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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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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 56세 남자 환자가 황달 및 혈액 검사 이상을 주소로

12.5 g/dL, 혈소판 300,000/μL였고, 생화학 검사에서 AST

내원하였다. 9년 전 위암으로 Billroth I 부분 위 절제술을 시

105 U/L, ALT 175 U/L, ALP 317 U/L, GGT 1,443 U/L,

행 받았으며, 9개월 전 위 주변 림프절에서 위암 재발이 확인

총빌리루빈 4.91 mg/dL였다.

되어 고식적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4개월 전부터 중단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에서 3개월 전 CT에서는 관찰되

중인 병력이 있었다. 환자는 만성 병색을 보였고, 신체검진에서

지 않던 췌장 상부 경계 부위 총담관의 조영증강을 동반한

공막 황달이 관찰되었으며 복부의 압통이나 만져지는 종괴는

벽 비후가 새롭게 관찰되었고 이 병변 상방으로 총담관이 확

없었다. 활력 징후는 혈압 128/89 mmHg, 맥박수 78회/분,

장되어 있었으며 담낭의 팽창도 확인되었다(Fig. 1). 환자의

체온 36.8℃였다. 일반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6,490/μL, 혈색소

병력과 영상 소견을 바탕으로 재발성 위암의 담도 전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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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xial and transverse view of portal
phase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A)
The axial view shows dilated bile duct and cystic duct due to common bile duct stricture. (B)
The transverse view shows enhancing lesion
(between white triangles) causing biliary stricture at the upper border of intrapancreatic
common bile 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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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평. 이중 십이지장 주 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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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doscopic view of double duodenal
major papilla. (A) Two adjacent elevated
structures were noted in duodenal second
portion. The proximal papilla (white triangle)
faces proximal side of duodenum, while the
distal papilla (black triangle) lies parallelly on
the duodenal wall like an ordinary major
papilla. (B) Short-range view shows similar
size and appearance with “fronding” pattern
and central orifice in both duodenal major
papi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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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uoroscopic image. (A) Cholangiogram
shows short segmental stricture of common
bile duct just below the cystic duct union. No
communication between bile duct and
pancreatic duct, or between both major
papilla orifices is seen. (B) Through the distal
papilla, guidewire could be advanced to
pancreatic duct only.

한 악성 담도협착으로 진단하였다.
담도 배액을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을
계획하여 측시경을 삽입하였다. 십이지장 제2부에서 십이지
장 주 유두를 확인하였을 때 주 유두로 생각되는 돌출부에
인접하여 매듭주름 상방의 구측융기(infundibulum) 부위에
주 유두와 비슷한 형태의 돌출부가 추가로 관찰되었다(Fig. 2).
두개의 돌출부를 서로 간의 위치관계에 따라 각각 원위
(distal)와 근위(proximal) 돌출부로 칭하였을 때, 일반적인 주
유두와 비슷한 위치에 놓인 원위 돌출부로 먼저 선택적 삽관
을 시도하였고, 조영제를 주입하지는 않았으나 세 번의 시도
에서 모두 췌장 방향으로 유도철선이 진행하여 췌관으로 삽관
되었음을 확인하고 기구를 회수하였다. 근위 돌출부는 원위
돌출부의 10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크기와 모양은 유
사하였으나 개구(orifice) 방향이 십이지장의 근위부를 향하고
있었다. 근위 돌출부를 통한 삽관은 쉽게 성공하였고 유도철
선이 담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담도조영술에
Fig. 4. Uncovered self-expanding metal stent is placed in bile duct
through the proximal papilla, while single-pigtail plastic stent is
placed in pancreatic duct through the distal papilla.

서 담낭관 합류부의 직하방에 짧은 분절형 담도협착이 관찰되
었고 담도와 췌관의 연결성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3). 이에
두개의 돌출부가 각각 담도(근위부)와, 췌관(원위부)에 독립적
으로 연결된 이중 십이지장 주 유두임을 확인하였다. 근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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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두에 소절개 유두괄약근절개술을 시행 후, 담도 배액을

찰되지 않아 총담관십이지장 누공보다는 해부학적 변이인 이

위해 근위부 유두를 통해 비 피막성 자가팽창 금속 스텐트를

중 십이지장 주 유두로 판단하였다. 이중 십이지장 주 유두는

삽입하였다. 이후 원위부 유두를 통해 다시 췌관 삽관을 시행

각각의 유두를 통한 면밀한 ERCP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진단

하여 췌장염 예방 목적의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한 후 시술

할 수 있으며, 다른 영상 검사로는 진단에 제한이 있다. 이는

을 종료하였다(Fig. 4). 이후 환자는 증상과 혈액 검사 모두

두개의 주 유두가 매우 인접해 있어, CT나 자기공명담췌관조

호전되어 경과 관찰 중이다.

영술의 해상도로는 담도와 췌관의 독립적인 개구를 구분하기

5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보고된 증례에서 두개의 주
진단: 이중 십이지장 주 유두

유두 중 근위부에 위치한 유두가 담도와 연결되고, 원위부에

일반적으로 총담관과 주췌관은 바터팽대부(ampulla of

위치한 유두는 췌관과 연결되어 있었다.

3,6,7

앞서 밝혔듯 이

Vater)에서 하나의 공통관으로 합쳐지고, 십이지장 제2부의

변이와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ERCP

벽으로 하나의 개구부를 통해 연결된다. 이 개구부를 십이지장

를 시행하는 시술자가 이러한 드문 변이에 대해 미리 인지하

주 유두라고 하며, 이는 발생 4주에 원시 중간창자(primitive

고 있을 경우, 이 변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시술 시간과

1

midgut)의 복측 벽에서 발생한다. 드문 해부학적 변이의 일

불필요한 시술 조작을 최소화하고 ERCP 연관 합병증의 위험

종으로 분리된 두개의 주 유두를 가지는 경우 이중 십이지장

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임상적인 중요성이 있다

주 유두라고 지칭하며, 1985년 1,600건의 ERCP를 분석한 한

고 하겠다.

2

연구에서 3예가 확인되어 0.18%의 빈도를 보고하였다. 그러
나 매우 드문 형태의 변이로 정확한 빈도는 알려져 있지 않으
며, 이 변이의 존재와 췌장담도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현
3
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유두부 주변으로 두개의 개구부가

관찰될 때 감별해야 할 질환은 총담관십이지장 누공
(choledochoduodenal fistula)이다. 총담관십이지장 누공은
주로 담석에 의해 발생하나, 드물게는 십이지장 궤양, 췌장의
악성 종양, 결핵 등 주변 장기의 염증성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담도성 동통과 간기능 검사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
4
고 담도기종(pneumobilia)이 관찰되기도 한다. 본 증례의 환

자의 경우, 재발성 위암의 담도 전이에 따른 담도 협착으로
간기능 검사 이상 소견을 보여 이차성 누공의 가능성을 완전
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전에 담도염 관련 증상을 호소
하지 않았고 담석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두개의 주 유두는 크
기가 비슷하고 모두 일반적인 주 유두의 나뭇잎 모양(“fronding” pattern)을 보였다. 더불어 각각의 유두가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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