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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한내분비학회

학연산심포지엄소개

2011년도학연산심포지엄은연구자들과임상가들모두에게유익한지식과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각분야의훌륭한분들과

연자를모시고다채로운주제와내용으로진행될예정입니다. 

첫번째심포지엄으로흥미로운내분비내과임상케이스에대해깊은토론과탐구를위한CPC 세션으로마련하였습니다.

동국의대이영실교수님께서먼저케이스에대해정리를하여주시고부산의대김인주교수님께서영상자료에대한토의, 

그리고계명의대권선영교수님께서조직학적소견에대해토의하여주심으로써임상케이스에대한심도있는발표와토론이

있을예정입니다.

두번째세션에서는기초연구자를위한기본적인정보제공을할수있는강의들로구성될예정입니다. 특히이번학연산

심포지엄에서는 연구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Information technology를 연구에 도입할 수 있도록, ‘Information

technology에 기반한 기초연구에의 응용’이라는 주제 아래, 가톨릭의대 조재형 교수님이 Social procuring and

networking에기반한Digital Lab note의소개와활용이라는제목으로말씀하여주실예정이며, 가천대학교암당뇨연구원

유웅식교수님께서는 Information technology를활용한Genome 검색및 Data-mining이라는제목으로발표하여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연자로는 고려의대 최경묵 교수님께서 강의와 연구를 위한 의학자료 검색과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주실예정입니다.

오후에있을세번째, 네번재심포지엄은당뇨병관련세션으로구성되었습니다. 먼저세번째세션은기초분야의당뇨병

세션으로서‘Antibody application for diabetes management’라는주제하에최근대두되고있는항체를이용한당뇨병

치료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성과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성균관의대 김재현 교수님이

Antibody treatment for type 1 diabete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여주실 예정이며, 연세의대 변석호 교수님께서는 Anti-

VEGF therapy for diabetic retinopathy라는제목으로이야기하여주실예정입니다. 그리고한국생명공학연구원박영우

박사님께서는Anti-RAGE therapy for diabetes and its complication에대해말씀하여주실예정입니다.

마지막세션은임상분야의당뇨병세션으로서‘The Role of GI tract and Metabolism in Diabetes’라는주제하에서울

의대조영민교수님께서 Incretin (Gut hormone) and insulin secretion & action에 대해서말씀하여주시고, 한미약품

손지웅박사님께서는Development of long acting analogue of GLP-1 이라는제목으로발표하여주실예정입니다. 마지막

으로 경희대 배진우 교수님께서는 Gut microbiota and metabolic syndrome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여주실 예정

입니다. 

금번학연산심포지엄도예전과마찬가지로알차고유익한강의와내용으로구성되었으며, 회원여러분들께서대학교, 연구

기관뿐아니라산업체에서진행되고있는다양한최신의연구결과를함께들을수있는소중한자리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원규장연구이사

2011년도 대한내분비학회

추계심포지엄소개

2011년대한내분비학회추계심포지엄이신라의천년고도가숨쉬는경주에서열리게됩니다. 11월4일(금)에서5일(토)까지

열리는이번행사는내분비학의최신지견을중심으로국내외의여러석학들을초청하여최신의연구및임상지견에대한발표

및토론의장을마련하였습니다. 

이번심포지엄에서는 2개의 Plenary lecture를 준비하였습니다. 노르웨이 Oslo 대학의교수이신 Kim Henriksen 박사는

‘Osteocalst activity and subtypes as a function of physiology and pathology’의제목으로강의를하실예정이며, 미국

Baylor 대학의David Moore 교수는‘Nuclear receptors and diabetes’에관한내용을발표해주실예정입니다.  

메인심포지엄은Bone, Thyroid, DM, Lipid and Obesity, Neuroendocrinology 분야로구성하여해당분야의많은연구경

험을지닌연구자들을초청하여최신지견에대한발표를준비하였으며,  특히대만Chang Gung 대학의Jen-Der Lin 교수

께서‘Advanced papillary thyroid cancer’에대한치료및관리에대한최신지견을발표할예정입니다. 최근이슈가되고

있는분야를위한‘Hot Topics in Endocrinology’세션을준비하여칼슘치료에대한pros 및cons 주장에대한강의를듣고

참가자의의견도알아볼수있는시간을준비하였으며, 또한최근일본의원전사태로부터일반인의관심을받고있는방사선

과갑상선에대한주제를마련하였습니다. 당뇨병분야의‘Clinical Update’세션을마련하여최신의지식을폭넓게습득할

수있는학습및토론의장을마련하였습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신약개발지원센터장이신윤석균박사님을

모시고신약개발센터의역할에대한특강을준비하였으며, 이전행사에서참가자로부터큰호응을받았던‘Meet the Expert’

세션을 이번에도 준비하여 여러 내분비질환에 대하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질의 및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one, DM & Metabolic syndrome, Thyroid, Lipid, Adrenal gland 및기초분야에서폭넓은경험을가지고있는교수님을

초빙하여진료현장및연구실에서경험하였던경험을공유할수있도록준비하였습니다. 

학회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라며, 임상연구자, 전임의, 전공의, 개원의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했습니다. 부디

많이참석하셔서진료와연구에많은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동원학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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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4일(금) - 학연산 및 추계심포지엄

■11월 5일(토) - 추계심포지엄

┃일정┃ 2011년 11월 4일(금) ~ 5일(토) ┃장소┃경주현대호텔

┃의사협회 평점┃ 11월 4일：6점, 5일：6점 ┃내과분과 평점┃ 11월 4일：2점, 5일：2점

┃전공의 스티커┃ 11월 4일：2점, 5일：2점 ┃사전등록 기간┃ 10월 17일(월)

11월 5일 (토)

Time Room I Room Ⅱ

07:00 - 07:30 Breakfast Symposium

07:40 - 08:00 등 록

08:00 - 09:00 Clinical Update (DM) Symposium - Neuroendo ⓣⓑ

09:00 - 09:20 Coffee Break

09:20 - 10:50 Symposium - Thyroid ⓒ Symposium - Lipid & Obesity ⓣⓑ

10:50 - 11:30 남곡학술상 시상 및 발표

11:30 - 12:40 Luncheon Lecture III Luncheon Lecture IV

12:40 - 13:10 Poster Session

13:10 - 14:00 Plenary Lecture II

14:00 - 14:30 Presidential Lecture

14:30 - 14:50 Coffee Break

14:50 - 16:20 Symposium - Bone ⓣⓑ Symposium - Thyroid ⓣⓑ

16:20 - 16:30 2011년도 국내/외 학술상, 우수포스터 시상식

16:30 - 16:40 폐 회 사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11월 4일 (금)

Time Room I Room Ⅱ

08:00 - 08:30 등 록

08:30 - 08:40 개 회 사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08:40 - 10:10 신경내분비연구회 심포지엄 학연산 심포지엄 I - CPC

10:10 - 10:30 Coffee Break

10:30 - 11:30 Hot Topics in Endocrinology 학연산 심포지엄 II - Information technology

11:30 - 12:40 Luncheon Lecture I Luncheon Lecture II

12:40 - 13:30 Plenary Lecture I

13:30 - 14:10 특강 / Meet The Expert (Room 1~6)

14:10 - 14:30 Coffee Break

14:30 - 16:00 Symposium - DM ⓒ 학연산 심포지엄 III - DM(1)

16:00 - 17:30 Symposium - Bone ⓒ 학연산 심포지엄 IV - DM(2)

ⓒ Clinical, ⓣ Translational, ⓑ Basic

* Room I, II : B1 Convention Hall B&C * Poster : B1 Topaz Hall           

* MTE Room 1 : B1 Jade Hall / MTE Room 2~6 : 2F 소회의실 * Booth : Convention Hall A & B1 Robby

* 특별회원 wokshop : B1 Diamond Hall

■ 11월 4일(금) - 학연산 및 추계심포지엄일정표

11월 4일(금)

시 간 강의실 강의 제목 연 자 / 소 속

08:00 - 08:30 등 록

08:30 - 08:40 Room I 개 회 사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08:40 - 10:10

Room I

신경내분비연구회 심포지엄

Acromegaly: Is it an disease that can be cure? Feng Gu / Peking Union Medical college, China

말단비대증 등록사업 보고 송영득 / 일산병원

말단비대증 임상진료지침 홍은경 / 한림의대

Room II

학연산 심포지엄 I - CPC

내분비내과 이영실 / 동국의대

영상(핵의학과) 김인주 / 부산의대

해부병리과 권선영 / 계명의대

10:10 - 10:30 Coffee Break

10:30 - 11:30

Room I

Hot Topics in Endocrinology

칼슘 치료 - cons 민용기 / 성균관의대

칼슘 치료 - pros 정호연 / 경희의대

방사선과 갑상선 이가희 / 서울의대

Room II

학연산 심포지엄 II - Information technology

Social producing and networking에 기반한 Digital Lab note의 소개와

활용
조재형 / 가톨릭의대

유전체 데이터의 검색 및 활용 유웅식 / 가천의대

강의와 연구를 위한 의학자료 검색과 사용 최경묵 / 고려의대

11:30 - 12:40
Room I Luncheon Lecture I

Room II Luncheon Lecture II

12:40 - 13:30 Room I

Plenary Lecture I

Osteoclast activity and subtypes as a function of physiology and

pathology
Kim Henriksen / Oslo Univ., Norway

13:30 - 14:10

Room I
특 강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역할 윤석균 / 대구경북첨단의료진흥재단

R1 MTE : 당뇨병환자의 대사증후군 치료 오태근 / 충북의대

R2 MTE : 골다공증 치료약제 선택 및 새로운 약물치료제 한기옥 / 관동의대

R3 MTE : DTC 환자에서의 Tg 농도: 어떻게 해석하나? 김원배 / 울산의대

R4 MTE : 새로운 ESC/EAS guideline 중심으로 김성래 / 가톨릭의대

R5 MTE : Adrenal function test 김두만 / 한림의대�

R6 MTE : 임상가에게 필요한 기초 의학 지식 박상철 / 가천의대

14:10 - 14:30 Coffee Break

14:30 - 16:00

Room I

Symposium - DM ⓒ (Cardiovascular aspect of diabetes)

Vascular calcification and OPG/RANKL axis in diabetes 이원영 / 성균관의대

Cardio-ankle vascular index and microvascular complications in

T2DM 
이병완 / 연세의대

Cardiovascular autonomic dysfunction in patients with T2DM 고승현 / 가톨릭의대

Room II

학연산 심포지엄 III - DM(1)

Current state of type 1 diabetes immunotherapy 김재현 / 성균관의대

Anti-VEGF therapy for diabetic retinopathy 변석호 / 연세의대 안과

Anti-RAGE therapy for diabetes and its complication 박영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6:00 - 17:30

Room I

Symposium - Bone ⓒ (Hot issues in osteoporosis)

Biochemical markers of extracellular matrix remodeling      Kim Henriksen / Oslo Univ., Norway

Vitamin D and sarcopenia 오기원 / 성균관의대

Sclerostin and bone - clinical perspectives 고정민 / 울산의대

Room II

학연산 심포지엄 IV - DM(2)

Incretin(Gut hormone) and insulin secretion & action  조영민 / 서울의대

Development of long acting analogue of GLP-1 손지웅 / 한미약품

Molecular anlysis of microbial community in GI tract 배진우 / 경희대 생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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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5일(토) - 추계심포지엄일정표

11월 5일(토)

시 간 강의실 강의 제목 연 자 / 소 속

07:00 - 07:30 Room I Breakfast Symposium

07:40 - 08:00 등 록

08:00 - 09:00

Room I

Clinical Update (Recen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

Type 2 diabetes in pregnancy 김성훈 / 관동의대

Management of hospital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이재혁 / 관동의대

Primary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유성훈 / 한림의대

Room II

Symposium - Neuroendo ⓣⓑ (Circadian regulation of enegy metabolism)

Role of Nampt in hypothalamic NAD biology and circadian control of
metabolism

김민선 / 울산의대

Nuclear Hormone Receptors Regulate Metabolism and Cancer David Moore / Baylor College of Medicine, USA

09:00 - 09:20 Coffee Break

09:20 - 10:50

Room I

Symposium - Thyroid ⓒ(New perspective of thyroid cancer)

The Bethesda classification system for reporting thyroid FNA 박소연 / 서울의대, 병리과

갑상선 암 수술후 초음파검사의 역할 백정환 / 울산의대, 영상의학과

Advanced papillary thyroid cancer in TNM stage IV : clinical and
angio-oncogenesis studies

Jen-der Lin / Chang Gung Univ., Taiwan

Room II

Symposium - Lipid & Obesity ⓣⓑ (Ectopic fat accumulation and organ dysfunction)

Pancreas 원규장 / 영남의대

Liver 이인규 / 경북의대

Skeletal muscle 최철수 / 가천의대

10:50 - 11:30 Room I 남곡학술상 시상 및 발표

11:30 - 12:40
Room I Luncheon Lecture III

Room II Luncheon Lecture IV

12:40 - 13:10 Topaz Hall Poster Session

13:10 - 14:00 Room I
Plenary Lecture II

Nuclear receptors and diabetes : McGarry was right David Moore / Baylor College of Medicine, USA

14:00 - 14:30 Room I Presidential Lecture 김태화 /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14:30 - 14:50 Coffee Break

14:50 - 16:20

Room I

Symposium - Bone ⓣⓑ (Understanding of bone biology)

Interrelationship of Runx2 and estrogen pathway in skeletal tissues 최제용 / 경북의대 생화학교실

Reciprocal regulation of bone mass and fat mass 신찬수 / 서울의대

cAMP pathway and bone metabolism 김홍희 / 서울대 치대

Room II

Symposium - Thyroid ⓣⓑ (Recent advance in thyroid research)

Feedback regulation in targeted therapy for thyroid cancer 고윤우 /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Role of RAS system in hyperthyroid cardiomyopathy 김보현 / 부산의대

Mechanism of radioiodine resistance of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김선욱 / 성균관의대

16:20 - 16:30 Room I 2011년도 국내/외 학술상, 우수포스터 시상식

16:30 - 16:40 Room I 폐 회 사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옛날공자시대의중국에는창랑(滄浪)이라부르는강이있었다. 현재의지명은확인되고있지않지만이강의일년의반은흐린물이흐르고,

나머지반년은맑은물이흘렀다고한다. 아마도상류에장마가지는봄과여름에는흐린물이흐르고, 건조한가울과겨울에는맑은물이흘렀

으리라생각되는데, 이강을지나는사람들은물이맑을때는갓끈을닦지만, 물이흐릴때에는발만닦고지나갔다. 하루는중국전국시대(戰國

時代) 초(楚)의정치가이자시인인굴원(屈原, BC 343~BC 278)이제(齊)와동맹해강국인진(秦)에대항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정적들의모함

을 받아 좌천되었다. 이후 경양왕이 즉위한 뒤 굴원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으나 또다시 유배되면서‘어부사(漁父辭)’를 지어 어부에게

자신의심정을나타냈다. 

“온세상이모두혼탁한데나만홀로깨끗하고, 뭇사람이모두취해있는데나만홀로깨어있어추방을당했소이다.”어부(漁父)가이에말했다.

“성인(聖人)은 사물에 얽매이거나 막히지 않고 능히 세상과 추이를 같이 한다오(聖人不凝滯於物而能與世推移).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혼탁

하면어찌그진흙을휘저어흙탕물을일으키지않고, 뭇사람들이모두취해있으면왜그술지게미배불리먹고박주(薄酒)나마마시지않고

어찌하여깊은생각과고상한행동으로스스로추방을당하셨소?”

굴원이답하였다.

“내일찍이듣기로, 새로머리를감은자는반드시관(冠)의먼지를털어쓰고, 새로목욕을한자는반드시옷을털어입는다하였소. 어찌이

깨끗한몸에외물(外物)의더러움을받을수있겠소? 차라리상강(湘江)에뛰어들어물고기의뱃속에장사(葬事)를지낼지언정어찌이희고

깨끗한몸에세속(世俗)의티끌을뒤집어쓸수있겠소.”

어부(漁父)는듣고서빙그레웃고는배의노를두드려떠나가며이렇게노래하였다. “창랑(滄浪)의물이맑으면내갓끈을씻고, 창랑(滄浪)의

물이흐리면발이나씻으리라.”그후굴원은다시그와더불어말하지못하였다. 굴원의고사‘어부사(漁父辭)’에서‘여세추이(與世推移)’는혼탁

한세상의흐름에따라간다는의미로쓰였지만, 일반적으로한가지일에만얽매여발전을모르는어리석음을일컫는‘수주대토(수주대토,守株

待兎)’와는반대로, 시대나세상의변화에융통성있게적응해가는성인(聖人)의법도를나타내는의미로쓰인다. 공자는굴원의창랑의일을

“스스로자기취하기에달려있다.(自取之也)”라하여각기수신(修身)에힘쓸것을권했다. 최근 1997년세계문화유산으로등록된함박눈이

내린고즈넉한창덕궁비원(秘苑)을찾았다. 누구보다자기자신을다스림이필요한왕에게비원의부용정(芙蓉亭)은남다른의미가있다. 부용정

은살짝지쳐올라간처마끝의모습으로활짝핀연꽃을일컫는부용(芙蓉)의모습을한껏내면서이연못남쪽에주춧돌두개를

내려놓아마치건물이발을담그고있는모양을하고있다. 부용정을만든조선시대정조는이후원을거닐거나정자를

보면서공자가말한‘창강의탁족(濯足)’의뜻을생각하면서, 내가혹시흐린물일때의창강이아닌가?

하며자신을되돌아보고, 마음을다시한번가다듬어연꽃처럼백성을살피라는숨은뜻을남겼다. 

새해, 새 마음으로눈내린이겨울, 비원의부용정을찾아보기를권한다. 거기에는생명의

꽃이며, 지혜의꽃이고, 자비의꽃인연꽃이진흙속에서맑은향, 둥근마음,곧은줄기의

꽃피우기를기다리며,추운겨울을이겨내고있다.

활짝핀연꽃이두발을

물에담그고있는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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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후여성에서 Raloxifene의 장기간투여가혈중 Sclerostin 농도를감소시킴

Osteoporos Int, Epub ahead of print, 2011 

혈중Sclerostin 농도는폐경후여성에서폐경전여성보다높고, Estrogen 치료에의해Sclerostin 농도는남녀모두에서감소된다. 

저자들은 골흡수 억제제가 혈중 Sclerostin 농도를 감소시키는지 조사하였다. 후향적 연구로 80명의 폐경 후 여성을 조사하였으며,

Raloxifene(19.4 Months) 16명, Bisphosphonates(19.2 months) 32명, 대조군 32명에서, 혈장 Sclerostin 농도를치료전후로측정

하였다. Raloxifene 군에서 치료 후 혈장 Sclerostin 농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55.8 ± 23.4 pmol/l vs. 92.1 ± 50.4

pmol/l, p = 0.046), Bisphosphonate 군과대조군의결과는차이가없었다. 기저농도와비교하여Raloxifene 치료는혈장Sclerostin

농도를현저하게감소시켰으며(-40.7 ± 22.8%, p < 0.001), 대조군에서는 -7.5%, Bisphosphonate 군에서는 -3.1%로관찰되었다.

Raloxifene 군(γ= -0.505, p = 0.017)과대조군에서(γ= -0.410, p = 0.020) Bone-specific Alkaline Phosphatase와 Osteocalcin 

농도의변화는Sclerostin 농도와역상관관계가관찰되었다. Raloxifene은Bisphosphonates와달리혈중sclerostin 농도를유의하게

감소시키는데, Sclerostin은골대사에대한Estrogen 작용에서골흡수억제효과와독립적인매개체로추측된다.

혈중Osteocalcin 농도는혈장 Adiponectin 농도와독립적으로내당능, 인슐린분비능및감수성의호전과연관된다

Osteoporos Int, Epub ahead of print, 2011 

최근의동물실험에서는Osteocalcin을통한뼈와에너지대사사이의연결기전이제시되었다. 저자들은Osteocalcin이내당능, 인슐

린분비능및감수성의호전과연관되는지와연관성이인체에서혈장Adiponectin 농도와독립적인지를조사하였다. 평균연령53세

의425명의대상에서당부하검사를시행하였고Osteocalcin, Leptin, Adiponectin 농도를측정하였다. 혈장Total Osteocalcin 농도는

정상내당능, 전당뇨병, 당뇨병군에서유의한차이가있었다. 혈당농도와 HOMA-IR은 Osteocalcin 삼분위와역관계가있었으며, 

인슐린 분비능 지표(HOMA-B%, Disposition index)와 인슐린 감수성 지표(Stumvoll's and OGIS indices)는 삼분위에 따라 증가

하였다. 혈장Adiponectin 농도는Osteocalcin 농도와상관관계가있으나, 혈장Osteocalcin 농도와내당능, 인슐린분비능및감수성

의연관성은혈장Adiponectin 농도를보정하여도변화가없었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공복혈당,

Adiponectin과독립적으로, 혈장Osteocalcin 농도가제2형당뇨병의발생과역으로연관되었다. 결론적으로혈중Osteocalcin 농도는

인체에서혈장Adiponectin 농도와독립적으로내당능, 인슐린분비능및감수성의호전과연관되었다.

고령의한국인에서비타민 D 결핍은비만과관계없이근감소증과연관된다

J Clin Endocrinol Metab, Epub ahead of print, 2011 

비타민D와낙상과의관련성은잘알려져있지만, 지역사회코호트에서비타민D와근감소증의연관성에대한조사는부족하다. 저자

들은고령의한국인에서비타민D 농도가근감소증과연관되는지조사하였다. The 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KNHANES IV) 2009 에서 50세 이상인 1,380명의 남성과 1,78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혈청 25-

Hydroxyvitamin D[25(OH)D]와PTH 농도를측정하였다. 근감소증은젊은성인평균의2SD 이하의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 Body weight로정의하였으며, 비만은체질량지수27.5 이상으로정의하였다. 25(OH)D 농도는Appendicular Fat Mass와음

의상관관계가있었으며Appendicular Skeletal Mass와양의상관관계가있었다. Sarcopenic obesity 군과 Sarcopenia only 군은

Nonsarcopenia 군들과비교하여 25(OH)D 농도가낮게관찰되었다. 그러나 Sarcopenic obesity 군과 Sarcopenia only 군 사이에

25(OH)D 농도는 차이가 없었다. 연령, 성별, 체질량지수, 생활습관 인자를 보정한 후 가장 높은 25(OH)D 사분위 군은 가장

낮은사분위군과비교하여근감소증의교차비가0.47(95% confidence interval = 0.30-0.73; P for trend = 0.001) 이었다. 체질량지

수를보정한후PTH와근감소증은연관성이없었다. 결론적으로비타민D 농도는비만과관계없이근감소증에서유의하게낮았으며,

고령의한국인인구집단에서25(OH)D와근감소증은강한역상관관계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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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오기원-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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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저하증과 중등도 불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과 무관하게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다

(Hypothyroidism and Moderate Subclinical Hypothyroidism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all-cause Mortality

Independent of Coronary Heart Disease Risk Factors: A PreCIS Database Study)

Thyroid, 837-843, 2011

갑상선호르몬은심장과말초혈관에많은영향을미치며, 갑상선기능저하증은고지혈증, 고혈압, 호모시스테인농도증가등관상동맥

질환의 여러 위험인자들과 연관되어 있다. 관상동맥질환의 고위험군환자를 대상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TSH > 10uU/mL), 중등도

불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TSH 6.1-10uU/mL), 그리고경도불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TSH 3.1-6 uU/mL)이심혈관위험요인, 관상동

맥질환유병률, 그리고사망률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결과, 고령, 남성,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등관상동맥질환의위험인자는갑상선

기능저하증환자에서더흔하게관찰되었고, 관상동맥질환의유병률과사망률은갑상선기능저하증과중등도불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에서더높게나타났다. 이러한높은사망률은남성과여성모두에서관찰되었고, 65세미만, 갑상선호르몬을복용하지않는환자에

서관찰되었다. 따라서관상동맥질환의고위험군환자에서중등도이상의불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이동반될경우갑상선호르몬보충이

필요하다하겠다.

하시모토갑상선염환자에서의상대적인비타민 D 결핍 (Relative Vitamin D Insufficiency in Hashimoto’s Thyroiditis) 

Thyroid, 891-896, 2011

비타민D 결핍(25(OH)D3 <30 ng/mL)은다발성경화증이나제1형당뇨병과같은여러자가면역질환에서흔히동반되는것으로보고되

고있다. 161명의하시모토갑상선염환자와162명의건강한대조군을대상으로혈청25(OH)D3 농도를측정한결과, 하시모토갑상선

염환자에서비타민D 결핍의유병률이대조군에비하여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92% vs. 63%, p<0.0001). 하시모토갑상선염

환자들에서는갑상선기능저하증과불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환자에서정상갑상선기능환자에서보다비타민D 결핍의유병률이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94%, 98% vs. 86%). 결론적으로 비타민 D 결핍이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연관성이 있었으나, 

이둘사이의인과관계를확인하기위해서는추가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원격전이를 동반한갑상선암환자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전처치시갑상선호르몬을 중단한경우와인간재조합갑상선

호르몬자극호르몬을 사용한 경우의 5년 생존율은 유사하다 (Five-year Survival is Similar in Thyroid Cancer Patients

with Distant Metastases Prepared for Radioactive Iodine Therapy with Either Thyroid Hormone Withdrawal or

Recombinant Human TSH) 

J Clin Endocrinol Metab, 2105-2111, 2011

원격전이를동반한갑상선암환자에서방사성동위원소치료를시행할때TSH 농도의상승은매우중요하다. 본연구에서는폐전이나

골전이를동반한175명의환자를대상으로하여후향적연구를시행하였고, TSH 상승을위한방사성동위원소치료전처치로갑상선

호르몬중단을한경우, 인간재조합갑상선호르몬자극호르몬(rhTSH)을사용한경우, 그리고갑상선호르몬중단후 rhTSH를사용한

경우로나누어5년생존율을분석한결과, 세군간에유의한차이는없었다. 다변량분석을시행하였을때진단당시연령만이생존율과

유의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폐나골전이를동반한갑상선암환자에서방사성동위원소치료의전처치방법

(갑상선호르몬중단, rhTSH 투여)에따른5년생존율은차이가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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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에서 Estrogen Receptors와 Slug는 Invasiveness 정도에기여한다.

J Clin Endocrinol Metab, 96:1237-1245, 2011

뇌하수체선종은전체일차성두개내종양의15-20%를차지하며, 조직학적으로양성이라할지라도주변조직을침윤하는경우가드물지

않다. 이전연구들에의하면침윤성거대선종과미세선종에서ERα발현이서로달랐으며동물실험이지만ERß발현또한뇌하수체선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E-cadherin은 세포 간의 connection에 관여하는 물질로 E-cadherin의 loss or down-regulated

expression은종양의침윤을야기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 41명의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환자에서ER, Slug, E-cadherin의발현을

관찰한 결과 침윤성 뇌하수체 선종에서 nuclear ERα발현이 강하였고 ERß 발현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E-cadherin mRNA와

protein은침윤성선종에서감소되어있었으며E-cadherin의억제물질인Slug는증가되어있었다. 또한, E-cadherin 혹은Slug 발현

은ERα및ERß발현과서로상반된상관관계를보임으로써ERα와ERß는Slug-E-cadherin pathway 및뇌하수체선종의침윤성에

미치는영향에있어서로상반된역할을함을보여주었다. 이러한연구결과는침윤성뇌하수체선종의새로운치료제개발및예후예측

에있어새로운가능성을제시하는결과라하겠다. 

말단비대증에서 Cabergoline의 위치 : 메타분석

J Clin Endocrinol Metab, 96:1327-1335, 2011

Cabergoline은dopamine agonist의일종으로bromocriptine보다부작용이적으면서도치료효과가뛰어나파킨슨병이나고프롤락틴

혈증의치료제로많이이용되고있다. 말단비대증치료에있어서도 cabergoline을 도입하려하였으나GH/IGF-1을감소시키는면에

있어서현재까지널리이용되고있는somatostatin analog의효과에가려말단비대증환자내에서진행된별다른대규모연구조차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cabergoline은 mixed GH/prolactin-secreting turmor 에서나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본 연구는

2009년이후발표되었던15개의연구들을바탕으로시행된메타분석결과로cabergoline은이중9개의연구에서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총149명의환자중51명인31%의환자에서IGF-1을정상화시켰으며, somatostatin analog 치료실패의경우cabergoline의병합요법은

50%에서IGF-1을정상화시켰다. 이러한결과는cabergoline의적은부작용과복용의간편함을고려할때수술적치료로완치되지않은

말단비대증환자에서GH/IGF-1의상승정도가심하지않을때cabergoline을우선적으로사용해볼수있음을시사하는결과로사료된다.

Somatostatin Analog-반응성말단비대증환자에서 Somatostatin Analog와 Pegvisomant의 병합요법

J Clin Endocrinol Metab, 96:2405-2413, 2011

Pegvisomant는 75-97%의 환자에서 GH의 길항제로 GH의 말초조직에서의 작용을 억제하고 IGF-1 수치를 정상화시킨다.

Pegvisomant와 Somatostatin analog의병합요법은이전의여러연구를통하여SA monotherapy 만으로조절되지않는환자에서

그효과가입증된바있으나SA monotherapy로잘조절되는환자에서pegvisomant를병합하였을때의부가적효과에대해서는연구

된 바가 전무하다. 연구자들은 SA monotherapy로 잘 조절되어 오던 말단비대증 환자 1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6명은 SA

monotherapy를유지하고나머지 12명은 low-dose pegvisomant(15-30 mg twice a week)와기존유지용량을절반으로감량한

SA를함께유지하면서24주간관찰하였다. 그결과치료전, 후 IGF-1 변화량및glucose tolerance, insulin sensitivity, quality of

life는 두군간의의미있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결론적으로 pegvisomant를병합한군에서부가적이득을얻을순없었으나 SA 

용량을낮게유지하면서도비슷한치료효과를유지할수있었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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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formin이 당뇨병 환자에서 C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Metformin on the

Prognosis of Cirrhosis Induced by Viral Hepatitis C in Diabetic Patients.)

J Clin Endocrinol Metab, 96:2601-2608, 2011

인슐린저항성은간암발생에영향을미치고, Metformin은인슐린저항성을감소시킨다. C형간염에의한간경변이있고Metformin

치료에금기가없는전체100명의당뇨병환자들에서간암발생률과간관련사망, 간이식을전향적으로추적관찰하였다(평균5.7년).

Metformin 치료를받은환자와받지않는환자에서간암의5년발생률은9.5와31.2%(p=0.001)였고, 간관련사망이나간이식의5년

발생률은5.9와17.4%(P=0.013)였다. 다중변수분석에서, Metformin 치료는독립적으로간암발생[HR, 0.19; P=0.023]과간관련사

망, 간이식[HR, 0.22:P=0.049]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 제2형 당뇨병과 C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서

Metformin을사용하였을때간암과간관련사망, 간이식의발생률을감소시켰다. 하지만, 현재까지의연구는관찰연구였으므로이런

자료가쌓이면서추후고인슐린혈증과C형간염간경변을가진환자에서Metformin 투여효과를평가하는임상연구를정당화하는데

도움이될수있겠다.

약물 치료력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분비와 대사 조절에 대한 Diacerein의 효과 (Effect of Diacerein on

Insulin Secretion and Metabolic Control in Drug-naive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 a Randomized Clinical Trial.)

Diabetes Care, 34:1591-1594, 2011

제2형당뇨병과비만은인슐린저항성을보이고, 사이토카인은인슐린분비를감소시켜고혈당을일으킨다. Diacerein은관절염치료

약제로, 사이토카인을감소시킨다. 저자들은 40명의비만한제2형당뇨병환자에게 Diacerein을 처방하여인슐린분비와혈당조절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자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연구를 시행하였다. Diacerein 투여 후 인슐린 감수성의 변화는 없이 초기와

후기, 그리고전체인슐린분비가증가하였고, IL-1β와TNF-α는감소하였다. 공복혈당(7.9±1.4, vs. 6.8±1.0 mmol/L; P <0.01)과

당화혈색소(8.3±1.0 vs. 7.0±0.8 pmol/L:P < 0.01)는의미있게감소하였다. 약물치료를받지않는제2형당뇨병환자에서Diacerein

투여후인슐린분비는증가하였고대사조절은향상되었다. 본연구의결과로Diacerein 이 IL-1β, TNF-α를억제하여제2형당뇨병

치료에도움이될것을시사하지만, 보다장기간투여와다른약물과의병용투여에대한연구가추후필요하겠다.

제2형당뇨병여성에서신세포암의위험성증가 (Type 2 Diabetes and the Risk of Renal Cell Cancer in Women.)

Diabetes Care, 34:1552-1556, 2011

제2형당뇨병은대장암과유방암, 간암, 자궁내막암, 그리고췌장암등여러종류의암위험성증가와관련성이있다. 그러나제2형

당뇨병과신세포암과의관계는불명확하다. Nurses’Health Study 코호트에등록된여성들의32년간추적관찰동안, 16,819명의제2형

당뇨병과 330명의 신세포암이 발생하였다. 다중변수 보정 후, 제2형 당뇨병은 신세포암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HR

1.60[95% CI 1.19-2.17]). 이러한 관련성은 다른 수준의 체질량지수, 흡연, 고혈압에서도 일관되었다(Pinteraction ≥ 0.32). 비만, 

고혈압, 당뇨병을포함한동반질환이많을수록신세포암의위험성은증가하였다(Ptrend < 0.01). 동반질환이없는여성과비교했을때,

세가지질환모두를가지고있는여성에서신세포암의HR는4.13(2.76-6.18)이었다. 결론적으로Nurses’Health Study 코호트여성

에서제2형당뇨병은신세포암의위험성을증가시켰고, 비만과고혈압이동반되었을때그위험도는더높아졌다. 추후고인슐린혈증

의직접적관련성을증명할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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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Bariatric Surgery-Induced Weight Loss on SR-BI-, ABCG1-, and ABCA1-Mediated

Cellular Cholesterol Efflux in Obese Women

J Clin Endocrinol Metab, 96:1151-1159, 2011

BMI 30 kg/m2이상의고도비만은증가하고있고이러한고도비만은심혈관질환의위험요인이된다. 바리아트릭수술은동반질환을가진

고도비만환자들에게지속적인체중조절을위해시행되어지고있는데, 이수술은제2형당뇨병, 인슐린저항성,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고지혈증등의개선으로사망률을줄일수있다고한다. 한편, 비만이나대사증후군, 제2형당뇨병환자에서의심혈관질환위험요인의하나

로 HDL콜레스테롤의감소및기능저하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34명의고도비만여성에있어서바리아트릭수술후에체중의감소와

더불어HDL콜레스테롤의mass와분획변화및콜레스테롤efflux의변화정도를살펴보았다. 수술후체중은평균124 kg에서3개월째

105 kg, 6개월째 98 kg으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이 관찰되었고 총 콜레스테롤 197 mg/dl에서 168 mg/dl, 중성지방 110 mg/dl에서

82mg/dl, LDL콜레스테롤 120 mg/dl에서 97 mg/dl로 감소하였으나, HDL 콜레스테롤농도는변화가유의하지않았다. 하지만HDL

mass의유의한증가와특히HDL2 분획의증가양상이6개월이후에현저히나타났다. 콜레스테롤의efflux에있어서도수술6개월이후

에SR-BI나ABCG-1에의한콜레스테롤efflux기능의개선이관찰되었고, 수술6개월후 HDL콜레스테롤, 특히HDL2의SR-BI 의존적

efflux 수용력도향상되었다. CETP의기능은수술후15% 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결론적으로고도비만환자에서체중감소를위해시행한

바리아트릭수술이심혈관보호에기여하는HDL2 콜레스테롤증가뿐만아니라, SR-BI, ABCG-1을통한콜레스테롤의efflux증가로동맥

경화적지질특성을개선시켜장기적으로심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률의감소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Clinical Usfulness of Different Lipid Measures for Prediction of Coronary Heart Disease in Type 2 Diabetes

Diabetes Care, 34:2095-2100, 2011

미국의NCEP-ATP III나ADA에서는여러연구결과를근거로당뇨병과고지혈증을동반한환자에있어서일차적치료목표로LDL

콜레스테롤2.5 mmol/L 미만을제시였다. 또한, NECP-ATP-III에서는non-HDL 콜레스테롤을3.3 mmol/L 미만으로조절하도록

권장하고있다. 하지만저자들은관찰연구를통해서Swedish National Diabetes Registry에등록된 18.673의제2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LDL 콜레스테롤이외에심혈관질환의위험을예측할수있는여러가지의지질수치지표의중요도에대해분석하고자하였다.

기초조사로부터첫번째심혈관질환발생및사망시까지평균4.8년을관찰하였다. 대상환자들은평균60세였고, 7년당뇨병의유병기간

을가지고있었으며, 평균당화혈색소는7.3% 정도였다. 여러지질수치지표중non-HDL:HDL Ratio가죽상경화성(Atherogenic)

LDL 콜레스테롤과VLDL 콜레스테롤의의미를가장효과적으로반영하고, 또한심혈관질환발생의예측에있어서도non-HDL:HDL

Ratio가LDL 콜레스테롤단독보다효과적이라고하겠다. 또한, non-HDL/HDL을tertile로나누어볼때가장낮은tertile에서심혈

관질환에 대한 상대적 위험도(HR)가 0.62로 다른 지질 지표와 비교 시 가장 낮았다. non-HDL/HDL Ratio는 LDL 콜레스테롤과

TG:HDL Ratio 두가지를같이고려했을때보다더나은심혈관질환예측기능보였다. 결론적으로임상에서간편하게측정할수있는

지질지표인non-HDL:HDL Ratio가향후제2형당뇨병환자에서LDL 콜레스테롤보다효과적인심혈관질환예측지표로사용되어

질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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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이재혁- 관동의대명지병원

비만및비만수술에따른음식보상기제조절 (Food Reward Functions as Affected by Obesity and Bariatric Surgery.)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5:S40-S44, 2011

비만은약물중독과비슷하게, 음식보상의신경/행동적기전의변동과연관되어있으며, 비만수술은이러한변화를적어도중화시키거나,

역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한적이나마 나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본인들의 비만관련 보상기제의 rat 모델에서 Roux-en-Y

Gastric bypass Surgery (RYGB)에의해유도된보상기전의변화를포함하여, 현존하는연구들과가능한기전을소개하고있는review

paper이다.

Do Genetic and Other Preexisting Differences in Reward Functions Cause Obesity?

①인간에서마른군과비만군의유전자를비교하여맛좋은음식에대한신경/행동적차이가도파민D2-수용체또는Mu-opioid 수용체에

기인한다는연구와②비만유도군과비만저항군의Rat에서mesolimbic 도파민신호전달에서의다수의차이를보고한연구및③렙틴

결여Ob-ob mice에서mesolimbic 도파민신호전달이억제되어있다가렙틴보충후회복되는것을보여준연구도있었다. ④한편, 감소된

mesolimbic 도파민 신호 전달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보상을 창출하려고 음식 섭취 증가가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다. 결론적으로,

mesolimbic 도파민신호전달의차이가음식기대및및섭취행동의변동에가장중요하게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Is the Obese State Secondarily Changing Reward Mechanisms and Accelerating the Process?

①비만한렙틴결여mouse에서metamphetamine에의해유도된도파민신경말단변성(Degenerations) 등이훨씬더잘일어남을보여

주는연구와②비만과고중성지방혈증을동반한mice에서음식보상기저점을감소시키고, 인지장애를유발하는연구및③고지방식이를

한 rat에서 sucrose, 암페타민으로유도된조건화된선호및nucleus accumbens에서도파민 turnover의작용점을낮춘연구도있다. 

④또한, 체질량지수와파킨슨병, 인지장애와의연관성을보이는역학적연구도보고되고있다. 결론적으로비만에의해인슐린및렙틴

저항성으로인한시상하부의에너지항상성조절이영향받는것과유사하게, 염증성, 산화성, 미토콘드리아스트레스경로등을통하여

hippocampus와 neocortex에서 인지기능 조절, corticolimbic 영역 및 기타 영역에서 보상 회로 조절 등이 비만해짐에 따라 영향을

받고있음을알수있다. 

Altered Reward Mechanisms after Bariatric Surgeries

인간을대상으로RYGB 수술이후①쓴맛과신맛에대한감수성은예민해지고, 짠맛과단맛에대한감수성은감소함을보여주는연구및

②고탄수화물및고지방식이에대한선호가줄어드는연구도있다. 또한, rat을대상으로RYGB 수술이후5개월에걸쳐지속적으로고지

방식이에대한선호도는감소하고, 저지방식에대한선호도가증가함을보여주는연구도있다. 결론적으로RYGB 수술은미각과쾌락

신경전달회로의변화를가져와총에너지섭취및체중의감소를가져오지만, 정확한기전은아직은알수없는상태이다. 

Potential Mechanisms for RYGB-induced Changes in Taste Sensitivity and Food Hedonics

렙틴은체중감소초기에작용하는것이아니라, 감소된체중을유지하는후반기에관여할수있으나, 아직, 비만에따른보상기제의인슐린

감수성에대한영향에대한연구는아직없다. 장호르몬(특히, GLP-1. Peptide YY)은당대사의급속한개선과식욕감소의주된원인

일수있다. 이외에도oleylethanolamide, N-acetyl-phospahatidylethanolamine, apolipoprotein A-IV, 잔존위ghrelin 등이역할을

할가능성이있다. 언급된호르몬등은미각과후각경로, 보상회로에직접적으로또는이러한회로에일차적인내장정보를연계하는

역할등을통하여보상회로체계에영향을줄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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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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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도스테론 분비 선종의 진단을 위한 ACTH 자극검사의 중요성 (Significance of Adrenocorticotropin Stimulation Test

in the Diagnosis of an Aldosterone-Producing Adenoma.)

J Clin Endocrinol Metab, Epub ahead of print, 2011

부신 정맥 채혈은 알도스테론 분비 선종(APA)의 진단의 표준검사지만 시행하기 어렵다. 저자들은 일차성 알도스테론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APA를진단하는데있어ACTH 자극검사의진단적정확성을평가하고자하였다. 일차성알도스테론증이의심되는59명의환자

를대상으로한본연구에서ACTH 자극검사후혈중알도스테론은특발성고알도스테론증(IHA)과비일차성알도스테론증환자에비해

APA 환자에서훨씬높았다. ROC 분석에서ACTH 자극후90분에측정된알도스테론이37.5 ng/dl 이상일때APA에대한진단적정확성

은민감도91.3%, 특이도80.6%로가장높았다. 일차성알도스테론증이의심되는경우ACTH 자극검사가APA를진단하는데유용할수

있을것으로생각된다.

부신 정맥 채혈을 통해 측정된 18-Oxocortisol은 일차성 알도스테론증의 아형 진단을 위한 생물학적 표지자이다

(18-Oxocortisol Measurement in Adrenal Vein Sampling as a Biomarker for Subclassifying Primary Aldosteronism.)

J Clin Endocrinol Metab, 96:E1272-1278, 2011 

18-옥소코티졸은알도스테론합성효소(Aldosterone Synthase) 의해생성되는코티졸의유도체이다. 연구자들은14명의APA 환자와

7명의 IHA 환자의부신정맥채혈을통해코티졸과 18-옥소코티졸, 알도스테론을측정하였는데 18-옥소코티졸과 18-옥소코티졸/

코티졸의비가반대측부신이나IHA에비해APA 에서유의하게증가하였다. 따라서부신정맥에서의18-옥소코티졸의측정은일차성

알도스테론증의감별진단과APA 의위치확인을위해유용한방법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특히연구자들은18-옥소코티졸을

기존의방법이아닌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방법으로측정하였는데이방법은민감도가매우높지

만비용이많이든다고한다.

부신우연종의평가와치료 (Medical and Surgical Evaluation and Treatment of Adrenal Incidentalomas.)

J Clin Endocrinol Metab, 96:2004-2015, 2011

부신우연종은고해상도영상학적검사를받는환자의4%에서관찰되고있다. 대부분은양성이지만악성이나기능성종양을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평가가 요구된다. 악성과 양성을 감별하는 최선의 방법은 CT의 Hounsfield unit이다. 모든 부신 우연종 환자는

subclinical Cushing's syndrome, Pheochromocytoma에대해, 그리고고혈압이동반된경우에는일차성알도스테론증까지포함하여

생화학적평가가필요하다. 매년생화학적검사는대부분의환자에서필요하며특히종양이 3 cm 이상일경우 5년까지는시행되는

것이합리적이다. 종양이4 cm 미만이며10 Hounsfield unit 이상의경우3-6개월후에CT를재시행하고그후2년간매년시행해야

한다. 중간형의영상학적소견을보이는종양이3-12개월에걸쳐0.8 cm 이상커졌다면외과적절제를고려할수있다. 

E
D

U
C

A
T

IO
N 최신내분비질환

부신
김상완- 서울의대보라매병원

한편, 수술직후장의재조정(Rearranged gut), Dumping 등으로인한음식혐오조건화가식욕감소에역할을할수있겠다.

결론적으로, RYGB 수술후장호르몬의변화, 혐오조건화, 체중감소에따른2차적영향으로보상기제조절에영향을미치는것이가능하나,

구체적기전은아직밝혀지지않고있다. 향후, 수술전후순차적으로, 또한식이를같이한대조군을통하여, 보상행동및기저의신경

회로기제에대한장기간추적관찰연구가중요할것으로결론을맺고있다.

폭식 장애 환자에서 음식 자극에 따른 선조 도파민 분비의 증가 (Enhanced Striatal Dopamine Release During Food

Stimulation in Binge Eating Disorder)

Obesity, 19:1601-1608, 2011

폭식장애는일반인구의0.7~4%, 비만환자의약30%에서발생하고있다. 맛좋은음식의직접섭취가아닌, 자극하는동안의욕구는

선조(striatal) 도파민분비와관련이있다고뇌의영상학연구(PET)에의해밝혀지고있고, 분비되는도파민의양은좋아하는음식의섭취

후만족감에따른등급과관련이있음을인간data를통하여알수있었다. 따라서, 도파민은동기부여와보상기제회로를조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파민은공복기간동안을보상할음식을선택하는데있어서주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맛좋은음식의성분중에

당(sugar)과옥수수기름등의일부성분은약물중독에서와같이충동적인섭취를야기할수있다. 

BMI 30kg/m2 이상의폭식장애환자10명과단순비만군8명을대상으로Placebo/Food 자극과경구Methylphenidate(MPH- Blocks

the Dopamine Reuptake Transporter and Thus Amplifies Dopamine Signals) 복용전후로PET scan을시행하여비교하여, 폭식환자

군에서만음식자극후 caudate Nucleus에서 의미있는도파민분비증가를보였다[Binge Eaters- 8.8% vs. Nonbinge Eaters 1.1%,

P=0.003]. 또한, 모든비만환자에서caudate에서의도파민분비증가는폭식점수(Gormally Binge Eating Scale)와양의상관관계를

보였다(n = 18, r = 0.49, P < 0.03).

혈중 25(OH)D 농도, 비타민 D, 칼슘 섭취의 상승은 여성에서 지방 세포 크기 감소와 관련이 있다 (Elevated Serum

25(OH)D Concentrations, Vitamin D, and Calcium Intakes are Associated with Reduced Adipocyte Size in Women.)

Obesity, 19:1335-1341, 2011

산부인과수술을시행받은45명의여성환자(age 47.2±4.0, BMI 27.2±4.6 kg/m2, Waist Circumference 93±12cm, Total body fat

Mass 26.9±7.1kg, Adipose Tissue Area (cm2): Total 411±128 Visceral 93±51 Subcutaneous 322±103, Abdominal Adipocyte

Diameters (μm): Omental Adipocyte Size 88±16, Subcutaneous Adipocyte Size 102±13, Energy Intake (kcal/day) 1,958±417,

Vitamin D Intake (μg/day) 6.1±3.2, Calcium Intake (mg/day) 1,010±424, Dairy Products Intake (portions/day) 2.3±1.4, Serum

25(OH)D (nmol/l) 47.4 ±13.6)를대상으로하복부수술절개부위의피하지방과Greater Omentum의원위부내장지방조직을획득하였다. 

칼슘/비타민D의섭취와신체계측지수/피하지방조직면적과는의미있는상관관계가없었으나, 비타민D의섭취는내장지방조직면적과

의미있는음의상관관계를나타내었고, 식이비타민D 섭취는다른요소들(Calcium intake, BMI, Visceral adipose tissue area, Total

body fat mass, Seasonality, Physical activity level)을포함한Model에서내장지방세포의크기를결정하는데, 약9.6%의역할을하고

있었다. 또한, 식이칼슘섭취(r = -0.55), 비타민D 섭취(r = -0.43), 혈중25(OH)D 농도(r = -0.35) 모두의미있게내장지방조직크기와

음의상관관계를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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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포PGRN 분비는증가했고PGRN에대한식욕억제반응은둔화되었다. 이러한결과들은시상하부에서의포도당감지와식욕억제

에있어서 PGRN의생리학적역할을제시하며, 시상하부의 PGRN 생성이나작용의변화는비만의식욕조절장애와연관되어있을

가능성이있다.

정상 내당능과 다낭성난소증후군을 가진 비만하지 않은 여성들은 혈장 Omentin-1 농도가 감소되어 있다 (Plasma

Omentin-1 Levels are Reduced in Non-Obese Women with Normal Glucose Tolerance and Polycystic Ovary Syndrome.)

Choi JH, Rhee EJ, Kim KH, Woo HY, Lee WY, Sung K. Department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Kangbuk Samsung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ur J Endocrinol. 2011 Aug 24.

Omentin-1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새로운 아디포카인으로서 내장지방조직에서 분비된다. 본 연구는 다낭성난소증후군

(PCOS)을가진여성의혈장Omentin-1 농도에영향을끼치는대사요인들을알아보았다. 87명의 PCOS 환자와 53명의 BMI 맞춤

건강대조군을대상으로하였다(39명의 Normal Glucose Tolerance(NGT)를 가진비만하지않은(NW) PCOS 여성과 44명의 BMI-

and HOMA-맞춤대조군이포함). 인슐린감수성지수, 대사변수들, 혈중안드로겐수치, 아디포넥틴과Omentin-1농도를측정하였다. 

혈장Omentin-1 농도는BMI-맞춤대조군과비교하여PCOS 여성에서유의하게낮았다(P<0.001). Omentin-1은BMI-와HOMA-

맞춤대조군과비교하여NGT인NM PCOS 여성에서낮게관찰되었다(P<0.001). Omentin-1 농도는BMI와인슐린감수성지수, C-

peptide와음의상관관계를보였고, 공복의결과와비교하여, 식후2시간의혈당, C-peptide 및인슐린농도와더큰연관성을보였다.

NW NGT군에서 Omentin-1 농도는 BMI, 식후 2시간의 C-peptide 및 혈중 안드로겐 수치와 역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free

testosterone의 사분위값에 따라 음의 선형 관계를 보였다(P=0.028). 결론적으로 정상 내당능을 가진 비만하지 않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여성의혈장Omentin-1 농도는감소되어있었다. PCOS 여성에서공복보다식후고인슐린혈증과고혈당이Omentin-1 농도

를낮추는데더크게기여했고안드로겐수치의증가도PCOS 여성의Omentin-1 농도의감소에기여했다.

Pyruvate의 보충이 C2 Myotubes 내의 Palmitate에 의한혈당흡수장애를예방한다 (Supplementation of Pyruvate

Prevents Palmitate-Induced Impairment of Glucose Uptake in C2 Myotubes.)

Jung JG, Choi SE, Hwang YJ, Lee SA, Kim EK, Lee MS, Han SJ, Kim HJ, Kim DJ, Kang Y, Lee KW. Department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ol Cell Endocrinol. Oct:15;345(1-2):79-87, 2011 

지방산증가는인슐린저항성의한원인으로알려져있다. GLUT4 전좌와GLUT4 유전인자의억제는지방산에의한인슐린저항성의

매개물질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palmitate 가 GLUT4 발현을 억제하는지, 포도당/지방산 대사가 palmitate 유도성 GLUT4 

유전자억제(palmitate-induced GLUT4 gene repression, PIGR)에영향을끼치는지, 또한PIGR를예방함으로써C2 myotubes에

서의 palmitate 유도성포도당섭취장애(palmitate-induced impairment of glucose uptake, PIIGU)를회복시킬수있는지등을

연구하였다. AICAR, TOFA, bezafibrate같은 지방산 산화 자극제뿐만 아니라 pyruvate, leucine/glutamine와 α-

ketoisocaproate/monomethyl succinate 같은TCA 기질들도PIGR를유의하게예방했다. 특히Palmitate 처리가세포내pyruvate

농도를감소시키는반면methyl pyruvate 통한 pyruvate 보충이 PIIG를거의완벽하게예방하는결과를보였다. 이러한결과들은

pyruvate 부족이PIGR 와PIIGU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고, pyruvate 보충이근육세포안에서비만유도성인슐린저항성발생을

예방하는데도움이될수있음을제시한다.

** 분기별로대한내분비학회회원의연구현황을소개하고있습니다. 우리학회연구자들의훌륭한연구결과가많이발표가되고있습니다.

모두소개해드리지못하여죄송합니다. 여러회원님께꼭소개하고자하시는연구결과가발표되신경우저자께서학회로연락을주시면

다음호에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제2형 당뇨병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남성 환자들에서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및 동맥 경직도에 대한 표지자와 지질 대사

과정에서의 특정 대사산물과의 연관성 (The Association of Specific Metabolites of Lipid Metabolism with Markers of

Oxidative Stress, Inflammation and Arterial Stiffness in Men with Newly Diagnosed type 2 Diabetes)

Ha CY, Kim JY, Paik JK, Kim OY, Paik YH, Lee EJ, Lee JH. Interdisciplinary Course of Science for Ag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Research Laboratory of Clinical Nutrigenetics/Nutrigenomics, Dept. of Food & Nutrition, College of Human

Ec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for Ag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angnam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Division of

Endocrin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lin Endocrinol (Oxf). 2011 Sep 29.

제2형당뇨병으로새롭게진단받은남성환자에서대사중간물질들과염증, 산화스트레스, 동맥경직도사이의연관성및당뇨진행에

있어서의위험도를예측할수있게하는혈중중간대사물질에대해연구하였다. 새롭게진단된제2형당뇨병환자 26명과이들과

나이와BMI가같은정상인들을대상으로염증과산화표지자, 대사물질의농도, 그리고상완동맥과발목동맥의맥박파동속도비

(ba-PWV)로측정되는동맥경직도를측정하였다. 당뇨병환자들에서혈당, 중성지방, 산화된저밀도지단백, hs-CRP, IL-6, TNF-

a, HOMA-IR, 소변8-epi-prostaglandin F(2α), ba-PWV가정상인보다높게측정되었다. 당뇨병환자의혈장에서serine과lysoPE

는 감소한 반면 3가지의 아미노산, 8가지의acylcarnitines, 6가지의 lyso-phosphatidylcholines(lysoPCs) 및 2가지의 lyso-

phosphatidylethanolamines를포함하는19개의대사산물들이의미있게증가하였다. projection value 1.0 이상의다양한중요성

을가지는Decanoyl carnitine, lysoPCs 및 lysoPE 들이정상인과당뇨환자를감별할수있는주요혈장대사산물이었다. Decanoyl

carnitin은 oxidized-LDL, 8-epi-PGF(2α), interleukin-6, TNF-α및 ba-PWV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Ba-PWV는

lysoPCs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lysoPE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8-epi-PGF(2α) 는 lipoprotein-associate

phospholipaseA(2), ba-PWV 및 lysoPCs와양의상관관계가있었다. ROC curve를통해 decanoyl carnitine과 lysoPC이당뇨병

발생을예측할수있는가장중요한대사산물임을알수있었다. 결론적으로, 혈중지질관련중간대사물질들은초기당뇨병의염증,

산화스트레스및동맥경직도와매우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을수있다.

시상하부에서의 혈당 감지와 영양 공급 조절에 있어 progranulin의 역할 (Involvement of Progranulin in

Hypothalamic Glucose Sensing and Feeding Regulation)

Kim HK, Shin MS, Youn BS, Namkoong C, Gil SY, Kang GM, Yu JH, Kim MS.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san

Medical Center (M.S.-S., J.H.Y., M.-S.K.), Appetite Regulation Laboratory (C.N.), Asan Institute for Life Science (H.-K.K., S.Y.G.,

G.M.K., M.-S.K.),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nd AdipoGen, Inc. (B.-S.Y.). Endocrinology. 2011 Sep 20.

Progranulin(PGRN)은상처치유와염증의조절기능을포함하는다양한생물학적기능을가지고분비되는Glycoprotein중의하나이다.

시상하부에서의 PGRN은 성적 이형태성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상하부에서의 식욕 제한과 체중

조절에대한PGRN의잠재적인역할에대하여연구하였다. 성숙한백서에서, PGRN은혈당감지기능을가지는것으로알려진뇌실

주변의뇌실상피세포(Tanycyte)와시상하부의뉴론에서다량으로발현되었다. 시상하부에서의PGRN 발현량은저에너지상태 (금식

상태유지 및 2-deoxy-D-glucose 투여)에서는 감소되었지만 고에너지상태(식후)에서는 증가하였다. 뇌실내로의 PGRN의 투여는

특히 2-deoxyglucose, neuropeptide Y 및 Agouti related Peptide(ARGP)에 의해 발생하는 이상식욕항진증 및 야간섭식를 억제

하였다. 또한, 시상하부에서의PGRN의발현또는작용의억제는음식섭취를증가시키고체중증가를유발시켰는데, 이는시상하부에

서 식욕 억제제로서의 내인성 PGRN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GRN이 부분적으로 시상하부의 AMP-activated

protein kinase 조절을통해식욕유발성 neuropeptide Y와 ARGP 생성을감소시키고, 식욕억제성 Proopiomelanocortin 생성을

촉진한다는것을보여주었다. 특히, PGRN은시상하부소신경교세포(microglia)에서도발현되었는데, 식이유발성비만쥐에서소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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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길수있도록되어있었다. 

Camillo Golgi를 기리는 상인 Camillo Golgi Prize는 독일

의 Angelika Bierhaus가수상했다. 그녀는 RAGE(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한연구자로서, 특히혈당조절만으로는충분히예방할

수 없는 당뇨병성 합병증의 발생에 있어서, Glucose Influx

의 증가와 Detoxification의 감소로 인하여 Glyoxalase-I

의 활성도가 감소하고 따라서 Methylglyxoal의 증가하는

새로운 기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lbert Renold Prize는 Glucose-induced Insulin

Secretion의Metabolic Pathway와 Signaling에대해서연

구한 캐나다의 Marc Prentki가 수상하였고, <Tricycling

Along the Beta Cell and its Coupling Mechanisms for

Fuel-induced Insulin Secretion>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또한 학회 기간 동안에는 EASD 학회 이름표를 보여주면

버스, 지하철, 트램 등 교통시설과 마차 박물관, 국립 고대

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학회가 열리는 기간

내내날씨도아주화창하여, 새로운지식을쌓는것뿐아니라

잠시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번 EASD 의 많은 강의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공개되고

있으므로, 학회에직접참석하지못하였더라도생생한강의를

동영상을 통해 들을 수 있다(http://easd.conference2

web.com/content/all).

대한내분비학회18

제47회 EASD Annual Meeting

2011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제47회 Annual Meeting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가 개최되었다. 리스본까지 직항이 없어

프랑크푸르트를경유하여밤 12시가넘은시각에도착하였다.

늦은 시각에 혼자 가는 길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시내와 공항

이워낙가까워안전하게호텔에도착할수있었다.

이번학회에는 100여국가에서 17,000여명이참가하였으며,

공식적인학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진행되었다. 12일

에는 주로 제약회사별로 준비한 Symposium이 열렸고, 

나머지4일동안은강의와포스터발표, 구연발표들이있었다.

이제껏 참석하였던 다른 학회와는 달리, 강의들은 모두 아침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으로 배치하고, 낮 시간에는 구연과

포스터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구연

발표 시간에는 다른 심포지엄이 전혀 열리지 않아 구연 발표

에 많은 청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번

학회에서구연발표를하는기회가있었는데, 해외학회에서의

첫 구연이라 긴장되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생각한다.

학회가 열린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 는 테주 강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고, 대항해시대의 영화를 상징하듯

거대한 범선 모양을 하고 있었다. 강의와 발표는 Lusitano,

Roma 등멋진이름을가진6개의홀에서이루어졌는데, 이들

은 모두 포르투갈의 의학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

이었다. 학회장 뒤편으로 강변을 따라 잘 꾸며진 산책로가

있었고, 또한몇몇홀을가기위해서는그산책로를지나야만

해서자연스럽게남부유럽의따뜻한햇살과시원한강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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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사진 2. 학회장뒤산책로

사진 3. 리스본의명물노란색트램

사진 4. 리스본구시가와테주강

사진 1. 학회가열린 Feira Internacional de Lisboa 사진 3

사진 2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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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마스터코스(1-3차)

최근 눈부신 임상의학의 발전으로 진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으나, 이러한변화를따라가기가쉽지만은않습니다. 우리학회

에서는학술대회나연수강좌를통해내분비학분야의최신지식

을널리소개하고있었으나, 학회의규모가커짐에따라행사가

열리는장소는전국적으로3~4곳에한정될수밖에없었습니다.

따라서인터넷등매체를통해최신의학을접할수있다하더라도,

실제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의 경우

새로운지식을얻을수있는기회가한정적이었습니다. “내분비

마스터코스”는 학술대회나 연수강좌가 열리지 않았던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 진료실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내분비학 관련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나라내분비학각분야의최고전문가들을모시고이분들의

임상경험을포함한최근의발전내용을같이논의하는이행사

가 5월 21일 울산(울산대학교병원 강당)을 필두로, 6월 18일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암센터 강당), 9월 24일 청주(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역 행사인 관계로

70~120명정도참석하였으나, 통상적인연수강좌에비해높은

호응을 받았고, 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갑상선기능

항진증의완치를위하여”를강의하였던송영기교수님과“비스

포스포네이트 사용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강의한 강무일

교수님께많은질문들이있었고, 최근우리나라상황을반영한

“한국형 당뇨병 진료지침(강의: 윤건호 교수님)”에 대해서도

많은관심이있었습니다. 참여하신선생님들의95%가강의내용

을비롯“내분비마스터코스”행사에만족감을표시하였고, 97%

의 선생님들이다시참여할의사를보여주어, 이러한찾아가는

행사의필요성을일깨워주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11월 26일 순천(성가롤로병원 강당)에서“제4차

내분비마스터코스”가개최될예정입니다. 올해의결과를종합

해서내년에는확대시행할가능성이높습니다. “내분비마스터

코스”가그동안학문적으로소외되어있던지역의개원의/봉직

의선생님들께직접도움이될수있는계기가되도록노력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바쁘신중에도강의해주신여러교수님과

각지역에서“내분비마스터코스”가잘이뤄질수있도록도움을

주신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북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여러

교수님께지면을빌어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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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마스터코스
송영기- 마스터코스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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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American Society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2011년 9월 16일에서 20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었

다. 공중 보건의 생활을 마치고 내분비학에 입문한 이후에

첫해외학회여서큰기대감을가지고학회에참가하였다. 

올해 ASBMR에는 다양한 Plenary Lecture와 Symposium

을비롯하여 1,500여개의포스터와264개의구연이발표되어

골대사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수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과거에 조골세포나 파골세포 각각의 형성이나

억제에관심이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뼈조직세포에서분비

되는 FGF23, Osteocalcin과 같은물질들이골대사영역뿐만

아니라 인산대사나 체내 에너지대사 등에도 관여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명실공히 뼈조직이 내분비기관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뼈가 내분비 기관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Muscle, Brain, Kidney 등의 다양한 조직

과의 Interaction에관한연구결과들이많이발표되었다. 

기초분야에서는Wnt/β-catenin 신호기전에관련하여골형성

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Sclerostin이 골세포(Osteocyte)

에서 분비된다는 것이 알려지고, Mechanical Loading과

연관된 골형성에도 골세포가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증명된

이후, 골세포 자체의 골대사 영역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결과가많이소개되었다. 개인적으로“The Greater Communicators”

라는제목으로골세포에관한지금까지의연구결과와의미를

집약적으로 설명해 준 Lynda F. Bonewald 박사의 강의를

흥미롭게 들었다. 한편, 세포 영역에서 Sclerostin의 역할이

규명된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Anti-Sclerostin

Antibody를 이용하여 임상적 골밀도 변화를 보거나, 골절

예측의 바이오 마커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어, Bench 연구에서 입증된 기전이 Bedside 연구로

적용되는속도가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실감하였다.

임상분야에서는 Anti-RANKL Antibody인 Denosumab과

Teriparatide(PTH)에 관한 Clinical Trials 결과들이 눈길을

끌었다. 아직까지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Denosumab을 8년간사용하였을때에도척추골밀도증가의

Slope가 유지되면서 골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주목을

받았고, 매주 사용하여 편리성을 높인 Weekly PTH가 척추

골절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향후 골형성

촉진제로써의 PTH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생각되었다. 이외에도 골밀도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많이 소개되고 있는 FRAX 모델의 한계와 보완

점에 관한 내용과 골절 예측을 위한 바이오마커, 남성 골다

공증의중요성에관한내용들도흥미로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골대사의 기초에서 임상까지 최신 지견을

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었고, 이제 막 내분비학 및 골대사에

입문한 의사로서 더욱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된소중한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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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BMR
김범준-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사진 1사진 1.샌디에고 convention center 바닷가 사진 2.샌디에고파드레스 PETC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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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내분비연구회 Summer Forum에관한소개

신경내분비연구회주관의Summer Forum이2011년7월15일

(금)에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개최되었습니다. Summer

Forum은 신경내분비연구회가 출범한 후 여러 지회의 활성화

와신경내분비에관심있는내분비내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계획된 학술

행사로해외연자를모시고, 국내의종양내과, 내분비내과, 신경

외과, 영상의학과교수님의강의로구성되었으며, 관심있는많은

분들이참석하였습니다. 첫세션은김선우교수님을좌장으로모

시고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Gastro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GEP-NET)의 최신 치료 동향과

우리나라의 등록사업에 관하여 박영석 교수님이, 뇌하수체의

자기공명 영상에 관한 최신지견에 관하여는 이승구 교수님이

강의해주셨다.  두번째세션에서는김성운교수님을좌장으로

모시고 이탈리아의 Annamaria Colao 박사가 말단비대증의

내과적인 치료에 대한 최근의 동향에 관한 강연을 해 주셨다.

강연의내용중에말단비대증치료에수술적인치료가중요하지만

최근약제의발달과더불어예측가능한치료의효과를제공할

수있는내과적인치료도점차중요성을더해간다는내용등이

있었다. 마지막 세션에는 김성연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김승민 교수가 뇌하수체의 수술적인 치료에 있어 술기의 발달

과최근시행되는여러술기의장단점에대하여, 이은직교수님

이 한국에서의 프롤락틴 분비선종의 치료와 그 간의 경험에

관하여좋은내용을강의해주셨다. 많은내분비내과선생님을

모시고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비록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힘든 면도 있었지만, 참석한 모든 분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가해서 신경내분비 분야의 전반에 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신경내분비연구회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해외연자와국내의신경내분비분야의좋은연구자

들을 초빙하여 신경내분비를 연구하는 많은 회원분들께 좋은

자리를제공하도록노력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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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내분비연구회Summer Forum
김병준- 건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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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갑상선학회추계학술대회및연수강좌
김원배-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대한갑상선학회추계학술대회및연수강좌

올해 대한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가 8월 19일부

터 20일 양일간에걸쳐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성황리에개최

되었다. 이번학회는무더운여름철에우리나라에서가장더운

지역인대구에서학회가열렸음에도불구하고약380명이등록

을하여계속적으로참여열기가높음을알수있었다. 

학술대회는 금요일 오후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 반

동안두개의방으로나누어진행되었는데, 두방에서의프로그

램을달리하여참가자들이흥미를가지는주제를선택할수있

도록기획되었다. 

심포지엄은 Management of PTMC, Postoperative Follow-

up of Thyroid Cancer Patients, Long-term Effect of

Prolonged TSH Suppression, Over-diagnosis and Over-

treatment of Thyroid Disease 등의 4개의큰주제를가지고

각각 3개의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고, 각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얻을수있는소중한자리였다.  

Meet the Professor 세션에서는 Ultrasonographic Finding

of Postoperative Neck, The So-called Follicular Lesion,

Anti-thyroid Drug Therapy in Graves' Disease이라는제목

으로세개의세션이동시에진행되었다.   

Plenary lecture로는독일의갑상선종연구의세계적인대가인

Ralf Pascke 교수를 모셔 Goitrogenesis에 대한 최신 지견에

관하여 심도있는 지견을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핵연료 누출 사고로 인하여 많은 관심을 유발하였던

“Radiation Exposure and Thyroid Carcinogenesis”라는

주제로이분야의전문가인일본의Nagasaki 대학Mitsutake

교수를모셔Special Lecture를진행하였다. 

올해에는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가이드라인이미국갑상선학회

에서발표된바, 한국형가이드라인마련을위하여갑상선기능항진

등치료를주제로한Panel Discussion을진행하였으며, 이세션

에서는한국의현실을고려한새로운가이드라인의재정필요성이

대두되어향후학회차원의사업으로이를진행하기로하였다.

또한, 이번학술대회에서는구연연제중우수한연제를선택하

여심층토론하는 Topic Highlight 세션을처음으로마련하여

4개의연제를선정하여대회의장에서심도있게토론하는자리를

가졌다. 이는연제의질을높일뿐아니라우수한연구업적을

조명하는데좋은기회가되었으며앞으로도이러한시도는계속

하는것이좋겠다는회원들의의견이있었다. 

학회기간중대구는예상보다덥지않았고오히려가을날씨와

같았다. 많은참석자들이학술대회에관심과애정을가지고참석

하여 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학술대회가참여자들의호응과노력으로날로번창하는갑상선

학회가되기를기원하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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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칼슘투약에대한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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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영국의학저널>에실린논문중, 칼슘제섭취와심장질환

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11개 논문을 문헌고찰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을 30% 정도 높인다는 보고이후

칼슘섭취의안전성에대한논란이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골대사학회는 그동안 칼슘섭취에 대하여 국내외의

발표된연구자료및국제학회들의칼슘섭취권고안을바탕으로

학회내총 3회에걸친논의를통하여칼슘섭취에대한권고안

을작성하였습니다. 

칼슘섭취에대한대한골대사학회의의견 2011년

칼슘은 골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적게 섭취하면 혈중 칼슘을 유지하기 위하여 골격에서 칼슘이

유리되어골소실과골량의감소가발생하므로부족한양을섭취

하는것이필요하지만, 필요량보다섭취를증가시켜도더이상의

실익은없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칼슘 섭취량이 낮은

나라로, 1인당칼슘섭취량은권장섭취량의65.4%이었고, 모든

연령군에서평균필요량미만섭취자가50% 이상이었다. 

최근 칼슘보충제 투여가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증가시킨다는연구보고가있었으나반대로칼슘보충제

섭취가심혈관질환의위험을증가시키지않는다는연구보고도

있어논란이되고있다. 칼슘보충제는골다공증환자이외에도

많은 국민이 복용하는 대표적인 약물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매우크기때문에현재까지의축적된지식과연구결과를

바탕으로대한골대사학회에서는아래와같은의견을표명한다. 

50세이상성인에서한국영양학회는권장섭취량으로1일

700 mg을제시하였고, 골대사및골다공증관련국제학회들의

진료지침에서는임상연구결과들에기초하여 1일 1000-1200

mg을제시하고있다. 1일칼슘권장량에대한국내연구결과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시에는 음식을 통한

칼슘섭취량과칼슘의흡수정도를결정하는비타민D 영양상태

를고려하는개별화가필요하며, 부족한부분보다많이섭취하

는것은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칼슘은음식으로충분한양을섭취하는것을권하지만, 

음식으로적절한섭취가불가능할때에는의사와상의하여부족한

양을평가하고약제로보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칼슘보충제는

소량으로나누어분복할것을권한다. 

심혈관질환과 칼슘보충제 투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국내외 연구 결과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향후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고령의 환자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칼슘보충제투여에의한심혈관질환의위험이좀더증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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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대사성골질환연구회세미나
정윤석- 아주의대

대한내분비학회대사성골질환연구회세미나

대한내분비학회산하대사성골질환연구회의첫번째세미나를

7월23일(토) 부산에서개최하였다.

처음 모임이라 준비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름의 부산

해운대에서모임을개최할수있었던것은참석자들에게매력

적인일이라할수있었다. 올해여름은유난히비가자주내렸

지만, 행사당일날부산은쾌청하였고, 혹시참석자가적을지

몰라염려였지만40명이넘는많은분들이참석하여성황리에

모임이 진행되었다. 세미나 내용은 알차고 풍성하였다. 주요

내용을요약하자면다음과같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Amizuka 교수가 C-fos Knock-out

Mice에서 PTH에 의한 Osteoblast Proliferation과

Differentiation을 조직학적으로 분석한 data를 발표하였다.

희귀질환인Hajdu-Cheney Syndrome에서의Notch Signal을

정윤석 교수가, Cleidocranial dysplasia에서 Runx2

Mutation을 최제용 교수가, Fibrodysplasia Ossificans

Progressiva 및 HDAC Inhibitor에 대하여류현모교수가각

각발표하였다. 이와같은희귀질환돌연변이규명및개인유

전자분석에서각광받고있는 Exome Sequencing에 대하여

테라진의 김병철 박사가 실제적인 강의를 하였다. Sclerostin

의 혈중 농도에 대한 고정민 교수의 연구와 Fibroblast

Growth Factor 23에대한이유미교수의연구발표가있었다.

일시및장소 : 2011년 7월23일(토), 부산해운대노보텔5층아잘리아-라일락

시 간 제 목 연 자

1:00 - 1:10 인사말씀 연구회 회장님

1:30 - 2:40
Sesssion 1 : 
A “Tale”from a rare disease: Clinic to Bench

좌장 - 임승길

1:10 - 1:30 Hajdu-Cheney syndrome and NOTCH signals 아주의대 정윤석

1:30 - 1:50 Cleidocranial dysplasia and mutations in Runx2 경북의대 최제용

1:50 - 2:10 Acetylation of Runx2 and HDAC inhibitors in  Bone 서울치대 류현모

2:10 - 2:30
Exome gene sequencing for detection of novel 
mutation in the rare disease

테라진 김병철

2:30 - 2:40 Discussion

2:40 - 3:00 Coffee Break

3:00 - 3:40

Special Lecture 좌장 - 최웅환

Histological assessment for the biological function 
of PTH and PTHrP in skeletal tissue

Hokkaido Univ., Japan  
Norio Amizuka

3:40 - 4:30 Session 2 :  Protein “Made in Bone” 좌장 - 김용기

3:40 - 4:00 Famous but quiet circulating sclerostin level 울산의대 고정민

4:00 - 4:20 Complex relation of FGF23 to phosphate network 연세의대 이유미

4:20 - 4:30 Discussion

02.

01.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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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합병증검사실

당뇨병 합병증 검사실은 내분비대사센터 내에 위치하여, 

당뇨병과관련된여러가지합병증을조기진단하고, 합병증

이발견될경우진행을최대한억제하기위한부서로당뇨병

합병증 검사실에는 2명의 임상병리사와 1명의 전공의가

배치되어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 검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추적관리하며, 효율적인당뇨병진료에도움을주고있다.

갑상선결절원스톱클리닉

최근 갑상선 결절 및 암환자의 증가에 따라,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센터는 2009년 8월 갑상선 결절 원스톱

클리닉을개설하여, 환자가오전에방문할경우갑상선미세침흡인검사를시행하여당일오후에세침검사결과를

알려주고만일갑상선암으로진단될경우바로외과의진료를통해수술날짜를결정하는전국에서는유일하게단

1회의방문으로모든검사및진료를시행하는원스톱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또한, 지역일차의료기관과의진료

협력 시스템으로 갑상선 결절 환자를 의뢰하면, 

당일에 진료 및 검사를 시행 완료하고, 다음날

환자를의뢰한개원의선생님에게도바로결과가

전송되어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수술후에도방사선동위원소요오드치료를필요

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동위원소 치료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어 통합적인 갑상선 암환자 관리에

심혈을기울이고있다.

교육시스템

내분비내과에서는전공의와학생들에게다양한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우선, 진료부문에서는예진시스템을

도입하여초진환자가방문하였을때, 전공의및학생이직접환자예진을수행하고교수님진료에같이참관하여

내분비대사질환의 진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내분비질환 증례에 대한 증례 컨퍼런스와

최신의연구동향을알수있는저널컨퍼런스를시행하여, 내분비대사학교육에폭넓은시각을제공하고있다.

임상및기초연구관련시스템

•임상연구센터

경희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센터는당뇨병,

말단비대증환자들에대한신약및다수의

임상연구들을진행하고있으며, 이를위해

3명의임상연구원이배치되어효율적으로

연구를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경희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센터

경희대학교병원내분비내과는 1977년부터최영길교수님을모시고내과내에서내분비대사내과의기틀을마련

하기시작하여, 1980년내분비연구실을개설하여국내최초로호르몬의방사면역측정을하였고, 1991년내분비

연구소를개소하여1980년대부터연구해온분자생물학을임상연구에도입하였다. 

경희대학교병원내분비내과내에는당뇨병, 지질및비만, 신경내분비, 성장및노화, 갑상선, 골대사등의분야

가있으며, 한국내분비대사학을선도하고있다는자부심속에각분야에있어국내권위자인7명의교수, 3명의

임상강사및5명의전공의가진료와연구를병행하고있다. 내분비내과의부속시설로서는내분비연구실, 당뇨병

합병증 검사실, 갑상선초음파실이 있어 각종 내분비 검사 및 당뇨병 합병증 검사와 갑상선 미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여진료를돕고있다.

전숙

경희의대

K•E•Sㅣ병원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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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보건복지부지정제2형당뇨병임상연구센터(KNDP) 주관기관으로서선정되어, 한국인당뇨병의병태생리및특징에대

한전향적인연구를13개국내주요대학병원과공동으로수행하여한국인에게적합한당뇨병의치료및관리지침을연구중에있다. 

내분비연구실

경희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센터의내분비연구실은1980년5월1일설립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방사면역측정을 도입하여 ACTH, PTH, GH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30일내분비연구소로확대개편되며임상연구에분자생물학

을본격적으로도입한이래, 관련분야연구에서많은연구성과를이루고있으며,

개소이래현재까지경희대학교병원내분비연구소에서는약600여편의논문을

국내외저명한학술지에게재한바있다.

경희대학교병원내분비연구실의고유한특징으로대부분의국내다른병원들과

달리환자들의채혈, 호르몬검사, 그리고각종내분비역동검사를내분비내과

내에서독자적으로수행하고있다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장점으로외래및입원환자진료시신속하고정확한검사가가능하며,

환자들의검체를이용하는각종임상연구수행에서신뢰도높은결과를보장할수있다.

경희대학교병원내분비연구실은과거의명성에안주하지않고, 지난2005년보건복지부지정‘제2형당뇨병임상연구센터’의주관기

관으로선정된이래국내13개대학병원당뇨병환자코호트에대한체계적인검체수집, 관리, 정확한측정을책임지는central lab의

역할을수행중에있다. 최근, 2010년에는당화혈색소에대한NGSP (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국제

인증을획득하여명실공히우리나라내분비연구를선도하는연구실의하나임을입증하고있다.

이 름 소 속

강 선 미 서울의대

고 정 해 광혜병원

김 경 민 연세의대

김 남 경 안동병원

김 민 희 가톨릭의대

김 원 준 성균관의대

김 은 희 울산의대

김 의 영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 지 연 화인메트로병원

김 태 호 관동의대

김 현 숙 해동내과

김 홍 일 한국원자력의학원

김 희 경 전남의대

노 미 오 서북병원

문 재 훈 연세의대

배 지 철 성균관의대

손 장 원 가톨릭의대

신 동 엽 연세의대

신 정 아 가톨릭의대

이 름 소 속

심 은 진 이화의대

안 지 현 서울의대

안 화 영 서울의대

양 세 정 고려의대

오 수 진 가톨릭의대

유 승 현 성균관의대

유 정 선 연세의대

윤 지 완 서울의대

이 동 원 부산의대

이 상 아 제주의대

이 윤 정 홍익병원

이 정 은 CHA의과학대학교

이 지 인 중앙의대

전 윤 경 부산의대

전 혜 정 부민병원

정 혜 수 성균관의대

최 문 찬 경희의대

홍 상 모 한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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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병원은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환자의약제처방이많아복제약비중이높지만약처방비는무척많다고

합니다. 내시경을하루에20~30명하지만역시진료수입은만성질환자에서나오고있습니다. 이들환자분들에

게소식지보내기, 회원관리, happy call, 회원할인등을하고있습니다. 향후고객관리(CRM)가더욱중요해질

것으로생각합니다. 

1~2 달전쯤언뜻내분비학회에서온원고청탁편지를본듯한데잊어버리고지내다다시전화가왔다고직원이

알려주었습니다. 소중한기회를주셨는데무심하지않았나자책하던중책상에수북이쌓인우편물과서류뭉치

에서어렵게내분비소식지를찾아냈습니다.

대학병원에있을때매일쌓이는연구비프로젝트, 결산서, 논문교정, 새로운논문, 연구계획서, 국내외학회준비

로시간을보냈지만개원해보니출근하자마자직원회의를시작으로점심은집에서싸온도시락으로 10분만에

마치고오후진료그리고다시저녁약속...(폭탄주?)

E-mail이약10,000개가쌓여있어서이제는지우고읽기를포기했습니다.

눈코 뜰새 없이 촌각을 다투는 생활은 아니지만 다른 일을 할 여유로움을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왠지 불안한

미래...

제가처음양재역사거리(옛날말죽거리) 모퉁이에개업을할때제주위가족을포함해동료등많은분들은회의

적이었습니다. 일단높은임대료, 주위에아파트단지및주택가가없는... 병원이입지하기좋은곳은아니었

습니다. 초기에내분비전문병원을내세워서 NCV, TMT, TCD, BMD(DXA) 등을셋팅했습니다. 그 후검진

센터를병행하려고내시경, 초음파, Mammo, Fundus photo, 그리고CT...등을추가로구입했습니다. 

개원후알고지내던기자, PD등이방송출연을도와주기도했지만(내과환자증진에는별로도움이안되었지만)

서초- 강남지역모임에자주관여하여검진및당뇨병, 고혈압환자가조금씩늘었습니다. 

요즘검진병원이많이늘었지만실제로저희병원의수익구조로볼때검진은30~40% 수준이고외래가60~70%

를차지하고있습니다. 전체외래환자에서당뇨병, 고혈압, 내분비환자가역시60~70% 차지하고있습니다.

갑상선결절환자는검진시발견이많이되서세침흡인검사를종종시행하고있고갑상선기능항진, 저하환자도

소개되어오거나외래에서발견되어하루2~3명정도치료하고있습니다. 골다공증환자는검진시많이발견되어

최근치료를많이하고있지만, 알다시피Long Acting Drug으로인해병원수입에는도움을주지못하고있습니다.

비만도내분비질환이나타과에서저렴한비용으로경쟁이치열하여저는약처방외에는다른시술은포기하였

습니다.

끝으로개원의로서내분비학회에조금이나마참여를하고관심도가져보고싶으나일정도평일에

많고 분과전문의 자격갱신도 어려워 내분비학회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같아 안타깝지만 이런

소중한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개원가에서보는

내분비질환제5편 남재현

프렌닥터내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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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PI는 Jorge Plutzky 교수로 PPAR-γ가 Main Interest

이면서 다양한 Nuclear Receptor와 PPAR의 Metabolic

Aspect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다. Cardiologist이시지만,

Endocrinologist 적인성향이더강하고오히려내분비의사인

내가 더 많이 배워야 할 정도로 Metabolism에 관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었다. 우리 연구실이 있었던

NRB 7층은 Cardiology에서 전설적인 원로이신 Peter Libby

교수님의 연구실 바로 옆이었고 Bone Marrow-Derived

Angiogenic Stem Cell을 연구하는 Mark Feinberg 교수,

Masanori Aikawa, 그리고 작년 당뇨병 면역 학회에 강의도

오셨던Guo-ping Shi 교수의실험실이함께하고있었다. 

Plutzky 교수의 실험실에는 여러 Knockout Mice가 있었는

데, 주된 Mice는 Retinaldehyde dehydrogenase(Raldh) 

1 KO mice였다. PPAR-γ와 RXR이 Heterodimer를 이루어

작용을나타내므로 PPAR에관심이많으셨던 Plutzky 교수가

Retinoid Metabolism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Raldh1 KO Mice는 Retinaldehyde(Rald)가 대사물질인

Retinoic Acid로 대사되게 하는 Dehydrogenase가 결여된

Mice로 비만에 Protective하고, Insulin Sensitive하며

Healthy한 Bone Mass를 갖는 이상적인 동물 모델이었다. 

내가맡았던연구는이Mice가골수에서의Osteoblastogenesis

가현저하게증가되어있고, Adipogenesis가감소되어있는바,

증가된 골밀도와 Vascular Calcification과의 연관성, 이른바

“Calcification Paradox”를 이 동물 모델에서 밝히는 것이

었다. 

기초 실험의 경험이 전무하던 나에게 Cell Line에서 단순한

Calcification을 유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저널들을

읽으면 너무나 간단히 나오던 Positive Result들이 또한 같은

실험 방법으로 해도 Duplicate를 하기가 어려웠다. Primary

VSMC 만드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Libby 교수 lab에 있는

브라질친구에게휴가를한달가있는동안내가Cell을Care해

주겠다고꼬셔서(?) 겨우배우고또 Cell을 얻을수있었다. 꽤

오랜기다림과시행착오끝에연수를간지 8개월만에 Ralh1

KO Mice의VSMC이Calcification 유발에Protective 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돌아올 때까지는 그 기전을 밝히려는

실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초 실험의 결과를 내기에는

참으로 짧은 1년이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모든 결과를 주고

올수밖에없었다.

어쩌면, 이 A4 용지한두장에다실을수없을만큼기쁜일도

또 힘든 일도 많았던 1년의 연수 생활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성인이되고나서이렇듯많은좌절도, 또한가슴이벅찰정도의

큰 성취감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맛보기는 오랜만이었던 것

같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출근을 해야 할 정도이던

Snow Days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긴 보스턴의 겨울도 매일

걸어서출근하는시간이기다려질정도로아름다운Brookline

의맑은하늘, 눈부신태양, 그리고봄, 가을의New England

지방의 아름다운 경치에 가리워져 나의 연수 생활을 아름답게

기억하게해주었다. 또한, Boston Celtics, Red Sox, Bruins,

그리고 Patriot 팀 등 Bostonian들이 사랑하는 스포츠팀들은

미국에서가장오래된도시인보스턴을더욱더활기차고또한,

“한번 Bostonian은 영원한 Bostonian”이라던 실험실

친구의말처럼보스턴을사랑하게만들어준다. 

미국 연수를 계획하시는 선생님들께 보스턴을 강추하고 싶다.

처음보스턴에갔을때의그설레었던첫느낌그대로보스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미국의 도시로 기억될 것이다. 끝으로, 

기초실험에무지한필자를참을성있게처음부터끝까지도와준

Shri, 그리고 떠나오던 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던

Hong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연수를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여러교수님들, 그리고미국에가서까지욕심많은엄마를

Support 하느라 고생 많았던 나의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싶다.  

K•E•Sㅣ해외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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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연수를다녀온곳은미국보스턴의하버드대학교부속병원인

Brigham and Women’s Hospital의 Cardiovascular Division

이었다. 병원이 위치한 Longwood Medical Area는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Hematology가 유명한 Dana

Farber Hospital, Children’s Hospital 등 하버드의대

부속병원과연구실들이함께모여있는일종의연구단지라고할수

있겠다. 내가 소속된 연구실은 병원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Louis

Pasteur Avenue에위치한New Research Building이었다. 

해외연수기

미국 보스턴 Brigham and Women’s Hospital
Cardiovascular Division

이은정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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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각형태로지어진강당을지나법당앞마당에들어오면엄숙함이느껴진다. 이런

엄숙함은어디에서오는것일까? 부처님의세계에들어왔다는사실만으로도참배

객의마음에는엄숙함이스며들겠지만법당앞중정을구성하고있는건물의배치

도큰역할을한다. 한국건축, 특히사찰건축의특징은자연과의어우러짐과인간

의신체구조와의조화를들수있다. 이는법당앞중정에서잘나타난다. 우선중

정을구성하는건물4동이붙어있지않고적당한각도를유지하며열려있다. 

강당에서 바라볼 때 정면에 대웅전이나 대적광전 같은 주 불전이 마당보다는

약간높게, 고개를 15-20도정도들고보도록단을쌓고그위에위치한다. 이는

목근육의긴장을가장적게하면서부처를경배하는마음이들도록한배려이다.

중요한점은강당에서주불전까지의거리가약20여미터라는점이다. 이거리는

육성으로대화가가능하며, 육안으로상대방의표정을읽을수있는가장자연스러운

거리이다. 마당폭과건물높이사이의비례가2.5 정도일때사람은중정으로부터

가장편안한폐쇄감을느낀다(사진 1, 2). 편안한폐쇄감이란건물이네면을둘러

싸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이것이 답답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강당 좌우로 선방이나 요사채가 한 동씩 있는데, 주 법당과

사이가20-25도정도로벌려져있다(사진3). 이는중정이폐쇄되지않고개방되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각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정에 들어서면 안정된 마음, 

부처에대한경이로움이배어나지만답답하진않다.

일주문을 지나 금강문, 천왕문 그리고 불이문을 지나 누각으로 된 강당 밑으로

(또는옆문으로) 올라오면주불전인대웅전(또는대적광전등)이보이는데대부분의

불자들은합장을한후즉각법당안으로들어가부처님을참배하게된다. 강당앞에

서법당에계신부처님께합장한후한번쯤호흡을가다듬고앞마당과옆건물을

살펴보고법당뒤의산도바라보는여유를가져보자. 그전에는느끼지못했던법열

을경험할수있다. 이맛에사찰을참배하는것이아닐까?  

이제 가볼 만한 법당 앞 중정을 살펴보자. 사찰을 건립한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나타나기는하지만우리나라대부분의사찰의중정은앞에서설명한원칙

을따르고있다. 이런중정을가장잘나타내는절로는대구파계사원통전앞중정

(사진 1), 서산 개심사 대웅전 앞 중정(사진 2), 공주 갑사 대웅전 앞 중정(사진 3), 

청양 장곡사 하대웅전 앞 중정(사진 4), 완주 화암사 극락전 앞 중정(사진 5) 등을

꼽을수있다. 

기획연재물

한국전통사찰보기
제5편 - 법당앞중정

사진 5. 완주 화암사극락전앞중정

사진 4. 청양 장곡사하대웅전앞중정

대한내분비학회34

사진 1. 대구파계사원통전앞중정

사진 2. 서산개심사대웅전앞중정

사진 3. 공주갑사대웅전앞중정

K•E•Sㅣ기획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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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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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날 뙤약볕 아래 시골 텃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다 차가운 지하수

물에목욕하고시원한막걸리한잔마실때의그기분, 이런것이행복이

아니면무엇이랴. 시골냇가, 조그마한산과들에서뛰놀던어린시절을

늘 그리워해 오다가, 편리하고 신속하며 역동적인 도시 생활을 잠시

나마 뒤로하고, 항상 꿈꾸어오던 시골 생활을 하고자 7년 전 우연히

남한강이 바라다보이는 양평군 구미리 후미개 마을의 조그마한 땅에

집을짓고몇평안되는밭을일구며주말마다자연과함께호흡하며저

녁이면막걸리한두잔에세상시름을잊곤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인이나 맥주를 즐겨 마시다가 새로 막걸리에

정을쏟기시작하니여러가지좋은점이많다. 쌀 등의곡물을찐다음

누룩과물을섞어발효시킨우리고유의술인막걸리는육덕을지녔다는

칭송을듣는데, 배고플때허기를다스려주고, 조금만먹어도배가부르

니 많이 먹을 수 없어 취기를 심하게 하지 않으며, 에너지를 발생

하므로추위를덜어줄뿐만아니라, 일하기좋게기운을북돋우며,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변비, 암도 예방

해주고,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도 감소시켜 준다고 한다. 시인 조지훈도

막걸리를 가리켜‘중니(仲尼) 선생이 가꾼 쌀과 노담옹(老聃翁)이 빚은

누룩과 실달다상인(悉達多上人)이 길어온 샘물로 만든 삼도주(三道酒)’

라고격찬했다고한다.

수필

전원에서의막걸리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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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봉정사영산암마당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휴먼스케일에 맞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으로써의

마당개념과는다르지만, 한국건축이이룬최고의공간적성취로안동봉정사영산

암의극락전앞마당을꼽는다(사진6, 7). 김봉렬교수의설명을옮기면다음과같다

(김봉렬저, ‘가보고싶은곳머물고싶은곳’, 안그라픽스, 2000).

“영산암의 마당은 아래위의 크고 작은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마당은 세 단

정도의 계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그 계단의 공간 분할 기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두 마당을 분명하게 갈라놓지는 않는다. 얼핏 보면 붙은 것도 분리된

것도 아닌, 어정쩡하고 애매한 마당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영산암의 마당은

분리와통합을동시에획득하고있다. 그것도대단한건축적고려나정교한구조물에

의해서가아니라한그루소나무를통해서.

영산암의 두 마당 사이에는 바위가 하나 놓여 있고 바위 사이에는 잘생긴 소나무

한그루가있다. 그런데이소나무를볼때그형태를감상하기보다는그것이만들어

내는그림자에주목해야한다. 이그림자는아래의큰마당과위의작은마당이연결된

부분에절묘한그늘을만들고, 그그늘은두마당이분리된것처럼보이게만들며각

마당에독립성을부여한다. 그러나그림자는어디까지나허상이다. 따라서두마당은

관념적으로만분리되며실제로는항상하나로통합되어있다. 이처럼분리와통합,

실상과허상을동시에획득하는장치가작은소나무한그루라니, 놀랍지않은가?”

사진 6. 안동봉정사영산암극락전앞중정

조보연

중앙의대

사진 7. 안동봉정사영산암극락전앞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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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에서발생한진도9의지진과쓰나미의여파로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냉각

장치가 고장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7개월이 되었다. 사고 발생 이후 우리나라에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영향을줄것인가에대해연일언론에서다루고, 3월말부터는전국각지에서측정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공개되면서, 방사성 요오드, 세슘이라는 단어와 몇몇 방사성

동위원소의반감기까지일상대화에서회자되게되었다. 현재까지는우리나라에직접

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아직까지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 계속되고

또한엄청난양의오염된냉각수가남아있어, 당분간방사성물질에의한해양오염이

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나, 이것이향후우리나라에어떤영향을줄것인지는아무도

정확하게예측할수없는상황이다.

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 25년이경과한현재까지방사성물질에의해발생된것으로

확인된암은소아및청소년의갑상선암이유일하다. 일부에서백혈병이나다른고형

암이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원인-결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

Screening의 증가등에의한것으로생각되고있다. 물론앞으로수십년뒤에어떤

결과가나올지는아직알수없다. 25년이라는시간도방사성물질의영향을확인하기

에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원전사고 발생 초기에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된후발생할수있는갑상선암을예방하기위해원전인근주민들에게요오드화

칼륨을복용하도록하였지만, 최근들어10만명이상의더많은주민들에게공급했어

야했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 우리나라에도20기의원자력발전소가가동되고있고,

중국에도다수의원자력발전소가있어, 물론일어나서는안되겠지만사고의가능성은

상존하고있으므로, 임상에서갑상선질환을다루는내분비전문의로서방사성요오드

의피해및예방법에대한기본지식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때문에원자력발전소의

사고시갑상선방호가필요한이유및방법등에대해간단히다루어보고자한다. 

이가희

서울의대보라매병원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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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는발효후증류등의다음공정을거치지않고막걸러

서마신다고‘막걸리’라는이름을갖게되었다고한다. 막걸리

는단맛, 신맛, 떫은맛, 감칠맛, 텁텁한맛, 시원한맛이어우러

져 맛을 내는데, 만드는 집마다 독특한 맛을 내며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막걸리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해온 서민의 술이고, 

농사일을하던농부의갈증을덜어주었으며, 공사판에서일하는

일꾼의고단함을달래주었다. 그래서인지우리민족에게막걸리

는 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막걸리는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친숙한 술이었다. 바쁜 농사철이면 막걸리

심부름은 아이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노란 양은

주전자를들고먼지가풀풀이는황톳길을타박타박걸어양조장

에서술을사가지고돌아오는길엔주전자가무거워쩔쩔맸다.

그러다가배가고프고목이마르면주전자뚜껑을열었다닫았다

하며 한 모금씩 막걸리를 맛보곤 했다. 쌀이 부족했던 가난한

시절에는 밀가루나 옥수수로 만든 막걸리가 서민들의 허기와

갈증을채워주었고, 청주를떠내고남은술지게미는배를채워주

는든든한양식이었다. 

1982년에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를 일률적으로 6%에서 8%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자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발

했다. 알코올 도수가 약한 술은 혈액순환을 돕고 일의 능률도

올려주지만, 도수가 높아지면 운동신경을 둔하게 만든다는

반증이다. 요즘은낮은도수의부드러움이재인식되면서막걸

리가 산 위에서는 정상주, 산 밑에서는 하산주, 골프장에서는

갈증해소음료로자리잡아가고있다. 막걸리에들어있는단백

질의함량은 1.6-1.9%이다. 우유의단백질함량이 3%인것과

비교하면상당한양이란걸알수있다. 곡물과누룩속에함유

된 단백질이 발효과정에서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해

된다. 이렇게다양한아미노산은단일종균을사용하는일본산

누룩보다 한국산 전통 누룩인 밀 누룩을 사용한 막걸리에서

더욱 잘 생성된다고 한다. 막걸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효모를 죽여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게 만든 막걸리와

효모가 살아 있는 1달 정도 보관이 가능한 생막걸리이다. 

생막걸리에는 효모와 유산균이 살아 있는데, 효모 그 자체가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 섬유소,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영양소인비타민과그밖에유효한미량인자가풍부하게

함유되어있다. 생막걸리에풍부하게들어있는유산균이야말로

막걸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매력으로, 소주 같은 증류주

나살균유통되는청주, 와인에서는기대할수없는성분이다.

유산균의양은막걸리제품에따라편차는있지만, 요구르트에

들어있는양과비슷하다. 즉, 생막걸리 100 ml에유산균 10억

마리가 들어 있다. 그 외의 성분 중에는 항암, 혈중 지질농도

감소, 혈압과 혈당을 저하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유의할점은막걸리의효능이침전물인술지게미에

많이포함되어있으니잘흔들어마시는것이좋다는것이다.

전원생활이란 상추, 쑥갓, 깻잎,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농사

지어남과나누어먹는재미, 친구들을불러집에서빚은막걸

리에 바비큐 해 먹고, 겨울에는 고구마 등을 난로에 구워먹는

재미도 있지만, 전원생활이 항상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밭일하다뱀에놀란적도있고, 무더운여름뙤약볕아래잔디밭

에서풀을뽑다 40도 넘는열사병에고생하기도하고, 물탱크

를청소하다말벌에쏘여아나필락시스쇼크에빠져응급실에

실려가는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해프닝도 있어, 항상

위험이도사리는그무언가신경쓰이는또다른삶이있다.

이번 주말도 나무를 손질하고 막걸리 마실 생각을 하니, 오늘

하루의 환자 보는 일도 한층 가볍게 느껴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것같아마음이한결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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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주전자에담
긴막걸리

▲집베란다에서바라본남한강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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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여야한다. 방사성요오드에노출된후 2시간이지나면요오드화칼륨의

보호 효과는 80%밖에 안되고, 6시간이 지난 후에는 50% 정도의 보호 효과

밖에없다. 반대로피폭48시간이전에복용하는것도보호효과가없다. 때문에

원전 사고 발생 시에는 각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관계 당국의 지시에

따라정해진복용대상에한해정해진복용시간에요오드화칼륨을복용하여야

한다. 갑상선 방호에 필요한 요오드화 칼륨의 용량은 성인은 130 mg 1정 1회

복용하여야 하고 방사선량이 기준치 아래로 낮아질 때까지 매일 복용하여야

하지만 1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피난시켜야 한다. 3세~18세 소아 및 청소년은

성인용량의절반인 65 mg, 1개월~3세소아는 32 mg을복용하여야하며 1개

월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는 16 mg이 필요하다. 4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방사성요오드에노출되어도갑상선암의발생가능성이거의없다고알려져

있으므로성인의범위는40세미만이거나, 임신혹은수유부에국한된다. 

4. 요오드화칼륨의부작용

요오드화칼륨을과량복용시이론적으로갑상선기능의이상을초래할수있다. 요오드결핍지역에서는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 섭취가 많은 지역에서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미갑상선질환을가지고있는환자외에는갑상선기능이상이문제가되지는않는다. 실제로

체르노빌사고시요오드화칼륨을복용하였던사람들중그레이브스병이재발한경우외에는별다른부작용은없었다. 때문에

요오드화칼륨이금기인경우는요오드제제에대한과민반응등심각한알레르기반응을보이는경우뿐이다. 즉요오드화칼륨

은비교적안전하게사용될수있다.

우리나라도원자력발전소사고에대비한갑상선방호지침을가지고있다. 그지침에의하면유효선량이100 mGy를초과하는

경우요오드화칼륨을복용하도록되어있으며, 원전주위반경 10 km 이내의지역에는읍면사무소에요오드화칼륨을비치

하고있다. 프랑스등의국가에서는원전반경10 km 이내의각가정에요오드화칼륨이보급되어있다고하는데, 지난후쿠시마

원전사고의경우와같이도로가봉쇄되는경우아무리가까운읍면사무소라도접근이불가능해제때에요오드화칼륨을복용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 하면

각 가정에 미리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체르노빌사고이후25년이지난현재까지벨라루스, 우크

라이나등주변지역에서약 5,000 건정도의갑상선암이

발생하였다는 통계와 요오드화 칼륨 보급 등 제때에

적절한조치를취하여갑상선암이단1건도발생하지않은

폴란드의 경우를 비교하면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조치를할수있도록조언한폴란드의관계자들(아마도

내분비학회가아니었을까?)이 존경스럽다. 더불어우리나

라에서도 혹시 원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비할

수있는역량을갖춘내분비학회가되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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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발전소사고시누출되는방사능물질및오염경로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설비이다. 핵분열 결과 수많은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만들어

지는데원전사고시문제가되는것은주로방사성요오드와세슘이다. 양도많고,

땅에떨어져토양및지하수까지오염을시켜인체내로들어가서다수의사람들에

게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체르노빌원전사고시에도방사성요오드에오염

된풀을사료로먹은소에서생산한우유를먹은소아에서갑상선암발생이집중

되었다. 그외흡입에의해서도인체내에들어올수있지만, 양이적어서임상적으

로문제가되지는않는다. 방사성요오드는인체에들어오면거의전량이갑상선에

축적되며 실제 갑상선 내에서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방사성 요오드의 물리적인

반감기인 8일보다훨씬길어지므로갑상선세포가지속적으로방사선에노출되면

서DNA의변이가일어나갑상선암이발생하는것으로생각된다.

2. 원자력발전소사고시요오드화칼륨의역할

갑상선은요오드를능동적으로섭취하여갑상선호르몬의재료로사용한다. 요오드

를과량으로섭취하게되면Wolff-Chaikoff 효과에의해요오드의유기화과정이

억제되고 그 이상으로 요오드 섭취가 지속되면 갑상선 세포의 요오드 섭취능이

감소되면서Wolff-Chaikoff 효과로부터Escape가일어난다. 이미 1960년대에

혈중요오드농도가높으면갑상선의요오드섭취율이감소된다는것이실험적으로

확인되면서, 원전사고 시에 갑상선세포가 방사성 요오드를 섭취하지 못하

도록하기위해안정화된요오드인요오드화칼륨(KI)을복용하도록하는지침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시에 인접국가인 폴란드에서는 16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들과 임산부에게 요오드화 칼륨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오염된풀을소의사료로이용하는것을금지하고4세미만의소아에게는정부에서

분유를 나누어 주어 우유를 먹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갑상선암이

단한건도발생하지않았다. 

그러나오해하지말아야하는것은요오드화칼륨은체내에들어온방사성요오드

가 갑상선에 섭취되는 것만을 방지할 수 있을 뿐, 방사성요오드가 체내에 들어

오지못하도록할수도없고체내에들어온방사성요오드가갑상선이외의부위에

주는영향은막을수없다는것이다. 또한이미방사성요오드를섭취한갑상선

세포에도 아무 효과가 없으며, 당연한 말이지만 방사성 요오드 이외의 방사성

물질에대해서도효과가없다.

3. 요오드화칼륨의복용시기및용량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 요오드에 의한 갑상선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사성요오드에노출되기 24시간전부터노출된직후사이에요오드화칼륨을



조리개는 사람의 눈과 같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눈앞에

펜을 들고 펜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 뒤의 사물이

흐리게 보입니다. 한편, 뒤의 사물에 초점을 맞추면 펜이

흐리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흐릿한정도가달라지면서펜도어느정도잘보이게됩니다.

조리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에 보면 F1.8, F2.0 

이런 식으로 F 뒤에 숫자가 붙는데, 이 숫자가 작을수록

조리개가개방된것이고, 이숫자가클수록조리개가조여

진것입니다. 조리개를많이열면(F 값을작게하면) 빛을

많이받게되고이상태에서가까운사물에초점을맞추면

뒤의배경이흐릿하게(아웃포커싱, out focusing)됩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낮은 조리개값을 통해 인물 뒤의

배경을흐릿하게함으로써인물에집중된사진을찍을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리개를 조이면(F 값을 크게 하면) 

가까운사물에초점을맞춰도뒤의배경이선명해집니다. 

위의작품은은행나무앞에초점을맞추고조리개를F2.8

로많이열어서뒤의은행나무들이아웃포커싱이되면서

은은한분위기를보여주고있습니다.

김성래

가톨릭의대부천성모병원

토픽

사진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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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왼쪽의작품은조리개를F8.0으로조여서먼곳의은행나

무까지초점이맞는사진이되어서앞의작품과는다른분위기

의사진이되었습니다.

셔터속도는 초 단위로 표기됩니다. 1/125면 125분의 1초, “1”

이면 1초, “15”이면 15초입니다. 빛이 충분치 않을 때 사진을

찍으면흔들리게되는것은셔터속도가충분히확보되지못하

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상태

에서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는 최대 셔터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있지만일반적으로1/60초정도로얘기합니다.

셔터속도가 빠를수록 짧은(빠른) 순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사진과같이순간동작을잡아야하는경우셔터속도를

매우빠르게하여야합니다. 

다음 사진은호주오픈에서샤라포바의모습을담은사진인데,

실내이고 테니스공의 빠른 속도에 맞추기 위해 셔터속도를

1/1,000초로 빠르게 한 사진입니다. 스포츠 사진의 경우 순간

을담기위해선1/6,400초로촬영하기도합니다. 

이와는반대로셔터속도를느리게하는것이좋은경우가있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야경을 담을 때입니다. 밤에 가로등을

쳐다볼때눈을가늘게뜨면가로등빛이여러갈래로별빛처럼

보이는데 이런 현상을 빛 갈라짐 현상이라고 합니다. 밤에

조리개를조이고(F 값을크게하고) 셔터속도를길게하면별빛

처럼빛이퍼지는멋진장면을담을수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프라하의 야경인데, 조리개를 F22로 조이고, 

셔터속도를 25초로 길게 해서 빛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게 한

사진입니다.

셔터속도는담으려고하는대상의어떤특성을살릴지생각하고

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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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란? 누군가저에게이런질문을하면저는“바라보이는것에우리의영혼을담는것”

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카메라로 사진을 담아도 누구는 희망을

보여주는사진을담고, 누구는암울한사진을보여줍니다.

흔히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사진은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받아들인 빛을 통해

상을투영하여완성하는것이므로빛을얼마나잘이해하고활용하느냐에따라좋은작품을

담을수있습니다.

사진에 있어 빛을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인데, 조리개, 셔터속도, ISO입니다. 

이 세 가지와스탑(stop)을 순서대로간략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F2.8, 1/1,250 sec, ISO 200

▲F8.0, 1/320 sec, ISO 400

▲F22, 25sec, ISO 100

▲F5.0, 1/1,000 sec, ISO 2,500

1. 조리개

2. 셔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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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탑은카메라에서빛의단위입니다. 과거필름카메라의경우

조리개값을 조절하는 단자나 셔터속도를 조절하는 단자가

회전단자에숫자가쓰여있는형태였고그곳에숫자가기록된

곳에서“딸깍”하면서 멈추는 구조여서 스탑이란 용어를 사용

하게 되었고, 현재 스탑이란 용어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단계

로변형되어사용되고있습니다.

조리개를 1 스탑조여주는것과셔터속도를 1스탑빠르게하는

것은같은작용을합니다. 조리개의스탑은배수의제곱근입니다.

즉,

√1,    √2,    √4,    √8,    √16,    √32,   √64,    

F1.0   F1.4   F2.0    F2.8    F4.0    F5.6    F8.0

으로 늘어납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F1.0과 F1.4가 1 스탑

차이고, F1.0과 F2.0은 2 스탑 차이입니다. 조리개는 조여

줄수록 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F1.0에서 F1.4로 조이면 1스탑

잃게 됩니다(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F2.8에서 F2.0

으로조리개를개방하면1스탑을확보하게되는것입니다.

셔터속도의 경우 2배 빨라지거나 느려질수록 1스탑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1/30초에서 2배 빨라지면 1/60초이고, 이 둘의

차이가1스탑차이이며셔터속도1스탑을잃게됩니다.

반대로1/30초에서2배느려지면1/15초가되는데이러면1스탑

을확보하는것이됩니다.

ISO는 2배 커질수록 1스탑 차이가 납니다. ISO 100, 200,

400, 800, 1,600 이런 식으로 배수마다 1스탑씩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이러한 값들이 1스탑 차이 안에서도

구간이좀더세밀화되어있어서조리개는 F1.4 다음이 F2.0

이 아니라 F1.6, F1.8 과 같이 중간값들이 있고, 셔터속도도

1/60초에서바로 1/30초가아니라 1/50초, 1/40초도있습니다. 

또한, ISO도 400 다음이 800이 아니라 640같이배수의중간

값들도존재합니다.

스탑을 이해하시기 위해 실제 예를 들어 드리면, F4.0, 셔터

속도 1/60초, ISO 400으로 촬영하셨는데 노이즈가 발생해서

감도를 낮추고 싶으면 F4.0, 셔터속도 1/30초, ISO 200으로

촬영하시면같은밝기의사진으로노이즈를줄일수있습니다.

셔터속도가 2배가되었으므로빛을 1스탑더확보한상황이기

때문에 ISO를 한 스탑 낮춰도 같은 빛이 확보됩니다. 한편

셔터속도를 1/30로찍으니사진이흔들려서셔터속도를 1스탑

빠르게 하고 싶다면, F2.8, 셔터속도 1/60초, ISO 200으로

찍으면, 조리개가한스탑개방되었기때문에셔터속도를1스탑

빠르게하고도같은빛의양을확보할수있습니다. 

즉,

빛의양 : F4.0, 셔터속도 1/60초, ISO 400 

= F4.0, 셔터속도 1/30초, ISO 200 

= F2.8, 셔터속도 1/60초, ISO 200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빛을 얻기 위해 조리개와 셔터속도, ISO 등을

잘고려한다면누구나멋진사진을담을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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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셔터속도를 달리할 때 같은

대상도어떻게다른느낌이되는지를보여주는예입니다.

위 사진은 셔터속도를 비교적 짧은 1/125초로 담아서 물이

튀는느낌이살도록찍은사진입니다.

위사진은같은곳에서셔터속도를 1/6초로담아서물이연하

게연결되는느낌을살린사진입니다(삼각대사용). 

그러므로 이러한 조리개와 셔터속도의 속성을 이해하면 또

다른사진의세계를느끼게됩니다.

ISO는감도(민감도)입니다. ISO는국제표준화기구인데, 사진

에서의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감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 제조사가 달라도 이 감도는 같은 값에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가장 낮은값은 ISO 100이고(일부카메라는 ISO

50)이고 가장 높은 값은 카메라에 따라 ISO 3,200부터 ISO

12,800 정도입니다. 

ISO는왜필요할까요? 원하는셔터속도를얻기위해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실내에서 촬영할 때, 내가 원하는 밝기로

찍기위해선1/30초, 1/15초정도로찍어야하는데이러면사진

이 흔들리고(나도 흔들리고, 대상도 움직이고) 원하는 장면을

담을수없습니다.

이럴때 ISO를높여서셔터속도를확보할수있습니다. ISO는

100, 200, 400, 800, 1,600, 3,200 순으로높아지는데, ISO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셔터속도는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ISO가높아지면보다민감해져서집중력이높아진다고할까요?

즉 ISO 100에서 1/30초로촬영이가능한상황이라면ISO 200

에서는 1/60초, ISO 400에서는 1/125초, ISO 800에서는

1/250초로촬영이가능해서흔들림없는사진을담을수있습

니다.

그러면 ISO를 높이면 빠른 셔터속도로 찍을 수 있을 텐데, 

왜 ISO 100이 존재할까요? 민감도를높이면노이즈가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진에마치점들이박혀있는것처럼나오는노이

즈는특정한사진에서효과를위해일부러사용하기도하지만,

대부분의사진에서는반갑지않은존재입니다.

민감도에강한카메라(쉽게말해서좋은카메라)는 ISO 1,600

이나ISO 3,200 정도에서노이즈가생기기시작하는데, 민감도

에약한카메라는 ISO 400 이상만되어도노이즈가많이생기

기도합니다.

▲F7.1, 1/125 sec, ISO 100

▲F22, 1/6 sec, ISO 100

3. ISO

4. 스탑(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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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행사명 장 소

10월 15일(토) 교육위원회세미나 창원파티마병원 4층강당

>> 16:00-16:10 개회사
>>Session 1 좌장: 김인주(부산의대)/함종렬(경상의대)
1. 총론

16:10-16:30 흔히 접하는내분비질환 정태식(경상의대)
16:30-16:50 내분비검사의이해와해석 김상수(부산의대)
16:50-17:00 질의응답

2. 당뇨병
17:00-17:20 당뇨합병증검사의종류와방법 전성완(순천향의대) 
17:20-17:40 인슐린주사교육의실제 이정화(강동경희대학교병원)
17:40-17:50 질의응답

>> 17:50-18:00 Coffee Break
>>Session 2 좌장: 권삼(성균관의대)/조성래(창원파티마병원)
3. 골다공증

18:00-18:20 다양한골다공증검사방법의의미와해석 김군순(충남의대)
18:20-18:40 골다공증예방과관리 김광준(연세의대)
18:40-18:50 질의응답

4. 갑상선
18:50-19:10 갑상선결절의관리와치료 신동엽(연세의대)
19:10-19:30 갑상선질환과관련된식이요법 김선효(동아대학교병원)
19:30-19:40 질의응답

>> 19:40-19:50 폐회사

11월 4일(금) ~ 5일(토) 학연산및추계심포지엄 2011 경주현대호텔컨벤션센터

>>2~6 페이지세부일정참조

11월 20일(일) 제34회 연수강좌 세종대학교컨벤션센터

>>08:30~08:50 등 록
>>08:50~09:00 개회사 대한내분비학회회장
>>임신관련내분비질환

09:00-09:20 임신동안의당뇨병관리 문민경(서울의대)
09:20-09:40 임신동안의갑상선기능이상관리 임창훈(관동의대)
09:40-10:00 "PCOS, 여성형 유방" 오지영(이화의대)
10:00-10:20 "불임의 내분비학적접근 : 뇌하수체, 부신질환" 홍은경(한림의대)

>> 10:20-10:40 Coffee Break
>>노화와내분비질환

10:40-11:00 노인에서의당뇨병관리 강은석(연세의대)
11:00-11:20 노인에서의갑상선질환관리 조영석(충남의대)
11:20-11:40 노인에서의골다공증관리 정호연(경희의대)
11:40-12:00 노인에서호르몬대체요법 : 성호르몬및성장호르몬 김성운(경희의대)

>> 12:00-13:00 Lunch
>>증례로살펴보는내분비질환의접근

13:00-13:20 효과적인경구혈당강하제및인슐린치료의선택 김인주(부산의대)
13:20-13:40 당뇨병합병증의관리 권혁상(가톨릭의대)
13:40-14:00 갑상선결절의관리 강호철(전남의대)

>> 14:00-14:10 Coffee Break
14:10-14:30 골다공증진단및약제처방의실제 이유미(연세의대)
14:30-14:50 우연히발견된부신종양의해결 고정민(울산의대)

>> 14:50-15:00 폐회사 대한내분비학회이사장

11월 26일(토) 제2차 임상시험위원회워크샵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대회의실

>>세부일정은추후홈페이지에공지될예정입니다.

11월 26일(토) 제4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순천성가롤로병원 4층강당

>> 17:50-18:00 개회사
>> 1부 좌장: 김태두(순천시의사회부회장)

18:00-18:30 갑상선결절에대한초음파유도하세포검사 강호철(전남의대)
18:30-19:00 갑상선 기능항진증의완치를위하여 송영기(울산의대)
19:00-19:30 골다공증치료에서칼슘과비타민 D 민용기(성균관의대)

>> 19:30-19:50 Coffee Break
>> 2부 좌장: 서종옥(순천시의사회내과학회장)

19:50-20:20 Bisphosphonate 사용의 효과및안전성 강무일(가톨릭의대)
20:20-20:50 한국형당뇨병진료지침 김성래(가톨릭의대)
20:50-21:20 당뇨병환자에서대사증후군치료 이창범(한양의대)

>> 21:20-21:30 폐회사

2011년도 대한골대사학회 행사일정

*제14차 골다공증연수강좌 - 골다공증의진단및치료지침 2011

•일시및장소 - 2011년 9월 4일(일) / 서울성모병원마리아홀

•본 학회에서는 지난 9월 4일(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제14차 골다공증 연수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골다공증을 포

함하여 골대사 질환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자리로, 크게 골다공증에 대한 기초 지식, 골다공증 진단의 최신

지견,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논란거리,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의 실재라는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본 학회에

서 금년 개정판을 발간한‘골다공증 진료 및 치료지침 2011’의 내용 소개,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칼슘 섭취의 문제,

그리고 바뀐 국내 보험 규정에 대한 소개 등 실재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여, 넓은 강의실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연구자, 개원의, 전공의, 임상 기사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면서도 기초 지식과 최신 논란 거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연수 강좌로 성황

리에성료되었습니다.

날 짜 행사명 장 소

11월 19일(토) 제24차 추계학술대회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대강당

12월 3일(토)  Clinical Osteoporosis Upadte  강릉

2012년 1월 7일(토) ~ 8일(일) 골다공증진단및치료지침 2011 전국순회강연회 부산

2011년도 대한당뇨병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10월 15일(토) 제10회 Postgranduate course of Diabetes 백범기념관대회의실

10월 21일(금) ~ 22일(토) 16th Japan-Korea Symposium on Diabetes Mellitus Tokyo, Japan

10월 30일(일) 제17차 당뇨병연수강좌 가톨릭의대의과학연구원대강당

11월 10일(목) ~ 12일(토)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and Metabolism 그랜드힐튼서울호텔

11월 14일(월) 제20차 당뇨병주간행사청계천 - 푸른빛점등식

11월 14일(월) ~ 20일(일) 제20차 당뇨병주간

11월 26일(토) 제11차 당뇨병교육자시험 강북삼성병원

12월 4일(일) ~ 8일(목) World Diabetes Congress

(Host by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2011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9월 2일(금) ~ 3일(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추계학술대회개최 그랜드힐튼호텔컨벤션센터 3층

9월 25일(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콜레스테롤및동맥경화의날 관악구청 8층대강당

10월 21일(금) 제3차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부산롯데호텔

- 지질관리전문가과정 (Lipid Management Course)

K•E•Sㅣ2011년도 지회소식 / 유관학회 행사안내

대한내분비학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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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김덕윤
경희대학교병원 핵의학과

홍홍보보위위원원회회명명단단

대한내분비학회48

회원여러분의여름과관련한사진과사진에얽힌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재미있는 사진 몇장과 함께 사진에 얽힌 사연을 적어(자유

형식) 학회이메일로보내주세요.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 중 재미있는 사진과 내용을

선정해서이번여름호의표지에실어드리고

학회에서마련한소정의선물을보내드립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내분비소식지에서는 회원님들의 의견이나 진료중 있었던

사연, 주변이야기등, 회원님들과 공유할만한좋은내용이나

아이디어를받습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분은 학회E-mail(endo@endocrinology.or.kr)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표표지지디디자자인인공공모모

K•E•Sㅣ홍보위원회 명단K•E•Sㅣ홍보위원회 명단

위 원 고정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대한내분비학회48

간 사 박철영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과

위 원 김경욱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

위 원 김경원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 내과

위 원 김재택
중앙대학교병원 내과

위 원 김재현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

위 원 김지훈
홍익병원 내과

위 원 오기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내과

위 원 이병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내과

위 원 이우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

위 원 이윤정
홍익병원 내과

위 원 장혜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

위 원 전 숙
경희대학교병원 내과

위 원 정인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내과

위 원 정찬희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내과

위 원 황유철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내과



어릴적바보는같은또래의놀림감이되고, 커서바보는어리숙

하여남에게늘속고산다. 남들은머리가모자란다고비웃지만,

바보는울고살기보다는웃고산다. 

자신의모자람을알기에더많은것을탐내지도않고, 자신의

것을악착같이갖기보다는남을위해기꺼이양보한다. 아니

손해보고살지만기꺼이버릴줄알기에‘행복’이란덤의축복

속에산다.

치열한경쟁속에서,각박한삶의현실속에서최근들어‘바보론’

이많은공감을얻고있다. 

이달 4월 21일, 고 김수환추기경의일생을담은다큐멘터리

영화‘바보야’(감독 강성옥, 제작 KBS미디어/포춘미디어)가

선종2주기를기념해제작발표된다고한다. 

특히“사랑은어떤의미로자기를아낌없이내주는거아닌가?

근데잘안되지”라고사랑에대한정의를내리는김수환추기경

의 인터뷰 장면은 스스로를‘바보’라 칭하며,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던 그를 더욱 그립게 한다. ‘바보야’는 이 세상 무엇

보다아름답게빛났던그의삶을통해진정한사랑의의미를

다시금일깨워준다.

어떤 사람이 물지게 양쪽에 각각 항아리 하나씩을 매달고

물을 날랐다.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했지만,왼쪽 항아리는

금이가있었다. 

그래서 주인이 물을 받아서 집으로 오면 왼쪽 항아리에는

물이반정도비어있었다. 주인에게너무미안했던금이간

항아리는이렇게말했다.

“주인님, 저는금이간항아리입니다. 저를버리고금이안간

좋은항아리를새로사서사용하세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걸 알고

있지만, 항아리를 바꿀 마음은 전혀 없단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한번보렴. 오른쪽길은아무런생물도자라지못하는황

무지가됐구나. 하지만왼쪽길을한번보렴. 네가물을흘린

자리위에아름다운꽃과풀이자라고있지않니? 금이간네

모습때문에많은생명이풍성하게자라고있단다.”

우리인생도이와같다. 이세상에는완벽한사람만쓰임받는

것이아니다. 조금금이간자, 부족한자를통해소중한열매가

맺힌다. 금이가서좀새는모습이있어야생명이자라게된다.

- 전병욱《생명력》중에서 - 

깨진항아리도소중하게여길줄아는바보 CEO가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