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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혈액검사에서 정상이었으나 당뇨망막병증과
당뇨신병증 소견을 보여 당뇨로 진단된 1예
A Case of Diabetes Mallitus Following Diabetic Retinopathy
and Nephropathy with Normal Bloo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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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report a case of diabetic mellitus following diabetic retinopathy and diabetic nephropathy in a patient with no history
of previous diabetes mellitus and no evidence of diabetes in the blood test.
Case summary: A 39-year-old man with no previous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was referred to our clinic for further diagnosis because of suspected diabetic nephropathy. No specific findings on the anterior segment were found on slit lamp microscopy.
Fundus examination revealed flame-shaped retinal hemorrhages and cotton wool spots around optic disc and macula in both
eyes. No other specific findings were observed. Urine glucose was not detected in the urine test at admission and glucose was
normal in the blood test. The hemoglobin A1c (HbA1c) test was normal in 5.8. Diabetic retinopathy was diagnosed by fundus examination, and diabetes was confirmed by 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test).
Conclusions: Although the patient was not aware of the presence of diabetes, diabetic retinopathy was often diagnosed by fundus examination. In this case, diabetic retinopathy was diagnosed by fundus examination after suspicion of diabetes through renal biopsy in the absence of diagnosis of diabetes in internal medicine. After all, diabetes could be diagnosed in internal medicine
conversely. It can be reemphasized once again how important it is to perform fundus examination early in diagnosing diabetic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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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병태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성인 시력 상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당뇨병의 유병률은 세계적으로 꾸

고혈당을 보이는 모든 대사성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한
다. 그리고 이로 인한 대사이상은 여러장기들에 이차적인

준히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른 성인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
2

이 될 것이다.

당뇨병의 진단은 당뇨의 증상(다뇨, 다음, 체중감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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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무작위로 측정한 혈당이 11.1 mmol/L (200 mg/dL)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7.0 mmol/L (126 mg/dL) 이상 또는
당뇨혈색소(hemoglobin A1c, HbA1c)가 6.5% 초과 또는 경
구 당부하 검사 중 2시간 혈당이 11.1 mmol/L (200 mg/dL)
1,2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제2형 당뇨병 진단의 선별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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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공복혈당 수치 또는 당화혈색소를 사용하도록 권

막병증 소견을 보였다. 환자 BUN, Cr. 수치 상승 등 신장

장되며 때문에 최근의 당뇨병 기준을 충족시켜 진단되는

기능저하로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

당뇨병 환자의 대다수가 무증상이며 당뇨병이 있었는지 모

후 내과에서 경구 당부하 검사(the oral glucose tolerance

1

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의 환자들은 당뇨가 진단

test [OGT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공복혈당 140

받았을 시기에 하나 혹은 이상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

mg/dL로 당뇨가 확진되었다.

우가 많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당뇨신병증이 있

고

찰

을 확률이 3.5배나 높았으며, 당뇨망막병증이 있는 경우 당
3

뇨신경병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뇨망막병증

당뇨의 비증식 망막증의 경우 정맥혈관구경의 증가 및 많

은 두 단계(비증식성과 증식성)로 분류되며 비증식성의 경

은 수의 미세혈관류의 출혈이 특징적인 소견이며 나아가 점

우 당뇨가 진단된지 10-20년 정도 되었을 때 주로 발병한

상 출혈이 특징인 심각한 망막증으로 진행하게 된다. 비증식

4

다. 비증식성 망막증 환자가 모두 증식성 망막증으로 진행

성 망막증의 병태생리 기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망막허

하지는 않으나 비증식성 망막증이 심할수록 5년 안에 증식

혈이다.7 여러 가지 원인으로는 망막 주변세포의 손실, 망막

성 망막증으로 발병할 확률이 높다.5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
에 따르면 증식성 망막증 환자는 비증식성 망막증 환자에

A

3

비해 실명할 위험이 40배 이상 된다고 한다. 따라서, 당뇨
병성 망막증은 조기에 진단받은 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
6

요하다.

최근 저자들은 이전에 당뇨로 진단받은 적이 없고 당뇨
병 선별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였던 39세의 젊은 환자에서
당뇨의 신장 합병증 소견으로 안과로 당뇨망막병증 검사
의뢰 후 발견된 당뇨망막병증 및 이로 인해 당뇨로 진단된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이전 당뇨 과거력이 없는 39세 남자가 본원에서 시행한
신장 조직검사 소견상 당뇨신병증 의심되어 추가적인 진단
위해 본원 안과에 의뢰되었다. 초진 당시 양안 나안시력은

B

20/200이었고, 안압은 우안 8 mmHg, 좌안 9 mmHg였다.
세극등현미경검사에서 전안부에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
았다. 안저검사에서 양안 시신경유두 및 황반부 주위로 불
꽃모양의 망막출혈과 면화반이 관찰되었다(Fig. 1). 이외에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특이 과거력 없었으며 양쪽 다리 부종으로 타병
원 입원 중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the blood urea nitrogen
(BUN), creatinine (Cr.) 수치 상승 및 신장 초음파에서 이
상소견으로 본원 신장내과로 입원하던 중이었다. 입원 당
시 환자의 혈압은 118/82였다. 시행한 신장 조직검사에서
diabetic nephropathy class IV 소견을 보였다(Fig. 2). 입원
시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소변내 glucose 소견은 보이지 않
았으며 혈액검사에서 glucose는 106으로 정상소견이었다.
HbA1c 검사는 5.8로 정상소견이었다. 이에 당뇨망막병증
여부 위하여 안저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안저소견상 당뇨망

Figure 1. Fundus photography finding. Multiple dot and blot
hemorrhages, some flame-shaped hemorrhages, and cotton
wool spots near disc and macula are shown in both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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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하 검사(OGTT 검사)에서 환자는 당뇨로 진단되었다.
경구 당부하 검사는 당뇨병을 진단하는 가장 명확하고
민감한 검사로 정해진 당을 복용시키고 혈당을 측정하여
당 처리 능력을 판단하는 검사다.13 우선, 공복시 혈액을 채
취한 후 glucose 75 mg이 녹은 syrup 300 mL를 경구 복용
시킨 다음 serum separator tubes (SST) tube에 30, 60, 90,
120분 혈액을 채취하여 즉시 임상병리과로 의뢰한다. 검사
하는 동안 물을 제외한 어느 것도 먹지 않도록 한다.14 평가
는 당뇨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복혈당 126 mg/dL 이상이거
나 당부하 2시간 후 혈당이 200 mg/dL이면 당뇨로 진단한
2

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검사를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은
1

권유하지 않는다.
Figure 2. Renal pathologic finding: Diabetic nephropathy,
class IV. Nodular mesangial sclerosis (arrow) and arteriolar
hyalinosis (open arrow) are seen. The glomerular basement
membranes and tubular basement membranes (arrowhead) are
diffusely thickened. No specific immune complexes are observed in immunofluorescence. In electron microscopic examination, there is a sclerotic glomerulus and no specific electron deposit.

혈관의 투과도의 증가, 망막 혈류 변화, 망막 미세혈관의 이
8

안저검사상 양안에 시신경유두 및 황반부 주위로 불꽃모
양의 망막출혈과 면화반이 주된 소견인데, 이는 고혈압망
막병증에서도 흔히 나타난다.15 특히, 신병증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사한 소견을 보
일 수 있어 고혈압망막병증과의 감별이 중요하다. 그러나
환자가 고혈압 과거력이 없고 입원 당시부터 측정하였던
혈압이 정상소견이었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고혈압에 의한
망막병증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 등이 있다. 망막허혈이 일어나게 되면 이에 대한 반응으

환자의 나이가 젊었고 특이 과거력이 없었던 환자에서

로 신행혈관들이 생기고 이는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의 특

신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으나 당

9

징적인 소견이다. 새로 형성된 혈관들은 주로 시신경과 황

뇨 선별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였던 환자였기에 병리조

반 주위에 나타나며 쉽게 파열되어 유리체 출혈 및 섬유화를

직검사에서 당뇨신병증 소견이 나왔으나 내과에서는 당뇨

10,11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망막박리로까지 진행한다.

로 확진하기 힘들었다. 이에 내과에서 추가적인 평가를 위

따라서, 조기에 당뇨를 진단하여 그에 대한 합병증을 검

해 안과에 안저검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안저검사에서도 당

사하는 것은 추후 당뇨망막병증의 진단을 앞당겨 이에 대

뇨망막병증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후, 환자는 안

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저검사상 양안 주변혈관신생(new vessels elsewhere) 소견

한, 당뇨망막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예방이며 당뇨를

으로 양안 증식성 망막병증 진단 하에 이에 대한 레이저 광

조기에 진단하여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하면 당뇨병 환자

응고술을 양안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혈당 조절 및 당뇨에

12

의 망막증 발생을 늦추거나 억제할 수 있다. 일단 진행된

대한 치료를 하게 되었다.

망막증의 경우에는 철저한 혈당 조절만으로는 망막증의 진

본 저자들은 본인이 당뇨가 있는지 몰랐지만 안저검사를

행을 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레이저 광응고술 등 안과적

통한 당뇨망막병증 진단으로 당뇨가 진단되었던 경우는 드

6

치료로 실명을 예방하여야 한다.

물지 않지만, 본 증례의 경우는 통상적인 혈당이나 당화혈

본 증례의 환자의 경우 상승된 BUN, Cr. 등 신장기능저

색소 검사에서 모두 정상소견을 보여 내과에서 당뇨를 확

하 소견은 보였으나 당뇨병 선별검사로 주로 시행하는 공

진 하지 못한 환자에서 신장 조직검사와 안저검사에서 심

복혈당 수치 또는 당화혈색소가 정상 수치였으며 이전에

한 당뇨합병증 소견이 나타나 거꾸로 내과에서 당뇨를 진

당뇨로 진단된 과거력이 전혀 없는 환자로 본원의 내원 당

단 할 수 있었던 예를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시에도 신장 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을 보여 신병증이 의심되

당뇨 환자를 진단하는데 있어 조기에 안저검사를 시행하는

었으나 당뇨는 고려되지 않았던 환자였다. 본원 병리과에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서 시행한 신장 조직검사에서 diabetic nephropathy class
IV 소견으로 당뇨가 처음 진단되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내과에서 안과에 당뇨망막병증 검사를 의뢰 후 시행한 안
저검사에서 당뇨망막병증 소견을 보여 다시 시행한 경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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