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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tosis-prone type 2 diabetes (KPD) has been characterized as diabetes with severe insulin deficiency at

diagnosis associated with ketosis or ketoacidosis without a precipitating cause. Improvement in beta-cell

function and insulin sensitivity by aggressive diabetic management could allow discontinuation of insulin

therapy within a few month of therapy. These subjects are usually obese, have a strong family history of

diabetes, absence of β-cell autoimmune markers and lack of human leukocyte antigen genetic association.

This clinical presentation has been reported primarily in African and African Americans, but rare in Asian

and white person. We recently experienced a case of KPD in Korea and present it with literature review. (J

Kor Diabetes Assoc 31:293~29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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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성 톤산 증은 자가 면역 질환인 제1형 당뇨병

의 형 인 임상 발 형태다1). 그러나, 최근에 소아, 청소

년, 제2형 당뇨병 등에서 특별한 유발 인자 없이 비 형

톤산 증(Atypical ketoacidosis, Ketosis-prone type 2

diabetes (KPD))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2,3)
. 이들은 주로

비만하고 제2형 당뇨병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가 면

역 항체가 음성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2,4)
. KPD는 아 리카

흑인과아 리카계 미국인에서많이발병하고아시아인에서

는 드문것으로 알려져 있다
4,5)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KPD

라는 병명으로는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자들은 당뇨병성

톤산 증으로 발 하여 ketosis prone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된환자 1 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찰과함께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환 자: 여자, 44세

주 소: 2일간 지속되는 구토와 어지럼증

병력: 최근 3개월간 8 kg의 체 감소와 다음, 다뇨가

있었고 내원 2일 부터하루 5~6회의구토, 어지럼증을주

소로 응 실로 내원하 다.

과거력: 4년 부터 월경 과다로 2004년 철 결핍성 빈

진단받고 철분제를 약 2년간 복용하다 복부 불편감으로 6

개월 부터 자의로 단하 다.

가족력: 어머니와오빠가 제2형당뇨병으로약물치료

임.

사회력: 흡연(-), 음주(-)

진찰 소견: 키 159 cm, 체 53 kg, BMI 21 kg/m
2
다.

내원 시 압은 120/70 mmHg, 맥박 수 136 회/분, 호흡수

24 회/분, 체온은 36.5℃ 다. 의식은 명료하 고, 공막 황

달은 없었으나 결막이 매우 창백하 고 는 심한 탈수 소

견을보 다. 흉부 진찰에서빈맥 외에 특이소견없었다. 복

부에 압통은 없었으나 하복부에서 10 cm 크기의 종괴가

지되었다. 신경학 검사상 이상소견 없었고 발등동맥은 잘

지되었다.

검사실 소견: 내원 시 백 구 수 15,700 /mm3, 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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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lvic ultrasonography shows about 12 cm

sized huge mass in uterus, suggesting adenomyosis.

Fig. 2. Colonoscopy shows several ulceration on the

cecum.

181bp

Fig. 3. 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for

Mycobacterium tuberculosis was done. One-hundred

eighty-one base pair DNA was amplified at patient's

sample. M, size marker (100 bp ladder); PC, positive

control; NC, negative control; Pt, patient's sample.

3.9 g/dL, 헤마토크리트 15.7%, 소 수 838,000/mm
3
,

구침강반응 23 , C-반응성 단백질 0.62 mg/dL이었다.

생화학검사상 청 나트륨 156 mmol/L, 칼륨 4.4 mmol/L,

Cl 120 mmol/L, 액요소질소 34.0 mg/dL, 크 아티닌 1.7

mg/dL, 알부민 2.5 g/dL, AST 13 IU/L, ALT 10 IU/dL, 총

빌리루빈 0.3 mg/dL, 포도당 815 mg/dL, HbA1C 7.0%,

장 삼투압 농도는 389 mOsm/Kg H2O 다. 동맥 가스 검

사에서 pH 7.29, PCO2 23.0 mmHg, PO2 108.9 mmHg,

HCO3
-
12.2 mM/L, Anion Gap 9 mM/L이었고, 소변 검사

에서 단백(-), 당(3+), 톤(2+), RBC 1/HPF, WBC 1/HPF

소견을 보 다. 심 도 검사에서 분당 136회의동성 빈맥이

찰되었고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치료 경과: 환자는 당뇨병성 톤산 증, 동반된 고

당성 고삼투압 상태, 빈 등의 추정 진단하에 량의 수액

공 과 지속 인슐린 주사 치료를 시작하 다. 그리고 수

을 했다. 내원 3일째 환자 생체 징후는 안정되었고 검사

소견으로 동맥 가스 검사에서 pH 7.40, PCO2 35.2

mmHg, PO2 121.8 mmHg, HCO3
-
21.2 mM/L로 산 증은

개선되었다. 백 구 수 12,000 /mm
3
, 색소 8.4 g/dL, 헤마

토크리트 27.1%, 소 수 343,000 /mm
3
, 청 나트륨 149

mmol/L, 칼륨 4.5 mmol/L, Cl 113 mmol/L, 액요소질소

16.3 mg/dL, 크 아티닌 1.0 mg/dL, 포도당 207 mg/dL,

장 삼투압 농도는 342 mOsm/Kg H2O로 호 되었다. 지속

으로 수액과 인슐린 주사 후환자 상태 검사실 소견이

정상 범 로 호 된 후 일일 2회 피하 인슐린 주사로 환

하 다. 당뇨병과 련된 검사 , 입원 시 C-peptide 1.09

ng/mL, insulin 25.0 μIU/mL, anti-GAD 항체 0.05 (< 0.9

U/mL), islet cell 항체 음성이었다. 치료 일주일 후 다시검

사한 C-peptide 농도는 1.5 ng/mL 다. 망막 검사, 단백뇨

검사, 말 신경 달 속도 검사 모두 이상 소견 없었다. 환

자의 빈 의 검사로는 장-ferritin 2.04 (13~150 mg/dL),

Fe 3 (65~157 ug/dL), TIBC 338 (256~426 ug/dL),

reticulocyte 2.05 (0.59~2.07 %) 고, 말 액 도말 검사

상 소 구성 색소성 빈 소견을 보 다. 빈 의 원인

을 찾고자 실시한 골반 음 에서 12 × 10.8 cm의자궁샘

근육증이 발견되었다(Fig. 1). 상부 장 내시경은 정상이

었고 장 내시경검사상회맹부에서 막 병변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를 시행하 다(Fig. 2). 조직 검사 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었고 Neste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

도 결핵균 양성 소견을 보 다(Fig. 3). 환자의 빈 의 원인

은 자궁샘근육증으로 인한출 과 결핵성 장염에 의한 것

으로 단하고철분제제의복용 항 결핵제의투여, 추후

에 자궁 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 다.

환자는 ketosis-prone 제2형당뇨병으로진단되어 novomix

(insulin aspart protamine/insulin aspart 70%/30%) 아침 식

사 26단 , 녁 식사 16단 로 조 후 퇴원하 다.

퇴원 6주 후 외래에서 시행한 공복 c-peptide는 1.7 ng/mL

로 증가하 고, 당으로 인해 인슐린 주사량을 이다가

glimepiride 2 mg과 metformin 1,000 mg으로 환하여 공

복 당 90~100 mg/dL로잘 유지되고 있다. 본 증례는 제1

형 당뇨병의 발병의 주 형태인 당뇨병성 톤산 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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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한 환자에서 ketosis-prone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톤산증 조 후 경구 약제로 조 된 이다.

고 찰

당뇨병성 톤산 증은 당뇨병환자의 가장 한 성합

병증으로심한 인슐린부족으로발생하는제1형 당뇨병환자

의 형 임상 발 으로 여겨져 왔다
1)
. 최근 들어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도특별한유발인자없이 톤산 증으로 나

타나는 환자수가 증가되고 있다. 이들 환자는 주로 비만하

고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으며 자가 면역 항체가 음성이다
2~4)
.

질환 발생시에는 인슐린분비와 작용의 심한 감소가 있으나

극 치료 후 인슐린분비 작용이 모두 호 되고 수개

월이 지나면 인슐린을 단하게 된다
4)
. 비만한 제2형 당뇨

병의 표 형을 보이면서 인슐린 부족으로 인한 톤산증을

일으킨다고하여 이를 특발성 제1형 당뇨병, 비정형 당뇨병,

Flatbush 당뇨병, 1.5형 당뇨병으로 불렸으나 최근 ketosis

-prone 제2형 당뇨병이라는 이름으로더많이불리고있다
6)
.

KPD의유병률은 잘알려져있지 않다. 몇몇연구에서아

리카 흑인과 아 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히스패닉계에서

새로 진단된 당뇨병성 톤산 증 환자의 15-50%가 KPD

라고 보고하 다
2,4,5)
. KPD는 아시아인이나 백인에게는 드

물며당뇨병성 톤산 증 환자의 10% 이하인 것으로보고

되었다
7,8)
. 국내에는 과거 1.5형 당뇨병으로 불렸던 환자의

일부가 이 질환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KPD라는

병명으로 보고된 는 없다.

KPD 발생 평균 연령은 40 로 환자의 80% 이상에서 당

뇨병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환자에서 비만이 동

반된다고 알려져 있다
3,4,6)
. 본 증례의 경우 내원 시 BMI는

21 kg/m
2
이었고, 내원 8 kg의 체 감소 에도 BMI는

23.7 kg/m2로비만하지는않았으나가족력상환자의 어머니

와 오빠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

KPD는 제1형 당뇨병과 비슷하게 격한 발병을 보인다.

환자는 4~6주 미만의 다음, 다뇨, 체 감소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며 환자의 3/4은 처음 진단된 당뇨병으로 발 된다.

진찰 소견상 심한 탈수 소견을 보이나 압감소나 의식 이

상은드물다. 진단 시 당수치나 산-염기 지표 등은 제1형

당뇨병에서와 비슷하다
4,6)
. 본 증례의 경우에도 체 감소와

함께 격한 발병을 보 고 내원 시 pH 7.29, 당 815

mg/dL, 탄산염 12.2 mM/L, 소변의 톤 양성을보여제1

형 당뇨병에서의 DKA과 유사한 소견을 보 다. 본 증례의

경우 3개월 부터 고 당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 시 당화 색소가 7.0% 는데, 이는 환자의 색소가

3.9 g/dL로 낮아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KPD의 발병 기 에 해서 아직 확실히밝 진 바는 없

으나 일시 베타세포 기능부 에 의한 인슐린분비 감소가

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9)
. 톤산 증 소실 하루 뒤에 시행

한 인슐린분비 자극 검사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사

장애개선 후다시시행한검사에서는 인슐린분비가기 값

보다 3배 증가했다는 이나 발병 12주후시행한 루카곤

자극검사에 췌장 분비능 지표인 C-peptide가 기 값에 비해

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때, KPD환자에서 베타세포 기

능이상이 베타세포의 구 인 손상이라기보다는 일시 인

기능부 임을 시사한다
3,9)
.

치료는 DKA와 동일하다. 량의 수액과 지속 인 인슐

린 투여, 해질 교정, 그리고 유발인자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톤산 증이 교정되면 인슐린 피하주사를 시작하는

데 환자의 경우 기에 베타세포 기능부 과 인슐린 항성

이 동반되어 기 2주 정도는 0.8 IU/kg로 시작하여 평균

1~1.2 IU/kg의 인슐린이 요구된다. 그 후 당이 조 되면

서 인슐린요구량이 감소한다
4)
. 본 환자의 경우 입원 기에

정상 당에 가깝게 유지하기 하여 평균 0.9 IU/kg/day의

인슐린이 투여되었다.

약 25%의 환자에서는 인슐린 단 후 고 당과 톤산

증이 다시 발생하나 75%의환자에서는 기 상태 개

선 후에 경구 당 강하제만으로도 당이 잘 조 된다고

알려져있다
3,9,10)
. 몇몇 연구에서 기인슐린치료 단후

에 40~76%의 환자에서 약 3개월 후 해되고 약 2년 정도

정상 당을 잘 유지한다고 보고하 다
9,10)
.

비만한 KPD 환자가 당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해가

될지를 측하는데 인슐린분비능을 검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췌장의 분비능을 알아보기 해서는 glucagon

유발검사가 권장되며, 발병 일주일내 공복 C-peptide 농도

가 1.0 ng/mL 이상, 자극 검사 후 1.5 ng/mL 이상이거나

6~8주후 추 경과 찰 기 자극후 C-peptide 농

도가 각각 1.5 ng/mL, 2.27 ng/mL 이상인 경우 KPD 환자

의 해를 기 할 수 있다
6)
.

따라서 치료 약 2개월 후공복 C-peptide가 1.5 ng/mL이

상, glucagon 자극 후 2.27 ng/mL 이상이면서 GAD 항체가

음성인경우는 소량의설포닐우 아나 메트포민으로 환할

수있다
6)
. 본 환자의경우입원 시시행한 공복 C-peptide가

1.09 ng/mL, GAD 항체가 음성이었고 외래 추 찰

당으로 인슐린 용량을 다. 퇴원 6주 후 시행한 공

복 C-peptide 검사도 1.7 ng/mL로 증가되어 해를 기 해

볼 수 있으며 재는 glimepiride 2 mg과 metformin 1,000

mg으로 공복 당 90~100 mg/dL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

다.

결론 으로 당뇨병성 톤산 증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비만을 동반하며 자가 면역항체가 음성이고 췌장 분비능 소

실이 극심하지 않다면 KPD를 의심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인에 드물기는 하나 최근 들어 비만 환자의 증가와 더불어

소아 청소년에서 비 형 당뇨병이 발생하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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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에서 보고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도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요 약

Ketosis prone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일시 으

로 극심한 인슐린 부족으로 톤산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이들은 주로 비만하고 제2형 당뇨병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

으며 자가 면역 항체가 음성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국내에

비 형 당뇨병에 한 보고는있으나, KPD라는병명으로

는 아직까지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자들은 당뇨병성

톤산 증으로 발병하여 ketosis prone 제2형 당뇨병으로 진

단후 치료받은환자 1 를경험하 기에 보고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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