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 결석
담석(Gallstone)은 담낭에 생기는 담낭 결석(Cholelithiasis), 간 밖에 위치한 담도에서 생기는 간외
담관 결석(Choledocholithiasis), 간 안에 위치한 담도에서 생기는 간내담관 결석(Hepatolithiasis)을
총칭하는 단어이지만 이 중에서 담낭 결석이 가장 흔하여 많은 경우 담석을 담낭 결석과 혼용하
여 사용합니다. 담석은 건강검진이 보편화 됨에 따라서 발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석은 성분에 따라 콜레스테롤 담석(cholesterol stone)과 색소성 담석(pigment ston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보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 됨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담석의 유병
율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의 위험인자에는 소위 “4F”라고 말하는 Female
(여성), Forty (40대 정도), Fatty (과체중 또는 비만), Fertile (다산부) 이 대표적이며, 이와 더불어 갑
작스런 체중 감소, 비경구 영양 요법, 약물 (estrogen, clofibrate, octreotide, ceftriaxone 등), 고중
성지방혈증 등이 있습니다. 색소성 담석은 흑색 색소성 담석 (black pigment stone)과 갈색 색소
성 담석(brown pigment stone)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흑색 색소성 담석은 용혈성 빈혈 환자, 간경
변증 환자,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며, 갈색 색소성 담석은 담도 감염 등에 의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담낭 결석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나, 때로는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통증은 주로
우상복부 또는 명치에 발생하게 되는데 반수 정도에서는 오른쪽 등이나 오른쪽 어깨 또는 우견갑
골로의 방사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대개는 음식을 섭취한 후에 증상이 발생하고 오심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는데, 통증은 15분에서 1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악화되고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가 많으며 이후 점차 호전됩니다. 이런 통증은 증상이 없는 담낭 결석 환자 중에서 1년에 1~2%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통증이 생긴 사람들은 매년 38 ~ 50%정도에
서 통증이 재발하게 되고 매년 1~2%의 환자에게서 담낭염, 담관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
게 됩니다. 따라서 담낭 결석에 의한 담성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적 또는 내과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6시간 이상 지속되면 급성 담낭염을 강력히 의심해야 하며, 이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대부분 필요로 합니다. 흔히 당뇨환자에게는 담낭염이 있어도 통증이 동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낭 결석이 발견되면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뇨환자라고
해서 담낭 결석의 자연사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므로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예방적 담낭절제술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낭 결석의 치료는 증상이 있으면 담낭절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담도계
합병증(담낭염, 담관염, 췌장염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거나 담성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과성이고 담낭염, 담도염, 췌장염 등의 합병증이 없다면
내과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과적 치료로는 담석용해요법이 있는데 우루사 (대웅제약)
와 씨앤유 (명문제약)가 주로 사용됩니다.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오직 콜레스테롤 담석만
이 담석용해요법에 효과가 있고 색소성 담석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석의 크기는
10mm미만일 때에 효과적이며 작을수록 효과는 증가합니다. 치료 성공률은 약 37%이고 치료 기

간은 보통 6개월 정도이며, 치료 후 시행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담낭 결석이 완전히 용해되지는
않았으나 크기의 감소가 관찰된다면 치료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에도 담낭 결석이 전혀 녹지 않거나 2년 후에도 여전히 관찰된다면 담석용해요법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율은 5년내에 약 30~50%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