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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 당뇨환자에서 폐결핵의 전산화단층촬영 소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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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결핵의

CT 소견을 관찰， 분석하고， 당뇨병의

조절상태에 따른결핵 소견의 차이점 이 있는지를알고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폐결핵으로 확진된 34예의 CT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폐구역을 우측

3

엽 10구역으로， 좌측 2 엽 8구역으로 나누였고， 기관지성 분포， 공동성 병변， 경계가 잘 그려
지지 않는 결절， 소엽성 경결， 대엽성과 분절성 경결， 무기폐， 소엽간격의 비후， 섬유화 띠，
그리고럼프절 비후，흉수또는농흉과같은동반된 질환의 유무를관찰하였다.당뇨병의 이

환기간과 당뇨병이 적절하게 조절 되고 있는지를

FBS

160과 HbA1C 8.0을 기준으로 나누어

각각 폐결핵의 특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

과 : 병변의 양상은 기관지성 분포 29예 (85.3%) ， 공동성 병변 26예 (76.5%) ， 경계가

잘 그려지지 않는 결절 11 예 ( 32.4%)， 소엽성 경결 14예 (4 1.2%) ， 대엽 성과 분절성 경결

12

예 (35.3%) ， 무기폐 4예 (1 1.8%) ， 소엽간격의 비후 5예(1 4.7%) ， 섬유화 띠 8예 (23.5%)이었
다. 공동성 병변중 다발성 공동은 76. 9%를 차지했고， 경결성 병변에서 기관지성 분포가 있

는 경결이 75%를 차지했다. 동반된 병변은 럼프절 비후 1 예， 흉수 10예， 농흉 2예， 심막액 2
예이었다. 병변의 위치는 이차성 결핵의 비전형적 위치에 46.7%에서 관찰되었지만， 공동성
병변은 이차성 결핵의 전형적 위치에 73.9%에서 관찰되었다. 입원당시의

FBS

수준이

160
이하인 환자군에서 소엽성 경결이 유의하게 더 많이 보였으며， 당뇨병의 유벙기간， HbA1C
수준에 따른 결핵의 CT소견에는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당뇨병 환자에서 결핵의 전체적인 병변은 호발부위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높은

빈도의 다발성 공동이 성인 이차성 결핵의 전형적인 위치에 호발 하였고， 입원당시의
가

FBS

160 이하인 환자군에서 소엽성 경결이 유의하게 더 많이 보인 것 외에는 당뇨병의 조절

상태에 따른 결핵의 소견의 차이는 없었다.

결핵감염시에는 세포면역의 전반적인 감퇴가 관찰되나 이것

는 전형적인 결핵 소견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당뇨병의 유병기

이 결핵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확실치 않다. 당뇨병을 포함한

간과 조절 상태가 결핵의 분포와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면역 결핍 환자에서 연역상태가 정상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폐

고자하였다.

결핵의 유병율이 높고， 폐결핵의 진행도 빠르교 광범위하며 흉
부소견상 다구역성 분포와 다발성 공동이 더 높은 빈도를 보인

대상및방법

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어왔다(1 -6). 이러한 비전형적인 소견
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폐결핵을 판독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흉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본원과 순천향 대학병원에 내원한

X-ray 이외의 검사를 시행하게 만든

폐결핵으로 확진된 환자 중에서 당뇨병이 통반된 환자중 CT를

다.

한 3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결핵의 전
산화 단층 촬영

연령의 분포는 34세부터 74세까지였고 평균 58.4세였다. 이

(Computed Tomography, 이하 CT) 소견을

중 남자는 21 명이었으며 여자는 13명이였다.

관찰， 분석하여， 당뇨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들 에서 보이

당뇨병의 기준은 공복혈당이 2회 이상 140mg/ml일 때， 140

mg /dl 이하 일 때 당부하 후 2시간 혈당과 함께 30 , 60, 90분

l 대전 선병원 진단방사선과
2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과교실

혈당 중 1회 이상 200mg/dl일 때로 하였다.

’ 대전 을지 의과대 학 방사선과교실

폐결핵의 진단은 객담 또는 기관지 내시경에서 얻은 물질을

이 논문은 1997년 1 2월 24 일 접수하여 1 998년 4 월 21 일에 채택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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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한 6예와 microscopic examinat ion을 시행하여 AFB(+)

그리고 럼프절 비후， 흉수 또는 농흉과 같은 동반된 질환의 유

였 던 24예를 포함시켰고， 항결핵 요법을 시행한 후 엄상적으로

무를 관찰하여 각각을 %로 표시하였 다.

당뇨병의 이완기간을 알 수 있었던 26명 에서 5년 이하， 10년

반응을보인 경우 4예도첨가시켰다.

Xpeed(Toshiba Co., Tokyo, Japan) , Hitachi

이하， 10년 초과로 나누어서 폐 결 핵의 양상을 비교하였고， 당뇨

W700(Hitachi Medical Co. , Tokyo , Japan) 과 GE prospid

병이 적절하게 조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 는 임상적 인 판단기

(General Electric Medical Systems , Milwaukee, U. S .A.) 를

준으로 34명 모두에서

사용하였고，1O mm 절편두께와 10mm 간격으로 홉기상태에서

160 이상을 나누었고， 그 중 2 1명에서 최근 2개월간 당뇨병의

CT는

fast ing blood sugar level이 160 이하와

전 흉부를 스캔한 후 폐실 질 과 종격동을 잘 보기 위한 영상을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의 판단기준이 되 는 Hb A1C의 수준을

얻었고， 1명 을 제외한 33명의 환자에서 조영증강을 시행하였다.

0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하와 그 이 상을 분류하여 각각 폐 결핵

방사선학적 소견은침 범구역과침범소견으로나누었고，폐구

의 특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당뇨병의 이완기간과 공복시 혈당치를 폐결핵의 양상과 각각

역을 우측 3엽 10구역으로， 좌측 2엽 8구역으로 나누였다. CT
상에서 나타난 병변은 기관지성 분포， 공동성 병변 ， 소엽성 경

SPSS PC를 이용하여 qui -square test로 분석하였 다.

결 ， 대 엽성과 분절성 경결， 무기폐， 소엽간격의 비 후， 섬 유화 띠，

A

B

Fig. 1. A 72 year-이 d woman with 146 fasting blood sugar level & lobular consolidation & ill-defined nodules
A. Multiple ill-defined nodules are seen in superior segment of right lower lobe. Also multifocal consolidation & volume loss are seen in the left lung field
B. Lobular consolidation is seen in posterior segment of right upper lobe .

A
8
Fig. 2. A 70 year-old woman with 15-year duration diabetes mellitus & multiple cavitary nodules
A. Eccentrical cavitary nodule is seen in apicoposterior segment of left upper lobe.
B. Contrast enhanced CT scan shows multiple cavitary nodules , but enhancement is not seen

-

88 -

대한방사선의학회지

1998; 39: 87-92
역에 1 2예 (35.3%)， 좌상엽 첨 · 후구역에 1 8예 ( 52.9%) ， 좌하엽

결

싱구역에 21 예 (6 1.8%) 이었고， 비전형적인 위치인 우상엽 전구

과

역에 9예 (26 .5%) ， 우중엽에 11 예 (32.4 % )， 우하엽 저구역에 8
예 (23.5%) ， 좌상엽 전구역에 9예 (26. 5%) ， 좌상엽 설구역 에 13

병변의 양상은 기관지성 분포 29예 ( 85.3%) ， 공동성 병변 26
예 ( 76.5%)， 경계 가 잘 그려지지 않는 결절 11예 ( 32.4 %)( Fig.

예 ( 38.2%) ， 좌하엽 저구역에 14예 (4 1.2% ) 이었다. 공동성 병변

1A) , 소엽성 경결 14예 (41.2%) (Fig. 1B), 대엽성과 분절성 경

은 총 26예 46구역에서 관찰되었고， 우상엽 첨구역과 후구역 에

결 12예 (35.3%) ， 무기 폐 4예(11. 8 % ) ， 소엽간격의 비 후 5예

12예 ( 35.3%) ， 좌상엽 첨 · 후구역 에 1 0예 ( 29.4%) ， 좌하엽 상구

(1 4.7 % ), 섬유화 띠 8예 ( 23.5%) 이였다. 공동성 병변중 다발성

역에 8예 ( 23.5%) 이 었 다 (Table 1).

공동은 26예중 20예로 76.9%를 차지했고 (Fig.2) ， 경결성 병변

당뇨병 의 유병기간에 따른 결핵 의 CT 소견에 는 특이한 차이

에서는 기관지성 분포가 있는 경결 이 12예 중 9예 (75 % ) (Fig.

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 Table 2) , 입원 당시 의 FBS 수준이 160

3) , 기관지성 분포가 없는 경결은 1 2예 중 3예 ( 25 % ) 를 차지했

이하언 환자군에서 소엽성 경결 이 유의하게 더 많이 보였으며

다. 또한 기관지성 분포를 가지는 무기폐는 4예 중 3예 에서 관

(p(0.05) , 최근 2개 월 간 당뇨병 의

조절 상태 를 나타내주는

HbA1C 수준에 따른 결 핵의 CT 소견에는 특이한 차이를 보이

찰되었 다.

동반된 병변은 림프절 비후 1예 ( 2.9%) ， 흉수 10예 (29 .4 % )，

지 않았다 (Table

3).

또는 농흉 2예 (5.9%) ， 심막액 2예 ( 5.9%) 야 었 다.

병변은 총 34예 1 37구역 에서 관찰되 였고， 이 차성 결핵이 잘
생기는 우상엽 첨구역과 후구역에 22예 ( 64.7%) ， 우하엽 상구

Table 1. Segmental Distribution of pulmonary Tuberculosis and Parenchymal Cavitary Lesions
Lesion( %), Cavitary lesion(%),
n=34
n= 34
RUL apicoposterio r.
anterior
RML
RLL superior
basal
LUL apicoposterior
anterior
lingular
LLL superior
basal

22(64.7)
9(26.5)
11(32 쇠
12(35.3)
8(23.5)
18(52.9)
9(26.5)
13(38.2)
21 (6 1. 8)
14(4 1. 2)

12(35 .3)
2( 5.9)
쇠 1 1. 8)

4(1 1. 8)
1( 2.9)
10(29. 쇠

Fig. 3. A 75 year-old woman with 30-month duration diabetes mellitus & lobar consolidation with adjacent
bronchogenic spread nodules Lobar consolidation in anterio r segment of left upper lobe with air-bronchogram
and irregular shaped multiple cavity lesions are noted
within this lesion.

3( 8.8)
1( 2.9)
8(23.5)
1( 2.9)

n : number of patients

Table 2. Pattern of Pulmonary Tuberculosis According to Di abetic Duration
Pattern of lesion
Bronchial spread
Cavitary lesion
Ill ~ defined nodule
Lobular consolidation
Lobar & segmental consolidation
Atelectasis
l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Fibrotic band
Associated lesion Enlarged LN
Pleural effusion
Empyema
Pericardial effusion
pts. : patients

Number(%)

5year • (9pts .)

lO year • (7pts.)

lO years • (lO pts.)

29(85.3 %)
26(76.5 %)
11(32 .4 %)

9(100.0 %)
7( 77.8 %)
3( 33.3 %)
4( 44.4%)
2( 22.2%)
1( 1 1.1 %)
3( 33.3 %)
5( 55.6 %)

7(100.0%)
5( 7 1. 4%)
3( 42.9%)
3( 42.9%)
2( 28.6 %)
1(1 4.3 %)

7(70.0 %)
8(80.0%)
3(30.0 %)
3(30 .0 %)
4(40.0 %)
1(10.0 %)
1(10.0 %)

l 쇠4 1.2 % )

11(32.4 %)
쇠 1 1. 8 %)
5(14.7%)
8(23.5 %)
1( 2.9 %)
10(29 .4 %)
2( 5.9 %)
2( 5.9 %)

LN : lymph node
89

1( 14.3 %)
1( 14.3 %)

4(40.0 %)
1(10.0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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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tern of Pulmonary Tuberculosis According to HbAIC and FBS Level
Pattern of lesion

Number(%)

Bronchial spread
Cavitary lesion
Ill -defined nodule
Lobular consolidation *
Lobar & segmental consolidation
Atelectasis
l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Fibrotic band
Associated lesion Enlarged LN
Pleural effusion
Empyema
Pericardial effusion
FBS : fasting sugar level

*p

FBS160 •
(lO pts.)

FBS160 •
(24pts.)

9(90.0 %)
7(70.0%)
6(60.0%)
8(80.0 %)*
2(20.0 %)
1(10.0%)
2(20.0 %)
3(30.0 %)

20(83.3 %)
19(79.2 %)
5(20.8 %)
6(25.0%)*
9(37.5 %)
2( 8.3 %)
3(12.5 %)
4(16.7%)
1( 4.2%)
7(29.2%)
3(12.5%)
2( 8.3 %)

29(85 .3 %)
26(76.5 %)
1l (32.4%)
14( 41. 2%)
1l (32 .4%)
4(1 1. 8%)
5(14.7%)
8(23.5 %)
1( 2.9%)
10(29 .4%)
2( 5.9%)
2( 5.9%)

3(30%)

HbAIC8.0 •
(15pts.)

6(100.0 %)
5( 83.3 %)
2( 33.3 %)
3( 50.0 %)
2( 33.3 %)
1( 16 .7 %)

11(73.3 %)
12(80.0 %)
5(33.3 %)
5(33.3 %)
5(33.3 %)
1( 6.7%)
1(13.3 %)
4( 26.7 %)
1( 5.6 %)
6(33.3 %)
2( 1l .1 %)
1( 5.6 %)

3( 50.0%)

<.05
명된다.

고

HbAIC8.0 •
(6pts.)

Berger 등 (2) 은 하폐부에만 병변을 보인 27명의 증례

를 보고하였고， 이중 3명 (11%) 에서 당뇨병을 동반하였다. 또

찰

한 27명의 증례중 공동성 병변이 48%로 가장 많았고， 비균질

폐결핵의 pathogenesis는 비감작된 숙주에 결핵균이 포함된

성 경결이 44 % , 균질성 경결이 33%의 빈도로 보고하였다.

비말핵으로 홉업되면서 폐의 중엽과 하엽의 말초부분에 축적이

Hadlock 등 (8) 은 270명의 결핵환자 중에 12명이 당뇨를 가지

된다. 그 곳에서 육아종성 병변을 형성하다가 완전히 용해되거

고 있었고， 그중 l명 (8.3%) 에서 하엽에 병변이 국한되었다.

나 주위 럼프절과 폐상엽의 첨구역과 후구역으로 럼프혈행성으

Khan 등 (9) 은 88명의 전형적인 postprimary 결핵 병변을 가

로 퍼진 후 잠복 결핵균이 된다. 숙주의 면역기능이 떨어지게

진 환자의 6(6.8%) 예에서 하폐부에 국한된 병변을 보였다. 본

되면 잠복해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되어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

연구에서는 34명중 5명 (14 .7%) 에서 하폐부에만 병변이 국한

로 되어있고 감염후 첫 2건내에 가장 잘 재발한다 (7) .

되었고 3명에서 경결로， 1명에서 공동성 병변 으로， 1명에서 경

결핵균과 같은 세포내 organism에 의한 감염에 반응하는 것
은 지연성 과민반응으로，

T -<:ell에

결과 공동성 병변이 같이 동반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정상성언

의한 세포면역이 관여한다.

에서 하엽병변의 빈도보다 두배이상 더 많은 것이고 병변 소견

세포면역반응은 2가지 경로로 결핵균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되

은 기관지성 병변보다는 경결성 병변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

어있다. 첫째로， 감작된 림프구는 결핵균을 직접 공격하여 파괴

다.

할 수 있고， 둘째로는， 결핵항원과 항원반응 럼프구 사이의 접

박 등 (3) 은 40명의 당뇨가 동반된 결핵환자의 단순 방사선

촉이 렴포카인(lymphokine) 이라고 불리는 요소를 분비하여

소견에서 38.9 %의 비전형적 분포를 보였고， 45%의 공동성 병

감염장소에서 대식세포를 공격하고 대사반응을 증가시키며 식

변을 보였다.

세포반응과 결핵균의 파괴를 촉진시킨다(1).

핍환자 중에서 18%에서 비전형적인 분포를 보고하였다. Spen-

Ikezoe 등 (4) 은 31 명의 당뇨 환자와 8명의 면역결

결핵에 잘 동반되는 비에이즈성 연역 결핍상태로는 영양실

cer 등(1 0) 은 142명의 결핵환자 중에 9명 (6.3 % ) 에서 상엽의

조，알코올남용，만성 질환， 65세 이상의 고령，기아， 임신，방사

전구역에 우세하게 병변이 관찰됨을 보고하였다. 이 중 2명 (22

선 조사， 육아종증， 악성 종양， 면역억제제의 사용， 진폐증， 특히

% )에서 당뇨병을 동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성 폐결핵의

규폐증 등이 있다. 당뇨병은 만성 질환 중의 일부로서， 세포성

전형적인 위치인 상엽의 첨구역과 후구역， 하엽의 상구역 외에

면역의 손상을 일으키어 4배정도 더 결핵에 대한 감수성이 증

침범종}는 빈도가 46.7%에서 관찰되었고， 76.5 %의 환자에서 공

가한다(1， 3， 5). 하 등 (6) 은 당뇨병 환자 582예중 폐결핵을 동

동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공동성 병변의 위치는 이차성 폐결핵

반한 경우는 50예로서 당뇨병 환자의 폐결핵 유병율은 8.6%로

의 전형적인 위치에서 73.9%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비전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조군의 2.3 %에 비하여 유

형적 분포가 이전의 논문보다 많은 。l 유는 CT의 해상력이 단

의하게 높았다.

순 방사선 소견보다 더 높기 때문에 비전형적 위치에 있는 작은

성인에서의 결핵의 호발부위는 양쪽 폐의 상엽의 첨구역과

병변을 더 많이 발견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후구역， 양쪽 폐의 하엽의 상구역이다. 그러나， 상엽에 병변이

Hadlock 등 (8) 은 270명의 폐결핵환자에서 8%에서 비전형

없이 하폐부 (lower lung field) 에만 병변을 보이는 경우는 활동

적인 소견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지만， 최근 보고한 Ikezoe 등

성 결핵의 7%이하에서 나타났다 (2). 이것은 폐문림프절에서

(4)은 당뇨병 및 면역성이 감소된 환자군에서 비구역성 분포의

경기관지로 천공이 되고， 주위 폐로 전파되어 생기는 것으로 설

폐침윤이 28%를 보고하였고， 김 등 (5) 은 비에이즈 면역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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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언 환자 폐결핵의 단순 방사선적 소견에서 46 /97 (47.4 % )의

결론적으로 당뇨병 환자에서는 세포매개성 면역이 감소되어

비전형적 분포의 폐침윤을보고하였다.또한 이 등 (11) 은성인

정상인에서보다 비전형적인 부위에 병변이 호발하고， 공동성

폐결핵환자 249명중 30.5 %에서 비전형적 소견을 보였고， 폐실

병변을 잘 동반하였다. 이때 공동성 병변은 단발성보다는 다발

질내 병변 없는 흉수

5.6%, 무기

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인 결핵이 잘 생기는 전형적인 위치

폐 3.2%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전형적 위치는 좌하엽의 기저분

10.0%, 침윤의

비전형적 위치

에 호발 하였다. 또한 경결양 병변으로 잘 나타나는데 이때 는

절 5예， 우상엽의 전분절 3예 ， 좌상엽의 설분절 3예의 빈도로 나

다른 폐야에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을 발견하는 것이 감별에 도

타났다. 이처럼 비전형적 소견을 보이는 빈도가 증가효}는 것은

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입원당시의 FBS가

160 이하인 환자

결핵의 역학변화때문에 성언에서 일차결핵의 빈도가증가하고

군에서 소엽성 경결이 더 많이 관찰된 것 이외에는 탕뇨병의 이

수년간 사용된 비교적 효과적인 치료약 때문에 일차결핵 형태

환기간이나 당뇨 조절정도와 병변의 위치나 모양의 차이점은

가성인에게로역학적 이동을한결과라고설명하고있다.

없었다.

흉부 X선검사에서 이차 폐결핵에서의 공동의 빈도는

따라서， 당뇨의 병력을 아는 것이 당뇨환자에서 발생하는 결

37-

75% 이며， 공동이 보일 경우 환자의 80% 이상에서 객담검사

핵의 CT를 판독하는데 도움을 되리라 사료된다.

에서 균양성의 소견을 보이며， 또한 공동의 X선 소견은 위치，
크기，수，모양，두께，공기-액체상의 유무등에 있어 아주다양
한 소견을 보인다(1 2，

참

13). Woodring등(7)은 재감염 결핵에서

45 %의 공동성 병변을 보고하였고， 면역성이 감소된 환자군에
서는 Ikezoe 등 (4) 은

21%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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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관지성 분포의 결절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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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환자군에서 소엽성 경결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저

자가 아는 바로는 이에 관한 논문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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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Findings of the Pulmonary Tuberculosis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1
Chang Kyu Yang , M.D. , Deok Hwa Hong , M.D. , Yeong Tong Kim , M.D. 2,
Hyung Lyul Kim , M.D. , Jong Myeong Lee , M .D. , Jong Kun Kim , M.D. ,
So Hyun Lee , M.D. , Gun Young Jeong , M.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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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valuate the CT findings of pulmonary tuberculosis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MD) , according to the diabetic control state.
Materia I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studied 34 cases of pulmonary tuberculosis accompanied by DM. We divided the right lung three lobes and ten segments and the left into two
lobes and eight segments and analyzed CT findings of bronchogenic spread , cavitary lesion, ill-defined nodule , lobular consolidation , lobar and segmental consolidation , atelectasis , 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 fibrotic band , and associated findings such as lymph node enlargement , pleural
effusion and empyema. We also tried to determine the typical CT findings of pulmonary tuberculosis according to diabetic duration and controlled state of DM focusing by FBS 160 and HbA1C 8.

o.
Results: Among 34 CT scans , bronchogenic spread was seen on 29 (85.3 %), cavitary lesion on 26
(76.5 %), ill-defined nodules on 11 (32.4 %), lobular consolidation on 14 (4 1. 2 %), lobar and segmental consolidation on 12 (35.3 %), atelectasis on four (14.7 %), and fibrotic band on eight (23 .5 %).
Multiple cavities were present in 76.9 % of total cavitary lesions, and consolidation with
bronchogenic spread in 75 %; associated findings were as follows: lymph node enlargement (n=l) ,
pleural effusion (n = 10), empyema (n = 2) , and pericardial effusion (n = 2). In 46.7 % of cases, general
tubercular lesions were in an unusual location , but among cases of secondary pulmonary tuberculosis , 73 .9% of lesions were in the usual location. More lobular consolidation was seen in patients
with less than FBS 160 on admission , and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0.05); CT
findings did not , however , differ according to diabetic duration and HbA1 C.
Conclusion: In patients with DM , general fubercular lesions were found infrequently , but in secondary tubereulosis , multiple cavitary lesions-in the usual location-were very frequent. In patients
with DM , CT findings of pulmonary tuberculosis did not vary according to the diabetic control
state , except that in patients with less than FBS 160 on admission , there was a greater degree of
lobular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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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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