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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간문부 담관암은 고식적 CT로 종양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문부 담관암의 세절편 나선식

CT

소견을 분석하고 부가적으로 양성 담관

협착과의 감별점을 알아보고 또한 담관조영술 소견과 비교하여 간문부 담관암의 위치와 침
범범위 결정에 대한나선식 CT의 유용성을알아보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수술 및 생검， 추척결과로 확진된 총 27예의 간문부 담관암과 양성 당관확
장을 보인 8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식적 CT를 시행한 4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이중
기 나선식 CT를시행하였으며 전 예에서
35 예의

CT

PTBD

도관을통해 담관조영술을시행하였다. 총

영상을 임상정보나 주어진 진단명이 없이 종양의 존재여부 만으로 간문부 담관

암과양성협착의 두그룹으로분류하여 양성예측도를계산한다음각각의 영상소견을분석
하였다. 담도 폐쇄의 위치 및 담관암의 침벙벙위는
나선
결

CT

Bismuth

분류법에 따라 담관조영상 빛

영상에서 각각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과 : 세절편 나선 CT 에서 간문부담관암의 모든 예에서 종양 자체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침윤형 종양은 담관내강을 폐쇄시키고 있는 국소적인 담관벽의 비후로 나타났으며 침

윤형 종괴의 81% 에서 동맥강조기 또는문맥강조기에서 고음영을보였다. 양성협착은모든
예에서 조영 증강되는 종양 또는 비대칭적 담관벽의 비후를 찾을 수 없었으며 모든 환자에
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였다. 나선

CT

영상에서의

Bismuth

분류법에 따른 정확한 폐쇄

위치 및 침벙벙위의 확인은 63% 에서 가능하였다.
결

론 :나선 CT는간문부담관암의 진단및 양성협착과의 감별진단에 매우정확하고효

과적이었으나

CT

해상력의 한계로 인하여 종양의 담관내 침범 범위를 확인하는 데는 제한

이 있었다.

간문부 담관암은 총간관 (common

hepatic duct)

이러한 과거 보고들은 모두 고식적 CT에 의한 결과였으며

또는 좌，

우 간관 합류부 근처에서 발생하는 선암 (adenocar ci noma) 으

따라서 호홉에 의한 위치등록오류 (respiratory

misregistra-

외장형

tion artifact) 로 인하여 매우 작은 침윤형 종OJ:을 진단하는 데

type) 으로 분류한다 (2) .

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종양에 의한 당관 폐색과 양성병변에

간문부 담관암은 전체 5년생존율이 1% 일 정도로 예후가 좋지

의한 담관폐색을 감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나선

않은 종양이며 국소침습성 때문에 완치적 절제를 하였을 경우

식 CT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조영제를 급속으로 주업하면서

로(1) 육안소견에 의해

(exophytic type) ,

에도 5년생존율이

침윤형 (infilterative

폴립 형

20%

(polypoid

type) ,

이하로 알려져있다 (3). 간문부 담관암

의 전산화 단층촬영술(이하 CT로 약함)소견 (4，

5)

및 수술전

연속적인 세절편의 영상을 얻을 수 있어 고식적 CT의 단점을
극복할수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문부 담관암의 세절편 나선식

병기결정， 또는 절제가능성의 평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

CT 소견을

었으며 (2-5) 종양자체가 발견되는 빈도는 40 % 정도이었고 특

분석하고부가적으로양성 담관협착과의 감별점을알아보고또

히 침윤형일 경우

한 담관조영술 소견과 비교하여 간문부 담관암의 위치와 침범

CT

발견율이 22% 이하로 알려져있다. 따라

서 간외담관의 확장이 없는 간내담관의 확장과 간문부의 미만
성 조영증강 등 주로 2차적인

CT

범위 결정에 대한나선식 CT의 유용성을알아보고자하였다.

소견에 따라 진단되였다.

’ 서울대 학교 의 과대 학 방사선과학교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 논문은 1997년 4 월 9일 접수하여 1 997년 8월 22 일에 채택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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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이 가능한 디지 털 투시장치 (I ntegr i s V3000 , Philips ,
Best , H olland) 를 이용하여 경피 경간 담도배액 (이하 PTBD

대상및방법

로 약함) 도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여 시행하였다. 다양한

대상

좌우각 및 상하각으로 담관조영 술을 시행하였으며 대 부분의 경

간문부 담관암 27예와 국소적 담관 협착이 있던 양성 담관확

우 간문부 해부구조는 상하각 1 5-20도， 20-30도의 우전사

장 8예， 총 35예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26예는 수술 및 생

(right anterior oblique, 이하 RAO 등으로 약함)상에서 가장

검으로 진단되었고 9예는 추적 검사 결 과로 진단되었는데 그

잘보였 다.보다 정확한간우엽의 분절담관의 확인즉， 7번및 6

중 5예 는 점진적인 악화를 보여 악성으로， 4예는 6개월 이상 병

번 분절담관(이하 B7, B6 등으로 약함)을 B8 및 B5 등으로부

변의 진전 이 없어 양성으로진단하였다;

터 구별해내기 위해

간문부 담관암 27예의 연령구성은 37세에서 76세까지로 평균은

다. B4 및 B3-은 환자를 복와위 로 늄혀서 촬영 하였다.

LAO 30도와 완전 측면투시상이 이용되 었

58. 5세이었으며 남자 14명 여자 1 3명이었다. 양성 담관확장을
보인 8예 중 3예 는 담관 협착과 동반된 담석증이 있었고 5예는

연구방법

담석증이 동반되지 않은 원인 불명의 양성 담관 협착이었다.

담관조영소견과 CT영상은 2명의 방사선과 의사가 후향적으
로 분석하였으며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의로 결과를 도

검사방법

출하였다. 담관조영술소견은 각각의 분절 당관및 조영이 되지

외부병원에서 이미 고식적 CT를 시행한 4명( 침윤형

않은 담관을 확인하기 위해 매 우 조심스럽 게 분석하였으며 조

2, 폴럽
형 1, 미만형 1) 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이 중기 나선식 CT
(Somatom Plus -S, Siemens , Erlangen, Germany. 또는
Hi 응 peed， GE , Milwaukee , Wisconsin , USA) 를 시행하였다.
조영 제 는 전완부 정맥을 통하여 초당 3mL 속도로 이온성 조영
제 (Rayvist 300옛 Schering AG , Berlin, Germany) 120mL를

은 경우를 제

I

형， 종양의 폐쇄부위가 1 차 합류부에 국한되어

주입하였 으며 주업을 시작한지 30초 및 65초 경과 후에 스캔을

있을 경 우를 제

n형， 우측 2차 합류부 또는 좌측 2차 합류부까

시작하였 다. 간문부로부터 춰1 장의 하부 경 계부까지는 5mm 절

지 종양의 침범이 있을 경우를 각각 제 Ill a 형， 제 Ill b 형으로，

편 두께와 초당 5mm의 테이블 이동속도로 스캔하고 5mm 간

양측 2차 합류부를 모두 침범하였을 경우를 제

격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간장의 상부 경 계 로부터 하복부까지의

였다.

영이 되지않은 당관분절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PTBD 시행 후
의 추적

CT 영상을 참고하였 다. 담관폐쇄의 위치 또는 담관암
의 침 범범위 결정은 Bismuth 분류법 (6) 에 따라， 1 차 함류부
(primary confluence) , 즉 좌， 우 간관의 합류부가 폐쇄되지 않

나머 지 부분은 lOmm 절편 두께와 lOmm 절편 간격의 고식적

총 35예의

N형으로

나누

CT 영상을 입상정보나 주어 진 진 단명이 없이 CT

영상에서 종양자체가보이 지 않는경우양성협착으로판단하여

방법 으로스캔 하였다.
담관조영술은 좌， 우 회전 및 상하각 (craniocaudal angle) 의

A

양성예 측도를 계산하였고， 각각의 영상 소견을 분석하였다. 담

B

Fig. 1. 62 year old fema le with infilterative type hilar cholangiocarcinoma.
A. Portal dominant phase image shows high attenuation mass in the right intrahepatic duct(open arrow). Left duct (arrow) is norma l.
B. A scan 5 mm below(A), shows a mass(thickened wall with enhancement of luminal side). A large Iymph node (open
arrow) is noted in left to the portal vein . The diameter of the portal vein is also reduced and portal vein is surrounded
by soft tissue plaque. At surgery , this patient had hepatic artery and portal vein invasion and large Iymphadenopathy
Only by-pass procedure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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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영상소견은 1) 종양의 유무， 2) 종양의 모양 (ap

결

pearance) 및 크기 3) 종양의 조영증강 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종양의 모양은 침윤형 ， 외장형， 폴립형， 미만형 등으로 분류하

당관암의 CT 엉상소견

유형별로는 침윤형 21예， 외장형 2예， 폴립형 l예， 그리고 미

였 으며 뚜렷이 보이는 외장형 종양이 없이 불규칙한 국소적 담
관벽 비후 또는 5mm 이상의 국소적 비후를 보일 때를 침윤형

과

만형 ( di ffuse t ype )이 3예였다.

종양으로 하였다. 종양의 크기는 내경을 폐색시키고 있는 종양

모든 예의 담관암 CT 영상에서 종양자체를 확인할 수 있었

이 보이는 횡단연 CT 영상에서 종양의 횡단 최대 직경으로 하

으며 2차적 인 소견에 의존함이 없이 진단이 가능하였다. 총 21

였 다. 또한 나선 CT 영상에서의 Bismuth 분류법에 따른 간문

예의 침윤형 종양은 모든 경우에서 내강을 폐색시키고 있는 불

부 폐쇄의 위치 및 담관암의 침범범위를 결정한 후 담관조영소

규칙한국소적인담관벽의 비후로확인되었으며 종양의 횡단면

견 을 판단기준으로 그 정확도를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았을 경

CT 영상에서의 횡단 평균 직경은 7.8 :t 4 .l mm 이었으며 이중

우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시기 나선 CT를 시행하였던 19예중 13예는 동맥강조기에，

12

양성병변의 CT영상은 1) 종양의 유무 2) 협착 담관의 형태

예는 문맥강조기에 고음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21 예중 17예

및 담관벽의 두께 3 ) 담관벽의 조영 증강 4) 양성협착을 시사할

( 8 1 % ) 에서 고식적 CT 빛 나선 CT에서 동맥강조기 또는 문맥

만한 2차적인 소견 등을 분석하였다.

강조기에 고음영을 보였다 (Fig. 1) .2예의 외장형 종o.}은 동맥

A

B

C

D

Fig. 2. SmalI hilar cholangiocarcinoma of exophytic type with left portal vein encasement.
A. Arteria! dominant phase image shows higher attenuation of left hepatic !obe as compare to the right. Sma lI !ow
attenution mass (arrowhead) is seen in S4.
B, C. In portal dominant phase , !eft hepatic !obe is isoattenuation to the right. Low attenution mass (arrowhead) is more
clearly visualized. Left porta! vein (arrow) is sma lI er at the !evel of the mass (B) than its origin{C).
D. Left lobectomy specimen shows ducta! mass invading into S4{arrow). Left porta! vein is encased (small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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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3. CT -Cholangiographic correlation of hilar cholangiocarcinoma(Bismuth type IIIa)
A. Dilated left and right ducts are gathering to the hilum . Their walls are norma l. Arrow indicates Bl(bile duct of the
caudate lobe)
8 . The scan , 5mm below the level of (A) shows left hepatic duct(open arrow). Their walls are norma l.
C-F . Normal lumen is Obliterated by the mass with peripheral enhancement (arrow) from(C) . There is no secondary
conf1 uence on the right side. However left secondary con f1 uence is formed by the union of B2 , 3 & 4(open arrow in
(8)). CT diagnosis was type I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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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G

Fig. 3. G, H. Just below the cystic duc t, normal bile duct (open arrow)
is restored. Long arrow in (G) indicates cystic duct.
1. Contrast injected through the PTBD tube shows replaced right hepatic duct. The orifice of the duct is involved by the tumor. Left secondary confluence is intact , however , right seconcary confluence is
obliterated by the tumor(CD; cystic duct).

Table 1. Accuracy of Helical CT in Estimating the Extent
of Intraductal Invasion of Hilar Cholangiocarcinoma
~ holangiogram

CT

_____________ - ___________

11

IIIa

IIIb

IV
1*

II

1 **

IIIa
IIIb
IV

1*
2

3

2

12

* Tumor

with extensive superficial spreading along the
mucosa .
Patient with short right main duct.: segmental ducts
of the right hepatic lobe do not form a confluence , but
join with left duct individually to form a common hep
atic duct on CT images.

**

강조기에 약한 변연부 조영증강， 문맥강조기에 균질성 저음영
을 보였다 (Fig. 2). 폴립형 l 예는 고식적 CT에서 약간 저음영

(Fig.3).
그러나 Bismuth 분류법 에 따른 폐쇄부위 의 정 확한 확장범

종양으로 보였다. 종양의 표재 확장을 보인 2예에서는 탐관의

내경은 유지하면서 담관 내벽의 조영증강을 보였으며 염증에

위 결정에는 두 검사방법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다 (Table 1).

의한 점막의 조영증강과 종양에 의한 조영증강을 구별송}는 것

당관조영숭을 판단기준으로 하였을 때 27예중 17예 (63 % ) 는

이 어려웠다. 고식적 CT만 시행한 1 예 는 내강을 폐쇄시키는 종

CT에서 정확하게 진단되었다. 그러나 CT 소견에서 6예 (22%)

양 및 근위부 폴립양 종양으로 보였으며 CT 및 담관조영술 모

는 병기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그 중 2예는 표연 확장형 종양으

두에서 실제적인 근위부 확장 범위를 진단할 수 없었다.

로 1예는 W 형을 I 형 으로 1 예는 illb 형을

H형으로

잘못 판단

하여 감별에 50 % 의 잘못이 발생하였으며 3예에서는 종양 원
2) 담관 폐쇄의 위치 및 담관암의 칭범범위

위부에서 합쳐지지 않는 담관을 찾는 데 실패하여 담관분지를

모든 예에 있어서 당관폐쇄의 위치가 간문부에 있다는 것을

합류부로오인하여 W 형을 illa 형으로낮게 평가하였다.4예 (1 5

CT 영상에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폐쇄부위의 원위부

%)는 CT상 병기가 과장되게 평가되었는데 그 중 1 예는 주우

담관은 늘어나 있지 않고 1- 3cm 길이의 작은 종양이 간문맥

측 담관 (right main duct) 이 선천적으로 짧아 CT 영상에서

혈관 앞에 보였으며 그 길이는 담관조영소견과 일치하였다

찾을 수 없어 Bismuth

-

669

1 형을 U형으로，

3예는 합류부위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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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는데 실 패하여 1예 는 n 형 을 ma형으로 2예는 ma형을

lV

형 으로 분류한 경우로 각각의 감별에 50 % 의 잘못이 발생하였

수 있었으며 일부 예에서 는 동맥기에 염 증을 시사하는 당관주
변부 간조직 의 조영 증강이 보였 다.

다.
앙성 담관 협착의

고

CT 영상소견

찰

종양이 보이지 않을 경우 양성 담관협착으로 판단하였 을 때

간문부 담관암 환자에서 적 절 한 치 료방침의 결정을 위해서 는

담관암 27예 및 양성담관협착 8예 모두 진단명과 일치하여 양

조기진단과 종양의 확장범위의 정확한 평 가가 필 요하다. 담관

성예측율은 100%였다. 양성당관협착을 보였던 8예의 CT영상

조영술은이 종양의 진단과담관내 확장범위의 결 정에 가장중

에서 근위부담관은 확장되어 있었고 담관 내경의 갑작스러운

요한 영상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CT( 특히 고식적 CT) 는 담관

변화를 보였으나 불규칙적인 담관벽의 비후나 고음영 종양은

종양을찾고위치 및 침벙벙위를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정확성

보이지 않았다 (Fig .4). 국소적으로 좁아진 담관 분절의 길이는

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관조영술의 보조적 인 방법 으로 사용되고

다양하였으며 담관벽의 두께는 5예에서 lmm 이하였으며 3예

있다. CT로 절제 불가능성 을 예측할 경우 그 정확도는 54 % 정

에서는 2mm로 측정되었다. 모든 예에서 담관의 단면은 균일한

도이고 음성예 측율은 44 % 에 불과하다 (3) . 외장형의 경우는

두께의 둥근 원형을 보였으며 침윤형담관암에서 흔히 보이는

100 % 에서 종양이 증명되지만， 작은 침윤형 종양은 CT로서는

담관주변부 지방조직으로의 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영증강을

22% 에서만 종양을 증명할 수 있다 (2).

하였을 때 담관벽의 두께가 lmm이하로 측정된 5예에서는 담

대부분의 침윤형 담관암은 크기가 매우 작아 고식적 CT에서

관벽의 조영증강은 보이지 않았다. 2mm 정도로 두꺼워진 3예

는 호홉에 따른 위치등록오류로 인하여 병변부위를 스캔하지

에서는동맥강조기에 조영증강을보였으나당관벽의 정상구조

못하기가 쉽다. 따라서 고식적 CT에서는 담관내의 종양 자체

가 파괴됨이 없이 벽내부에 않은 저음영의 층을 관찰할 수 있었

는 간헐적으로 증명될 뿐이며

다. 담관 담석증과 동반되었던 3예에서는 모두 담석 을 확인할

영증강이 유일한 소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반면에 나선식

A

(4)

CT로는 종양 주변점막의 조

B

Fig. 4. 70 year old male with benign stricture
A. Arterial dominant phase CT shows ill defined enhancement around the PTBD catheter(open arrow). Slightly
dilated left hepatic duct (arrow) without wa11 thickening
is noted.
B. In portal dominant phase image , there is no enhancement or wa11 thickening around the catheter.
C. Direct cholangiogram shows short segment of focal
strictu re just distal to B2-3 confluence(arrow). We
biopsied by forcep two times and multiple bile cytology ,
which were a11 negative for the malignancy. This patient
did not show progression of the stricture after 8 months
of the fo11ow u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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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는 단일 호홉 내에 연속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호홉에 따

지는못하며 본 연구에서는 Bismuth illa형과 W 형을감별하는

른 위치등록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침윤형

데 50% 의 잘못이 발생하였다.

담관종양이 이중기 나선식 CT에서 내강을 폐색시키고 있는 담

본 연구에서 나선식 CT는 염증에 의한 점막의 조영증강과

관벽의 국소적인 비후로 명확하게 보였으며 경정맥 조영제 주

종양에 의한 정막 조영증강을구별하는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업 후 많은 종괴에서 조영증장을 보였다. 동맥강조기에 반 수

담관 폐쇄부위를 넘어 표재적으로 확장된 종괴를 찾는 데 제약

이상의 침윤형 종양에서(1 3/19，

68 .4%) 강한 조영증강을 보

이 있였고 따라서 종양의 담관내 확장 범위를 낮게 평가하게 되

였으며 81% (1 7/2 1)에서 동맥강조기 및 /또는 문맥강조기， 지

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나선식 CT의 이러한 여러 단점을

연기에 고음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담관암의 직경은 모두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적절한보완적인 검사를시행해야할것

5mm 이상이었으며 한 절편 이상에서 명백하게 보였다. 반면에

으로 생각된다. 즉， 종양의 담관내 확장 범위를 정확히 평가하

양성협착의 예에서는 국소적인 비대칭적 담관벽의 비후 또는

기 위해서는여러 적절한좌우각및 상하각을이용한담관조영

내경을 폐색시키고 있는 종양은 보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원

술이 필요하며 때때로 PTBD tract를 통한 담도 내시경 또는

형의 앓은 좁아진 담관 벽을 보여 전 예에서 악성종양으로부터

투시 유도하의 생검이 필요하다. 상하각을 가미한 여러 경사각

양성협착을 감별하는 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나선식

투시를 이용한 담관조영술은 조영이 잘 되지 않아 놓친 담관

CT

영상

에서의 담관암과 양성협착의 감별점은 종양 자체의 유무에 있

(missing duct) 을 확인하는 데도 유용하다.

PTBD후， 도관이 삽입된 담관과 분리된 담관은 효과적으로

다고 볼 수 있다. 조영 증강되는 두꺼워진 담관 벽이 있는 경우

에도 양성협착의 예에서는 좁아진 담관벽이 층을 이루고 있고

배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있다. 따라서

둥근 원형의 규칙적인 모양을 보이는 등의 2차적인 정후가 당

PTBD 시행 며칠 후의 추적 CT 또는 초음파 검사가 배액도관

관암과의 감별에 도움이 되었다. 비록 증례의 수가 제한되어 있

이 들어있는 담관으로부터 격리된 담관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

고 후향적 연구의 결과지만 이중기 나선식 CT가 양성과 악성

용하다(1 0).

또한 절편 두께 및 재구성 간격을 보다 앓게한 나선 CT가 보

담관폐쇄를 감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증례를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좋은결과를보일것으로기대된다.

절제가능성의 판단기준은 외과의사들 내에서도 약간의 불일

결론적으로 나선 CT는 간문부 담관암의 정확한 진단과 양성

치가 있지만 간문부 담관암의 절제 불가소견에 대하여는 다음

병변과의 감별진단에 매우 효과척이였으며 담관암의 위치 및

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1) 담관조영술에서 양측 2차 합

대략적인 침범범위의 결정을 가놓하게 했다. 그렇지만 2차 합

류부의 침 범 이 보일 때 (즉 Bismuth N 형 ) ; 2) 주 간문맥 분지

류부를 정확하게 확인동}는 것이 어렵고 염증에 의한 점막 조영

의 침범 ; 3) 양측 간문맥 또는 양측 간동맥과 간문액의 침범 ;

증강으로부터 종양의 침습에 의한 것을 감별하는 것이 어렵기

한간엽의 혈관의 침범과반대측간엽 담관의 광범위한침범

때문에 종양의 담도내 확장의 진단에는 63%의 정확도만 보였

4)

이 있을 경우등이다. 편측의 동맥 또는정맥，또는동맥 및 정

다.

보다 앓은 절편 두께와 재구성 간격으로 나선 CT를 시행한

맥의 칭범이 있을경우에는절제가가능하다 (7， 9).
폐쇄위치 및 침범범위의 정확한 진단은 좌우측 간 담관의 2

경우 본 연구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 합류부를 확인하는 것에 의해 내려진다.2차 합류부를 정확

히 확인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1) 2차 합류부에 합쳐지지 못

참

한 분절담관의 일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2) partial volume

고

문

헌

averaging 또는 CT스캔 동안의 호흡운동 등으로 인한 허상 때

1. Klatskin G. Adenocarcinoma of the hepatic d uct at its bifur-

문에 2차 합류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3) 해부학적 변이(좌，

cation within the porta hepatis: an unusual tumor with distinctive clinical and pathological features. Am J Med 1965; 38 :
241-256
Choi BI, Lee JH , Han MC, Kim 5H, Yi JG , Kim CW. Hilar
cho langiocarcinoma : comparative study with sonography and
cτ Radiology 1989; 172: 689-692
Nesbit GM, Johnson CD , James EM, MacCarty RL , Nagorneu
DM , Bender CE. Cholangiocarcinoma: diagnosis and evaluation
by CT and sonography as procedure complementary to
cholangiography. AJR 1988; 151 ‘ 933-938
Takayasu K, Ikeya 5 , Mukai K, Muramatsu y , Makuuchi M ,
Hasegawa H. CT of hilar cholangiocarcinoma: late contrast enhancement in six patients. AJR 1990; 154: 120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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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muth H, Corlette MB. Intrahepatic cholangioenteric anastomosis in carcinoma of the hilus of the liver. Surg Gynecol Obstet
1975; 140 170-178

우 주간관(left and right main duct) 이 짧아 CT 영상에서 구

별이 불가능 할 경우 또는 간관이 생 래적으로 없는 경우)，

4)

2.

종양이 폐쇄위치를 지나 표재적인 확장을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담관종양의 침범범위는 직접담관조영술로 가장 정확하게 평

‘

가되며 CT는 비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3) .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63% 에서 정확하게 종괴의 확장범위를예측할수있었
4.

고 담즙배액술의 시행 위치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한， 간 변연부로부터 당관을 자세하게 추적하였을 때 간 분절담
관및 2차 합류부의 존재 유무를 비교적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

5.

었다. 그러나， 좌측 담관의 분지 중 일부는 1 차 합류부 근처에서

함쳐질 수 있는데 이러한 B양} 변이 때문에 좌측 담관의 2차

6.

합류부의 확인은 좀 더 어렵다. 따라서 B2/3과 만나는 B4분지
몇 개를 확인하여도 좌측 2차 합류부의 침뱀이 없다고 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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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describe the thin section helical CT findings of
hilar cholangiocarcinoma and of benign stricture , and to discuss the differential points between the
two disease entities and 2) using cholangiographic correlation , to evaluate the diagnostic accuracy
of helical CT in determining the extent of hilar cholangiocarcinoma.
Materials and Methods: Twenty-seven patients with hilar cholangiocarcinoma and eight with benign biliary dilatation were studied. All except four with hilar cholangiocarcinoma , who underwent
CT using a conventional scanner , were studied with two-phase helical CT. In all patients ,
cholangiographs were obtained by digital fluoroscopy after the injection of contrast materials into
PTBD catheters. The level of obstruction was classified according to Bismuth, and 35 CT scans were
studied blindly and retrospectively by two radiologists. The findings were analyzed for the presence of tumor , and then divided into two groups(cholangiocarcinomas and benign strictures), and
the positive predictive value was calculated. The CT images of klatskin tumor were analyzed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level and shape of the hilar obstruction. The level of biliary obstruction
and extent of the tumor were carefully correlated with the resultsof cholangiography.
Results: Thin-section spiral CT correctly identified all tumor mass as a focal wall thickening
obliterating the lumen. On arterial/portal phase CT scanning , 81 % of infilterative tumors showed
high attenuation. In all patients , differentiation between benign stricture and klatskin tumor was
possible; correct identification of the level of obstruction and extent of tumor , according to Bismuth ’ s classification, was possible in 63 % of cases.
Conclusion : For correct diagnosis of hilar cholangiocarcinoma and differentiation of benign stricture , helical CT was highly accurate and effective. Because of limital Z-axis resolution , however , the
exact intraductal extent of the tumor was less accorately diagn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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