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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Gallbladder polyps (GBPs) may be a cause of gallbladder cancer. The known risk factors for 

GBPs are male gender, obesity, metabolic syndrome, and dyslipidemia. Especially, male gender has 

been known that it strongly affects on the prevalence of GBP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risk factors affecting the prevalence of GBPs among adults on Jeju Island according to 

genders. We examined 5,574 subjects who visited a single health-screening center in Jeju between 

January 2015 and December 2019. Univariate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identify risk factors affecting the prevalence of GBPs. The prevalence of GBPs were 

8.9% in male subjects and 8.1% in female subjects, respectively. Multivariate analysis revealed that 

≥60 year age (odds ratio [OR] 0.659; P=0.027)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32 IU/L (OR 0.658; 

P=0.009) in male subjects and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60 mg/dL (OR 0.514; P=0.013) 

in female subjects were independent factors affecting the prevalence of GBPs. The prevalence of 

GBPs in men (8.9%) is comparable to that in women (8.1%) on Jeju Island. Age <60 years and the 

high level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 in men and the greater level of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in women were independent risk factors of GBPs on Jeju Island.

키워드: 유병률(prevalence), 위험인자(risk factor), 담낭용종(gallbladder polyp), 

고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연령(age)

성별에 따른 제주도 성인의 담낭용종 유병률 및 위험인자
권오성*, 이상준O, 김영규**, 정진영***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정보과,
O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교 외과학교실,

***대전보건대학교 의료IT융합과

e-mail: fivestar@jejunuh.co.kr*, dl5210@naver.comO, surgeon@jejunu.ac.kr**, jyjung@hit.ac.kr***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gallbladder polyps among 

adults on Jeju Island according to genders
Oh-Sung Kwon*, Sang-Jun LeeO, Young-Kyu Kim**, Jin-Young Jung**

*Dept. of Medical Inform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ODept. of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ept. of Surgery, Jeju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Dept. of Health and IT Convergenc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I. Introduction

담낭용종 (gallbladder polyp)은 담낭내강으로 돌출된 융기 병변으

로 대부분 무증상으로 발견되며, 건강 검진 목적의 복부 초음파검사가 

많이 시행됨에 따라 그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1, 2]. 담낭용종의 

유병률은 인종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는데, 연구자에 따라 

2.2–9.5%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의 몇몇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1, 2].

담석증의 경우 관련 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담낭 내에서 작은 혹처럼 보이는 용종이 발견되면 

악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이처럼 

담낭용종은 정기적인 추적관찰 또는 담낭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지출되며, 환자에게 암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불안감 등을 감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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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문제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담낭용종의 위험인자로는 남성, 비만,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HBsAg positive), 대사증후군 (metabolic 

syndrome) 및 이상지질혈증 (dyslipidemia) 등이다[3, 4]. 담낭용종

의 70%이상은 콜레스테롤성 용종이며, 이 콜레스테롤성 용종은 지질 

대사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연구에서 담낭용종

의 강력한 위험인자로는 남성의 성별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2], 

남성과 여성의 담낭용종의 위험인자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1]. 

또한 제주도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서 식이가 육지와 다르다는 

보고가 있고, 그로 인해서 담석증 발생이 다르다는 보고가 있다[5]. 

담낭용종도 콜레스테롤 대사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육지와 다른 

담낭용종의 유병률을 보일 수 있고 담낭용종의 위험인자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 성인에서 담낭용종의 유병률에 대한보고는 

거의 없으며, 또한 담낭용종의 위험인자를 남녀로 구분하여 보고한 

연구는 저자가 알기에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성인에

서 성별에 따른 담낭용종 유병률과 위험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Materials and Methods

1. 대상자

2015년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5,995명이 제주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았다. 검진 받은 대상자 

중 담낭절제술이나 위절제술 등의 담석증 발생과 연관된 수술을 

받은 자 189명과 설문지에 동의하지 않은 232명은 제외하였다. 건강검

진을 받은 대상자 중 중복 검사자는 최초의 검사결과로 연구를 진행하

여 총 5,574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2. 담낭용종의 진단

모든 검진대상자들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고해상도 초음파장비 

IU22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Amsterdam, the 

Netherlands)를 사용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다. 담낭 벽으

로부터 돌출된 고에코성 병변(화살표)이 보이고, 후방음영을 동반하지 

않으며 체위 변화에 따른 이동 없이 존재하는 경우 담낭용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1).

Fig. 1. Ultrasound imaging of the gallbladder polyp

3. 대사증후군의 정의

대사증후군은 revised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criteria을 따랐다. 대상자들은 아래 항목에서 3개 또는 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사 증후군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① 허리둘레 

남성90cm 이상, 여성80cm 이상; ② 트리그리세라이드 150mg/dL 

또는 고지혈증약 복용; ③ HDL콜레스테롤 남성<40mg/dL 또는 

여성<50mg/dL 미만 또는 이상지질혈증약 복용; ④ 고혈압≥

130/85mmHg 이상 또는 항고혈압약 복용; ⑤ 공복혈당≥100mg/dL 

이상 또는 당뇨약 복용.

4.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

템 ORACLE RDBMS 12c Release 1 (Oracle Corporation, State 

of California, United States)을, 키워드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쿼리 툴은 Golden32 version: 5.7 Build: 456 (Benthic Software, 

Massachusetts, United States)을 사용하여 의무기록상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은 대상자의 진단결과를 추출했다.

5.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ver.18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대사증후군이 담낭용

종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인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임상적 인자들이 0.1보다 작았을 때, 담낭용종의 예측 가능성

을 측정하는 적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

고, 유의확률이 0.05 이하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판단하

였다.

III. Results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담낭용종 유병률은 남성 대상자에서는 8.9%였고 여성에서는 8.1%

였다. 남성 대상자와 여성 대상자 간의 담낭유병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P = 0.290). 담낭용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성별에 따라 

분류하여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남성 대상자의 연령별 유병률은 

20-49세에서 9.7%, 50-59세에서 9.8%였고 60세 이상에서는 6.7%

로 담낭용종 유병률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이 있었다 (P

= 0.034). AST >32IU/L (P = 0.012)에서 담낭용종 유병률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여성 대상자는 HDL-콜레스테롤이 

담낭용종 유병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2. 담낭용종의 위험인자

단변량 분석에서 담낭용종의 위험인자들이라고 남성 대상자에서 

제시된 연령, AST와 여성 대상자에서 제시된 HDL-콜레스테롤 등의 

변수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1). 남성 대상자에서 담낭용종 유병률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는 연령, AST였고, 여성 대상자에서는 HDL-콜레스테롤이었다. 남성 

대상자의 담낭용종 유병률은 60세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오즈비[odds ratio], 50세 1.011; 오즈비 60세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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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subjects

Variable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Age (years)     0.027

  20-49 1.000     

  50-59 1.011 0.759-1.347 0.941

  ≥60 0.659 0.474-0.915 0.013

AST (IU/L) 0.009

  ≤32 1.000

  >32 1.520 1.110-2.079

Female subjects

Variable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P value

HDL-cholesterol (mg/dL) 0.013

  <40 1.000

  40-60 0.760 0.419-1.376

  ≥60 0.514 0.281-0.938

HDL = high-density lipoprotein

Table 1. Multivariate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gallbladder polyps according to genders in subjects who underwent 

medical check-up.

P = 0.027). 여성 대상자에서는 HDL-콜레스테롤 (오즈비, 0.514; 

P = 0.013)이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분석되었다.

IV. Conclusions

담낭용종 유병률은 남성에서 8.9%였고 여성에서 8.1%로 제주도 

성인의 담낭용종의 유병률은 이전 육지에서 보고된 유병률과 유사하였

다. 그러나 제주도 남성과 여성의 담낭용종 유병률은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많은 담낭용종 유병률 관련 연구와 달리 제주도 

성인에서 남녀의 담낭용종 유병률의 차이가 없는 이유는 대사증후군, 

이상지질혈증, 고위험 음주자 비율 등 담낭용종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차이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두 성별간에 담낭용

종 유병률의 차이가 없었지만 분석된 위험인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담낭용종 발생에서 남과 여 사이에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담낭용종의 위험인자 분석을 

달리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제주도 성인 남성에서 

60세 미만, AST 수치가 32IU/L 이상, 성인 여성에서는 HDL-콜레스

테롤이 60 mg/dL 이하인 경우는 담낭용종의 유병률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진 제주도 성인들은 담낭용종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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