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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감염과 연관된 소아 Ménétrier 병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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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Pediatric Ménétrier’s Disease Associated with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Jihong Yoon, Moon Bae Ahn, Lee-So Maeng1, Sang Yong Kim
Departments of Pediatrics and Hospital Pathology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Ménétrier’s disease in childhood is a rare form of gastropathy characterized by hypoalbuminemia, endoscopic and/or radiologic 
findings of hypertrophic gastric folds, and histologic findings of foveolar hyperplasia in the stomach. It tends to have a self-limited 
course compared to the chronic and complicated course in adult Ménétrier’s disease. A 7-year-old boy was referred to Incheon St. 
Mary’s Hospital for facial edema. Physical examination on admission showed periorbital swelling, pitting edema in both legs, and 
epigastric tenderness. Laboratory tests on admission indicated hypoproteinemia (3.0 g/dL) with hypoalbuminemia (2.1 g/dL) and 
hypogammaglobulinemia. Urinalysis showed no abnormalities. The test results for anti-cytomegalovirus immunoglobulin M and 
cytomegalovirus PCR were negative. Stool Helicobacter pylori antigen was positive and fecal α1-antitrypsin clearance was 40.1 
mL/day, consistent with protein-losing gastroenteropathy. Gastroduodenoscopy showed hypertrophic edematous gastric folds, er-
ythema, and superficial erosion in the body of the stomach. The duodenum was normal. Histologic findings showed foveolar 
hyperplasia. His symptoms improved with conservative treatment including proton pump inhibitor from day 9 of hospitalization 
and resolved completely. Here we reported a case of pediatric protein-losing hypertrophic gastropathy associated with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4;14:28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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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아 단백소실 비대 위병증은 복통, 구토, 부종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저알부민혈증과 함께 상부위장관 내시경 소견에서 위 

거대 점막 주름이 관찰되고, 조직 소견에서 위 점막 소와 증식

이 나타나는 드문 질환이다.1 성인에서 이와 유사한 내시경 소

견과 병리조직 소견을 보이는 Ménétrier 병은 내과적 치료에 

불응하고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지만 소아에서는 일

반적으로 8주 내에 자연 치유되는 양성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일과성 비후성 위장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2-4 아직 명확

한 진단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원인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소아에서는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 

감염에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이외 편모충, 

Helicobacter pylori 또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되

어 있는 증례가 보고되었다.1 저자들은 전신 부종을 주소로 입

원하여, 저알부민혈증과 대변 α1-antitrypsin 증가가 관찰되어 

실시한 내시경 및 조직 검사에서 위 거대 점막 주름과 소와 증식

이 관찰되었고 대변 H. pylori 항원 양성 반응을 보여 H. pylori 

감염과 연관된 소아 Ménétrier 병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증    례

7세 남자 환자가 2일 전부터 시작한 얼굴과 다리의 부종으

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3일 전 수차례의 구토와 복통이 

갑자기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얼굴에 부종이 관찰되었

으며 점차 다리의 부종도 관찰되었다. 환자의 과거력과 가족력

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다. 진찰에서 얼굴과 경골전방 함몰부종

이 관찰되었으나, 이동 둔탁음 등의 복수를 시사하는 소견은 없

었고 폐와 심장의 청진에서도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검

사 소견에서 혈중 총 단백질 3.4 g/dL, 알부민 2.0 g/dL로 감소

되어 있었고 총 면역글로불린 G도 175.6 mg/dL로 감소되어 

있었다. 혈액 요소질소는 28.9 mg/dL로 약간 증가되어 있었지

만 혈청 크레아티닌은 0.3 mg/dL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는 관찰되지 않았다.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장비대 또는 흉막 삼출 등의 소견은 없었다. 대변 잠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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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itial and follow-up endo-
scopic findings. (A) Hypertrophic 
edematous gastric folds, erythema 
and mucus bridges between gastric 
folds were noted at the body of the 
stomach. The antrum of the stomach 
and the duodenum were normal. (B) 
Follow-up endoscopy at 8 weeks after 
discharge showed completely resolved
gastric lesions. 

는 양성이었으며, 대변 α1-antitrypsin은 482 mg/dL (정상: 

＜50 mg/dL)로 증가되어 있었다. 단백소실 위장병증을 의심하

여 실시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에서 위의 체부에서 위 점막 

부종과 거대 주름이 보였고, 삼출액 모양의 부유물과 점액교가 

관찰되었다(Fig. 1A). 식도와 십이지장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었

다. 위 체부 조직 검사에서 소와 증식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호

산구의 침윤이나 다른 비정상 세포의 침윤은 관찰되지 않았고

(Fig. 2), H. pylori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CMV, Epstein-Barr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검사는 음성이었다. 대변에서 

시행한 H. pylori 항원 검사는 양성이었다. 환자의 경과는 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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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scopic findings. (A) The gastric mucosa of the body showed foveolar hyperplasia and glandular atrophy, in which the gastric pit (GP)
elongated and occupied about one-half of the thickness of the gastric mucosa (M) (H&E, ×40). (B) There was no eosinophil infiltration and other
abnormal cells were not found (H&E, ×200).

민 정맥 주사와 내시경 시행 후 양성자펌프 억제제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입원 9병일에 증상과 검사 소견이 호

전되어 퇴원하였다. 외래에서 대변 H. pylori 항원 검사 양성을 

확인한 후 제균 요법을 실시하였다. 퇴원 8주 후에 시행한 상부

위장관 내시경은 정상이었다(Fig. 1B).

고    찰

이 질환은 Ménétrier가 1888년에 처음 보고한 이래 국내에

서는 1967년 성인에서 최초로 보고되었고 소아에서는 2001년 

처음으로 CMV 감염과 연관된 증례가 보고되었다.5-7 성인 환자

에 대한 Ménétrier 병 국내 보고 16예의 임상적 고찰에 의하면 

40대∼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복통, 장출혈, 부종, 영양 

장애 등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하였다.2 소아에 대한 국내 보고

는 총 4예가 있었으며 모든 경우에 구토, 복통, 식욕 감소 등의 

비특이적인 소화기 증상이 있은 후 발생한 부종을 주소로 내원

하였다.7-10 본 증례도 짧은 시간의 심하지 않은 구토와 복통 후 

발생한 얼굴과 다리의 부종으로 내원하였다. 소아에서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천성 심질환, 심근병증과 같은 심장 질환, 

급성 사구체신염, 신증후군과 같은 신장 질환, 간의 단백질 합

성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간 질환이 흔한 원인이지만, 단백 영

양실조와 단백소실 위장병증도 감별해야 하는 드문 원인이다. 

병력, 진찰, 초기 검사 소견에서 심장, 신장과 간 질환에 대한 

이상 소견 없이 알부민을 포함한 혈중 단백질이 감소된 경우에

는 소화관을 통한 단백소실을 의심해야 한다. 소화관을 통한 단

백소실의 감별에는 CMV 감염, 장내 세균 과증식, 우유 알레르

기, 크론병과 같은 점막 염증성 병변을 일으키는 질환과 선천성 

림프관확장증, 광범위한 림프관 폐쇄를 일으키는 종양, 울혈성 

심부전, 협착 심장막염 등과 같은 이차성 림프관확장증 등이 있

다.1 본 증례에서도 병력, 진찰과 초기 검사에서 저알부민혈증

의 원인이 심장, 신장 또는 간 질환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

으며, Ménétrier 병과 유사하게 단백소실 위장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호산구성 위장염은 조직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호산구 

침윤이 관찰되지 않아 배제할 수 있었다. 위 림프종 또는 다른 

악성 침윤성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초음파 검

사와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또는 점막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으나 환자의 연령과 짧은 병력에 대한 고

려 그리고 빠른 회복 경과 때문에 감별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

는 필요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화관을 통한 단백소실에 대한 선별 검사로 사용

되는 대변 α1-antitrypsin 측정과 청소율 검사는 α1-antitrypsin

이 pH 3 이하에서 빠르게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위를 통한 단백

소실에는 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저자들

이 검색하였던 Ménétrier 병 문헌들에서 대변 α1-antitrypsin 

검사 결과는 다양하였다. 이것은 점막 병변의 중증도와 범위 그

리고 그에 따른 위산저하증 정도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단백소실 위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변 α1-anti-

trypsin 검사를 선별 진단 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cimetidine 

또는 lansoprazole을 투여하였다는 보고도 있다.12,13 본 증례에

서는 위를 통한 단백소실에도 불구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대변 α1-antitrypsin치

와 청소율이 각각 482 mg/dL와 40.1 mL/day로 증가되어 있

어 위산저하증 상태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Ménétrier 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소아의 경

우 70% 정도에서 CMV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

며,7,14,15 이외에 H. pylori, 단순 포진 바이러스와 Mycopla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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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oniae 감염의 연관도 보고되었다.1 본 증례 위점막 생검

에서 실시한 CMV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검사와 혈청학적 검사, 

소변 CMV PCR 검사에서 음성 소견을 보였다. H. pylori에 대

한 검사에서는 점막 조직에 대한 특수 염색과 신속 요소분해효

소 검사에서는 음성을 보였지만 대변 항원 검사에서 양성을 보

여 H. pylori 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증례에서 

H. pylori 감염 진단에서 표준으로 여겨지는 위 점막 조직검사

와 신속 요소분해효소 검사에서 음성을 보였지만 대변 항원 검

사에서만 양성을 나타낸 이유는 생검 부위를 병변이 심한 곳만

을 선택하였고 내시경에서 정상 점막 양상을 보였던 전정부에 

대한 생검을 누락시켰던 때문으로 생각된다. 발생 기전으로 제

시되고 있는 가설은 국소 전환 성장 인자-α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α)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CMV 또는 H. pylori 감염에 의한 점막 손상으로 벽 세포에서 

TGF-α의 과잉생산이 일어나면 상피 성장을 자극하고 위산 생

산을 저해한다는 것이다.16

소아에서 발생하는 Ménétrier 병은 성인과는 달리 4주에서 

10주 내에 보존적 치료만으로 스스로 회복되는 일과성 질환이

지만,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만성 경과를 밟는 경우에는 

발병과 연관될 수 있는 CMV와 H. pylori 감염여부에 따라 

gancyclovir 투여와 H. pylori 제균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17 또한 성장호르몬억제인자 유사체인 octreo-

tide가 TGF-α 분비 억제, 점액 생산 감소와 gastrin 분비를 촉

진시켜 이 질환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고,18,19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를 사용하여 증상을 개선시켰던 

보고도 있었다.20

저자들은 임상양상과 내시경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에서 그리

고 대변 H. pylori 항원 검사에서 H. pylori 감염과 연관된 소

아 Ménétrier 병을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REFERENCES

1. Hunter AK, Liacouras CA. Hypertrophic gastropathy. In: 

Kliegman R, Stanton BF, Behrman RE, eds.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9th ed. Philadelphia: Elsevier/Saunders, 2011: 

1276.

2. Lim YJ, Lee PR, Kim YH, et al. Clinical features of Menetrier's 

disease in Korea: a report of sixteen cases. Korean J Gastrointest 

Endosc 2000;21:909-916.

3. Washington MK, Peek Jr RM. Gastritis and gastropathy. In: 

Yamada T, Alpers DH, eds. Textbook of gastroenterology. 5th 

ed. Hoboken: Blackwell Pub., 2009:1005-1025.

4. Jacobe S, Lam A, Elliott E. Transient hypertrophic gastropathy.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1998;26:211-215.

5. Menetrier P. Des polyadenomes gastriques et leur rapport avecle 

cancer de l'estomac. Arch Physiol Norm Pathol 1888;1:32-52.

6. Moon KH, Kim CH, Kim KH, Kim JW, Kim JS, Min BS. A case re-

port of protein-losing gastropahty and an albumin kinetic 

study. Korean J Med 1967;10:733-738.

7. Cho JR, Kang SK, Kim YH, Choe YH. A case of Menetrier's dis-

ease associated with cytomegalovirus infection. J Korean 

Pediatr Soc 2001;44:1197-1200.

8. Choi WJ, Lee BY, Lee HJ, Oh HK, Hwang JB. Cytomegalovirus- 

induced childhood Menetrier's disease with peripheral eosino-

philia. Korean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2004;7:87-91.

9. Son KH, Kwak JJ, Park JO. A case of cytomegalovirus-negative 

Ménétrier's disease with eosinophilia in a child. Korean J 

Pediatr 2012;55:293-296.

10. Yoo Y, Lee Y, Lee YM, Choe YH. Co-infection with cytomegalo-

virus and Helicobacter pylori in a child with Ménétrier's 

disease. Pediatr Gastroenterol Hepatol Nutr 2013;16:123-126.

11. Florent C, L'Hirondel C, Desmazures C, Aymes C, Bernier JJ. 

Intestinal clearance of alpha 1-antitrypsin. A sensitive method 

for the detection of protein-losing enteropathy. Gastroenterology 

1981;81:777-780.

12. Florent C, Vidon N, Flourié B, et al. Gastric clearance of al-

pha-1-antitrypsin under cimetidine perfusion. New test to de-

tect protein-losing gastropathy? Dig Dis Sci 1986;31:12-15.

13. Takeda H, Nishise S, Furukawa M, Nagashima R, Shinzawa H, 

Takahashi T. Fecal clearance of alpha1-antitrypsin with lanso-

prazole can detect protein-losing gastropathy. Dig Dis Sci 

1999;44:2313-2318.

14. Occena RO, Taylor SF, Robinson CC, Sokol RJ. Association of cy-

tomegalovirus with Ménétrier's disease in childhood: report of 

two new cases with a review of literature.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1993;17:217-224.

15. Hoffer V, Finkelstein Y, Balter J, Feinmesser M, Garty BZ. 

Ganciclovir treatment in Ménétrier's disease. Acta Paediatr 

2003;92:983-985.

16. Faure C, Besnard M, Hirsch A, et al. Chronic hypertrophic gas-

tropathy in a child resembling adult Menetrier's disease. J 

Pediatr Gastroenterol Nutr 1996;23:419-421.

17. Yamada M, Sumazaki R, Adachi H, et al. Resolution of pro-

tein-losing hypertrophic gastropathy by eradication of Helico-
bacter pylori. Eur J Pediatr 1997;156:182-185.

18. Yeaton P, Frierson HF Jr. Octreotide reduces enteral protein 

losses in Ménétrier's disease. Am J Gastroenterol 1993;88:95-98.

19. Green BT, Branch MS. Menetrier's disease treated with octreotide 

long-acting release. Gastrointest Endosc 2004;60:1028-1029.

20. Burdick JS, Chung E, Tanner G, et al. Treatment of Ménétrier's 

disease with a monoclonal antibody against the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N Engl J Med 2000;343:1697-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