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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담관 확장에 대한 임상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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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inical Approach for Asymptomatic Bile Duct Dilatation

Chang Min Ch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en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Although asymptomatic bile duct dilatation was commonly found in clinical 
practice due to the development of imaging devices and frequent health screening 
examination,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normal and abnormal. 
In evaluating the cause of bile duct dilatation, comprehensive approach should be 
accompanied, instead of determining by using any one of imaging modalities. Before 
diagnosing bile duct dilatation, physiologic changes due to aging and history of biliary 
operation might be considered. The acceptable range for normal diameter of bile duct 
is 7-8 mm in transabdominal ultrasonography and less than 10 mm in cholangiography. 
However, the diameter of bile duct in elderly is acceptable up to 10 mm and 12 mm, 
respectively. Among patients with incidentally found bile duct dilation, further 
additional image studies are required to confirm the cause of bile duct dilatation in 
case of presence of symptom and abnormal liver function test. Meanwhile, the truly 
asymptomatic patient with normal liver enzyme profiles should be followed closely 
with clinical and laboratory follow-up to help decide whether any additional imaging 
would b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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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담관은 간에서 대사된 물질과 간으로부터 분비되는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흘려보내는 연결 통로로서 정상적인 담관 내압

은 10-15 cmH2O 정도이다.1 담관 확장은 담즙이 흐르는 통로

에 발생한 문제에 의하여 정상보다 늘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 담관 내압은 30 cmH2O까지 상승하게 되고 담즙의 분

비가 멈추게 되어 담관 확장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영상학적 

진단장비의 발달과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인해 무증상이고 생

화학적 검사에서 정상인 담관 확장을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된

다. 이러한 경우 정상 해부학적 변화로부터 질환이 동반된 경

우까지 다양한데, 병적인 담관 확장은 담관 담석이나 원위부 

협착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되며, 협착의 원인으로 양성부터 

악성 질환까지 다양하다. 본 내용에서는 우연히 발견된 무증

상 담관 확장에 대한 임상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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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담관 확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정상 담도계 해부학적 구조는 문맥을 따라서 간내 담관이 

나란히 주행하고, 좌우 간내 담관이 간문부에서 합류하여 총

간관(common hepatic duct)을 형성하는데, 합류부는 대개 간 

내에서 이뤄지나 일부에서는 간 밖에서 합류되기도 한다. 총

간관은 간문부에서 담낭관이 합류하는 지점까지를 지칭하며, 

이 후 부위는 총담관으로 췌장 두부 내를 지나 십이지장 유두

부로 개구한다. 담관의 직경은 검사방법과 측정 부위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이용한 연구에서 정상 

담관의 직경은 간내 담관 2-3차 분지는 1 mm, 간문부 주위 간

내 담관은 2 mm, 간외 담관은 4 mm 내외로 알려져 있다.2

담관 확장을 진단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는 담관 

직경을 측정하는 검사방법과 환자 상태 등이 있다. 담관 직경

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검사방법으로는 복부 초음파(ultra-

son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자기

공명담췌관조영술(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

raphy), 초음파내시경(endoscopic ultrasonography), 내시경역

행성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

tography) 등이 있으며, 각 검사방법에 따라 담관 직경 측정치

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복부 초음파는 일차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담관 확장을 확인하는데 기본 검

사라고 할 수 있다. 복부 초음파를 이용한 정상 담관 직경 측정

과 관련한 전향적인 연구에서 정상 총담관의 평균 직경은 4.1 

mm였고, 정상 대조군의 4%에서만 7 mm 이상의 직경이 관찰

되어, 총담관의 직경이 7 mm 이상일 때 확장된 것으로 정의하

였고,3 국내 연구에서도 건강 대조군 230명을 대상으로 근위

부 총담관을 측정한 평균 담관 직경은 4.5 ± 1.8 mm였고, 정상

인의 95%가 직경이 7.3 mm 미만이어서 총담관의 직경이 7 

mm를 초과하였을 경우 확장된 것으로 정의하였다.4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담관 직경 측정시 복부초음파로 측정한 경우보

다 1-2 mm 정도 확대될 수 있는데, 이는 담관 내강(lumen)과 

담관벽이 함께 측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에서 담관 직경 측정시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

다. 내시경역행성담췌관조영술의 경우 담관 내로 조영제를 주

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담관내 압력 증가와 조영제가 담즙 

분비를 일부 촉진하는 작용으로 총담관 직경은 복부 초음파

나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에서 보다 더 확대되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복부 초음파보다 2 mm 정도 크게 측정된다.5,6

측정 대상자의 영향인자로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담관 조직

의 탄력성과 수축력의 감소로 인해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령의 경우 8-10 mm까지 정상 범위로 간주할 수 있

다. 또한, 담낭절제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전과 비교해서 

담관이 확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낭절제술 전 후에 있

어 담관 직경을 측정한 후향적 연구에서 담낭절제 전 담관의 

평균 직경은 4.1 mm였고, 수술 후 6개월 및 12개월에 측정한 

평균 담관 직경은 각각 5.1 mm와 6.1 mm로 수술 후 담관 확

장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7 mm 이상 담관이 확장된 

경우도 각각 24.4%와 29%로 보고하였다.7 이는 담낭이 맡았

던 담즙의 보관 기능을 담관이 부분적으로 담당하기에 나타나

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무런 원인 없이 10 

mm까지 담관이 확장될 수 있다.8

이상을 요약해 보면, 담관 직경 측정시 사용하는 검사방법, 

나이, 담도계 수술 병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복부 초음파나 

자기공명담췌관조영 검사를 통하여 측정된 직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며, 총담관 직경이 7 mm 이상인 경우, 그리

고, 고령이나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에는 10 mm 이상인 

경우를 확장된 것으로 보편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담관 확장의 원인

담관 확장 정도는 폐쇄 기간이나 원인에 따라 다르고, 담관 

자체와 주위 간실질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병변의 

위치에 따라 담관 확장의 부위도 다르게 나타난다. 담관 확장

을 유발하는 원인들로는 고령이나 담도계 수술과 관련한 생리

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병적인 원인으로는 폐쇄성과 비폐쇄성

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1). 폐쇄성 담관 확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양성 및 악성 질환들이 있는데, 양성 질환으로는 

담관 담석, 담도계 기생충 감염, 오디괄약근 기능 이상, Mirizzi 

증후군, 팽대부 협착 등이 원인이다. 또한, 췌장염에 의하여 췌

장 두부가 부어서 담관을 압박하는 경우나 원위부 담관의 양

성 협착 등에 의해서도 담관 전체의 확장이 발생할 수 있다. 담

관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임상에서 가장 흔한데, 이 경

우에는 원위부 담관에 병변이 있을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대표

적인 원인은 결석이다. 악성 질환으로는 담관의 폐쇄가 발생

하는 위치에 따라서 담관 확장이 관찰되는 양상과 그 원인에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인 간내 및 간외 담관이 확장된 경우에

는 췌장두부암, 원위부 담관암, 십이지장 유두부암과 같은 팽

대부 주위 종양과 타 장기 암의 림프절 전이에 의해 담관 폐쇄

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원위부 담관의 직경은 정상이고 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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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려오기 직전의 중부 담관부터 확장이 된 경우에는 원

발성 담관암, 담낭암의 담관 침범, 타 장기 암의 림프절 전이 

등에 의한 담관 확장이 대부분이며, 간문부 주위와 그 상부의 

담관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간문부 담관암(Klatskin’s tumor), 

타 장기 암의 림프절 전이, 간내 종양이 이에 해당한다.9 종양

에 의한 담관 폐쇄는 담석에 비하여 담관 확장이 더 심하게 관

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담관 결석이나 양성 협착에 의한 경

우는 폐쇄가 불완전하고 담관 벽에 만성 염증성 변화가 있어

서 탄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악성 폐쇄 원인들에 비해 담관 

확장 정도가 심하지 않다.

비폐쇄성 담관 확장의 원인으로는 담관 낭종과 팽대부 게실

이 있다. 담관 낭종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췌

담관합류 이상으로 인하여 췌장액이 담관으로 역류되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팽대부 주위 게실과 담관 확장과의 

인과 관계는 논란이 있으며, 팽대부 주위 게실을 가진 150명에 

대한 후향적 비교 분석 연구에서 팽대부 게실 유무에 따른 담

관 직경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담낭절제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담관 직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1 이 연구에서 팽

대부 주위 게실이 있는 경우와 정상 대조군에서 담관의 직경

은 각 각 6.9 mm와 6.8 mm로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고(P = 

0.7), 게실의 크기도 담관 직경 사이에 관련이 없었다. 또한, 담

낭절제술 및 담석이 팽대부 게실 유무와 관계없이 담관 확장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팽대부 게실이 담관 확장

을 일으키는 기전으로는 게실 자체가 담관을 압박하여 기계적 

폐쇄와 관련된 것과 게실내 세균 증식으로 인한 담도계 감염

을 제시하고 있는 두 기전 모두 담석 발생과 관련이 있어, 담석

으로 인한 담관 확장이 더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2

담관 확장의 진단적 접근 방법

복부 초음파 검사는 증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관 확장을 

진단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검사로서 개원가에서도 보편적으

로 시행할 수 있다. 담관 확장의 범위 및 동반되는 담관질환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시술자의 숙련도, 인접 장 내의 가스 유무, 

환자의 비만 여부에 따라 검사에 차이를 보이며, 해부학적으

로 췌장 두부에 위치한 원위부 담관을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

다. 비록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담관 확장을 확인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과거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무증상의 담관 확장이 확

인된 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담관 확장 원인을 찾기 위해 내

시경역행성담췌관조영술과 추적관찰 영상 검사를 시행한 연

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9 이 연구에서 무증상 

담관 확장을 보인 77명 중 내시경역행성담췌관조영술을 시행

받은 49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20명(40.8%)이었

고, 8명(16.3%)에서 담관 종양, 담관 낭종, 췌담관 합류 이상과 

같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과거 내시

경역행성담췌관조영술은 췌담도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유

용한 검사였으나, 최근 영상 기기의 발달과 초음파 내시경의 

보급으로 진단목적의 내시경역행성췌담도 조영 검사는 권고

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영상 검사에 앞서 환자의 증상 유무나 혈액 검사

에서 간기능 검사의 이상 동반 여부 따라 임상적 접근을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무증상의 담관 확장이 있으면서 복부 초음

파나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 47명을 대

상으로 간기능 이상 유무에 따라서 초음파 내시경으로 담관 

확장의 원인을 알아본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정상적인 간기능 

수치를 보인 32명의 환자 중 2명(6%)에서만 원인질환이 발견

되었는데, 팽대부 주위 게실과 담관 담석이 각 1예씩이었다. 

이에 반하여 간기능 수치의 이상을 동반한 환자 15명 중에서

는 8명(53%)의 환자에서 원인질환이 발견되었는데, 담관 담

석, 팽대부 주위 게실, 팽대부 종양이었다.13 이를 통해 간기능 

수치의 이상을 동반한 담관 확장 환자에게서 추가 검사를 실

시하여 원인을 밝힐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담관 확장

이 있는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동반된 증상 

유무나 간기능 검사 수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인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복부 초음파에서 확인된 담관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영상 

검사로는 전산화단층촬영과 자기공명담췌관조영 검사를 시

행할 수 있다. 전산화단층촬영은 복부 초음파 다음으로 흔하

Table 1. Causes of bile duct dilatation (modi�ed from Kim JS9)

Physiologic Obstructive Non-obstructive

Aging
Cholecystectomy

Choledocholithiasis
Extrinsic compression
   Mirizzi's syndrome
   Lymphadenopathy
SOD 
Papillary stenosis
Parasite infestation
Periampullary tumor
   Pancreatic head cancer
   AOV cancer
   Cholangiocarcinoma

AUPBD
Choledochal cyst
Periampullary 

diverticulum (?)

AUPBD, anomalous union of the pancreatobiliary duct; SOD, sphincter of 
Oddi; AOV, ampulla of V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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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써, 담관의 해부학적 구조뿐만 아니

라, 인접 장기의 침범 여부와 병변의 위치 파악에도 도움이 된

다. 하지만, 조영제를 사용해야 담관과 인접 장기와의 감별이 

가능하여,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시행하기 어려우며, 방

사선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14 자기공명담췌관조영 검사는 다

른 검사방법에 비해 비침습적으로 담췌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진단목적의 내시경역행성췌담관조영 검사를 

대체하고 있다.15 이는 조영제 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나, 비용이 

비싼 단점이 있다.

초음파 내시경은 내시경 선단에 초음파 탐촉자를 장착하여 

십이지장 구부에서 인접한 담관을 관찰할 수 있다. 복부 초음

파 검사와 비교해서 침습적이기는 하지만 근접한 위치에서 담

관을 검사할 수 있어, 담관의 직경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자기공명담췌관조영 검사와 마찬가지로 담관 

전체를 관찰할 수 있어 담관 내의 병변을 찾아내는데 아주 유

용한 검사방법으로 최근에 각광받고 있으며, 진단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자기공명담췌관조영 검사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특히 담관 담석과 담관 협착을 진단하는데 있어

서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초음파 내시경은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기에 개원가에서

는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환자를 의뢰하여야 

하고, 또한 이 역시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담관 담

석 등이 발견되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시 내시경역행성

담췌관조영 검사를 해야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  론

담관 확장이 의심될 경우 진단적 접근은 원인에 따라 달라

져야 하며, 담관 폐쇄의 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비침습적인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담관 폐쇄의 가능성이 높을 경

우에는 침습적인 검사인 중재적 조영 검사가 우선적으로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악성 종양이 의심되고 즉각적인 담즙 

배액이 필요치 않다면, 영상 검사를 통한 병기 진단이 선행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영상학적 검사에서도 담관 확

장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무증상의 환자에서는 시기를 두고 

관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요  약

영상 기기의 발달과 건강검진의 보편화로 무증상 담관 확장

을 임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데, 담관 확장만으로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담관 확장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

료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영상학적 검사 한 가지만으로 판단

해서는 안되며, 동반되는 증상이나 간기능 검사를 포함하여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동일한 담관 직경이 있다

고 하더라도 연령, 증상 유무, 담낭절제술 유무에 따라 정상 혹

은 비정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통한 담관의 

정상범위는 7-8 mm 미만이며, 조영 검사는 10 mm 미만이나, 

고령에서는 각각 10 mm와 12 mm까지도 정상일 수 있다.

복부 초음파에서 담관 확장이 발견되었으나 뚜렷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환자에서 담도성 동통이나 간기능 검사의 

이상소견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원인질환을 찾기 위해 적극적

인 추가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담낭확장이 우연

히 발견되고 증상이나 간기능 검사의 이상소견이 없을 때는 

추가 검사를 통해서도 상대적으로 원인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낮으므로 선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국문색인: 담관확장, 초음파, 초음파 내시경, 내시경 역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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