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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 육안으로 정상 인 터 팽 부 착이 있는 경우 양성 는 악성 여부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환자의 후가 다르므로 감별진단이 요하다. 본 연구는 육안으로 정상 인 터 팽 부 악성 착 

감별진단에 유용한 험인자, 조직 생검의 진단  정확도, 그리고 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육안으로 정상 인 터 팽 부 국소 착을 가진 환자를 상으로 의무기록과 내시경  역행성 담도조 술

을 후향 으로 분석하 다. 악성 착 감별진단에 유용한 험인자를 알아보고자 임상소견, 검사실소견, 총담

 직경 등을 비교하 다. 터 팽 부 악성 착 환자에서 조직 생검의 정확도를 알아보았다. 한, 추  

찰을 통해 생존율 등을 조사하 다. 결과: 9명의 환자가 양성 착이었고 15명의 환자가 터 팽 부암이었

다. 청 빌리루빈, 알칼리성 포스 테이즈, 그리고 ALT 수치는 양성 착 환자보다 터 팽 부암 환자에서 

높았다(p＜0.05). 악성 착에 한 조직 생검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73.3%와 88.9% 다. 터 팽 부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13 가 제I, II 병기 으며 평균 50개월 추 기간 동안 모든 환자가 생존하 다. 결론: 육안

상 정상 이면서 팽 부에 국소 착을 동반한 터 팽 부암의 감별진단에는 간기능 검사와 터 팽 부 

조직 생검이 유용하 다. 한, 이들 환자에서 조기암이 많았으며 치료는 수술이 효과 이었고, 양·악성 감별

진단을 하여 극 인 터 팽 부의 조직 생검과 간기능 소견의 면 한 검토가 요하다고 생각한다. 

 색인단어: 터 팽 부암

 

서      론

  터 팽 부암은 비교  드문 종양으로 과거부터 췌 

 팽 부 주 암 체의 10% 미만으로 보고되어 왔으

나
1
 근래에 이르러 각종 진단 기술의 발달 특히 담도계 

증상 환자에 한 내시경  역행성 담췌 조 술의 

용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종양의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

다. 이 질환은 소화기 암  후가 좋은 종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2
 이는 내강이 좁은 담  말단부에 치

한 해부학  특성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높은 제율이 주된 요인으로 생각한다.

  터 팽 부 국소 착이 있는 경우 양성 는 악성 여

부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환자의 후가 다

르므로 감별진단이 요하다. 유두부암은 내시경을 이

용한 조직검사로 조직학  진단이 가능하지만, 터 팽

부에 암종이 생겨서 내시경검사 시 종양이 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직 생검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 확진을 

하여 약근 개술 후 조직 생검을 시행하는 방법이 

추천되고 있다.
3
 그러나 약근 개술 시행 후 조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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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RCP findings. (A) Duo-
denoscopic view shows ampulla of 
Vater cancer with grossly normal 
appearance. (B) Endoscopic cholan-
giogram shows ampulla of Vater 
cancer with distal common bile 
duct stricture (arrow).

사를 하면 팽 부에 기 응고로 인한 조직 변형 때문에 

암세포의 발견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한 

평가가 아직 제 로 되어있지 못한 형편이다. 설령 이

게 조직검사를 하 다 하더라도 착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양ㆍ악성 감별에 도움을 주

는 인자들로는 환자의 임상양상, 검사실소견, 내시경  

역행성 담 조 술 소견 등이다. 그 지만, 이들 인자  

어떠한 인자가 악성 착과 련이 있는지는 아직 연구

가 부족하다. 

  터 팽 부암의 임상증상은 종양에 의한 유두부 종

와 유두 개구부 폐쇄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분에서 황달과 소양감이 나타나며 한, 빈 , 체

감소,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기에는 이러한 증

상들이 뚜렷하지 않다.
4,5 

터 팽 부암 치료에는 근치

 수술방법으로 췌십이지장 제술과 유문부 보존 췌

십이지장 제술이 있으며 터 팽 부암의 수술 후 재

발률이나 생존율 등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2,6-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시경검사에서 십이지장 유

두부에 종양을 의심할 만한 종괴나 궤양이 찰되지 않

고 내시경  역행성 담 조 술에서 터 팽 부에 국

소 착이 있는 환자들의 양성 는 악성 착 감별진단

에 유용한 임상  인자, 터 팽 부 조직 생검의 진단  

정확도 그리고 악성 국소 착 즉, 터 팽 부암을 가지

는 환자들의 임상양상, 병기, 재발률  생존율 등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방법

1. 상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서울 학교병원을 내원하

여 측시경으로 십이지장 유두부를 찰하 을 때 종괴

나 궤양 등과 같은 이상이 찰되지 않고 정상 유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시경  역행성 담 조 술 소견에서 

터 팽 부에 국소 착이 있는 환자 24 를 상으로 

후향 으로 의무기록, 방사선 검사소견, 내시경  역행

성 담 조 술 소견을 조사하 다(Fig. 1). 

  제외기 으로 컴퓨터 단층촬  는 내시경검사에서 

종괴가 찰되는 경우, 그리고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양

성 착 가능성이 큰 경우로 과거 약근 개술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담도계에 하여 수술을 한 경우, 담석

과 련된 염증성 착, 만성 췌장염, 만성 십이지장 궤

양, 간농양, 기생충 감염, 재발성 화농성 담 염, 일차성 

경화성 담 염, 방사선 담 염, 결핵, 그리고 십이지장 

게실 등이다.              

  환자의 최종진단은, 악성 착은 수술 후 병리조직검

사로서 진단하 고, 양성 착은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는 최소 1년 이상 경과 찰로 종양이 배제된 경우로 

하 다. 상환자의 일반 인 특성을 보면 양성 국소

착은 9 , 악성 국소 착은 15 다. 양성 국소 착이 

있는 환자의 평균 나이는 63세, 성비는 남자가 5 , 여자

가 4 다. 악성 국소 착의 경우는 환자의 평균 나이

는 60세, 성비는 남자가 9 , 여자가 6 다.  

2. 방법

  1) 양성과 악성 국소 착의 감별진단: 양성과 악성 

국소 착군으로 나 어 환자의 나이, 성별 등을 비교하

으며 증상(복통, 황달, 체 감소, 담 염), 검사실 소

견(빌리루빈, 알칼리성 포스 타제, AST, ALT, 헤모

로빈, CA 19-9, CEA) 등을 비교하 다. 한, 담 조

술에서 총담 의 직경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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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Parameters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Benign 

and Malignant Stricture

Benign Malignant
Parameters  p value

(n=9) (%) (n=15) (%)

Age† (yr) 63.1±5.0 60.2±11.4 0.69

Sex (M：F) 5：4 9：6 1.00

Abdominal pain 8 (88.9)  7 (46.7) 0.08

Jaundice 2 (22.2) 9 (60) 0.11

Weight loss 1 (11.1)  5 (33.3) 0.35

Cholangitis 3 (33.3)  2 (13.3) 0.32

Bilirubin† (mg/dL)  1.2±1.2  4.5±4.1 0.008*

Alkaline phosphatase
† 126.3±80.4  311.8±226.0 0.03*

 (IU/L)

AST† (IU/L)  54.1±65.3  85.4±71.9 0.06

ALT† (IU/L)  41.9±52.2  155.1±213.3 0.01*

Hemoglobin† (g/dL) 11.6±1.4 12.8±1.8 0.10

CA19-9
† (U/mL)  3.3±2.3   8.7±23.3 0.41

CEA† (ng/mL) 10.2±6.1   84.4±161.6 0.77

CBD diameter† (mm) 18.9±3.2 18.4±7.3 0.85

*p＜0.05 (benign vs. malignant); †Mean±SD.

Table 2. Diagnostic Accuracy of Endoscopic Biopsy

Final diagnosis

Transpapillary biopsy ‐‐‐‐‐‐‐‐‐‐‐‐‐‐‐‐‐‐‐‐‐‐‐‐‐‐‐‐‐‐‐‐‐‐‐‐‐‐‐‐‐‐‐‐‐‐‐‐‐‐‐‐‐‐‐‐‐‐‐‐
Benign (n) Malignant (n)

Benign 8 4

Malignant 1 11

Sensitivity, 73.3%; Specificity, 88.9%.

  2) 터 팽 부의 내시경  조직 생검의 진단  정확

도: 팽 부 개구부를 통하여 터 팽 부에 하여 조

직 생검을 실시하 고, 생검은 X-선 투시 하에 시행하

다. 먼  생검용 겸자를 개구부를 통하여 삽입한 후, 

터 팽 부에 근시켜 겸자의 선단을 착부에 최

한 착시킨 후 조직을 채취하 다. 개구부를 통한 생

검 겸자의 삽입이 여의치 않으면 시술자의 단에 따

라 내시경  유두 약근 개술을 시행하고 생검을 

하 다.   

  3) 터 팽 부암의 임상양상, 병기, 재발률  생존

율:　최종 진단에서 터 팽 부암으로 진단된 악성

착 환자를 상으로 하여 증상(복통, 황달, 담 염, 체

감소), 증후(압통, 간종 ) 등의 빈도를 조사하 다. 

이들 환자의 병기, 재발률  생존율은 육안 소견에서 

궤양이나 종괴를 보이는 터 팽 부암 환자를 성별 

 연령을 맞춰서 조군으로 하여 비교하 다.

  4) 통계 분석: 양성과 악성 국소 착의 감별진단 을 

찾아보고자 연속변수에 하여 Mann Whitney U test를, 

비연속변수에 하여 χ
2 

test (Fisher’s exact test)를 시

행하 다. 악성 국소 착 환자의 병기, 재발률  생존

율은 χ
2
 test (Fisher’s exact test)  Kaplan-Meier 법을 

이용하여 조군과 비교하 다. p＜0.05를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1. 양성  악성 국소 착의 검사실소견

  양성 착군(n=9)과 악성 착군(n=15) 사이의 임상지

표 비교를 Table 1에 요약하 다. 환자의 나이, 성별은 

양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임상증상으로 복통, 황달, 

체 감소, 담 염 등의 여부는 양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

다. 검사실소견으로 청 빌리루빈 수치는 악성 국소

착군에서는 4.5±4.1 mg/dL (평균±표 편차)로서 양성 국

소 착군의 1.2±1.2 mg/dL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p= 

0.034). 알칼리성 포스 타제 수치는 악성 국소 착군에

서는 311.8±226.0 IU/L로서 양성 국소 착군의 126.3± 

80.4 IU/L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p=0.034). ALT 수치는 

악성 국소 착군에서는 155.1±213.3 IU/L로서 양성 국소

착군의 41.9±52.2 IU/L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p=0.013). 

AST, 헤모 로빈, CA 19-9, CEA 수치 등은 양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담 조 술 소견에서 담  직경은 양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2. 터 팽 부 조직 생검의 결과

  양성 착군은 모두 약근 개술 후 조직 생검을 시

행하 으며 악성 착군의 경우 5 에서 약근 개술 

없이 조직 생검을 시행하 고 나머지는 약근 개술 

후 조직 생검을 시행하 다. 악성 착에 한 조직 생검

의 민도는 악성 착으로 최종 진단된 15  환자  11

에서 조직 생검에서 악성 세포를 찰할 수 있었고 

음성인 경우가 4 로서 민도는 73.3%이었으며 양성

착으로 최종 진단된 9  환자  8 에서 조직 생검에서 

악성 세포를 찰할 수가 없어 특이도는 88.9% 다

(Table 2).   

3. 터 팽 부암의 임상증상

  터 팽 부암의 임상양상을 보면 복통 7 (46.7%), 

황달 9 (60%), 담 염 2 (13.3%), 체 감소 5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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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ging System in Patients with Ampulla of Vater Cancer 

according to Gross Appearance

Grossly normal Polypoid/ulcerative
Stage  p value

(n=14) (n=15)

I 9 (64.3%) 6 (40%) NS

II 4 (26.8) 4 (26.7%)

III 1 (7.1%) 2 (13.3%)

IV 0 3 (20%)

NS, not significant.

Figure 2. Survial curves in patients with ampulla of Vater cancer 
according to gross findings.

압통 4 (26.7%), 간비  2 (13.3%) 다. 무증상으로 건

강검진 방사선학  검사에서 담  확장 소견으로 진단

된 가 4 (26.7%) 다. 

4. 터 팽 부암의 병기, 치료  후

  육안으로 정상 인 터 팽 부암의 경우 내시경  

막 제술을 시행한 환자를 제외하고 제 I 병기는 9

(64.3%), II 병기는 4 (28.6%), III 병기는 1 (7.1%) 다.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제술 13 (86.6%), Whipple 수술 

1 (6.6%), 수술 치료를 거부한 1 (6.6%)에서 내시경  

막 제술을 시행하 다. 평균 50개월 추 기간 동안 

15명의 환자  2 (13.3%)에서 재발하 다. 재발한 2  

 1 는 간 이, 다른 는 폐 이 소견을 보 다. 

한, 추 기간에 모든 환자가 생존하 다. 

  반면 육안 으로 궤양이나 종괴를 보이는 조군은 

평균나이가 62세, 성비는 남자가 9 , 여자가 6 로 나

이, 성별에는 양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제I 병기는 6

(40%), II 병기는 4 (26.7%), III 병기는 2 (13.3%), IV 

병기는 3 (20%) 다. 내원 당시 타 장기 이가 3 로 

간 이 2 , 폐 이 1 다. 타 장기 이로 수술이 

불가능하 던 3 를 제외하고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제술 10 (83.3%), Whipple 수술 2 (16.6%) 시행하 다. 

평균 51개월 추 기간 동안 12   3 (25%)에서 재발

하 다. 재발한 3   2 는 원발 부  재발이었으며 

1 는 폐 이 다. 평균 44개월 생존기간 동안 5

(33.3%)에서 사망하 으며 입원 당시 타 장기 이가 있

었던 3  모두가 사망하 으며 1 는 폐 이, 1 는 원

발 부  재발 환자 다.    

  양군 간에 병기나 재발률은 차이가 없었다(Table 3). 

그러나 생존율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육안으로 궤양이

나 종괴가 보이는 경우 높았다(p＜0.05, Fig. 2). 

고      찰

  본 연구 결과 육안으로 정상 인 터 팽 부 국소

착 시 청 빌리루빈, 알칼리성 포스 타제, ALT 수치가 

양성 착보다 악성 착 시 높은 수치를 보 고 터 팽

부 조직 생검 민도가 73.3%, 특이도가 88.9% 다. 

한, 터 팽 부암 환자의 90% 이상이 제I, II 병기

으며 평균 50개월 추 기간 동안 모든 환자가 생존하

다. 

  최근까지도 육안으로 정상 인 터 팽 부에 국소

착이 있는 경우 진단은 주로 조직 생검, 수술에 의존하

으며 임상양상, 검사실소견 그리고 내시경  역행성 담

 조 상의 특징을 이용한 감별진단에 한 연구는 별

로 없다. 본 연구에서는 터 팽 부암에서 청 빌리루

빈, 알칼리성 포스 타제, ALT 등이 양성 착에 비해 높

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종양의 

경우에는 폐쇄성 황달이 개 발생하는데 반하여 양성 

착에서는 터 팽 부 국소 착이 개 완 한 폐색

까지 진행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성 착에서는 담

이 확장된 상태로 평형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담즙 배출

은 가능한 상태가 지속하기 때문에 간기능 수치가 정상

에 가깝게 측정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Leese 등12은 내시경검사에서 종양이 의심되는 가성종양

과 터 팽 부 종양을 비교하 을 때 환자의 임상증후

와 담  직경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헤모 로빈, 단백질, 

알부민, ALT 수치가 악성 종양 군에서 높이 측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와 Leese 등12의 결과가 서

로 차이를 나타냈던 이유는 상 환자 군의 차이 때문으

로 생각되는데, Leese 등12의 연구가 내시경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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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팽 부가 융기되어 있으며 십이지장 유두부에 궤양

이 찰되는 환자를 상으로 하 던데 비해서 본 연구

에서는 내시경검사에서 육안으로 정상 인 환자를 상

으로 하 다. 

  터 팽 부암 진단 시 내시경  역행성 담췌 조

술은 담  조 으로 병변의 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시경에 의한 십이지장 유두부의 찰  병소 부 에

서 생검을 실시할 수 있어 진단에 요한 검사방법이다. 

하지만, 터 팽 부암의 육안  소견에 따라 내시경을 

통한 생검 시 진단의 정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13

 비교

 병변이 막에 노출되어있는 노출종류형, 궤양형, 혼

재형의 유두부 종양은 생검이 비교  쉽고 정확하여 90

∼100%의 진단율을 보이나
14-16

 암세포가 막하층에 국

한되어 막층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두부 막

이 융기 소견만을 보이거나 드물게 정상 유두부의 소견

을 보일 때가 있어
15,17-19

 조직 생검에 어려움이 있다. 알

려진 생검 방법으로는 유두 개구부에 생검 겸자를 깊이 

삽입하여 조직을 획득하거나
18

 약근 개술 후 조직  

생검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
15,19

 한 솔세포검사법

(brush cytology)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17

 그러나 

솔세포검사법은 선암의 진단에 있어 특이도는 높으나 

민도가 낮고 특히 선종과 선암의 감별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터 팽 부암  육안으로 정상 으로 보이는 형태

가 Yamaguchi 등
20
은 23%를 Blackman 등

21
은 25%를 차지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Ponchon
15
의 보고에 의하면 유두

부암 52   19 (37%)에서 내시경 소견에서 정상이었

으며, 유두 약근 개술을 시행 후 종양이 찰되었다

고 보고하 다. 한, Bourgeois 등
22
에 의하면 십이지장 

유두주 암에 있어서, 약근 개술 에는 50%에서 

조직학  진단이 가능하 으나 약근 개술을 시행한 

후에는 100%에서 조직학  진단이 가능하 다고 한다. 

이 게 육안으로 정상 인 유두부암은 체 유두부암의 

지 않은 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조직을 육안으로 확

인할 수 없어 진단에 어려움이 있어 유두 약근 개술 

후의 생검 는 내강 내 도  삽입 후 생검을 권하고 있

다.
14

 그러나 약근 개술 직후의 생검이 약근 개

술의 향으로 독 불가능하거나 진단이 불확실할 수 

있어 이 경우 시간을 두고 반복 생검이 필요하다고 하며
15,22

 

실제로 Bourgeois 등
22
은 열에 의한 응고괴사, 성 염증

반응 때문에 개술 48시간 내의 생검 조직은 병리학

으로 독이 곤란하여 어도 48시간 이후 더 좋게는 약 

1주일 이후에 시행하라고 권하 다. 

  본 연구에서는 터 팽 부 조직 생검이 73.3% 민

도를 보여 Bourgeois 등
22
의 보고에 비하여 다소 낮은데 

그 이유는 첫째, 음성으로 나왔던 환자들은 모두 약

근 개술 후 조직 생검을 시행했던 환자들로 약근 

개술에 의한 조직괴사 는 변성, 성 염증반응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본 연구에서 침윤형이 상

으로 많아서 돌출형이나 유두형보다 조직 획득이 어

려웠다는 , 셋째, 음성으로 나왔던 환자들의 수술 후 

병리소견에서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로 종양이 작아 

주 의 정상 인 조직이 생검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1 에서 내시경 조직 생검

에서 악성으로 진단되었으나 수술 후 병리 소견에서는 

악성 세포를 찰할 수가 없었던 환자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약근 개술 시 발생하는 응고 로 인하여 

암조직이 괴사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수술로서 

악성 종양으로 진단된 환자  4명의 환자에서는 내시경 

조직 생검에서 악성 세포를 찰하지 못하 으나 임상

으로 암이 의심되어 수술을 시행한 경우 는데, 임상

으로 이 환자들에서 청 총 빌리루빈이 10 mg/dL 이

상이었으며 알칼리성 포스 타제, γGT가 증가하여 있

었고, 그  한 명에서는 CA 19-9 수치가 530 U/mL이었

다.

  터 팽 부암의 임상증상은 종양에 의한 유두부 종

와 유두 개구부 폐쇄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일반 으로 터 팽 부암은 췌암이

나 담도암보다 조기부터 임상증상이 나타나는데 황달이 

가장 주된 증상이고(80%), 복통은 40∼60%에서 발생하

며 암종의 일반 인 증상인 권태감, 오심이나 구토, 체

감소 등이 약 30%에서 보인다. 신체검진에서는 경도의 

황달, 복부 압통, 지되는 담낭을 찰할 수가 있다고 

한다. 생화학  검사소견을 볼 때는 청 빌리루빈, 알칼

리성 포스 타제, aminotranferase 수치가 60∼85%의 환

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황

달이나 복통 등의 증상을 약 반 수의 환자에서 찰할 

수가 있었으며 담도염이 13.3%, 체 감소가 33.3%, 복부 

압통이 26.7%에서 찰되었다. 기존 보고에 비하여 황달

이 있는 환자가 었던 것은 상환자가 제I, II 병기의 

조기 터 팽 부암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목할

만한 은 증상이나 증후가 없이 우연히 복부 음 에

서 담도 확장 소견으로 암이 발견되었던 경우도 4

(26.7%) 있었는데 이들 환자의 종양의 크기가 2 cm 이하

기 때문에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

한다. 

  터 팽 부암의 원인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

다. 십이지장 융모성 병변의 부분이 팽 부나 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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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9
 선종성 용종이 암의 

구 병변이라는 보고도
23,24

 있으며 조직 소견에서 양성이

라 할지라도 선종 내에 침습암이 있을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하지 못한다. 실제로  등
25
의 연구에서 10  환자

에서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양성 선종으로 진단되었으

나 수술 후 5  환자에서 선종 내에 악성 변화를 동반하

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2 에서 조직검사에서 양성 

선종으로 진단되었으나 수술 결과 선암임을 확인할 수

가 있었다. 

  터 팽 부암 환자 치료에 근치  수술 방법으로 췌

십이지장 제술과 유문부 보존 췌십이지장 제술이 

있다. 1935년 Whipple 등에 의해 처음으로 췌십이지장 

제술이 성공 으로 시행된 후로 췌십이지장 제술은 

터 팽 부암에 한 유일한 치료  제술이었다. 

1980년 에 들어서면서부터 수술 술기뿐만 아니라 마

취, 집 치료의 발달 등으로 Whipple 수술 성 은 수술

사망률이 감소함과 아울러 5년 이상 장기생존율도 향상

되었다.
26

 팽 부암의 5년 생존율은 35%
6,7

, 40%
8
, 

50%
2,9-11

 등으로 다른 팽 부 주 암의 생존율 10∼

20%
27
에 비해 월등히 높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제I, II 

병기는 5년 생존율이 75∼80%에 이른다.
4
 이러한 결과

는 팽 부의 해부학  특성 때문에 조기에 증상이 나타

나고 국소 림  양성인 경우에도 근치  제가 가능

하여
13,28

 제율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는 육안으로 정상 인 터 팽 부 암 15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종양의 수술  제거를 시행하 으

며 평균 50개월 추  기간에 단지 2 의 환자에게서만 

종양이 재발하 고 모든 환자가 생존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반면, 육안으로 궤양이나 종괴를 보이는 경우 

내원 당시 림 선  타 장기 이가 15   5 에서 

있었으며 수술을 시행했던 12   3 에서 재발하 다. 

한, 추 기간 동안 15   5 에서 사망하여 육안으

로 정상 인 터 팽 부암 환자와 비교하여 생존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육안으로 정상 인 터 팽 부

암 환자 부분이 제 I 병기와 II 병기로 주  림 선이

나 요한 장기에 침범이 없었던 반면, 육안으로 궤양이

나 종괴가 보 던 경우는 주  림 선이나 요한 장기

에 침범이 많아서 상 으로 육안으로 정상 인 터 

팽 부암 환자의 후가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육안으로 정상 이면서 팽 부에 국소

착을 동반한 터 팽 부암의 감별진단에는 간기능 

검사와 터 팽 부 조직 생검이 유용하다. 한, 이들 

환자에서 조기암이 많았으며, 치료로는 수술이 효과

이므로 양ㆍ악성 감별진단을 하여 극 인 터 팽

부의 조직 생검과 간기능 소견의 면 한 검토가 요

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상 환자가 많지 않았고 이들 환자의 양

성 는 악성감별과 수술  환자의 병기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한 내시경  음  검사 등이 되어 있지 않

았다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상 환자를 더 늘리고 

내시경  음  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향 인 규

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Background/Ai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linical parameters for a differential diag-

nosis between a malignant and benign stricture of the 

ampulla of Vater with a grossly normal appearance and to 

evaluate the diagnostic accuracy of the use of an endo-

scopic biopsy for the prognosis of ampulla of Vater 

cancers. Methods: Medical records and cholangiogram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In order to determine the 

clinical parameters useful for a differential diagnosis, 

clinical manifestations, laboratory findings and the com-

mon bile duct diameter were compared between malignant 

and benign strictures. The diagnostic accuracy of the use 

of an endoscopic biopsy and the clinical features of pa-

tients with an ampulla of Vater cancer were analyzed. The 

survival rate after management was also evaluated. 

Results: Nine patients with a benign stricture and 15 

patients with a malignant stricture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levels of serum bilirubin, alkaline phosphatase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a malignant stricture than in patients with a 

benign stricture (p＜0.05). Of the patients who underwent 

surgical management, 93% had stage I or II disease. All 

of the patients were alive up to a mean follow-up period 

of 50 months. Conclusions: Liver function tests and the 

use of an endoscopic biopsy are useful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a stricture of the ampulla of vater with a 

grossly normal appearance. Cancer patients typically pre-

sent with an early stage and the prognosis is relatively 

good.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8;37:185-191) 

  Key Words: Ampulla of Vater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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