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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iary cystic tumors, such as cystadenoma and cystadenocarcinoma, are rare cystic tumors of liver accounting for 

fewer than 5% of all intrahepatic cysts of biliary origin. Most biliary cystic tumors arise from intrahepatic bile 

duct and 10-20% arise from extrahepatic bile duct like common hepatic duct, common bile duct, and gallbladder. 

The first case report of biliary cystic neoplasm in Korea dated back to 1975 by Bae et al, and over 40 cases of 

cystadenoma and 35 cases of cystadenocarcinoma were reported since then. These tumors usually present in 

middle-aged women with a mean age of 50 years. Biliary cystadenomas are lined by single layer of cuboidal or 

columnar epithelium and are very often multilocular with septal or papillary foldings. Over 80% of cystadenoma 

have dense mesenchymal stroma composed of dense spindle cells, like ovary. The epithelial lining of cystadeno-

carcinoma exhibits cellular atypia, mitotic activity, and infiltrative growth, but part of lining epithelium retain the 

feature of cystadenoma, which support the adenoma-carcinoma sequence. The size of tumors varies from 1.5 to 

35 cm. Many patients are asymptomatic, except for the presence of palpable mass. When symptoms are present, 

they include epigastric or right upper quadrant pain or jaundice by enlarged mass. Biliary cystic tumor should be 

considered when a single or multilocular cystic lesion with papillary infoldings is detected in the liver by 

computed tomogram (CT) or ultrasound (US). Cystic wall and internal foldings can be seen enhanced by enhanced 

CT. US reveals a hypoechoic cystic mass with echogenic septation or papillary infoldings. Cystadenocarcinoma 

should be suspected when there is elevated mass or nodule in the wall or foldings, or thickened cystic wall on 

CT or US. Bu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differentiate between cystadenoma and cystadenocarcinoma by imaging 

alone. Increased tumor markers, carcinoembryonic antigen and carbohydrate antigen 19-9, in serum or cystic fluid 

have been reported in biliary cystic tumor. But tumor markers cannot distinguish cystadenocarcinoma from 

cystadenoma or both from other cystic lesions of liver. Malignant cells are not usually recovered in patients with 

cystadenocarcinoma who underwent cystic fluid cytology before and during surgery. The treatment of choice is 

radical excision of the mass by means of lobectomy or wide tumor excision. Aspiration, marsupialization, and 

drainage must be avoided. Inadequate excision of both cystadenoma and cystadenocarcinoma may lead to 

recurrence. Prognosis after complete excision is excellent. (Korean J Gastroenterol 2006;4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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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 낭성종양의 정의

  담관 낭성종양(biliary cystic neoplasm)인 담관낭선종(biliary 

cystadenoma)과 담관낭선암(biliary cystadenocarcinoma)은 담

관에 생기는 낭성종양으로 전체 간내담관 낭성 병변(cystic 

lesion)의 5%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1-5 기록

에 의하면 1892년 Keen 등
6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국내

에서는 1975년 배 등7이 처음 보고한 이후 주로 수술 후 조

직검사로 진단한 증례와 수술 성적이 보고되고 있다.
8-27 담

관 낭성종양은 대부분 간내담관에서 발생하며 간외담관에

서 발생하는 경우는 10-20% 미만이다.
28,29

  담관낭선종의 정의는 담관 점막층을 이루는 입방세포

(cuboidal cell) 혹은 원주세포(columnar cell)를 상피세포로 하

는 다방성(multilocular) 낭이 간실질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점액을 분비하여 낭 내용물을 형성하며 대부분 무증상이나 

낭성종양 자체나 분비된 점액에 의해 담관폐쇄나 간피막 혹

은 주변 장기의 압박이 일어나면 증상을 일으킨다. 낭을 이

루는 상피세포가 악성세포의 특징을 보이면 담관낭선암이

라고 한다. 담관낭선암은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35예 정도가 

보고되어 있으며 대부분 수술 전에는 담관낭선종과 감별이 

되지 않고 수술 후의 조직검사로 확진되었다.
9,11,13-16,30

발생 기전

  담관낭선종의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가능한 이론

은 간실질 내에 격리된 원시 전장(primitive foregut)의 이소

성 잔유물(ectopic remnant)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31 담관의 국소 손상에 의한 후천적인 원인이라는 주장

도 있다.1

병리조직 소견

  1. 담관낭선종과 담관낭선암의 조직 소견

  담관낭선종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종양으로 2분의 1은 간

우엽에, 3분의 1은 간좌엽에, 나머지는 좌우 양엽에 생기며, 

80-90%는 중년 여성에서 보고되고 있다.
1,29,32 낭성 종괴의 

크기는 1.5 cm에서 35 cm까지 다양하다. 담관낭선종은 단층

의 입방상피세포 혹은 원주상피세포로 피복되어 있고 보통 

유두상 주름(papillary folding)에 의해 다방성으로 되어 있다

(Fig. 1). 담관낭선종의 80% 이상은 조 한 방추세포(spindle 

cell)를 포함한 기질, 즉 중간엽 기질(mesenchymal stroma)을 

가져서 난소를 닮았다(ovarian-like).
29 낭의 표면세포는 점액 

상피세포로 되어 있어 내부는 점액으로 채워져 있다.29 기질 

유무에 따라 담관낭선종을 중간엽 기질을 가진 담관낭선종, 

중간엽 기질이 없는 낭성종, 낭내로 돌출하는 용종양 상피

를 가진 담관낭선종의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33

  담관 낭성종양을 이루는 상피세포가 유사분열(mitosis), 세

포의 비정형화, 주위 조직으로의 침윤 등의 악성변화를 보

이는 경우를 담관낭선암이라고 하며, 이런 악성변화는 담관

낭선종의 일부 세포에서 볼 수 있거나
11,31,34 담관낭선암이 

담관낭선종과 같이 있어서
1,29 선종-암종 순서(adenoma-carci-

noma sequence)에 의한 암화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Fig. 2). 10년 동안 관찰한 낭성종에서 담관낭선암이 발

생한 증례 보고를 통해서도 담관낭선종에서 담관낭선암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11,35 담관낭선암의 상당수가 

중간엽 기질을 가지고 있고 고 도 중간엽 기질을 가진 담

관낭선암의 평균 발생 연령이 담관낭선종보다 17세 이상 높

아서 중간엽을 가진 담관낭선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악성변

화를 하여 고 도 중간엽 기질을 가진 담관낭선암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Fig. 2).
33 난소의 미세구조처럼 중간엽 기

질을 가진 담관낭선암은 대부분 여성에서 볼 수 있으며 천

천히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나, 기질이 없는 담관낭선암은 

대부분 남성에서 볼 수 있으며 매우 공격적인 경과를 보인

다.
29

  2. 낭세포의 면역조직화학염색

  담관낭선종이나 담관낭선암은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cyto-

keratin, epithelial membrane antigen, carcinoembryonic antigen 

(CEA), carbohydrate antigen 19-9 (CA19-9)에 양성으로 염색

된다.
29 그러나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는 담관낭선종과 담관

낭선암을 구별할 수 없으며, 복강 내의 다른 상피세포에서

Fig. 1. Light microscopic findings of a patient with cystadenoma 

after surgical resection (H&E stain, ×400). The section shows a 

single lining of cuboidal epithelium on thick mesenchymal stroma 

with abundant spindle cells of fibroconnective tissue. There shows 

papillary foldings into the c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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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낭성종양과도 구별하기 어렵다. 수술 후의 담관낭선

종 혹은 담관낭선암 세포에서 CA19-9, CEA의 면역조직화

학염색의 양성소견은 악성 변화의 표식자로 볼 수는 없으며 

병리조직검사에서 장상피화생에 의한 배상세포(goblet cell) 

출현만이 악성 변화의 전 단계로 판정할 수 있다.
29

임상 양상

  담관 낭성종양의 임상증상은 대체적으로 증상 없이 수년 

수십 년을 지내며 발견 당시 무증상이 많다. 그러나 크기가 

커지면 우상복부에서 종괴가 만져지거나 종괴에 의해 오심, 

우상복부 통증이 생기거나 담도를 눌러서 황달이 생기기도 

한다.
27 총수담관이나 담낭, 간내담관 결석을 동반하는 경우

Fig. 2. Light microscopic findings of a patient with cystadenocarcinoma (H&E stain, ×400). It show multiple variable sized cysts. (A) The 

lining epithelium is mostly columnar to cuboidal. (B) Also, papillary growth is noted in some parts. (C, D) Invasion into the basement 

membrane is seen. 

A B

C D

Table 1. Chief Complaints of 41 Patients Diagnosed as Biliary 

Cystadenoma and 35 Patients Diagnosed as Biliary Cystadeno-

carcinoma after Resection Reported in Korea Since 1989

Chief complaints n

  Upper abdominal pain 41

  Palpable mass or hepatomegaly 25

  Jaundice  7

  Abdominal fullness/indigestion  3

  Fever  3

  Weight loss  3

  Gastrointestinal bleeding  2

  Diarrhea  1

  Asymptomati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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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9,14 1989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문헌으로 보고

된 담관낭선종 41예와 담관낭선암 35예의 수술 전 주 증상

이나 신체검사 소견을 보면 76예 중 41예에서 상복부 통증

이 있었고, 복부 종물이 25예, 황달이 7예에서 있었으며, 증

상은 없으나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8예 있었다(Table 1). 수

술 전 임상증상이나 방사선 소견으로 담관낭선종과 담관낭

선암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76예 중 여자가 56예로 남자보

다 많았으며, 나이는 27세에서 75세의 분포를 보 으며 

30-40대에서도 담관낭선암이 발생하 다.
8 담관낭선종은 41

예 중 2예를 제외하고 모두 여자 으나 담관낭선암은 35예 

중 16예가 남자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담관낭선암이 잘 생

기거나 담관낭선종에서 담관낭선암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

았다. 담관낭선암과 마찬가지로 담관낭선종도 수술 소견에

서 대부분 다방성 병변을 가지며 담관낭선암 1예에서 주변 

조직과 유착이 있었고
11 4예에서 전이가 있었다.8,10,25 담관낭

선종에서는 3예에서만 수술 후 재발하 고 담관낭선암에서 

9예가 수술 후 재발하여 사망하 다(Table 2, 3). 담관낭선암

으로 악성화되면 복수, 체중 감소, 전이성 골 통증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으로 낭 출혈, 파열, 염증이 보고되었다.
34,36

Table 2. Clinical Manifestations of 35 Patients Diagnosed as Biliary Cystadenoma after Resection Reported in Korea Since 1989

Case Sex Age Chief complaints Location Type of operation Follow-up or survival

Song et al., 199312 F 63 Epigastric pain Right HD, 

extrahepatic

Cyst excision Not mentioned

Kim et al., 199817 F 34 Asymptomatic, 

hepatomegaly

Left lobe Left lobectomy Not mentioned

Lee et al., 199861 F 34 Asymptomatic Left lobe Left lobectomy Not mentioned

Jung et al., 1999
30 F 51 Abdominal fullness Left lobe Cyst excision Not mentioned

F 27 Epigastric pain Right lobe Cyst excision No recurrence

F 30 RUQ mass Right lobe Cyst excision No recurrence

F 31 Diarrhea Left lobe Cyst excision No recurrence

F 52 RUQ mass Left lobe Loft lobectomy No recurrence

F 23 Weight loss Left lobe Cyst excision No recurrence

Kang et al., 199918 F 24 RUQ pain and mass Left lobe Segmentectomy No recurrence in 12 years

Yoon et al., 1999
21 F 59 Epigastric pain Left lobe Cyst excision Not mentioned

Hwang et al., 19998 F 57 Jaundice Right lobe Segmentectomy No recurrence in 42 months

Chae et al., 1999
62 M/F

1/6

Mean 54 Pain/abdominal 

distension 5/1

R/L

4/3

Excision/lobectomy

3/4

1 recurrence

Lee et al., 2000
20 F 39 RUQ mass Right lobe Cyst excision No recurrence

Kim et al., 2000
27 F 43 Jaundice Left lobe Segmentectomy Not mentioned

Shin et al., 200119 F 38 Epigastric pain Left lobe Left lobectomy No recurrence in 15 months

F 37 RUQ mass Left lobe Cyst excision No recurrence in 82 monthsYoo et al., 2001
25

F 37 RUQ pain Right lobe Right lobectomy No recurrence in 84 months

Yi et al., 200126 F 34 RUQ pain Left lobe Segmentectomy No recurrence in 11 months

F 50 RUQ pain Right lobe Right lobectomy No recurrence in 10 months

Suh et al., 2001
10 M/F

1/9

Mean 47.6 Pain/indigestion/fever

6/1/1

R/L/B

1/5/4

Excision/lobectomy

5/5

2 recurrences in mean 61 

months

Lee et al., 2003
23 F 58 RUQ pain Right lobe Right lobectomy No recurrence in 14 months

Park et al., 2004
22 F 42 Jaundice CHD, 

extrahepatic

Hepaticojejunostomy No recurrence in 1 year

Lee et al., 200563 M/F

0/3

Pain/mass

1/1

R/L

1/2

Excision/lobectomy

1/2

No recurrence in 82 months

M, male; F, female; HD, hepatic duct; RUQ, right upper quadrant; R, right lobe; L, left lobe; B, both lobes; CHD, common 

hepatic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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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진단

  1. 방사선 소견

  여러 가지 방사선 진단 방식이 발달하고 진단 수단의 사

용이 늘어나서 간의 낭성 질환에서 담관 낭성종양의 진단과 

정의가 더 정확히 내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담관낭선종이

나 담관낭선암은 수술 전이나 수술 중에는 단순 낭종과 감

별진단이 어려우며, 담관낭선종과 담관낭선암의 감별도 어

렵다.

  복부 초음파검사나 복부 전산화단층촬 에서 간내에 낭

벽과 중격(septum)을 가진 낭성병변이 있으면 담관낭선종이

나 담관낭선암을 의심할 수 있다.
37,38 초음파 소견에서는 무

에코 낭성병변이 있고 유두양 돌기나 중격이 내부 에코로 

Table 3. Clinical Manifestations of 41 Patients Diagnosed as Biliary Cystadenocarcinoma after Resection Reported in Korea Since 

1989

Case Sex Age Chief complaints Location Type of operation Follow-up or survival

Lee et al., 198915 F 64 RUQ pain and mass Left lobe

extending to

right lobe

Cyst excision No recurrence in 3 years

F 49 RUQ pain Right lobe Cyst excision Expired in 4 months

Kim et al., 1992
11 F 62 RUQ pain Left lobe Incomplete excision Expired with direct extension

Lee et al., 1995
16 F 60 Jaundice Left lobe Left lobectomy Not mentioned

Moon et al., 1997
13
M 75 Jaundice Left lobe Left lobectomy No recurrence

M 60 RUQ pain Left lobe Left lobectomy No recurrence

F 60 RUQ pain and

jaundice

Left lobe Roux-en-Y No recurrence

Suh et al., 1997
24 M 63 RUQ pain Right lobe Segmentectomy No recurrence in 26 months

Chae et al., 1999
62 F 47 Mass Left lobe Excision No recurrence

Nam et al., 1999
64 M 66 RUQ pain Left lobe Segmentectomy Not mentioned

Hwang et al., 19998 F 59 RUQ pain Both lobes Extended left

lobectomy

No recurrence in 55 months

F 77 Abdominal pain Left lobe Segmentectomy No recurrence in 35 months

F 37 RUQ pain Both lobes Extended left

lobectomy

Expired in 22 months

Jung et al., 199930 F 60 Epigastric pain Right lobe Right lobectomy No recurrence in 4 years

M 43 Epigastric pain Left lobe Left lobectomy No recurrence in 3 months

F 50 RUQ pain Left lobe Left lobectomy Recurred and expired

Shin et al., 19989 F 72 Epigastric pain Left lobe Segmentectomy No recurrence in 7 months

Kim et al., 199814 M 61 Epigastric mass Left lobe Segmentectomy No recurrence

Suh et al., 200110 M/F

4/4

53.0 (Mean) Pain/weight loss/fever

5/2/2

R/L/B

2/4/2

Excision/lobectomy

1/6

4 recurrences in 61 months

Yoo et al., 200125 F 57 RUQ pain Left lobe Left lobectomy No recurrence in 48 months

F 48 RUQ mass Left lobe Left lobectomy No recurrence in 78 months

M 75 Melena Both lobe Trisegmentectomy No recurrence in 78 months

M 64 RUQ mass Right lobe Segmentectomy Recurred in 27 months, expired

Lee et al., 2003
23

M 42 RUQ mass Right lobe Right lobectomy No recurrence in 12 months

M 70 RUQ pain Right lobe Right lobectomy No recurrence in 8 months

Lee et al., 200563 M/F

2/1

Pain/mass/bleeding

1/1/1

Left lobe

3

Excision/lobectomy

1/2

1 recurrence

M, male; F, female; RUQ, right upper quadrant; R, right lobe; L, left lobe; B, both l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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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Fig. 3). 전산화단층촬 에서 특징적인 소견은 단

방 혹은 다방성의 저음  낭성 종괴가 있고 낭내로 유두양

의 내주름이나 중격이 있으며 낭벽, 내주름, 중격은 혈관조

된다(Fig. 4).
39 여러 연구에 의하면 낭성 종괴가 여러 개의 

다방성 낭성 종괴로 보이거나 낭벽이나 내부 주름, 중격에 

조 이 되는 융기 종괴나 결절이 있거나 낭벽이나 중격이 

두꺼워져 있으며 조 이 되면 담관낭선암을 고려해야 한다

(Fig. 5).
38,40-42 낭성 병변에서 중격이나 융기된 병변을 찾는 

데는 전산화단층촬 보다 초음파검사가 더 유리하다.38 그

러나 상 소견만으로 담관낭선종과 담관낭선암을 구별하

기는 지극히 어렵다.
43 낭벽 석회화는 선종이나 선암 모두에

서 볼 수 있으나37 두껍고 조 하지 못한 석회화는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Table 4).
38 초음파검사나 전산화단층촬 은 

낭액의 천자나 조직검사의 유도에 도움을 주며, 전산화단층

촬 과 혈관조 술 혹은 전산화단층 혈관조 술(CT angio-

graphy)은 낭종의 해부학 위치나 혈관과의 관계를 정확히 

해주므로 수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종괴에 의한 압박으로 담관 낭성종양에서 간내 혹은 간외 

담관의 확장이나 폐쇄성 황달이 있을 수 있으며
27 담관 확장

이 담관낭을 닮은 경우도 있고
22 내시경역행담관조 술에서 

담관과의 교통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24,44

  2. 다른 간내 낭성병변과 감별진단

  감별해야 할 간내 낭성병변으로는 선천 단순 낭종이 가장 

먼저이다. 단순 낭종은 초음파검사나 전산화단층촬 에서 

얇은 낭벽에 종격이나 내부 주름이 없고, 전산화단층촬 에

Fig. 3. Ultrasonographical findings of a patient with biliary cystadenoma. (A) There is a large anechoic cystic mass with thin wall and internal 

folding at the dome of right lobe of liver. (B) There is no doppler shadowing in the internal cystic fluid and folds (arrows) of the cystic mass 

on doppler ultrasonography. 

A B

Fig. 4. Computed tomogram of a patient with biliary cystadenoma. (A) There is a large cystic mass with thin enhancing wall at S8 of right 

lobe of liver. (B) The cystic mass is multiloculated by internal thin foldings or septations. There is no mural or septal nodule at enhancing 

wall of cystic mas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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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 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 전에 구별이 어려운 경

우가 많다. 간 농양은 낭종 내부가 에코를 지닌 물질이나 탁

한 물질로 채워져 있으며 주변 간 실질에 염증 소견이 동반

되어 초음파에서 부종이 있거나 전산화단층촬 에서 주변 

간실질의 조 이 증가한다. 카롤리병(Caroli's disease), 외상 

후 낭(post-traumatic cyst), 다낭병(polycystic disease)과 감별

해야 하며, 췌장이나 난소의 담관낭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전이성 담관낭선암과 감별이 필요하다.
45,46 낭성병변이 종격

이 있으며 낭벽에 석회화가 있는 경우는 hydatid cyst와 감별

해야 하며
47 이런 경우는 낭액이 전산화단층촬 에서 물이

나 점액보다 도가 높다.

  3. 낭액 천자 및 낭벽의 조직검사

  낭성 병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진단 방법

이 동원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낭액 천자를 통한 분석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정확한 낭액 천자와 임상, 방사선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0여 년 전부터 담관 낭성종양의 진단에서 낭액의 CA19-9 

와 CEA의 측정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10,20,48-50 CA19-9는 담

도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므로 이론적으로 단순 낭종의 천

자액에서는 측정되지 않고 담관 낭성종양의 천자액에서는 

증가할 수 있다. 최근 Koffron 등의 연구에 의하면 22명의 

담관낭선종에서는 22예 모두에서 낭액의 CA19-9 증가가 있

었으나 8예의 단순 낭종에서는 모든 예에서 낭액의 CA19-9 

증가가 없었다.
47 그러나 천자된 낭액에서 CA19-9는 대부분

의 담관낭선종이나 담관낭선암에서 증가하며 CEA는 담관

낭선종이나 담관낭선암의 일부에서 증가하고,
43 국내 보고

에서도 담관낭선종이나 담관낭선암의 일부에서 낭액의 

CEA가 증가한 보고가 있어서
10 양자의 구별에는 도움을 주

지 않는다.
 단순 낭종에서도 낭액의 CEA가 증가할 수 있

다.
10

  낭종 천자액의 세포검사에서 담관낭선암의 진단이 가능

하다는 증례 보고도 있으나
24,31 대부분 담관낭선암의 천자

액에서 악성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43 초음파나 전산화단

층촬 의 유도를 통한 낭벽의 조직검사가 수술 전 진단에 

필요하다. 낭벽의 담도세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담도세포에

서 장상피화생, 즉 배상세포가 발견되면 전암 병변으로 판

단할 수 있다.
29 낭벽의 조직검사에서 중간엽 기질 유무 역

시 악성변화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다.
43

  경피경간 낭종 천자에서는 낭종의 내용물을 평가할 수 있

으며 간농양과 구별이 가능하다. 낭액의 양상은 혈성, 담즙, 

점액 혹은 장액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출혈 낭액은 담관

낭선암과 관련이 있으나 점액 낭액은 담관낭선종과 관련이 

있다.
17

Fig. 5. Computed tomogram of a patient with biliary cystadenocarcinoma. (A) The large cystic mass is well-defined at the S4 of liver in 

non-enhanced tomogram. (B) There is enhancing irregular papillary-growing, solid lesions in the wall of cystic mass on enhanced tomogram. 

Liver vasculatures are displaced without invasion.

A B

Table 4. Characteristic Radiological Findings of Biliary 

Cystadenoma and Cystadenocarcinoma

CT or sonographic findings

Middle-aged woman with well-encapsulated, multilocular cystic 

mass

Connected to biliary system or prolapsing into bile duct

Papillary folds or septum in the cyst

Presence of mural or septal nodules, discrete soft-tissue masses, 

and thick coarse calcification increase likelihood of cystadeno-

carcinoma

CT, computed tom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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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혈중 CA19-9와 CEA의 의의

  대부분의 담관낭선암에서 혈청의 CEA와 CA19-9는 정상

범위이다.
40 그러나 최근의 보고에서는 수술을 받은 3명의 

담관낭선종과 3명의 담관낭선암에서 CEA 증가와 CA19-9 

증가가 각각 1명씩 있었으며, CEA와 CA19-9의 동반 증가가 

담관낭선암에서 1예 있었다.
43 그러므로 혈청 CEA와 CA19- 

9는 단순 낭종과 담관 낭성종양의 구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담관낭선종과 담관낭선암의 감별에도 도움이 되

지 않으며 CEA와 CA19-9가 동반하여 상승하지도 않는다.
43 

국내 보고에서는 수술 전 혈청 CA19-9가 증가하 다가 수

술 후에 정상으로 된 담관낭선종의 보고가 있으며,
18-20 수술

로 확진된 6예의 담관낭선종과 3예의 담관낭선암 모두에서 

혈청 CEA의 증가는 없었다.
30

치      료

  담관 낭성종양 치료의 최선의 선택은 종괴의 완전한 수술 

절제이다. 즉, 종괴 위치에 따라 정상 간 조직을 포함하는 

종괴의 완전 절제나 간엽절제술이 필요하다.
40 천자, 경화요

법, 내부 배액은 피해야 한다. 낭종 조대술(marsupialization)

이나 적출술(enucleation)만으로는 낭종 재발을 피할 수 없고 

남은 낭세포에서 악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

다.
29,51 담관낭선종이나 담관낭선암에서 불완전한 절제는 대

부분의 증례에서 재발한다.
10,52

  최근 발전 중이지만 복강경 수술이 간의 양성․악성 질

환, 낭성 질환 수술에 점차 도입되고 있다. 복강경 수술 도

중 낭성 병변의 낭벽 조직을 크게 채취할 수 있으므로 담관 

낭성종양과 단순 낭종의 감별이 가능하며 수술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악성세포가 있거나 장상피화생이나 세포 형성이상

이 있어서 전암병변으로 판단되어 필요하면 개복으로 전환

을 결정할 수 있다.
48

  수술 혹은 천자로 채취되는 낭액은 점액 혹은 장액의 양

상을 보이며 때로 담즙처럼 보일 수도 있다.
30,43

담관 낭성종양의 예후

  담관낭선종은 선종-암종 순서를 거쳐서 담관낭선암이 될 

수 있으나 절제 후에는 완치되어 재발이 없다. 담관낭선암

은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종양이지만 전이나 국소 침윤이 

드물게 있을 수 있다.
53-56 담관낭선암의 전이는 간, 폐, 골 전

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우 드물며
8,10,56,57 간이나 이웃 장기

로 침윤된 경우에는 절제 후에도 예후가 나쁘다.
58 또한 병

리조직 소견에서 담관낭선암에 중간엽 기질이 없으면 침윤

도가 심해져서 수술 후에도 예후가 나쁘다.
43,51,59 담관낭선

암은 절제 후에는 간세포암이나 담관암보다 예후가 좋다.
1

간외담관의 낭성종양

  대부분의 담관 낭성종양은 간내담관에서 보고되지만 10- 

20%에서 간관, 총간관, 총수담관 혹은 담낭 등 간외담관의 

낭성종양도 보고되고 있다.
1,12,22,28,57,60 1994년의 병리조직 보

고에서 70예의 담관 낭성종양 중 3예가 총담관이나 담낭에

서 발생한 것이었다.
29 국내에서도 1993년에 우측간관에서 

기인한 간외담관 담관낭선종이 보고되었으며
12 복부 초음파

와 전산화단층촬 에서 담관낭(choledochal cyst)으로 오인되

었으나 수술 소견에서 총담관에서 기인한 간외담관 담관낭

선종으로 진단한 증례 보고가 있다.
22 

결      론

  담관낭선종과 담관낭선암은 30대에서 70대까지 주로 중

년 여성에서 비교적 드물게 볼 수 있는 간내 혹은 간외 낭

성종양으로 30-40대에서도 담관낭선암이 보고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담관낭선암의 보고가 많다. 우상복부 혹은 심

와부 통증이나 촉지되는 종괴 혹은 황달이 주증상이며 복부 

전산화단층촬 이나 초음파에서 내부 중격, 유두상 돌기를 

가진 다방 낭종이 있으면 의심을 할 수 있으나 수술 전 확

진이나 감별이 어렵다.

  담관낭선종에서 악성 변화를 하여 담관낭선암이 될 수 있

으며 복부 초음파검사나 복부 전산화단층촬 에서 낭벽에 

조 이 되는 융기 종괴가 있거나 중격이나 돌기가 두꺼워지

거나 결절이 있으면 담관낭선암을 의심할 수 있으나 수술 

전 감별이 어려우므로 의심이 되면 수술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낭성종양 조직이 남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완전절

제를 하여야 한다. 담관낭선종은 예후가 좋으나 담관낭선암

은 수술이 늦어지거나 재발하여 사망할 수 있다. 완전 절제

가 된 경우는 재발이 드물고 예후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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