담낭용종의 빈도는 남자가 높게 보고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도 단변량 분석에서 남성이 담낭용종의 
험인자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
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1.78배 높은 험비를 보여 선
행연구와 유사하 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0년 48.3%,2011년 

47.3%로 경제 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28.4%(2007
년) 보다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15), 30 의 음주율은 

국민건강 양조사에서 37.4%를 보이고 있다(16). 담낭
용종과 흡연과의 계는 비흡연자에게 더 높다는 일부 

연구가 있으나 체 으로 음주나 흡연과는 련이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17). 본 연구에서는 음주와 흡연
에 한 정량 인 분석은 없었지만 담낭용종이 남성에서 

높은 유병 분포를 보이며 음주와 흡연에 노출되기 쉽다

는 가정 하에 담낭용종의 험인자로 가정해 보았다. 그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 비음주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으나 다변량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흡연의 경우에
는 단변량 분석에서 흡연집단이 높았으나 다변량 분석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마다 음주와 흡연량의 비
교가 다소 차이가 있고 이와 련된 연구가 아직 미미하

여. 앞으로 이와 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비만은 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암, 심뇌 질환 등 

다른 여러 질환의 요한 험인자로 작용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발생의 주요원인이며 삶의 만족도를 하시키

는 향인자로 알려져 있다(18).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비만 유병률이 2001년도에는 30.6%, 2005년도에는 
31.5%, 2..7년도에는 31.7%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다(19).  선행연구에서 비만이 담낭용종의 발생에 향
을 다는 보고가 있었으나(8)(17) 이번 연구에서는 단
변량 분석에서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담낭용종의 유

병 분포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다변량 분석에
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만이 담낭용
종과 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다(11). 이와 련된 연구
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 성 지방 증

(hypertriglyceridemia), 낮은 고 도지단백콜 스테롤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고 당, 
고 압이 한사람에서 군집 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오

늘날 세계 으로 비만과 함께 사증후군의 유병률도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20)(12). 이 의 연구에서 담낭용

종의 험인자로 사증후군이 련이 있다는 보고

(12)(17)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단변량과 다변량 로지스
틱 회귀분석에서 모두 사증후군이 있는 집단이 사증

후군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담낭용종의 발생 가능성이 

2.25배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12)(21)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담낭용종 방을 한 사증후군의 리 필요성

에 한 연구  근거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담낭용종의 가장 흔한 유형은 콜 스테롤성 용종이며 

콜 스테롤이 액으로부터 직  담낭에 침착된다는 가

설(22)과 담즙으로부터 유리 스테롤이 담낭내막으로 이
행될 수 있으며, 간 내 콜 스테롤 합성 변화와 련이 

있다(8) 는 보고가 있다. 이 의 연구에서 담낭용종이 발

견된 환자 에서 콜 스테롤성 용종이 45.6%으로 선종
보다 더 많이 진단되었으며(23) 이번 연구에서도 콜 스

테롤성 담낭용종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 상하고 담낭용

종과 여러  지질 성분을 비교하여 보았으나 임상

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다른 선행연구

에서와 비슷하게 담낭용종의 험인자가 아니었다

(24)(9).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과 담낭 용종과의 계에서 담

낭용종이 만성 B형간염이나 간 경변의 결과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B형 간염의 감염자체가 담낭용종의 험
인자 인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연구(8)(6)결과와 유사하게 담낭용종의 비교 험도

가 HBsAg 양성집단에서 높았다. B형 간염보균자의 경
우 간 이상을 확인하기 하여 복부 음 검사를 받을 

기회가 상 으로 높아지며 그로 인해 담낭용종이 발견

될 기회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하여 과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 한 지역의 일개 병원의 건

강검진 수검자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이기에 선택편견

이 있을 수 있다는 과, 둘째는 담낭용종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지 않아서 5mm이하의 작은 용종의 경우 담낭결
석과의 감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체 변화에 따른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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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후방음향을 기 으로 담낭용종을 구별하 다는 

이 기존 연구의 담낭용종의 유병률보다 다소 높은 담낭

용종 분포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 있다. 셋째는 담낭용
종의 진단에 있어 한 명의 상의학과 문의의 소견을 

연구에 이용하여 진단의 객 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며, 넷째는 담낭용종의 최 의 발견된 시 이 각각 다

른데 발견된 후 환자의 생활습 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일정한 기간의 검사결과만을 조사함으로써 오류가 발

생할 수 있다. 다섯째는 담낭용종은 수술 후 조직병리학
 확인을 통해서만 확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콜 스테

롤성 용종, 선종성 용종, 염증성 용종등을 모두 같은 조
건으로 용종군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제한 을 극복

하기 해서 앞으로의 연구는 용종의 크기와 조직학  

소견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좋겠다.
이와 같은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강 이 있는데 담낭용종과 사증후군과의 연 성에 

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기에 담낭용종의 

험인자로 사증후군을 확인했다는 것과 흡연상태와 음

주상태를 나 어 담낭용종과의 련성을 비교하 다는 

이 의미가 있다. 결론 으로 담낭암은 후가 불량한 

표 인 암으로 생존률 향상과 조기치료  방을 

해 담낭암 발생의 주요 인자인 담낭용종의 험인자로 

확인된 HBsAg 양성인 사람의 경우와 사증후군이 있
는 사람의 경우, 정기 인 복부 음  검사를 권유하여 

담낭용종의 조기발견  담낭용종의 리를 하여 주의 

깊은 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제한 을 

보완하여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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