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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3 dogs with gallbladder mucocele, rupture of gallbladder was diagnosed and treated. Although

the diagnosis of gallbladder is challenging due to non-specific clinical signs and physical examination

findings, mucoceles are ultrasonographically characterized by the appearance of the stellate or finely striated

bile patterns and differ from biliary sludge by the absence of gravity dependent bile movement. In this

case, gallbladder rupture caused by mucocele can be diagnosed based on not only above characteristics

but secondary lesion such as ascites around gallbladder and swollen hyperechoic mesen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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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담낭 점액낭종은 비정상적으로 담낭 내 점액이 차면

서 내강이 확장되는 질병을 말하며, 고에코의 침전물이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상인 담낭 침전물

과는 구별된다 [2]. 담낭 점액낭종은 초음파 검사상 담

낭 침전물이 담낭 벽에서 내강 쪽으로 뻗어나간 가는 선

형 패턴으로 나타나거나 변연은 무에코로 영상화되고

내강 중심은 고에코로 영상화되면서 “별 모양” 혹은 “키

위 모양” 영상화되기도 한다 [2]. 담낭 점액낭종의 발생

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담낭벽의 점액 생성

세포의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담

낭 점액낭종은 주로 소형 견종에서 다발하며, 임상 증상

이 비특이적이고, 질병이 진행될수록 담낭 벽의 괴사가

발생하여 담낭이 파열되고 심한 복막염을 유발할 수 있

다 [2, 4]. 따라서, 질병 초기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담

낭 적출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담

낭 점액낭종 환자 중 담낭 파열로 진단되어 수술적인 치

료를 받은 3마리 개의 증례를 통해 임상 증상과 실험실

적 검사, 초음파 검사 상의 특징을 위주로 고찰해 보고

자 한다. 

증 례

3마리의 개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담낭 점액낭종에

의한 담낭 파열을 확인한 후, 수술적인 교정을 실시하였

다. 이 중 2마리는 5년령과 15년령의 암컷 Yorkshire

terriers(증례 1, 2)였고, 1마리는 14년령의 암컷 Poodle(증

례 3)이었다. 이들은 급성 구토, 심한 침울, 황달, 복통

을 2-3일간 보여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이중 증례 1은

병원에 내원하기 전 임상 증상이 5일 이상 지속되었다.

신체 검사상 황달, 기력 소실,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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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례 1과 2는 capillary refill time이 지연되고 빈박과

빈호흡, 창백한 점막 및 대퇴동맥압 저하를 보이는 쇼크

상태로 판단되었다. 증례 3은 경미한 고체온증 외에 신

체 검사상 특이적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 검사상 좌방 이동을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백혈

구 증다증과 혈청 검사상 ALT와 ALKP 증가가 관찰되

었다. 증례 1과 2는 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보다 6

배 이상 증가한 소견을 보였으나, 증례 3은 정상 범위로

확인되었다. 복부 방사선 검사상 상복부 대비도가 감소

하여 국소적인 복막염 또는 복수 저류가 의심되었고, 특

히 증례 1에서는 다량의 복수가 복강 전체에 걸쳐 관찰

되었다. 초음파 검사상 확장된 담낭 내에 고에코성의 담

즙 침전물이 둥근 모양 혹은 선형 음영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환자의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외부 압력을 가해도

유동성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1). 담낭 주변에 무에코

혹은 고에코의 복수가 관찰되었고 낫인대의 지방과 주

변 장간막이 비후된 고에코 변화가 확인되었다. 증례 1

과 증례 3에서는 담낭벽의 연속성이 소실된 소견이 확

인되어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유동성 없는

담즙 침전물과 담낭 확장을 바탕으로 담낭 점액낭종으

로 인한 담낭 파열로 진단하였다. 하지만, 증례 2에서는

담낭벽 중 파열된 부분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주변 장간

막이 심하게 비후되고 국소적으로 복수가 저류된 점을

바탕으로 담낭 파열로 잠정 진단하였다. 초음파 검사상

3마리 모두 담석은 관찰되지 않았고 췌장염이나 췌장 종

괴 소견도 확인되지 않았다. 초음파 유도 하에 실시한

복강 천자에서 담즙 색소를 포함한 검은 갈색의 복수가

채취되었고 현미경 검사상 퇴행성 변성을 동반한 다수

의 염증 세포가 관찰되었다. 증례 1과 2는 복수 내 총

빌리루빈 수치가 혈청 빌리루빈 수치보다 높았으나 증

Fig. 1. Ultrasonography of gallbladder mucocele. The gallbladders are largely distended. Hyperechoic round-shape immobile

sludge (S) in case 1 (a) and finely striated sludge (short arrows) attached wall toward center of gallbladder (GB) in case

2 (b) are observed. Note typical hyperechoic striated pattern (short arrows) in gallbladder (GB) in case 3 (c). The wall

of gallbladder is thickened (white line) and inconstant congruity of gallbladder (long arrows) is observed in case 1 and

case 3. Small amount of ascites (F) and hyperechoic swollen pericholecystic menestery (M) and falciform fat are observed.

Fig. 2. Laparotomy for gallbladder extraction in case 2. Distended dark green gallbaldder (GB) and thickened wall is

observed. The fundus of gallbladder (long arrow) is ruptured and adhered to adjacent falciform fat and quadrate lobe (Q).

Viscous dark brown bile around gallbladder and severely congested and swollen mesentery (M) are observed. In (b), the

fundus of gallbladder (F) and neck (N) ar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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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3에서는 복수 내 빌리루빈 수치가 0.3 mg/dl로 측정

되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수에 대한 호기

성, 혐기성 세균 배양을 실시하였다. 

세 마리 모두 담낭 파열을 동반한 담낭 점액낭종으로

진단되어 담낭을 적출하기 위해 개복술을 실시하였다.

담낭이 확장되고 담낭벽이 비후되어 있었으며 점도가

있는 검은 갈색의 담즙이 담낭을 채우고 있었다. 담낭은

기저부 부분이 파열되어 이 부분을 통해 담즙이 흘러나

와 있었고, 주변 장간막의 발적과 비후가 확인되었고 파

열된 담낭과 유착이 관찰되었다. 담낭 적출 후, 멸균 생

리식염수로 수 회에 걸쳐 복강을 세척하였다. 수술 후

metronidazole(메트리날;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한국)과

clavamox(아모크라 시럽; 건일제약㈜, 한국) 등의 항생제

와 tramadol(염산트라마돌; 신풍제약, 한국) 같은 진통제

를 투여하였고, 수액 요법과 간 보호제 등을 적용하였

다. 증례 3은 수술 12일 후 퇴원하였고, 약 2개월이 경

과한 현재 특별한 이상 증상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

나 증례 1과 2의 경우 쇼크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였

고 혈압과 산소 분압이 낮아 1.2 ml/hr 속도로 vasopressin

(바소프레신; 한림제약㈜, 한국), 10 ug/kg/hr 속도로

dobutamin(염산도부타민; 하나제약, 한국)을 주입하였으

나 2마리 모두 수술 다음 날 호흡 곤란과 서맥을 보이

다가 폐사하였다. 

증례 1의 담즙을 배양한 결과 E. coli와 Klebsiella가

분리 동정되었고, 조직 검사상 담낭벽에 호중구와 대식

구가 미만성으로 침윤되어 있었다. 증례 2는 세균은 확

인되지 않았으며, 병리 조직 검사 결과 비후된 담낭벽이

다량의 섬유소로 두꺼워져 있었고, 호중구와 림프구가

침윤되어 심한 미만성의 fibrinopurulent serositis로 진단

되었다. 증례 3의 경우 세균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직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고 찰

1995년 Newell 등이 2마리의 개에서 발생한 담낭 점

액낭종을 핵섬광촬영술과 초음파 검사, 조직학적 검사

로 진단하여 임상적인 의의를 갖는 질병으로 보고한 후

최근 수의학계에서 다수의 회고 연구들을 통해 질병의

기전,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다 [4]. 담낭 점액낭종의 진단에 있어 복부 초음파 검사

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검사 방법으로 유동성이

없는 담즙 침전물이 원형 혹은 선상으로 관찰된다 [2].

질병의 단계에 따라 “별 모양” 혹은 “키위 모양”이 관

찰되는데, 증례 3에서는 다수의 고에코의 선상 음영이

담낭벽으로 부터 내강 쪽으로 뻗어나가 담낭의 변연 부

분은 무에코, 중앙 부분은 고에코로 영상화된 별 모양

패턴을 보였고 나머지 두 증례는 미약한 선상 음영과 둥

근 침전물을 보여 정상적으로 개에서 관찰될 수 있는 담

낭 내 침전물의 소견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환자의 자세를 변경했을 때 침전물의 위치나 모양이 바

뀌는 정상적인 담낭 내용물과는 달리, 3마리 모두 모양

이나 위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정상 침전물과의 감별

이 가능하였다 [2]. 

세 증례 모두에서 담낭 점액낭종에 의해 담낭 파열은

발생하였으나 담도 폐색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췌장

의 이상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담낭 파열은 담도 폐색

보다는 담낭 내 가득 차 있는 점액성 물질로 인해 담낭

벽이 압박을 받아 괴사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3]. 담낭 파열 여부가 수술 후 환자의 예후에 유의

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검사

시 담낭 파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치료 계획

을 세우는데 중요하다 [5, 7].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한

담낭 파열의 진단은 담낭 벽의 연속성이 소실된 부분을

찾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민감도는 약 85.7%, 특

이도는 100%로 초음파 검사 시 파열 부분이 관찰되지

않아도 담낭 주변의 복막염 소견, 복수의 저류 등의 소

견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2, 5, 6]. 증례 1과 3은 담

낭의 연속성이 소실된 부분이 확인되었으나 증례 2의

경우 파열 부분이 초음파 검사상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

만, 주변 장간막의 심한 비후가 확인되고 복수가 담낭

주변에 주로 저류되어 있고, 복수 천자 시 담즙 색소를

포함한 담즙이 채취되어 이를 바탕으로 담낭 파열을 진

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초음파 검사 소견은 담낭 점

액낭종과 이차적인 담낭 파열의 진단에 매우 유용한 검

사 방법이지만, 정확한 진단 기준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

았으므로 임상 증상, 신체 검사 소견 및 복수 검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6]. 

담낭 점액낭종의 진단에 혈청 총빌리루빈 수치 역시

중요한 진단 지표로 이용된다. 하지만, 총 빌리루빈 수

치가 증례 3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담낭 점액낭종에

서 혈청내 총 빌리루빈 수치의 증가는 약 69%에서 관

찰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혈청 검사 수치만으로

담낭 질환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7]. 또한, 증례 3은 복

수 내 총 빌리루빈 수치도 증가하지 않아 담낭 점액낭

종이 발생한 경우 점도가 높은 물질이 담낭 내에만 저

류되는 경우 담도 파열이 동반되어도 담즙이 주변으로

새어나가는 양이 적어 복수 내 총 빌리루빈이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증례 1의 경우 세균 감염이 확인되었으나 증례 2와 3

은 세균이 분리되지 않았다. 담낭 점액낭종과 세균 감염

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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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담낭염이 담낭 점액낭종의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두

질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담

낭 점액낭종에서는 담즙에 대한 호기성, 혐기성 세균 배

양이 필수적이다 [2, 5]. 또한, 조직 검사를 실시한 2마

리 모두 담낭벽의 염증 세포의 침윤이 확인되어 담낭염

과 담낭 점액낭종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

다 [2]. 

담낭 점액낭종은 최근 그 보고가 증가되고 있고, 수

술 후 치사율이 21.7%에 달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질병

의 진행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악화되기 전

에 신속한 진단과 수술적인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

하다 [5]. 증례 1과 2의 경우 임상 증상이 3-5일 정도 경

과한 상태에서 내원하였고, 최초 신체 검사 당시 심한

쇼크 상태였으므로 심한 전신성 염증 반응에 의해 폐사

한 것으로 보여, 환자가 심한 염증 상태에 빠지기 전에

수술적인 교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Amsellem 등 [1]이 담낭 점액낭종으로

진단된 34두에서 실시한 회고 연구에서 예후와 관련 있

는 위험 인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총 빌

리루빈 수치가 높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본 증례에서는 증례 3의 경우, 나머지 2마리

와는 달리 빌리루빈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점도 예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담낭 점액낭종은 노령견에

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3년령에서도 발생

보고가 있으며, 본 증례 1의 경우 5년령에서 발생한 점

으로 보아 어린 연령에서도 갑작스러운 복통과 기력 소

실, 식욕 부진이나 구토 등 비특이적인 임상 증상을 보

이는 경우에도 담낭 점액낭종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황달이나 복수가 나타나는 경우 담낭 점액낭종을 반드

시 감별 진단 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담낭 점액낭종이 발생한 3마리의 개에서 담낭 파열을

진단하였다. 담낭 점액낭종은 노령성 질환이나 어린 연

령에도 발생할 수 있고, 비특이적인 임상 증상과 신체

검사 소견을 보여 진단이 어려운 질병이지만, 복부 초음

파 검사를 통해 유동성이 없는 특징적인 고에코 침전물

이 관찰되면 담낭 점액낭종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담낭

벽 괴사에 의한 담낭 파열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담낭의 연속성이 소실된 부분이 관찰되거나, 담낭 주변

장간막의 심한 비후, 복수 저류 등의 소견이 확인되면

담낭 파열이 병발한 것을 의심해야 하며 신속한 담낭 적

출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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