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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터 팽대부 종양으로 오인된 십이지장 과형성 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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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남자가 타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바터 

팽대부 종양이 의심되어 의뢰되었다(Fig. 1). 복통, 구토, 황달 등 증상은 동반되지 

않았다. 

이에 측시경(side-viewing endoscope)을 이용하여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십이지장 제2부의 바터 팽대부에 인접하여 게실이 보였고, 이에 연하여 약 2 cm 

크기의 유경성 용종이 관찰되었다. 용종은 게실에 인접해 있었으나 바터 팽대부와는 

분리된 병변이었다(Fig. 2A, 2B). 생검용 겸자를 이용하여 용종에서 조직생검을 

시행하였고 병리 검사에서 만성 염증 소견이 보였다.    

용종이 종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내시경 용종절제술을 시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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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sophagogastroduodenoscopy revealed a duodenal mass, which masqueraded the tumor 
of the ampulla of V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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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측시경을 삽입 후 용종 경부의 기저에 생리식염수와 

에피네프린 혼합액을 주입하려 하였으나 겸자 올림장치의 

굴곡으로 인해 주입기(injector)가 내시경 선단을 통과하지 

못하여 점막하 주입(submucosal injection)을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박리성 올가미(detachable snare)로 용종 경부를 결찰 

후(Fig. 2C, 2D) 올가미(snare)로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였다(Fig. 

2E, 2F). 시술 후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고 

병리  검사  결과  과형성  용종(hyperplastic  polyp)으로 

확인되었다. 6개월 뒤 측시경으로 추적 관찰을 시행하였고, 

잔여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바터 팽대부는 십이지장 제2부의 주요 구조물로서 다양한 

병변이 발생할 수 있어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시 중요한 관찰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질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 시 통상적으로 

십이지장 제2부까지 관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 하지만 

직시경(forward-viewing endoscope)으로 바터 팽대부를 자세히 

관찰하기에는 불리한 점이 많다. 우선 바터 팽대부가 직시경 

하에서 비스듬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덮개주름(hooding 

fold)을 포함한 십이지장의 주름이나 유두 주위 게실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도 있다.2 이전 연구 결과를 보면 직시경으로 바터 

팽대부를  온전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24-54.7%에 

불과하였고  34.6-45%에서는  바터  팽대부의  일부분이 

관찰되었으며, 10.7-32%에서는 전혀 관찰할 수 없었다.3,4 바터 

팽대부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보통  측시경을 

이용하며,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도 바터 팽대부 검사 시 

측시경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5 하지만 국내에서 내시경을 

시행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측시경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검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직시경에 

투명캡을 씌워 관찰할 경우, 바터 팽대부의 관찰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투명캡을 씌운 직시경을 이용할 경우, 바터 팽대부를 온전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90% 이상으로 보고되었다.2,4,6 따라서 

Fig. 2. (A) Periampullary diverticulum and a pedunculated polyp were seen at examination with the side-viewing endoscope. (B) The ampulla of Vater 
(arrow) is observed. (C, D) The detachable snare was placed at the base of the stalk. (E) Polypectomy was performed with the snare (arrow: the 
detachable snare). (F) The residual neck (arrow) and the ampulla of Vater (arrowhead) ar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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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시경 검사가 여의치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직시경에 

투명캡을 씌워 바터 팽대부 관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본 증례는 십이지장 용종이 직시경 검사에서는 바터 팽대부 

종양으로 오인되었으나 측시경 검사 후 정확하게 진단된 

경우로서, 바터 팽대부와 그 주변부의 병변을 평가할 때 측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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