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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the improved accuracy and increasing use of prenatal ultrasonography,
fetal cholelithiasis is a rarely detected disease, and its natural history and clinical
significance are not yet well defined. Many maternal and neonatal risk factors are
associated with fetal cholelithiasis. Intrahepatic cholestasis of pregnancy could be
a risk factor for fetal cholelithiasis, but no case reports in previous literatures have
demonstrated this relationship. We present a case of fetal cholelithiasis in the late
third trimester of pregnancy that was related to intrahepatic cholestasis of pregnancy,
along with a brief review of associated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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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산전 초음파 시행 건수의 증가 및 영상 기계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태아 담석증은 굉장
히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는 태아 담석증에 대한 원인, 임상적 증상 및 예후
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1)

국내에서 보고된 신생아 담석증 증례로 2004년 Shim 등 이 보고한 미숙아 담석증 1례가
있었으나, 이 증례의 경우 생후 88일째에 담석증이 진단되었으며, 그 유발 원인이 출생 이후
장기간의 금식과 총 정맥영양으로 생각되어 태아 담석증에는 합당하지 않은 소견이다. 그 외
태아 담석증에 대한 국내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산모의 임신성 간내 담즙정체는 태아
담석증의 가능한 위험 인자로 언급되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증례 보고는 없다.
우리는 임신 제 3분기에 산모의 임신성 간내 담즙정체와 동반되어 관찰된 태아 담석증을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산모는 33세 초산부로 체외 수정 시술로 쌍둥이를 임신하였다. 임신기간 중에 음주, 흡
연, 약물 복용력은 없었고 태반 조기 박리, 감염, 임신성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질환력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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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할머니의 고혈압 병력 외에 간질환을 포함한 다른 가족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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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소양감이 심하지 않아 임신 중 ursodeoxycholic acid

은 없었다. 임신 전 체질량지수는 18.4 kg/m 이었으며, 임신 기

약물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정기적인 태아 산전 초음파에서 재

간 중 20 kg의 체중 증가가 있었다. 재태 기간 34주 무렵부터 전

태 기간 32주 1일까지는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으나 재태 기간

신의 가려운 증상 시작되었으며 발진은 동반되지 않았다. 이 때

35주 3일에 시행한 초음파상 둘째 태아의 담낭 부위에서 2.8x0.4

시행한 혈액 검사상 아스파트산 아미노기전달효소(aspartate

cm정도의 고음영 병변이 확인되어, 태아 담석증이 의심되었다

aminotransferase, AST)/알라닌 아미노기전달효소(alanine

(Figure 1). 간을 포함한 그 외 다른 부위에서는 이상 소견이 관찰

aminotransferase, ALT) 39/53 IU/L (참고치 5-40 IU/L), 알칼라

되지 않았다.

인포스피타제(alkaline phosphatase, ALP) 497 IU/L (참고치 40-

환자는 재태 기간 36주 6일에 선택적 제왕절개술로 출생한 쌍

250 IU/L)로 ALT, ALP의 상승 소견 관찰되었고 총 빌리루빈 0.2

둥이 중 둘째 남아로, 특별한 분만 손상 없이 태어났으며 Apgar

mg/dL (참고치 0.2-1.2 mg/dL), 감마-글루타밀 전이효소 41 U/

점수는 1분 8점, 5분 9점이었다. 출생 당시 체중은 2,190 g (25-50

L (참고치 7-32 U/L), 젖산 탈수소효소 490 U/L (참고치 210-435

백분위수), 신장 46.5 cm (25-50백분위수), 두위 32 cm (25-50백

U/L), 총 콜레스테롤 188 mg/dL (참고치 115-230 mg/dL)로 확

분위수)이었고, 활력징후는 정상이었다. 진찰소견상 전신 상태는

인되었다. 또한, 간염 바이러스 표지자 검사에서 B형 간염 표면항

양호해 보였고 피부의 황달 소견 없었으며, 청진시 호흡음은 깨끗

원(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g) 음성, B형 간염 표면항

하였고,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복부는 부드럽고 장음도 정상이

원에 대한 항체(hepatitis B virus antibody, HBsAb) 양성(639.2

었으며, 간이나 비장은 촉지되지 않았고, 그 외 촉지되는 종괴도

IU/L),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Anti-hepatitis C virus antibody)

없었다.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재태 기간 35주 3일에 시행한 산모의 간 초

출생 당일 말초혈액 검사상 헤모글로빈 15.3 g/dL, 헤마토크릿

음파에서 간, 담낭 내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재태 기간 36

43%, AST 55 IU/L, ALT 8 IU/L, 총 빌리루빈 1.2 mg/dL, 직접 빌

주 1일 시행한 혈액 검사상 AST/ALT/ALP가 73/137/755 IU/L로

리루빈 0.8 mg/dL, ALP 453 IU/L, 총 콜레스테롤 83 mg/dL 였다.

더 상승하였고 분만 전날 AST/ALT 179/302 IU/L까지 최고치를

혈액형은 O, Rh + (산모 B, Rh +)였다. 생후 4일째 시행한 검사에

보였다가 분만 2일 뒤 AST/ALT/ALP 59/141/560 IU/L로 감소하

서 총 빌리루빈 6.2 mg/dL로 약간 상승되는 양상 보였으나 AST,

여 분만 10일 뒤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임신 및 분

ALT, 직접 빌리루빈 수치 정상이었고 ALP는 399 IU/L로 감소하는

만 후 검사에서 총 빌리루빈은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였다. 산모는

양상 보였다. 그 외 선천성 대사 이상, 패혈증, 용혈성 빈혈 등을 시

임상 양상 및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임신성 간내 담즙정체로 진단

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생후 2일째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담낭의 전 부위에서 다수의 음영이 증가된 석회화 소견
이 보여 담석증이 진단되었다(Figure 2A). 담낭벽의 두께 및 크기
는 정상이었으며, 그 외 간, 비장 등에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
았다. 쌍둥이 첫째 남아의 경우, 출생체중 2,470 g으로 출생했으
며, 출생 3일 째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 담도계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입원 기간 중 수유 진행에 문제 없었으며, 체중은 초기
4.1%까지 감소하였다가 그 후 증가하는 양상 보였다. 황달이 심하
지 않아 광선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 태아 담석증과 연관된 특
별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아 약물 치료 없이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
기로 하고 생후 6일째 퇴원하였다. 이후 생후 1달째 시행한 복부초
음파 검사에서 담석증이 완전히 호전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2B).

고찰
+3

Figure 1. The fetal ultrasonography scan at 35 weeks of
gestation shows a 2.8×0.4 cm hyperechoic gallbladder lesion
which may be calcified (arrow).

1928년 Potter에 의해 신생아 부검을 통한 태아 담석증의 존재
2)

가 처음으로 언급되었지만 , 산전 초음파를 통해 발견된 태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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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석증 증례는 1983년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 매년 전세계적으로

져 있다 . 태아의 위험 인자로는 용혈성 빈혈, 거대아, 췌장의 낭성

많은 산전 초음파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 담석증은

섬유증, 담즙 정체, 고콜레스테롤혈증, ABO 혈액형 부적합증, 염

굉장히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Cancho Candela 등에 의한

색체 이상이나 심장 혹은 소화기 선천 기형, 프로스타글란딘의 영

전향적 연구에 의하면, 9,235명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산전 초음

향, 산전 백혈병양 반응(prenatal leukemoid reaction) 등이 언급

4)

6)

파에서 태아 담석증의 발병률은 0.45%에 불과했다 . 지난 1년을

되고 있다 . 본 증례의 경우 기존에 잘 알려진 이러한 위험 인자는

기준으로 본원에서 출생한 3,005명의 신생아 중 태아 담석증은 단

동반되지 않았다.

1명에서 발견되었다.

임신성 간내 담즙정체의 경우, 태아 담석증의 가능한 위험 인자
7)

태아 담석증에 대한 산모의 위험 인자로는 비만, 경구피임제의

로 고려되기는 하지만 , 현재까지 임신성 간내 담즙정체가 있었

사용, 담석증의 가족력, 태반내 출혈, 임신 기간 내의 마약성 진통

던 산모에게서 태아 담석증이 발견된 것에 대한 증례 보고는 국내

제 사용, 유전성 구상 적혈구증, 겸상 적혈구 빈혈증 등이 잘 알려

외적으로 없었다. 임신성 간내 담즙정체는 임신 중 발진을 동반하

Figure 2. (A) The neonatal abdominal ultrasonography after birth shows echogenic
tiny gallbladder stones in entire gallbladder without wall thickening. (B) At postnatal
1 month, the abdominal ultrasonography shows no gallbladder stone.
Table 1. Fetal Characteristics and Neonatal Outcomes of Fetal Cholelithiasis in the Literature Review
Gestational age
Detected by prenatal
ultrasonography (wks)

Findings and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fetal cholelithiasis

Treatment

1

36

None

No

Within 1 mo

5

33–36

None

No

Within 12 wks

16)

3

32–35

None

No

Within 6 wks

6)

6

33–38

1 with TOF

No

Within 6 wks

1

34

None

No

At birth

2

31–36

None

No

Within 2 mo

2

30–37

None

No

Within 3 mo

11

29–38

None

No

Within 7 wks
Within 4 mo

Patients
(n)

Authors
3)

Beretsky, et al.

15)

Petrikovsky, et al.
Stringer, et al.

Kiserud, et al.
17)

Nishi, et al.

18)

Hertzberg, et al.
7)

Suma, et al.

4)

Cancho Candela, et al.
19)

Munjuluri, et al.

Resolution time

2

34

None

UDCA

Triunfo, et al.

1

35

None

No

At birth

5)

1

32

None

No

Within 2 mo

Troyano-Luque, et al.

2

26, 32

1 with maternal Lyme disease
and ceftriaxone use

No

1 persist at 30 mo, 1
resolve within 7 mo

Yon, et al. (present study)

1

35

ICP

No

Within 1 mo

20)

Suhag, et al.

13)

Abbreviations: ICP, intrahepatic cholestasis of pregnancy; TOF, tetralogy of fallot; UDCA, ursodeoxycho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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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가려움증과 함께 혈중 AST, ALT 또는 담즙산의 증가를
특징으로 하며, 경한 황달과 함께 빌리루빈이 증가되는 양상은 약
8,9)

95

13)

져 있다 .
결론적으로 임신 기간 내 태아 담석증이 발견되었을 때, 발병 시

10-15%의 소수에서만 관찰된다 . 가려움증과 검사상의 이상 소

기, 산모 및 태아의 위험 인자 등을 평가하여 그 예후를 예측해 볼

견은 보통 임신 제 3분기에 시작되며, 분만 이후 수주 이내에 저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태 주수 30주 이후에 특별한 위험 인자

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본 증례는 임신성 간내 담즙정체에 합

없이 우연히 발견된 태아 담석증의 경우는 대개 생후 1세 이전에

당한 임상 양상을 보인다. 임신성 간내 담즙정체에서 태아 담석증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특별한 치료 없이 연속적

이 유발될 수 있는 가설로 유전적인 요인과 생식 호르몬 요인을

인 복부 초음파 촬영을 시행하며 추적 관찰할 것을 추천한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전적 요인과 관련해,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

저자들은 재태 주수 35주에 산모의 임신성 간내 담즙정체와 함

즙정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간담도 전달체인 ATP8B1,

께 동반된 태아 담석증을 진단하고 특별한 치료 없이 생후 1개월

ABCB11, ABCB4의 동종 또는 이종접합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이내에 자연 호전되는 양상을 경험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

임신성 간내 담즙정체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바이다.

10,11)

. 유전적 변이의 종류에 따라 담즙정체의 정도가 다양하게 관

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전적 변이는 신생아 담즙정체 및 청소년
기 담석증 등과도 연관될 수 있다. 생식 호르몬 요인으로 임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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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 산모의 증가된 에스트로겐은 태아에서 콜레스테롤 분
비 증가 및 담즙산 생성의 감소를 통해 태아 담석증을 유발할 수
12)

있다 . 본 증례는 임신성 간내 담즙 정체로 진단된 산모에게서 그
발병 시기에 태아 담석증 또한 동시에 진단됨으로써, 임신성 간내
담즙 정체가 태아 담석증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음을 임상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례라고 생각한다. 추후 추가적인 증례 및 그 기
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여러 증례 문헌을 고찰하였을 때, 태아 담석증은 일반적
으로 재태 기간 30주를 지나 임신 제 3분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
았으며, 무증상 상태로 생후 5개월 이내에 자연적인 호전을 보이
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본 증례 또한
재태 기간 35주에 진단되어 생후 1개월에 자연 호전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태아 담석증의 임상 양상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였다. 태아
담석증은 태아 담도 오니(biliary sludge)에 비해 양호한 예후를
보이는데, 태아 담도 오니는 18% 정도가 신생아 시기를 지나서도
지속되는 반면 태아 담석증은 2% 정도만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
13)

져 있다 . 대부분의 태아 담석증은 무증상이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소아 또는 성인기의 담석증 및 담
13)

낭염으로 이환되기도 하며 , 만성 담석증과 동반된 총담관폐쇄,
만성 담낭염으로 신생아기에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은 증례
14)

도 있다 . 이러한 불량한 예후와 연관되는 요인으로, 태아 담석증
이 재태 주수 26주 이전에 진단되는 경우, 여아, 산모 또는 가족의
특이 질병력 및 유전 질환, 인종이나 환경 요인, 사회경제적 상태,
불량한 영양, 산모의 탈수 및 감염, 동반된 담관계 기형 등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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