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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47세 남자 환자가 내원 2주 부터 시작된 상복부 

불쾌감을 주소로 타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상부소화  내

시경 검사상 에 이상소견이 있어 확진  치료를 해 

원되었다. 환자는 과거력에서 특이사항 없었으며 가족력에

서 큰 형이 암으로 수술 받은 병력이 있었다. 

  문진소견에서 1개월 동안 3 kg의 체 감소가 있었으며 

압은 110/90 mmHg, 맥박 6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
oC 다. 진찰소견에서 신상태는 양호하 고 두경부, 

흉부  복부진찰에서 이상소견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으로 말 액검사에서 WBC 5,770/mm
3, Hb 

7.7 g/dL, platelet 431,000/mm3이었다. 생화학 검사에서는 

total protein 3.7 g/dL, albumin 1.4 g/dL, AST/ALT 31/34 U/L, 

BUN/Cr 8.0/1.1 mg/dL, 총 콜 스테롤 165 mg/dL, 공복 당

이 81 mg/dL이었다. 요화학 검사는 정상이었다.

  상부소화  내시경 검사에서 정부를 제외한  반에 

걸쳐 미만  막 비후  용종 병변이 찰되었으며(Fig. 

1A, B), 식도, 십이지장에는 특이 병변이 없었고, 장내시

경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 내시경 음  검사에서 

병변은 주로 막층에 국한된 막 비후 소견을 보 고(Fig. 

1C), 복부 산화단층촬 에서도  막 비후 소견이 있었

다(Fig. 2). 내과 인 증 치료를 시행하 으며 환자의 증상 

 액 검사소견이 호 되어 암에 한 감시 내시경 검

사를 하면서 추 찰 하 다. 1년 후 시행한 내시경 검사

에서(Fig. 1D) 조직검사에서 선암종 조직이 찰되어  

제술을 시행하 으며(Fig. 3A), 수술 조직에서 소와 증식

을 포함한 막의 과증식 소견(Fig. 3B), 도 형성이상을 동

반한 선종(Fig. 3C)과 함께 상부 체부의 벽에서 막에 국

한된 고분화도의 선암종을 찰할 수 있었다(Fig. 3D). 

  진단: 메네트리어병은 육안으로  거  막 주름의 증식

이 찰되고 조직학 으로 소와 증식(foveolar hyperplasia)을 

특징으로 하는 과증식  병증으로 임상 으로는 액의 과

분비로 인한 단백 소실 장병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cytomegalovirus와 같은 바이러

스나
1 Helicobacter pylori 등의 감염이나2,3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α)의 과발 이 련 있다는 보고가 있다.
4 특히 

cytomegalovirus의 경우에는 소아에서 보고된 증례가 있으며
1 

어른과는 달리 자연 치유되는 특징을 갖는다. Helicobacter 

pylori의 연 성에 해서는 메네트리어병의 조직 소견과 단

백 소실 등의 임상 소견이 Helicobacter pylori 제균 요법으로 

호 된 경우가 보고되어 있으며
2,3 이 밖에 메네트리어병 환

자의  액에서 TGF-α 등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ligand 과발 과의 련성이 제시되면서 EGFR 억제

에 의한 치료 반응이 보고되어 더욱 요 련성을 시사하

고 있다.
5

　메네트리어병은 년의 남성에서 호발하고, 부분에서 

선의 축으로 인해 산의 분비는 감소되어 있으며 형태

학 으로 Zollinger-Ellison syndrome, 선암종, 림 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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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indings of gastro-

scopy and endoscopic ultrasono-

graphy (EUS). (A, B) Gastroscopy 

showed diffuse thickening of gas-

tric mucosal folds with polypoid 

lesions in body without significant 

changes in antrum. (C) The fold 

hypertrophy was confined to mu-

cosa layer on EUS. (D) After 1 

year, gastroscopy showed more 

prominently thickening some irreg-

ular mucosal changes in upper 

body.

Fig. 2. Abdomen-pelvis CT scans showed thickening of gastric mucosa and the evidence of mucosal swelling.

의 종양 질환, cytomegalovirus 등의 감염 질환  유육종증

과 같은 침윤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한 질환이다. 검사실 소

견으로 가장 흔한 소견은 알부민 증이라고 알려져 있으

며
6 알부민 증의 기 으로는 장림 을 통한 알부민 유

출과 액세포의 알부민 사 장애들이 알려져 있다.7 치료

는 내과 으로 보존 치료를 시행하고 단백소실을 감소시키

는 항콜린제나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기도 하며 단백소실

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하다. 최근 EGFR에 

한 단클론 항체의 치료효과에 한 보고가 있어왔다.
5 

　 한 메네트리어병은 암의 암 병변으로 알려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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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pathologic findings. (A) After total gastrectomy, specimen showed diffuse thickening of gastric mucosal folds with polypoid 

lesions in body. Some prominent mucosal irregularity is seen in upper body (arrow). (B) Gastric mucosa showed diffuse foveolar hyper-

plasia and (C) tubulovillous adenoma with low grade epithelial dysplasia (H&E stain, ×100). (D) Arrowed area in (A) showed well-dif-

ferentiated adenocarcinoma confined to mucosa (H&E stain, ×100).

며8 한 보고에서 1년 이상 추  찰한 26명의 환자  3명

에서 암이 발생하여 약 10%의 암 발생률을 갖는다고 보

고하 다.
9 보통 형성이상이 동반된 선종일 경우 융모 선종

이 많고, 이 경우 암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 명백한 생

화학, 분자생물학 인 증거가 부족하고 메네트리어병의 선

행 여부를 명확히 별하기 힘들어서 메네트리어병의 암 

병변 가능성에 한 논란은 있지만 지 까지의 보고들을 미

루어 볼 때  세계 으로 총 300   30 에서 암과 

련된 보고가 있어
10 메네트리어병을 가진 환자들에서 정기

인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통한 암 감시 검사가 필

요할 것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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