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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성 제1형 당뇨병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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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vel subtype of type 1B diabetes with rapid onset and no evidence of autoimmunity has been
recently proposed as fulminant type 1 diabetes. The pathogenesis of fulminant type 1 diabetes has not
been fully understood. We report a case of fulminant type 1 diabetes with diabetic ketoacidosis.
A 31-year-old male was referred to our hospital because of high plasma glucose level and
acidosis. Laboratory findings were rendering a diagnostic picture of diabetic ketoacidosis with acute
renal insufficiency. While there was high plasma glucose, normal HbA1c and other laboratory
findings suggested a very recent onset of diabetes mellitus. A test to detect antibodies to islet cell
antigen IA-2 was negative, but those of glutamic acid decarboxylase (GAD) was weakly positive.
The patient successfully recovered without any serious complication after fluid and insulin based
management.(Korean J Med 70:342-34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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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

론

보고되었으며 현재 당뇨병의 원인 진단 및 치료에 있
어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2, 3). 그러나 모든 제1형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기전에 의한 췌장 내 베타세

당뇨병에서 자가항체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미

포의 선택적인 파괴와 이에 의한 인슐린 분비능의 소실

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

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병의 진행은 만성적이며 환자

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는 수 년의 임상 전기(preclinical phase)를 거쳐 췌장 내

진단기준에서는 제1형 당뇨병을 자가면역형(autoimmune;

베타세포의 80˜90% 정도가 소실된 후 고혈당 및 케톤

type 1A)과 자가항체 음성인 특발형(idiopathic ; type 1B)

산증 등의 임상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으로 분류하고 있다4).

제1형 당뇨병에 있어 자가면역기전의 지표로 항GAD,

지난 2000년 Imagawa 등은 특발형 당뇨병 환자에서

IAA, IA-2/IA-2β항체 등의 췌도 특이 자가항체의 존재가

임상경과가 매우 짧고 케톤산증과 같이 심각한 대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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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al glucose tolerance test
0 min

30 min

60 min

90 min

120 min

Plasma Glucose

255 mg/dL

355 mg/dL

448 mg/dL

520 mg/dL

500 mg/dL

Plasma Insulin

0.8 μU/mL

1.5 μU/mL

Plasma C-peptide

undetectable

undetectable

병증을 동반하지만 췌도 특이 자가항체 음성인 환자군

트롬빈시간은 11.2초로 국제정상화비율 1.00에 해당하였

을 새로운 아형인 전격성 당뇨병(fulminant type 1

다. CRP는 0.6 mg/dL이고, ESR 2 mm/hr였다. 혈장 포

5, 6)

.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

도당은 449 mg/dL이었고, 총 콜레스테롤은 228 mg/dL,

만 현재 전격성 당뇨병에 대한 연구는 학계 일각에서 활

중성지방은 245 mg/dL이었다. 혈청 단백질은 6.4 mg/

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대단위

dL였으며 알부민은 3.9 mg/dL이었다. 간기능 검사결과

diabetes)이라 명명하였다

7)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

AST는 13 U/L였으며 ALT는 25 U/L이었다. 신장기능

저자들은 Imagawa가 제시한 기준과 유사한 전격성

검사결과 혈액뇨소질소는 34 mg/dL이었으며 크레아티

제1형 당뇨병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

닌은 1.9 mg/dL이었다. 전해질 검사결과 나트륨은 130

께 보고하는 바이다.

mmol/L, 칼륨은 4.0 mmol/L였으며 염소는 97 mmol/L
이었다. 혈청 내 아밀라아제는 75 U/dL였다. 소변 내 케

증

례

톤 3+였으며 소변의 pH 및 비중은 각각 5.0 그리고

환 자 : 31세, 남자

1.030 이상이었다. 동맥혈 pH는 7.194, PaCO2는 20.4

주 소 : 구토

mmHg, PaO2는 101.7 mmHg, HCO3-는 7.7 mmol/L였으

현병력 : 특별한 병력없이 건강히 지내던 환자는 내

며 산소포화도 96.5%였다. 이에 따른 혈청 음이온차이는

원 5일 전 발열, 오한, 기침 및 심한 근육통 등의 인플루

25.3에 달하였다. 혈청 삼투압은 309 mOsm/kg, 소변 삼

엔자 유사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치료하였다. 내원 1일

투압은 704 mOsm/kg였다. 당화혈색소는 5.5%였으며

전부터 증상 점차로 심해지고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

24시간 소변검사결과 단백질은 300 mg/day, 크레아티닌

증상 발생하여 타 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시행한 검사결

은 1,022 mg/day,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88.7 mL/min였

과 혈당 800 mg/dL, 동맥혈 pH 7.14로 당뇨병성 케톤산

다. 심전도는 동성빈맥이었다.

증 의심하여 본원 내분비-대사내과로 전원되었다.

방사선학적 소견 : 흉부 X-선 정상, 복부 초음파검사

과거력 : 특이병력 없음.

특이소견 없음.

가족력 : 아버지가 제2형 당뇨병 및 급성 심근경색증
의 병력이 있었다.

치료 및 임상경과 : 신체검사 및 검사실 소견에 의해
환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진단받았다. 수액과 함께

개인력 : 10갑년의 흡연력 외 특이소견 없음.

인슐린 치료를 시행하여 빠른 속도로 증상 호전되었다.

진찰소견 : 신장 176 cm, 체중 72 kg (체질량지수

환자는 이전에 당뇨병력이 없었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2

23.30 kg/m )이었다. 내원 당시 생체징후는 혈압 150/90

5.5% (참고치 4˜6%)에 불과하였음에도 케톤산증에서

mmHg, 맥박수 114회/분, 호흡수 24회/분, 체온 36.8℃,

완전히 회복된 이후 적절한 혈당 조절을 위해 하루에 50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급성 병색을 띄고 있었다. 피부의

단위 이상의 인슐린이 필요하였다. 환자의 발열, 오한,

팽압이 감소되어 있으며 구강 내 점막은 건조하였고, 편

기침, 근육통 등의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및 오심, 구토

도주위 발적과 비대소견을 보였다. 호흡음은 정상이었으

등의 위장관 증상은 치료 이후 급격히 좋아졌으며 혈중

며 빠른 심음이 청진되었으나 심잡음은 들리지 않았다.

백혈구의 상승도 항생제 사용없이 바로 호전되었다.

복부 및 사지 관찰상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의 당뇨병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췌도 특이

검사실 소견 : 말초 혈액검사에서 백혈구는 18,850/

자가항체와 24시간 소변내 C-펩티드를 측정하였고, 입

mm3, 헤모글로빈 15.1 g/dL, 혈소판은 392×103/mm3이

원 3일째 인슐린 분비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구 당부하

었다. 활성화 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은 24초이고, 프로

검사를 실시하였다(표 1). 검사결과 항GAD항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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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L (참고치 <0.9 U/mL), IA-2항체 0.003 U/mL (참

않고, 췌장생검을 실시한 환자들에 있어 췌도세포 내

고치 0˜1.45 U/mL), 소변 내 C-펩티드 1.0 g/day (참고

MHC class I 항체의 과발현이 일어나지 않으며 췌장소

치 50 ˜100 g/day)였다. 경구 당부하검사결과 환자의

도염 없이 오직 췌장의 외분비 조직에서만 림프구의 침

혈장 인슐린은 기저치 0.8 U/mL, 30분 후 1.5 U/mL, 혈

윤이 일어난다고 하여 전격성 당뇨병은 자가면역질환

장 C-펩티드는 기저치, 30분 후 모두 측정범위 이하의

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한 다른 비자가면역 기전

소견이었다.

에 의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췌도 특

6)

Imagawa 등7)이 제시한 전격성 당뇨병의 특징은 1)
급격한 발병 2) 다뇨, 다갈, 체중감소 등 당뇨증상의 발

이 자가항체의 음성 및 췌장 효소 수치의 증가를 주된
6)

특징으로 보고하였다 .

현이 1주일 이내로 매우 짧을 것 3) 진단시의 산혈증 4)

그러나 전격성 당뇨병과 자가면역기전과의 관련성을

췌도 특이 자가항체 음성 5) 24시간 소변 내 C-펩티드

제시하는 보고도 다수 있다. Shimada 등8, 9)은 전격성 당

< 10 g/day 6) 혈청 내 췌장효소치의 증가 등이며 이와

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혈청 내 Interferon-inducible

같은 진단 기준에 맞추어 볼 때 환자는 항GAD항체 약

protein-10 (IP-10)의 증가와 GAD-reactive-interferon-

양성 및 정상 혈청 아밀라아제 외에는 모두 만족하였다.

producing CD4+ cell의 존재를 밝혀 이 질환에 T세포

이에 환자는 전격성 제1형 당뇨병에 의한 당뇨병성 케톤

매개성 자가면역기전이 관여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산증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GAD 이외의 다른 췌

환자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도 특이 항원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그 외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유의한 당뇨병성 합병증 없이 외

Miura 등 은 전격성 당뇨병 이후 발생한 Graves’

래 추적관찰 중이다.

disease의 증례를 Sakaue 등 은 Rheumatoid factor와

10)

11)

일시적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 양성반응을

고

찰

보인 전격성 당뇨병을 보고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전격

Imagawa 등은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성 당뇨병이 자가면역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한 연구에서 췌도 특이 자가항체가 발견되지 않는 특발

예이다. 한편 Sekine 등12)은 carbamazepine hypersensi-

형 당뇨병에서 그 임상경과가 매우 짧고 혈장 포도당 농

tivity syndrome을 동반한 전격성 당뇨병 환자를 보고하

도가 높으며, 당화혈색소치가 낮고, 소변과 혈청의 C-펩

면서 바이러스와 약물과민반응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을

티드 수치가 낮으며, 케톤산증과 같이 심각한 대사합병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현재까지는

증을 동반하며 췌장효소수치가 높은 환자군의 존재를

발병기전은 확실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연

보고하고 이를 특발형 제1형 당뇨병의 아형으로서 전격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성 당뇨병이라고 명명하였다5, 6).

Iwaoka 등은 항GAD항체 13.1U/mL로서 양성인 전격

본 증례에서 평소 특이 병력없이 건강하던 환자는 발

성 당뇨병 1예를 보고하였는데 이 예에서는 본 증례에서

열, 오한, 기침 및 근육통 등의 인플루엔자 유사증상과

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혈청 내 아밀라아제 수치는 정상

이후 수반된 오심, 구토등의 위장관증상, 그리고 이에 동

이었으나 수주 후 380 IU/L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항

반된 고혈당과 케톤산증을 보였다. 급성기 치료 이후 완

GAD항체 역시 초기에는 상승하였으나 추적관찰하며 시

전히 증상이 소실되었음에도 환자는 지속적으로 하루

행한 검사상 음성 소견을 보였다 . 따라서 본 증례에서

50단위 이상의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병을 진단받았다.

환자의 항GAD항체의 약양성 소견과 혈청 내 정상 췌장

이와 같은 환자의 급격한 임상경과 및 당뇨병성 케톤산

효소수치 등은 현재까지 보고된 일부 전격성 당뇨병 예

증 등의 급성 합병증, 또한 급격한 인슐린 분비능의 저

의 특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환자의 급격한 임상 증상 및

하는 Imagawa 등이 제안한 전격성 제1형 당뇨병

검사실 소견을 종합하여 전격성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fulminant type 1 diabetes)의 특징과 일치한다.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전격성 당뇨병의 발병기전과 그 진단 기준은 아직은

최근 일본의 대단위 연구결과 전격성 당뇨병은 1) 내

명확하지 않다. Imagawa는 그의 최초 보고에서 전격성

원시 케톤증 또는 케톤산증으로 내원하는 일본 내 환자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 췌도세포 자가항체가 발현되지

의 약 20%를 차지하며 2) 환자의 90% 이상이 성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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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인 자가면역성 제1형 당뇨병에 있어서 남성이

액과 인슐린 치료로 성공적으로 조절하였으며 환자는

약 30% 정도의 유병율을 가지나 전격성 당뇨병에 있어서

인슐린 펌프로 치료 중이며 별다른 합병증 없이 외래 추

는 성비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4) 발열을 동반한 인플루

적관찰 중이다.

엔자 유사 증상이나 오심, 구토 등의 위장관증상이 초기
에 특징적이고 5) 임신시 발병하는 제1형 당뇨병의 대부

색인 단어 : 전격성 당뇨병, 1형 당뇨병

7)

분이 전격성 당뇨병임을 보고하였다 . 또한 전격성 당뇨
병에 있어서 약 4.8%에서 항GAD항체가 발견되나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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