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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담관류 내에서 발생한 관상융모상선종의 내시경적 절제술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전성모병원 1소화기내과, 2병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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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Endoscopic Resection of Tubulovillous Adenoma Arising in 
Choledochocele

Shin Hee Lee1, Kyu-hyun Paik1, Han Beol Jang1, Jun Hyung Park1, Jong Ok Kim2, Won Suk Park1

1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2Department of Pathology, Daejeon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aejeon, Korea

Choledochocele is the least common type of choledochal cyst. Choledochocele has 
a potential for carcinogenesis, but only a handful of cases with concurrent ampullary 
carcinoma have been reported. We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choledochocele 
with tubulovillous adenoma with focal high-grade dysplasia, which was successfully 
and completely resected en bloc via endoscopic papillectomy. Prior to endoscopic 
papillectomy, the endoscopic ultrasonography was able to accurately diagnose the 
ampullary tumor arising in choledochocele. Herein, we would like to report this 
case and discuss the potential of malignant transformation and the usefulness of 
endoscopic ultrasonography in choledochoc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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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총담관류(choledochocele)는 담관낭종(choledochal cyst) 중 

가장 빈도가 낮은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담관낭종은 췌담관 

합류이상과 동반되어 담도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총담관류는 췌담관 합류이상이 동반되는 빈도가 

낮고 악성 종양 발생에 대한 보고가 드물어 총담관류로 인한 

악성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1 저자들은 

상부위장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십이지장 유두부 종양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하여 유두부 종양이 

총담관류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 후 내시경 유두절제술을 

통하여 완전절제에 성공한 총담관류 내의 관상융모상 선종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50세 여자 환자가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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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십이지장 유두부 선종으로 진단받고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입원 당시 어떤 증상도 

호소하지 않았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투약 중이었으며 특이 

가족력은 없었다. 혈압은 150/70 mmHg, 맥박은 72회/분, 

호흡은 20회/분, 체온은 37.0℃였다. 신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검사실 소견에서 말초 혈액 검사 소견은 

백혈구 9,500/mm3, 혈색소 13.1 g/dL, 혈소판 460,000/mm3, 혈청 

생화학 검사 소견은 총 빌리루빈 0.3 mg/dL, AST 21 IU/L, ALT 

17 IU/L, r-GTP 43 IU/L, amylase 73 IU/L, lipase 49 U/L였다.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십이지장 유두부 부근의 십이지장 

벽 내에 약 7 mm의 낭성 병변이 발견되었고 췌관 및 담관의 

확장이 동반되어 있었다(Fig. 1). 십이지장경 검사에서 십이지장 

유두부  구측이  공기  흡인에  따라  부드럽게  들어가  함요 

병변(Fig. 2A)으로 관찰되거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팽윤 

병변(Fig. 2B)으로 관찰되었으며, 유두부 입구에는 선종으로 

진단된 종양이 관찰되었다(Fig. 2C). 내시경 초음파 검사에서 

십이지장 유두부 근위부에 담관 및 주췌관과 연결되어 보이는 

약 15.5 mm의 무에코성 낭종이 관찰되었고 낭종 내에 약  

Fig. 1.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CT) f inding. Axial CT 
demonstrates 7 mm cystic structure within duodenal lumen (white 
arrow) and dilated common bile duct (black arrow) and pancreatic duct 
(arrow head) communicating with cyst. 

Fig. 2. Duodenoscopic findings of major duodenal papilla. Endoscopic view to proximal side of the papilla reveal (A) a cystic mass with dimpling and (B) 
balloon-like bulging depending on the air insufflation. (C) Endoscopic view of the papillary orifice shows the ampullary tumor.

A B C

Fig. 3. EUS finding of major duodenal papilla. EUS shows that a cystic 
mass located in duodenal wall, proximal side of major duodenal papilla 
and that it contains a 7 mm polypoid mass (aste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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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m의 용종성 병변이 관찰되었다(Fig. 3). 저자들은 상기의 

소견들을 종합하여 총담관류 내에서 발생한 십이지장 유두부 

종양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내시경 초음파에서 관찰되는 

소견을 근거로 총담관류 및 종양이 내시경적 유두 절제술로 

완전절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십이지장 유두부 절제는 점막 하 주사 없이 통상적인 용종 

절제용 올가미를 이용하여 근위부로부터 시작하여 개구부 

아래의 일부 정상 점막까지 포함하여 일괄 절제하고, 담관 및 

췌관을 선택 삽관 및 조영 후 각각에 플라스틱 배액관을 

거치하였다(Fig. 4). 이후 환자는 혈색소 저하는 없었으나 병변의 

관찰을 위하여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에서 절제 부위에 

혈관 노출과 출혈이 관찰되어 클립 지혈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추가 출혈 및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아 식이 진행 후 

퇴원하였다. 조직병리 검사에서 종양은 완전절제되었으며, 

총담관류  내에서  발생한  일부  고도  이형성을  보이는 

관상융모상 선종으로 최종 진단되었다(Fig. 5).

고 찰

담관낭종은 간외 담관 또는 간내 담관이 낭성 확장을 보이는 

질환이다. 담즙 정체 및 췌담관 합류이상에 의한 췌액 역류로 

담낭 및 담관암의 발생 위험을 높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 담관 낭종은 Todani 분류법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총담관 내로 구형 또는 방추형의 확장을 보이는 

경우를 제1형, 총담관 내 게실 소견을 보이는 경우를 제2형으로 

분류한다. 제3형은 원위부 총담관의 낭성 확장을 보이면서 

십이지장으로 돌출된 경우를 말하며, 이를 총담관류라고 한다. 

Fig. 4. Endoscopic and radiologic findings of papillectomy. (A) Ampullary adenoma with choledochocele is snared. (B) After resection, two guide wires 
are inserted into the pancreatic duct and common bile duct. (C) Abdominal X-ray shows two plastic stents in the bile duct and the main pancreatic duct.

A B C

Fig. 5. Pathologic findings of ampullary adenoma. (A) Gross finding of endoscopic resected specimen showing choledochocele (black arrows) with 
tubulovillous adenoma arising in the choledochocele and extending to extra-papillary mucosa (white arrows) (H&E, ×6). (B) Intra-ampullary papillary-
tubular neoplasm shows predominantly (>75%) papillary (H&E, ×100) and (C) tubular growth with low-grade (white arrow) to high-grade dysplasia 
(black arrow) (H&E, ×20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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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형은 간내 담관과 간외 담관으로 다발성 확장이 있는 경우, 

제5형은 간내 담관 낭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3

총담관류는 Sarris와 Tsang의 분류법으로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A형과 B형군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총담관의 유두부가 

낭성 병변 내로 개구하며 다른 개구부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형태이며, B형은 유두부가 십이지장 내로 직접 

개구하며 낭성 병변은 총담관의 원위부에 게실 양상으로 

돌출되는 형태이다.4 총담관류 환자의 초기 증상은 다양하고 

불분명하다. 상복부 통증과 구역, 구토가 생길 수 있으며, 신체 

검진에서 간혹 복부 팽만, 압통 혹은 종괴가 만져진다. 질환과 

관계없이 영상학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반복적인 복통과 황달이 

있다. 담즙과 췌액의 배출장애로 췌관 내 압력이 증가하거나, 

담즙액이 췌관으로 역류하여 급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담관류 내 담석 또한 담즙의 만성적인 저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rris와 Tsang의 보고에 

따르면 총담관류 환자의 약 25%에서 담석을 동반하였고, 

30%의 환자에서는 급성 췌장염이 동반되었다.2,5,6

일반적으로 담관 낭종은 췌담관 합류이상과 동반하여 췌액이 

담관으로 역류하며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담도계 암을 

유발시키므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총담관류는 췌담관의 합류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매우 

적고 담도계 암의 발생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어서 악성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그러나  발생률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1 Ladas 등7은 연구에서 15명의 

총담관류  환자에서  1명이  유두부  선암이  발생하였음을 

관찰하여 발생률을 2.5%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Ohtsuka 

등1은 연구에서 11명 중 3명이 십이지장 유두부 선암을 동반하고 

있어 발생 빈도를 27%까지 높게 보고하였다. Horaguchi 등은 

21명의 총담관류 환자를 분석하여 이전 연구와 다르게 담낭암 

2명(9.5%), 담도암 1명(4.8%)만을 보고하였다.1,5-7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증상을 유발한 총담관류 환자에서 추정한 

담도계 암의 발생 빈도이며, 또한 매우 적은 수의 증례로 

총담관류 환자에서 유두부 종양의 발생률을 추정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총담관류를 진단하는 데 여러 가지 영상학적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중 내시경 초음파는 총담관류의 진단뿐 아니라 

이후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시경 초음파에서 

총담관과 연결된 무에코성의 낭성 병변이 관찰되면 총담관류를 

진단할 수 있으며,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 병변 내의 담석, 종양 

동반 여부 및 췌담관과 병변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고 병변과 

십이지장 근육층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십이지장 

중복 낭종의 경우 십이지장 근육층과 병변이 연결되어 있어 

내시경적으로 완전절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를 판단하는 데 내시경 초음파가 도움이 

된다.2,8,9 총담관류 확진 및 치료에 가장 결정적인 검사는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형의 팽창된 유두부가 관찰되고, 낭종을 

둘러싼 점막이 부드러우며 조영제를 주입하였을 때 유두부가 

팽창되는 소견과 총담관 원위부와 연결된 낭종 양상의 소견을 

보이면 확진할 수 있다.6,10

이전에는 총담관류를 치료하는 데 담관의 폐색을 호전시키고 

전암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십이지장 절제술 및 유두부 절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였다. 그러나 Deyhle 등11이 1974년 처음 내시경적 

치료술의 가능성을 보고한 이후, 현재는 대부분의 환자에 

내시경적  치료가  기본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  A형 

총담관류에서는 내시경적 괄약근 절개술 또는 올가미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B형 총담관류에서는 올가미를 사용한 

절제술이 필요하다. 총담관류 내에 유두부 선종이 동반된 경우 

선종의 크기가 3 cm 이내이며 조직 검사에서 선암의 증거가 

없을 경우 내시경적 유두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내시경적 

유두 절제술은 선종 전체를 일괄절제로 완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내시경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변이 

완전절제가 가능할지 판단하고 병변의 변연을 찾아 확인하고 

절제한다. 병변의 크기가 커 분할절제가 되는 경우 추가적인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다.2,9 저자들은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 

총담관류 내에서 기인한 십이지장 유두부 선종을 진단하고 

올가미를 이용한 내시경 절제술을 통하여 완전절제에 성공한 

관상융모상선종 1 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요 약

총담관류는 담관낭종 중 가장 빈도가 낮은 질환으로 악성 

종양 발생에 대한 보고가 드물어 총담관류로 인한 악성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 저자들은 상부위장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십이지장 유두부 선종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하여 총담관류 내에서 발생한 

선종으로 진단 후 올가미를 이용한 내시경 유두절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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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완전절제에 성공한 증례를 경험하였다. 이에 총담관류 

내 악성 종양 발생 가능성 및 총담관류의 진단과 내시경적 

치료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국문 색인: 십이지장 유두부 종양, 십이지장 유두부 선종,  

총담관류, 내시경 유두 절제술, 내시경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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