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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목) 

■ 11월 2일(금) 
시 간 강의실 강의 제목 연 자 / 소 속

08:30 - 09:00 등 록

09:00 - 09:10 개 회 사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09:10 - 10:40

Room I

신경내분비연구회 심포지엄 좌장: 김성연, 이은직

Optimal surgical approach for Rathke’s cleft Cyst (Consideration of diagnosis and Endocrine function) 김선호 / 연세의대 신경외과

Role of ghrelin in adult neurogenesis 박승준 / 경희의대 약리학과

NAD biology and central metabolism 김민선 / 울산의대

Room II

학연산 심포지엄Ⅰ 좌장: 박태선

CPC 

강호철 / 전남의대 내분비내과

박지강 / 제주의대 영상의학과

이재혁 / 전남의대 병리과

10:40 - 11:00 Coffee Break

11:00 - 12:00

Room I
Special Lecture - Metabolism                                           좌장: 최영길

Connecting myokines, exercise and metabolism Rexford S. Ahima, Univ. of Pennsylvania, USA

Room II

학연산 심포지엄Ⅱ - 기초연구 좌장: 원규장, 김병준

갑상선암의 진행관련 분자발굴 및 응용 김군순 / 충남의대

노화와 노화관련 질환의 분자적 제어 (Molecular interventions of aging and age-related diseases) 김재룡 / 영남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과

Inflammation-associated bone abnormalities in TAZ deficiency 황은숙 / 이화여대 약학대

12:00 - 13:10
Room I

Luncheon Lecture I 좌장: 차봉연

The new wave in type 2 diabetes treatment 김대중 / 아주의대

Room II
Luncheon Lecture II                                                       좌장: 강성구

The efficacy of vildagliptin in treating type 2 diabetes 박철영 / 성균관의대

13:10 - 14:00
Room I

Plenary Lecture I - Bone                                                 좌장: 임승길

Body composition and the risk of osteoporotic fractures Eric S. Orwoll, Oregon Health & Science Univ., USA

14:00 - 14:40
특 강 좌장: 김성운

꼭두의 성격과 그 맥락 김옥랑 / 동숭아트센터 대표, 꼭두박물관 관장

13:00 - 15:00 사파이어홀

간행위원회 심포지엄 - 대한내분비학회지의 발전 방안 (국제화, 내실화로 도약하는 EnM) 좌장: 김두만

Lessons from neighborhood: Endocrine Journal, the face of JES Itaru Kojima, Gunma Univ., Japan (일본내분비학회 편집위원장)

EnM에 투고된 논문들의 현황과 흔히 관찰되는 문제점 김수경 / CHA의과학대학교

EnM peer review system의 현황과 개선 방안 이가희 / 서울의대

EnM의 발전 방안 이시훈 / 가천의대

자유 토론(panel-현&차기 간행위원)

14:40 - 15:00 Coffee Break

15:00 - 16:30

Room I

Symposium -  Thyroid ⓣⓑ 갑상선 결절 및 암의 역학연구 좌장: 정재훈, 김인주

이차자료를 이용한 성과연구 - 암진료 성과연구를 중심으로 윤영호 /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역학적 특성 조사 정규원 / 국립암센터 암등록통계과

갑상선초음파 검진 및 갑상선결절환자의 진료 현황 현민경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Room II

학연산 심포지엄Ⅲ - 새로운 당뇨병 치료약물 좌장: 이인규, 백세현

Glucagon receptor antagonist: Controlling postabsorptive and fasting Hyperglycemia 이병완 / 연세의대

Development of GPCRs agonist for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es 안봉현 / LG생명과학 Open Innovation Center

11ß-hydroxysteroid dehydrogenase type 1 inhibitor: A potential drug target in the metabolic syndrome 김기영 / 한국화학연구원

Sodium-glucose transporter 2 inhibitor 노정현 / 인제의대

16:30 - 18:00

Room I

Symposium -  Bone ⓣⓑ 좌장: 김기수, 최제용

The Advanced strategy for bone formation and destruction 정대원 / 영남의대 미생물학과

Novel role of neurite outgrowth inhibitor A: Modulation of osteoclastogenesis via positive feedback regulation of NFATc1 이영균 / 경북대 치대

Role of orphan nuclear receptor COUP-TFII in osteoblast differentiation 고정태 / 전남대 치대

Room II

학연산 심포지엄 IV - Obesity 좌장: 김동선, 성연아

비만을 위한 내과적 및 외과적 치료 개요 김민선 / 울산의대

베리아트릭 수술 개요 허윤석 / 인하의대 외과

베리아트릭 수술의 대사개선 효과 조영민 / 서울의대

베리아트릭 수술의 한국 다기관 임상연구 분석 김용진 / 순천향의대 외과

시 간 강의실 강의 제목 연 자 / 소 속

18:30 - Welcome Reception

18:00 - 20:15 사파이어홀

갑상선분과회 심포지엄 좌장: 궁성수, 정재훈

심평원 자료를 이용한 국내 갑상선질환의 현황 연구 서기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소개 및 갑상선검사 도입의 배경 및 의의 김윤아 / 질병관리본부

미국 NHANES 에서 갑상선기능검사 결과 활용 이아리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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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일(토)
시 간 강의실 강의 제목 연 자 / 소 속

07:00 - 07:30 Room I
Breakfast Symposium                                                                좌장: 박성우

Overcoming barriers in treating type 2 DM patients with patient-centric approach 조영민 / 서울의대

07:40 - 08:00 등 록

08:00 - 09:30

Room I

Clinical Update - DM, Endocrinology 좌장: 박성우, 서교일

Individualizing bood glucose targets: Where are we? 김철식 / 한림의대

Stratege of beta cell function preservation in type 2 diabetes treatment 이재혁 / 관동의대

Endothelial dysfunction, emerging as a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 정우영 /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Room II

Symposium - Neuroendocrine 좌장: 김경진, 이병주

Role of inflammatory mediators in the hypothalamic control of energy balance 이병주 / 울산대 생명과학부

Hunger-promotong hypothalamic neurons control integrative physiology of health and higher brain functions Tamas L. Horvath, Yale Univ., USA

Role of reactive oxygen species(ROS) in hypothalamic regulation of energy metabolism Sabrina Diano, Yale Univ., USA

09:30 - 09:50 Coffee Break

09:50 - 11:20

Room I

Symposium - Thyroid ⓒ 갑상선 결절 진단의 최신 지견 좌장: 김경래, 궁성수

Follicular neoplasm의 진단과 치료 김원배 / 울산의대

갑상선 결절의 Core needle biopsy 나동규 / 휴먼영상의학센터

미세침흡입세포를 이용한 BRAF 유전자 검사 방법 비교 기창석 / 성균관의대 진단검사의학과

Room II

Symposium - Lipid & Obesity ⓒ or ⓣⓑ 좌장: 강성구, 김용성

Lipid guideline update: Focus on NCEP ATP IV 이창범 / 한양의대

The role of TGH(triglyceride hydrolase) in hepatic lipid metabolism 최성희 / 서울의대

Pharmacologic treatment for low HDL cholesterol 구본정 / 충남의대

11:20 - 12:00 Room I
2012년도 남곡학술상 시상 및 발표 좌장: 민헌기

Stem cell therapy for osteoporosis 신찬수 / 서울의대

12:00 - 13:10 Room I
Luncheon Lecture III                                                                 좌장: 김광원

Proven Efficacy and Safety of Sitagliptin: Focus on Korean Patients Data 안규정 / 경희의대

13:10 - 14:00 Room I
Plenary Lecture II  - Neuroendocrine 좌장: 변동원

Neuroendocrine regulation of energy metabolism Tamas L. Horvath, Yale Univ., USA

14:00 - 15:30

Room I

Symposium - Bone ⓒ - Osteoporosis in Korea: KNHANES 결과를 중심으로 좌장: 강무일, 윤현구

Age and gender different change of bone mass and architecture in premenopausal women 김경민 / 연세의대

The prevalence and management status of osteoporosis in Korean adults aged 50 years or older 최용준 / 아주의대

한국 여성에서 골다공증의 유병률, 인지율, 치료율 및 한국 여성의 간접흡연과 골다공증 박상민 /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Room II

Symposium -  DM ⓒ or ⓣⓑ - Pathophysiology and clinical aspects of diabetic microvascular complications 좌장: 이현철, 이형우

New advances and new therapeutics in diabetic nephropathy 한상엽 / 인제의대 신장내과

Effect of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on diabetic retinopathy 변석호 / 연세의대 안과

Novel therapeutic approaches for diabetic autonomic neuropathy 권혁상 / 가톨릭의대

15:30 - 15:40
Room I

2012년도 향설젊은연구자상, 국내/외 학술상, 우수포스터 시상식

15:40 - 15:50 폐 회 사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 Clinical, ⓣ Translational, ⓑ Basic

* Room I, II : 크리스탈홀

* Room III : 사파이어홀(갑상선분과회ㆍ간행위원회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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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갑상선암에서 티로글로불린(Thyroglobulin) 상승 환자의 장기 추적결과 (Long-term Consequence of Elevated

Thyroglobulin in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Thyroid, Epub ahead of print,  2012

대부분의 분화갑상선암은 매우 느리게 진행하며 사망률도 낮으나, persistent/recurrent disease의 경우 재발 및 사망률의 증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persistent/recurrent disease인 환자를 가려내고 이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청 티로글로불린

(Thyroglobluin, Tg)은 분화갑상선암에서 재발을 예측하는 가장 민감한 인자이다. 이 연구에서는 갑상선암환자에서 갑상선호르몬

중단(thyroid hormone withdrawal; THW) 후의자극Tg(stimulated serum thyroglobulin, STg)의변화양상및임상경과에대해

살펴보고환자들의재발위험도및장기결과를예측하고자하였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갑상선전절제술후방사성요오드치료를받은환자중치료후 1년째측정된 STg(STg1) 값이 2 ng/mL 

이상이며경부초음파, PET, 흉부CT 등의검사에서는임상적완치상태(no structural evidence of disease, NSED) 이고이후더이상

의치료없이1~2년간격으로STg(TSH >30 mU/L일때측정하였으며, TgAb > 60 U/ml인환자는제외하였다)를반복적으로측정해

온186명의환자가연구에포함되었다. 

환자들을STg1 결과에따라2-4.9 ng/mL, 5-19.9 ng/mL, ≥20 ng/mL의세군(group A, B, 및C)으로분류하였고, STg1 후측정

된STg(STg2)의증감에따라 50% 이상감소(group 1) 및 50% 미만감소혹은증가(group 2)의두군으로분류하였다. STg는재발

하거나(structural recurrence) 생화학적완치(biochemical remission, BR, STg <1 ng/mL로정의) 상태에도달할때까지주기적으로

측정되었다.

Group C의환자들은A, B의환자들에비해유의하게종양크기가크고, 전이된림프절개수가많았으며, 좀더광범위한경부청소술

을시행받았다(p <0.005). 이외성별, 나이, 병리, TNM 병기등은차이가없었다.

추적관찰동안group A, B, C에서NSED를유지한환자는각각61(76%), 46(70%), 20(50%) 명이었다. 이들의연속측정한STg 값은

일반적으로감소추세를보였으며, 이들 중 33(41%), 11(17%), 1(3%) 명의 환자는자연적으로 BR 상태에도달했다(도달까지의기간

[median]은각각69개월, 106개월, 미상). 나머지19(24%), 20 (30%), 20(50%) 명의환자들은recurrent/persistent disease 상태였으

며, 이들의연속측정한STg 값은대체로STg1에비해감소하지않았고또한Group 1과2에서유의하게재발률에차이를보였다. 이로

보아분화갑상선암의일차치료후STg1이상승되어있는환자에서반복적인STg의측정을통한STg의변화상태관찰은환자의장기

예후를예측하는유용한인자로생각된다.

TSH 30 uU/ml 기준은 stimulated serum thyroglobulin(STg)의 상승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적합한 기준은

아니다. (In Thyroidectomized Patients with Thyroid Cancer, a Serum TSH of 30 uU/ml after Thyroxine Withdrawal is not

always Adequate for Detecting an Elevated Stimulated Serum Thyroglobulin)

Thyroid, Epub ahead of print, 2012

분화갑상선암환자의추적관찰에서persistent/recurrent disease를발견혹은예측하는데가장민감하다고알려진STg 기준치는1-

2.5 ng/ml 이상으로알려졌다. 이전 Edmonds 등의연구에서 I-131 전신스캔에서적합한섭취에필요한기준값으로제시한 TSH 

30 uU/mL 가현재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아직까지정확한STg 값을얻기위해적절한TSH 값및충분한TSH 상승을위한

적절한THW(thyroid hormone withdrawal)의기간등은정해져있지않다. 

이에이연구에서는전향적코호트연구를통해4주간의THW 기간동안매주Tg와TSH를측정하여적합한THW의기간과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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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이유진- 국립암센터갑상선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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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포스포네이트의지속적인효과를위해서는혈중 25(OH)D 농도가 33 ng/ml 이상유지되는것이좋다 (The 25(OH)D

Level Needed to Maintain a Favorable Bisphosphonate Response is ≥ 33 ng/ml) 

Osteoporos Int, 23:2479-2487, 2012

비스포스포네이트를투여할때오직일부의환자에게서만효과가지속하는데, 그이유에대해잘알려져있지않다. 본연구는비스

포스포네이트에대한반응과혈중 25(OH)D 농도와의연관성에대해‘실제임상(real world)’상황을배경으로분석하였다. 두곳의

뉴욕병원에서비스포스포네이트를투여중인폐경후골다공증환자를대상으로하였다. 스테로이드를만성복용하거나, 대사성골질

환이 있거나,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복용법을 준수하지 않는 환자는 제외하였다.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대한 비반응 군의 정의는

EUROFORS 연구를기반으로하였고, 비스포스포네이트투여후에도 1) T-score가 -3.0 미만으로지속하거나, 2) BMD가 3% 이상

감소하거나, 3) 약제투여기간중골절이발생하는경우로하였다. 25(OH)D 농도의평균을비스포스포네이트반응군과비반응군에

서비교하였고, 비반응군에대해서는다중회귀분석을시행하여, 약제에반응하지않는요인을분석하였다. 총210명의환자가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47%(N=99/210)가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었다. 혈중 25(OH)D 농도가 33 ng/ml 이상인 경우, 

비스포스포네이트반응군에속할가능성이4.5배높게나타났다(P<0.0001). 혈중25(OH)D 농도가1 ng/ml 낮을수록반응군에속할

odds ratio를~5% 감소시켰다(odds ratio=0.95; 95% confidence interval, 0.92-0.98; P=0.0006). 결론적으로, 혈중25(OH)D 농도

가33 ng/ml 이상인환자에서비스포스포네이트치료에대한반응을유지할가능성이유의하게높았다. 이25(OH)D 농도에대한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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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한성민- 강서미즈메디병원

TSH 값을평가하고자하였다. 또한, FACIT-F(Functional Assessment of Cronic Illness Therapy-Fatique)라는설문을통해QOL의

저하를최소로하는THW 기간을결정하고자하였다. 이전갑상선절제술및방사성요오드치료후STg가0.5 ng/ml 이상이었으며

갑상선호르몬복용중의Tg 가0.5 ng/ml 이하인47명의분화갑상선암환자를대상으로첫방문에TSH, Tg, TgAb를측정하고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이후4주간THW를유지하면서매주방문시에TSH, Tg, TgAb 측정및설문작성을하였다.

충분한결과를얻은44명의환자에서최종적으로분석을시행하였다. TSH 기준30uU/ml는THW 3주, 4주후에각각33명(72.7%),

43명(97.8%)의환자에서얻어졌다. 하지만기준을TSH > 80uU/ml으로했을때에는4주THW 후 53.3%에서만기준을만족하였다.

THW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4주간의 THW 기간 동안 TSH와 Tg는 지속해서 선형 상승

하였다. 최고상승한STg가 2 ng/ml 이상이었던 15명의환자중TSH 30 uU/ml 기준에서는38%의환자만이STg 2 ng/ml 이상을

만족시켰으며, THW 2주, 3주에각각3, 11명이TSH 30 uU/ml 기준을만족하였고, 0 (0%), 6명(64%) 이 STg 2 ng/ml 이상을만족

하였다. TSH 기준에상관없이3주의THW로는60%만이STg 2 ng/ml 이상이었으며, TSH 60-80 uU/ml 기준에서도86%만이STg

2 ng/ml 이상이었다. 이로볼때, 현재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는TSH 기준치30 uU/ml은많은환자에서상승한STg 값을발견하는

데부적합하며, TSH 기준80-100 uU/ml이더좋은기준치임에도이기준역시일부에서만상승한STg 값을발견할수있었다. 단,

TSH > 20 uU/ml 일때STg < 0.2 ng/ml을만족하는환자는모두최고STg가2 ng/ml 이하였다. 이들에서는선택적으로THW 기간

을줄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QOL을보기위해시행한FACIT-F는TSH 값과연관성을보이긴했으나심하지않은갑상선기능

저하를발견하는데에는별도움이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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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nstitute of Medicine의‘충분(adequate)’정의를상회하는것이므로, 향후특정치료의성과를위해더높은기준이필요한지에

대해논란의여지가있다.

알도스테론혈증이뼈에미치는영향 (Bone Involvement in Aldosteronism) 

J Bone Miner Res, 27:2217-2222, 2012

알도스테론증이있는쥐에서, 골밀도와골강도가감소한다는사실이보고된바있다. 본연구에서는원발성알도스테론증(PA)을가진

환자에서알도스테론증이뼈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였다. 2009년11월부터2011년10월까지, 총188명의부신우연종환자를대상으로

혈중알도스테론/레닌비(Aldosterone-to-renin ratio, ARR)를 측정하여원발성알도스테론증(PA)에 대한선별검사를시행하였다.

ARR 측정에서양성이면확진검사를했고, 11명은원발성알도스테론증(PA)으로, 15명은아닌것(nPA)으로확인되었다. 11명의 PA 

환자에대해혈청/소변생화학적검사및혈중부갑상선호르몬(PTH)을 측정하였고, DXA-요추(LS) 및 대퇴골(TN and FN)과 척추

(T4~L4) 영상검사를시행하였다. PA 환자군에서 nPA군에비해 24시간소변칼슘배출량 (6.28 ± 1.85 대 4.28 ± 1.18 mmol/d;

p<0.01)과PTH 농도(9.8 [5.8-14.6], median [range] 대5.3 [2.5-10.8] pmol/L; p<0.01)가현저히높게나타났다. 골밀도Z-score는

각각LS (-1.18 ±0.99 대0.22 ±1.12), FN (-0.85 ±0.73 대0.01 ±0.82), TN (-0.49 ±0.61 대0.39 ±0.93)으로, PA 환자군에

서nPA군보다유의하게낮게측정되었다(각각p=0.003, p=0.011, p=0.012). 골다공증의유병률이PA 환자군에서높았고(8/11, 72.7%

대3/15, 20.0%; Fisher’s exact test: p=0.015), 척추골절또한PA 환자군에서많이발생했다(5/11, 45.5% 대2/15, 13.3%; Fisher’s

exact test: p=0.095). 회귀분석결과연령, 체질량지수(BMI), 요추골밀도(LS-BMD)에상관없이, PA이골다공증및척추골절의발생

에연관된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각각odds ratio[OR], 15.4; 95% confidence interval[CI]=1.83-130, p=0.012; 과OR, 30.4; 95%

CI, 1.07-862, p=0.045). PA 환자 11명에 대해 치료(수술 또는 스피로노락톤)를 시행한 결과, 6개월 후 9명의 소변 칼슘배출량

(p<0.01)과PTH (p<0.01) 농도가유의하게감소했으며, 1년후5명의골밀도가유의하게증가하였다(LS, p<0.01). 결론적으로, PA은골

다공증및척추골절, 소변칼슘배출량의증가와연관이있다. 

Bariatric surgery and Prevention of Type 2 Diabetes in Swedish Obese Subjects

N Engl J Med, 367:695-704, 2012

체중감소를통해제2형당뇨병을예방할수있으나행동양식의변화만으로이를유지하기는쉽지않다. 저자들은 nonrandomized,

prospective, controlled study를통해배리아트릭수술이제2형당뇨병의예방에어떤효과가있는지알아보고자하였다. 전체1,658

명의 배리아트릭 수술을 받은 군과 1,771명의 비만인들을 대조군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두 군 모두 최초에 당뇨병을 앓고

있지않은대상자들로구성되었다. 배리아트릭수술을받은군에서는19%가banding, 69%가vertical banded gastroplasty, 12%가

gastric bypass 수술을시행받았으며대조군은일반적인관리만을시행받았다. 대상자의연령은37에서60세였고체질량지수(BMI)

는남자는34 kg/m2 이상, 여자는38 kg/m2 이상이었다. 본연구는제2형당뇨병발생비율에초점을맞추었으며연구의secondary end

E
D

U
C

A
T

IO
N 최신내분비질환

당뇨병
진상욱- 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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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로 설정되었다. 분석 시점에서 환자들은 15년까지 추적 관찰된 상태였다. 두 군 간의 matching에도 불구 하고 몇 baseline

characteristics에서군간유의한차이를보였는데최초체중은수술군에서더높았고위험인자들이대조군보다유의하게뚜렷했음을

확인하였다. 추적관찰15년째에최초등록되었던피험자의36.2%가탈락하였으며30.9%에서총15년의추적관찰기간을채우지못한

상태였다. 추적관찰기간동안대조군에서 392명, 수술군에서 110명의제2형당뇨병이발생하였으며이는 1,000인년당발생률로

계산했을때각각대조군에서 28.4명, 수술군에서 6.8명이었다(보정위험비는수술군에서0.17, 95% CI 0.13-0.21; P<0.001). 배리

아트릭 수술의 효과는 공복혈당장애의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체질량지수에는 그렇지 아니했다. Endpoint imputation을

포함하는민감도분석결과도동일한결론을보였다. 수술후사망률은0.2%였고합병증때문에수술90일이내에재수술은받은환자

는2.8%였다. 결론적으로배리아트릭수술은비만환자들에게서의제2형당뇨병발생예방에일반적인관리와비교하여훨씬유용한

방법으로나타났다.

Effects of Gevokizumab on Glycemia and Inflammatory Markers in Type 2 Diabetes

Diabetes Care, 35:1654-1662, 2012

Interleukin(IL) 1β에의해조절되는선천성면역계의대사적활성은제2형당뇨병에서관찰되는베타세포의기능부전의원인중하나

이다. Gevokizumab은 새로운 human-engineered monoclonal anti-IL-Iβantibody로 저자들은 제2형 당뇨병의 치료에 있어

이약제의안정성과생물학적활성도를평가하였다. placebo-controlled, dose-escalation study로총98명의환자가위약군(n=17)

과 gevokizumab군(n=81)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본 연구의 1차 목적은 제2형 당뇨병에서 gevokizumab의 안정성 평가였고 2차

목적은다양한약물농도와투약경로및사용방법에따른약물동태학의측정그리고생물학적활성도를측정함에있었다. 본약제의

순응도는심각한부작용없이양호하였으며같이사용중이던인슐린의감량이필요했던저혈당이1례에서보고되었다. 약물반감기는

22일로써 gevokizumab의 배출은 human IgG2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Combined intermediate-dose group에서(single dose of

0.03 and 0.1 mg/kg) 위약을 보정한 당화혈색소의 감소는 1, 2, 3개월째에 각각 0.11, 0.44 (P=0.017), 0.85%였고 이는 모두 c-

peptide 분비증가, 인슐린감수성의증가그리고 CRP 및각종 cytokine의감소를동반하였다. 결론적으로 gevokizumab은제2형

당뇨병환자에서인슐린분비와작용의호전그리고염증의완화를통해고혈당을개선하였다. 이약제는월1회또는그이상의기간에

1회로사용할수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동반한 완치된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성장호르몬 보충은 삶의 질과 대사지표들을 개선한다. (GH

Replacement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Metabolic Parameters in Cured Acromegalic Patients with Growth Hormone Deficiency)

J Clin Endocrinol Metab, 97:1-6, 2012

말단비대증의완치후에성장호르몬결핍증을동반한환자들에서성장호르몬보충에대한효과에대해서아직알려지지않았다. 이러한

환자에서성장호르몬보충이삶의질과대사지표들을개선하는지알아보고자하였다. 총42명의성장호르몬결핍증환자들을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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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김보연- 순천향의대부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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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적연구를시행하였다. 이중 10명은말단비대증을치료받은후재조합성장호르몬을주사하였고(Group A), 12명을치료를거부

하였다(Group B). 20명은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을수술한환자에서재조합성장호르몬을주사하였다(Group C). 12개월, 36개월이

후성장호르몬보충을받은A와B 집단에서는체성분및지질대사에서호전을보였고, 당대사의악화는없었다. 삶의질도개선되었다.

비기능성 뇌하수체선종 치료 이후뿐만 아니라 말단비대증의 완치 후에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동반한 환자들에게서도 성장호르몬

보충은체성분및지질대사를개선하고, 삶의질을개선한다. 따라서이러한환자에게서도성장호르몬보충을고려해야만한다. 

쿠싱병에서 하추체정맥동검사를 시행할 때 prolactin의 측정은 뇌하수체선종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Prolactin Measurement During Inferior Petrosal Sinus Sampling Improves the Localization of Pituitary Adenomas in

Cushing’s Disease)

Clinical Endocrinology, 77:268-274,  2012

하추체정맥동검사는뇌하수체의존성쿠싱병과이소성부신피질자극호르몬분비종양을감별하는데많은도움이되나, 뇌하수체내에서

선종의위치를예측할수있는지는명확하지않다. 본논문은쿠싱병에서하추체정맥동검사를시행할때prolactin의측정이뇌하수체

선종의위치를결정하는데도움이되는지평가하였다. 하추체정맥동검사를시행한44명의뇌하수체의존성쿠싱병환자를후향적으로

연구하였다. MRI에서뇌하수체선종의위치를결정할수있는경우는17/28(61%)였다. CRH의주입전과후의maximum intersinus

ACTH gradient가 1.4 이상인 경우, 15/28(54%)에서 선종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하추체정맥동검사시 prolactin의 측정하여

prolactin adjusted intersinus ACTH gradient가 1.4 이상인경우, 21/28(75%)의경우에서선종의위치를결정할수있었다. 쿠싱병

에서하추체정맥동검사를시행할때ACTH뿐아니라prolactin의측정은뇌하수체선종의위치를결정하는데도움을줄수있겠다. 

쿠싱병에서 Pasireotide에 대한 12개월 3상연구 (A 12-Month Phase 3 Study of Pasireotide in Cushing’s Disease)

N Engl J Med, 366:914-924,  2012

쿠싱병은높은사망률과연관이있는질환으로, 최근이에대한내과적인치료제로대두되고있는약제가Pasireotide이다. Pasireotide

는 multiple somatostatin receptor subtypes에 결합하는 somatostatin analogue이다. 무작위 이중맹검 3상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총162명의쿠싱병환자중82명의환자는600 μg, 80명의환자는900 μg 하루2번피하로주사하였다. 평균소변유리

코티솔의농도는치료2개월뒤에50% 이하로양군에서유의하게감소하였다. 혈청및침샘의코티솔농도역시유의하게감소하였으며,

혈장코티솔자극호르몬농도도감소하였다. 쿠싱병의증상및징후도사라졌다. 하지만고혈당관련부작용이162명중112명에서발생

하였지만 다른 부작용은 다른 somatostatin analogue와 차이가 없었다. Pasireotide는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선종의치료에있어서기대되는약물로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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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HDL-cholesterol and Risk of Myocardial Infarction: A Mendelian Randomization Study

Lancet, 380:572-580, 2012

LDL-cholesterol이대규모무작위배정연구나유전적DNA 변형관련연구에서심근경색위험증가와관련이있음이증명되어있다.

그러나HDL-cholesterol 수치증가와심근경색위험감소는여러관찰연구에서는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유전적DNA 변형

연구등을통한병리적연관성은명확히밝혀져있지않다. Genotype이감수분열중무작위로부여되어비유전적요인에영향을받지

않는다는점에서medelian randomization이혈중지표와병의연관성을보는데적절한연구기법이될수있겠다. 본연구에서는두

가지medelian randomization 분석을하였는데, 첫번째는 20,913명의심근경색환자와 95,407명의대조군에서 endothelial lipase 

유전자(LIPG Asn396Ser)의 SNP를 관찰했고, 두 번째는 12,482명의 심근경색환자와 41,331명의 대조군에서 HDL-cholesterol과

관련있는14개의SNP들로구성된genetic score를관찰했다. LIPG 396Ser allele 보인자는전체중2.6%였으며비보인자와비교하여

혈중HDL-cholesterol이높았으나심근경색의다른위험요소들에는차이가없었다. HDL-cholesterol 수치가낮은것은심근경색의

위험이 13% 정도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396Ser allele은 심근경색의 위험증가와는 관련이 없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HDL

cholesterol이 1SD증가하는것이심근경색위험감소와관련이있었으나genetic score에의한HDL cholesterol의 1SD증가는심근

경색위험감소와관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LDL-cholesterol와 심근경색위험증가는 genetic score와 일치하였다. 이

결과들은HDL-cholesterol을증가시키는일부유전적기전이심근경색의위험을감소시키지는않는다는것을보여주며, 약제등으로

HDL cholesterol을증가시키는것이심근경색의위험을일률적으로감소시키지는않을수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겠다.

Lipid-related Markers and Cardiovascular Disease Prediction

JAMA, 307:2499-2506, 2012

전통적인 심혈관질환의 위험 예측지수(risk score)에는 total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을 이용하지만, 최근 여러 지질 관련

지표들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표지자로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apolipoprotein B, apolipoprotein A-I,

lipoprotein (a), lipoprotein-associated phospholipase A2 등의새로운지표들을이용하는것이심혈관질환의위험예측을개선할

수있는가를보고자하는것이었으며, 기저에심혈관질환이없는165,544명에서10.4년follow-up 기간중총15,126건의심혈관질환

이발생한37개의전향적코호트연구들을분석하여10년심혈관질환-예측위험군을재분류하였다. 결과에서새로운예측표지자들을

total cholesterol과HDL-cholesterol에대신해서이용하여위험도를분석한경우위험예측정확도는악화하였다. 그러나이표지자

들을total cholesterol과HDL-cholesterol에더해서분석한경우10년예측위험의정확도를개선했는데, 위험식별을측정하는c-

index가 apolipoproetin B와 apolipoproetin A-I을 추가한 경우 0.006, lipoprotein (a)를 추가한 경우 0.0016, lipoprotein-

associated phospholipase A2 mass를추가한경우0.0018 증가하였다. 기존의위험예측으로중간위험군에해당하는대상자들을

새로운인자들을포함하여다시분석하였을때, apolipoproetin B와apolipoproetin A-I을추가한경우1.1%, lipoprotein (a)를추가

한경우4.1%, lipoprotein-associated phospholipase A2 mass를추가한경우2.7%의대상자들이ATP III guideline에따라statin

치료가 필요한 심혈관질환 가능성 20%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저자들은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들에서apolipoprotein B, apolipoprotein A-I, lipoprotein (a), lipoprotein-associated phospholipase A2 mass 등을기존의

total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을이용하는심혈관위험예측지수에포함하는것이예측정확도를약간증가시키며, 이러한

인자들을이용하는것이임상적으로유익한가에대한전향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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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inical Prediction Score to Diagnose Unilateral Primary Aldosteronism 

J Clin Endocrinol Metab, Epub ahead of print, 2012

성인에서일차알도스테론증(Primary aldosteronism: PA)의유병률은5~10%로알려졌다. 알도스테론과다분비는나트륨과칼륨균형

에이상을초래하며혈압을상승시켜서표적장기손상을일으키며부신절제술이가장좋은치료로알려졌다. 수술전양측성알도

스테론증과감별하기위하여부신정맥채혈술(AVS)이권장되고있지만, AVS는침습적인검사이며표준화가되어있지않고모든병원

에서시행하기어렵고고비용이라는단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저자들은이러한침습적인검사를대신할수있는임상적, 생리학적

및영상학적특징을알아보고자생리식염수부하검사로확진된 101명의 PA 환자들에대하여 AVS를시행하였다. 87명의환자에서

성공적인 AVS가이뤄졌으며이중 49명에서편측성이확인되었다. 특히영상검사에서전형적인 Conn’s adenoma를 보이며혈중

칼륨농도가3.5 mmol/liter 이하이거나eGFR이 100 ml/min/1.73 m2 이상인경우또는두가지모두해당하는26명의환자전원은

편측성PA로진단되었다. 이방식은 100% 특이도와 53%의민감도를보였다. 또한, 저자들은영상검사결과와저칼륨혈증및 eGFR 

값을이용한Clinical prediction score를만들어서 5점이상(최대 7점)인경우편측성PA에대한 100% 특이도를확인하였다. 또한, 

주목할만한결과로는비록9명밖에되지않았지만40세이하의환자에서10 mm 이상의부신종양이있는경우는모두가편측성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전형적인Conn’s adenoma가있는환자에서다음의두가지생화학적특징들(혈중칼륨농도< 3.5 mmol/

liter 또는eGFR ≥100 ml/min/1.73 m2) 중한가지를만족하는경우AVS를생략할수있겠다.  

Is Biochemical Screening for Pheochromocytoma in Adrenal Incidentalomas Expressing Low

Unenhanced Attenuation on Computed Tomography Necessary? 

J Clin Endocrinol Metab, 97:2077-2083, 2012

무증상 부신종양(부신우연종)은 부신질환과 관련이 없는 이유로 촬영한 영상검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유병률은 1~8.7%에

이른다. 최근영상기술의발달과고령화와함께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이러한부신우연종중에서부신수질에서카테콜아민을과다

하게분비하는종양인갈색세포종은심혈관질환을유발하며특히마취나수술중카테콜아민이대량으로분비되어서심각한고혈압이

나 부정맥을 초래하여 사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핀란드 헬싱키대학병원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부신우연종으로조영전CT와호르몬검사(24-h urinary metanephrine and normetanephrine, 1 mg dexamethasone

test and ACTH)를시행받은 174명에대한후향적연구이다. 총 9명의갈색세포종환자가조직학적으로확진되었으며조영전상쇄

계수(Hounsfield unit)가 10 미만인 115명중에서는한명도없었던반면에, 갈색세포종으로확인된 9명(15.2%) 전원이모두조영전

상쇄계수가10 이상인것으로확인되었다. 게다가조영전상쇄계수가10 이상인경우, 우연종의크기도더컸으며(2.6 vs. 2.3 cm) 기능성

종양이더많았다(27.9 vs. 8.9%). 이연구결과는최근대한내분비학회지(Endocrinol Metab 27(2):132-137, 2012)에김등이198명의

한국인을대상으로보고한후향적연구결과, 크기가 2.0 cm 또는조영전상쇄계수가 19 이하인경우갈색세포종일가능성이매우

낮았다는결과와유사한결론이다. 상기연구들을통해서이후부신우연종에서갈색세포종을배제할수있는기준을제시하고수술이

지연되는경우를줄이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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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폐경� 전� 여성과 남성에서 높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대퇴골� 소실을 촉진한다. (High Serum Total Homocysteine

Levels Accelerate Hip Bone Loss in Healthy Premenopausal Women and Men)

Kim BJ, Koh JM, Ahn SH, Lee SH, Kim EH, Bae SJ, Kim HK, Choe JW, Lim KH, Pyun KH, Kim TH, Kim SY, Kim GS.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Bone. 2012 Sep 26;52(1):56-62.

호모시스테인이골대사에대하여직접적이고, 해로운영향을준다는많은근거에도불구하고혈중총호모시스테인(tHcy)농도와골

소실에대한영향에관한연구는아직결론내기어려운상황이다. 본연구는다양한연령대의건강한남녀대상자에서혈중 tHcy와

연간골밀도변화의연관성에관해종단적연구를시행하였다. 30세이상의총460명의한국인을대상으로평균3년주기로건강검진

을시행하였다. 대퇴골근위부의골밀도를DXA로측정및추적검사하였다. 교란변수를보정후, 폐경전여성과남성에게있어tHcy

농도에 따라 용량 반응적으로 근위부 대퇴골의 골소실 속도가 빨라지는 결과를 보였으나, 폐경 후 여성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않았다. 폐경전여성의경우tHcy 3, 4 사분위해당자가, 남성의경우4 사분위대상자가모든대퇴골근위부(P=0.015-0.048)

와총대퇴골및대퇴경부에서높은골소실속도를보였다. 반대로, 폐경후여성들은 tHcy농도의사분위간에골소실속도의차이를

보이지않았다. 결론적으로, 이연구는tHcy 농도의증가가폐경전여성과남성에서의골밀도감소의독립적인위험인자라는근거를

제시하고있다.

혈청당화알부민은경동맥죽상경화증진행을예측한다. (Serum Glycated Albumin Predicts the Progression of Carotid Arterial

Atherosclerosis)

Song SO, Kim KJ, Lee BW, Kang ES, Cha BS, Lee HC.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therosclerosis. 2012 Sep 18.

본연구에서는혈청당화알부민(GA) 농도/고혈당정도의비(GA/A1c ratio)와경동맥죽상경화증의진행사이의연관성을연구하였다.

후향적인종적연구를위해연속적으로3개월또는6개월마다A1c와GA 수치를모두검사하고, 2회이상의carotid IMT 검사를시행

한군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대상자들은경동맥 IMT의비-진행(group I) 군과진행(group II)의 두그룹으로분류되어그룹간의

A1c, GA 그리고GA/A1c 비의평균값들을비교하였다. 총218명(남자122명, 여성96명)에서, group II (n=77)은group I (n=141)보다

기저수축기혈압, GFR, GA, GA/A1c ratio와 경동맥 IMT의 비후의진행(Δ IMT) 정도가모두높은결과를보였다. 평균 A1c는

group I보다group II에서더높은경향을보였다. (p = 0.054) Spearman’s 상관분석에서, group II에서는기저이완기혈압, 총콜레

스테롤, 중성지방, GA, GA/A1c가 Δ IMT 값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결과를 보였다.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혈청 GA level,

GA/HbA1c ratio는다른위험인자들을보정한후에도두모델에서Δ IMT 증가를예측하였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당화알부민이

유용한당화지표일뿐만아니라, 당뇨병성죽상경화증의발생에서죽상화단백의역할을한다고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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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 미세 유두암의 재발을 예방하지 못한다. (Radioactive Iodine Ablation Does Not Prevent

Recurrences in Patients with Papillary Thyroid Microcarcinoma)

Kim HJ, Kim NK, Choi JH, Kim SW, Jin SM, Suh S, Bae JC, Min YK, Chung JH, Kim SW. Department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lin Endocrinol (Oxf). 2012 Sep 7.

갑상선미세유두암(PTMC)은비록양호한장기적예후를가지고있지만, 초치료후재발은여전히문제이며, 또한방사선요오드치료

(RAI) 역할에대한논란은계속된다. 이연구에서는PTMC 재발에대한방사성요오드치료의효과를분석하였다. 1994년에서2004년

까지,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2,579명 중 초치료후 완전한 관해가 온 704명의 PTMC 환자를 추적하였다(중간값 64개월, 범위

1~185개월). 이중미세갑상선외부진행, 경부임파절전이또는다중병소등이동반된PTMC 환자들은재발에대한중간위험군으로

여겨졌다. 초치료후6명에서재발이발견되었다(중간값29개월, 10~70개월). 6명환자모두전갑상선절제술후RAI 치료를시행받은

환자였다. 갑상선암과 관련된 사망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재발 이후에도 관찰되지 않았다. RAI시행군과 비슷한 상황 Propensity

score를보이는환자에대한Cox회귀분석에서도, RAI 치료시행군과비시행군간에재발가능성의차이가없었다(p = 0.17). 중간위험

요소를갖는PTMC 환자에대한하위군분석에서도, 재발에대해RAI치료는의미있는영향을보이지못했다(P = 0.79). 결론적으로,

저위군, 중간위험군의PTMC 환자들에있어전갑상선절제술후RAI치료는종양재발을예방하지못하며, 추후대규모, 장기간의무작

위적전향적대조군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한다. 

제2형 당뇨병과 대사 증후군 환자들의 C1q/TNF-Realted Protein-3(CTRP-3) and Pigment Epithelium-Derived

Factor(PEDF) 농도 (C1q/TNF-Related Protein-3 (CTRP-3) and Pigment Epithelium-Derived Factor (PEDF) Concentration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Metabolic Syndrome)

Choi KM, Hwang SY, Hong HC, Yang SJ, Choi HY, Yoo HJ, Lee KW, Nam MS, Park YS, Woo JT, Kim YS, Choi DS, Youn BS,

Baik SH. Division of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Diabetes.

2012 Jul 26.

최근연구에서 adiponectin의유사물질인C1q/Tumor necrosis factor-related protein-3(CTRP-3)가포도당대사와선천면역의

조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항산화, 항염증 특성을 갖는 다기능성 단백질인 Pigment epithelium-derived

factor(PEDF)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과 연관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다양한 당내성 상태를 보이는 345명 환자를 대상으로

혈중순환CTRP-3, PEDF 농도를연구했다. CTRP-3과 PEDF와인슐린저항성, hsCRP, e GFR과 baPWV를포함하는심장대사

위험요인과의연관성을평가하였다. CTRP-3 농도는정상당내성그룹과비교하여, 제2형당뇨병과전단계당뇨병환자들에게서특히

높았으며PEDF 농도는차이가없었다. 대사증후군이있는환자들은대사증후군을갖지않는환자에비해CTRP-3, PEDF 농도가

높았다. CTRP-3와PEDF는허리-엉덩이비,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ALT, eGFR, hsCRP 및baPWV 를포함하는심장대사위험

인자와연관성을보였다. 결론적으로포도당대사불균형상태의환자들에게서순환 CTRP-3 농도는증가되어있으며, 대사증후군

환자에서는CTRP-3, PEDF 농도는모두증가되어있으며이들은순환대사적위험요소들과연관성을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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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로 대한내분비학회 회원의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논문이 있는 경우 저자께서 학회로 연락을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

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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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아시아-퍼시픽골대사학회겸호주, 뉴질랜드골대사

학회를다녀와서

호주와뉴질랜드에서합동으로진행되는2012년의골대사학회는

서호주(Western Australia)의퍼스(Perth)에서개최되었다. 미국,

유럽대륙보다상대적으로적은참여인원에대한보완과지리적

인여건때문에진행되었을것으로생각되는양국의합동학회는

올해로22회를맞이하였다. 올해에는제1회아시아-태평양골대사

학회(Asia-Pacific Bone & Mineral Research Meeting)를같이

개최한다는홍보때문인지일본과한국에서도많은인원이참석

하였다. 학회가 열린 퍼스는 서호주 인구의 약 80%가 거주하고

있는곳으로, 1829년영국이주민들이스완강하구에정착하면서

도시의기초가만들어진곳이다. 아름다운도시전경과인도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킹스 공원과 역사적 항구 도시인 프리맨틀

(Fremantle)이 잘 알려진명소이다. 남붕국립공원에있는피너

클스(Pinnacles)는뾰족한바위기둥들이드넓은모래언덕위에

펼쳐진대표적인야생공원으로, 오랜역사를지닌서호주의광활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졌다. 퍼스의 날씨는 연간

기온차이가크지않으며현지인들에게전해듣기로는연간 300

일이 날씨가 화창하다는데 학회 기간인 9월 2일부터 5일까지는

거의매일비가왔고우리나라태풍수준의바람이학회장을휘몰아

쳐서공부하기에는딱좋은날씨였다.           

학회는약4일간진행되었는데학회첫날은호주-뉴질랜드정형

외과 연구회(orthopedic research society)와 합동 학회로 진행

되어연골과뼈에관한기초연구주제를발표하였다. 본학회에

대표 연자로 초청된 Starvos Manolagas 교수는 뼈의 노화에

대한해석을여성호르몬중심에서산화스트레스와같은기전으로

설명하려는주제발표를언제나처럼열정적인모습으로진행하였

으며, osteoimmunology 분야발표에서늘빠지지않는Hiroshi

Takayanagi 교수는성인골재형성에서osteocyte에서분비되는

RANKL의역할, 파골세포에서생산되는 semaphorin 4D, 조골

세포에서생산되는semaphorin 3A 등이세포상호간의조율에

관한내용을강연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칼슘과심혈관질환과

의 관계를 발표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Mark Bolland 박사는

현재제시되고있는졸레드로네이트용량이과연적정한것인가

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또한 NEJM에 척추성형술이 효과적이

않다고게재한Rachell Buchbinder 교수의강연도직접들을수

있었다. 구연 35편이 발표되었으며 포스터로 157편이 발표되었

다. 가장우수한연제로는Ego Seeman 교수가대표연자로발표

한내용이선정되었다. Denosumab을사용한경우에일시적으로

증가하는 PTH 상승은 알렌드로네이를 사용한 경우보다 크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피질골의 porosity 감소와 연관

있음을발표하였다. 포스터내용중에는멜번지역의약4만명을

10여년간추적관찰하여칼슘섭취량과질병과의관계를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식이 칼슘을 많이 섭취한 군과

적게섭취한군을비교한결과에서식이칼슘섭취가늘어날수록

골절은34%, 심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률은37%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최근 칼슘을 가능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

하자는의견과일치되는내용을제시하였다. 현재는고인이되었

지만, 호주출신으로서우리에게잘알려진Greg Mundy 교수와

Philip Sambrook 교수를추모하는강연도진행되어과거에훌륭

한업적을기린과학자를다시한번생각할기회가되었다. 이번

호주, 뉴질랜드학회는아시아-태평양지역모임을겸하는형식

으로 치러져서 한국을 포함하는 10여 개국의 준비 위원이 학술

대회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학회마지막날저녁에는모든참석자가퍼스의야경을한눈에볼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식사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호주의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이 각국의 참석자들에게 국가 대항

노래 경연대회를 하자고 해서 사양하느라 곤란하기도 하였지만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여흥의 끝은 학술

대회장의인사겸공지사항으로마무리되었다. “2014년, 제2회

Asia-Pacific 골대사학회의 개최지는 한국입니다.”학회 준비에

대한부담도크겠지만오래기억될저녁임은틀림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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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퍼시픽골대사학회겸호주, 뉴질랜드골대사학회
정호연- 경희의대강동경희대병원

IS
S

U
E 최신학회이슈 - 국외

ETA
김태용-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2012년유럽갑상선학회참관기

일은항상밀려있는데하루, 한주, 한달이순식간에지나가는

세월을보내다가어느날스마트폰은다음주유럽갑상선학회가

있다고알려주었다. 송영기교수님을모시고많은학회에참석

하였는데, 이번학회만큼아무생각없이떠난학회도없는듯

하다. 다행인것은송영기교수님께서모항공사의밀리언마일러

이고 일행인 관계로 파리-서울 구간이 무료업그레이드 되는

행복을누렸다는점이다. 준비안된학회의장점은어디돌아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학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싶다. 한국에서20여명이상이이번학회에참석한것으로

알고있는데이중이번학회를가장열심히들으신분은송영기

교수님이셨을것이다. 피사의사탑을잠시구경하시고그근처

에서사진몇장찍으신것말고는학회장에만계셨으니. 

유럽갑상선학회의첫날에는다양한satellite meeting이있는데

이중하나인ETA-CRN(Cancer Research Network)을신청하여

들었다. 제목이“Unresolved question in thyroidology”이었는

데 follicular neoplasm의 진단, 갑상선암에서 예방적 임파절

절제술의 유용성, TgAb 양성 갑상선 암환자의 추적관찰 방침

등이주제였다. 정답이없는상황에서지금까지나온논문들을

바탕으로새로운연구에대한방향을제시하여주는매우유용한

강의였다. TgAb 양성갑상선암추적관찰방침에서는내이름이

공동저자인논문이두개나인용이되어흐뭇하였다. FNA 세포

병리검사에서분자유전학전진단의활용, TSH 수치와갑상선

암의연관성, 여포암의생물학적특성등도아주좋은주제였다.

첫째날은ETA-CRN이끝나고, 시차도적응할겸, 피사의사탑

으로향하였다. 메리놀병원의석지혜과장과상계백병원의김정민

교수와 함께 송영기 선생님을 모시고 피사의 사탑으로 향하였

다. 생각보다사탑이많이기울어져있다는인상외에는별로볼

거리는없었다.  

두번째날은Topic Highlight로학회가시작되었다. 학회장에

제출된초록중가장뛰어난초록 6개를학회모두에발표하는

것으로갑상선수질암에서 carbozantinib(XL184)의 임상연구

결과, 갑상선안구병증의정맥스테로이드주사의세가지투여

방법이전향적인비교연구가가장인상깊었다. 이후에는심포

지엄이 여러 방에서 동시에 열리고 포스터 세션이 이어졌다.

Meet the expert에서는Fugazzola 박사의갑상선수질암진단

법에대한강의를인상깊게들었다. 혈청calcitonin 수치가의

정상치가남자가여자보다높은데이는갑상선의크기에따라C

세포의절대수가다르기때문이라는것을들었다. 우리병원에서

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정상치를 쓰는 데, calcitonin 수치가

높다고 온 사람이 왜 항상 남자였는지 알 수 있었다. Young

Investigator session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35세 이하 (30세

인지도 모르겠다, 서양인의 나이는 사실 짐작이 안 간다.) 만

발표하는구연이다. 우리나라학회는항상35세이하만발표하는

게 당연하지만, European Thyroid Association 모임은 대게

교수님이 직접 구연을 한다. 이런 사이에서 주눅 들지 말라고

Young Investigator Session에서는 좌장도 발표자를 매우

칭찬하고, 설령 영어를 잘 못하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을 갖고 좌장이 연자를 이끌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감명을 받았다. 우리 학회에서는 반대로 50세 이상만 Old

Investigator session을 만들어서 교수님들도 창피하지 않게

구연발표를 직접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해보기도했다.

셋째 날은 다양한 구연,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갑상선 기능

이상과 정신과적 이상, 고혈압과의 연관, 시력과의 연관성 등

생각지도못하였던다양한시도들이인상적이었다. 미분화암에

대한심포지엄이있었는데, 분자생물학적배경, 역학연구, 치료

방침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가 다루어졌다. 글을 쓰는 지금도

병동에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심포지엄의

모든청중이새로운치료법에대한열망을가지고온듯하였지

만역시나아직은한계가있는듯하였다. 우리병원한지민선생

이 최근 발표한 미분화암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논문이

인용되는 것이 작은 즐거움이었다. 유럽갑상선학회의 특징이

하루는excursion이라고하여저녁식사와여흥거리를제공하여

주는점이다. 전남대학교병원강호철교수님과김희경교수등

과함께참석하여중세피사의모습과무제한의포도주, 공연등

을재미있게보았다.

넷째 날은 학회의 유혹 (?)과 송영기 선생님을 뒤로하고 인근

도시인피렌체를방문하였다. 피사에서기차로1시간남짓걸려

서 도착하였는데, 우피치 박물관에서 무려 3시간을 줄을 서서

들어가서1시간을보고나오는만행을저질렀다. 부실한점심을

2012년 10월 가을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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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오후내내강행군을하여피렌체의여기저기를돌아보았다.

피렌체라는도시가하루에보기에는너무멋진도시라는아쉬움

이있었다. 피렌체에서가장좋았던것은Il Latini라는식당에서

먹은저녁식사였는데, 자부심이대단한식당인지저녁7시부터영업

을하는데, 7시에가보니그앞에구름같이사람들이서있었다.

T 본스테이크가그집에명물이라고하여시켰는데, 아마살면

서먹어본가장맛있는스테이크가아니었나싶었다. 

마지막 날은 오전에만 강의가 있었다. Late Breaking

Presentation이 있었는데 TgAb를 이용한암에대한면역치료

에 관한 내용과 최근에 Nature에 발표된 줄기세포의 갑상선

분화 내용이었다. 갑상선 줄기세포 연구는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내가얼마나우물안개구리였나를알게되었다.

학회기간내내열공만하시던송영기교수님을모시고(엄밀히

말하면송영기선생님께서추천하신) 피사의맛집 da Bruno에

서 어제 먹어본 것보다 더 맛있는 T 본 스테이크와 토스카니

와인을마시면학회는마무리되었다. 피사를떠나파리를경유

하는데옆자리에계신선생님께서낯이익어봤더니대학일년

선배님이셨다. 역시세상은좁구나를다시느끼며무료업그레이드

된좌석에편히누워학회를정리하고일상으로돌아오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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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제82회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Thyroid

Association이 2012년 9월 19일부터23일까지5일간캐나다의

퀘벡(Quebec City)에서개최되었다. 서울에서약10시간이넘는

캐나다까지의비행시간뿐아니라, 캐나다내의토론토공항에서

퀘벡까지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 더 걸렸던 여정으로 꽤 먼

여행이었다. 학회참석과더불어세계적으로아름답기로소문난

캐나다퀘벡의단풍길, 9월의메이플로드를내심기대하였으

나, 도착하던날퀘벡의날씨는태풍Sanba가지나가던서울과

마찬가지로비와함께제법차가운바람이불고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으로부터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Thyroid Association에참가하기위해모인사람들의갑상선학

에대한관심은이러한날씨를잊을정도로뜨거웠다. 

이번학회는 43개국 1,600명 이상이참가하였으며, 약 200 여

개가넘는초록이전시되는등성황리에진행되었다. 6시 45분

이라는이른아침시간부터시작하는Early Riser Symposium

에서부터 Plenary lecture, Highlighted oral abstract

presentation, Meet The Professor workshop, Clinical

symposium, Basic research, Poster review session에이르기

까지많은사람이열띤토론과질문을나누면서높은학구열을

보였다. 올해는 Iodide resistant thyroid cancer의 치료,

Sodium/Iodine symporter의분자적접근, Iodine nutrition의

현황, Thyroid carcinoma의 molecular genetics, Brain과

thyroid hormone regulation 관계, Medullary thyroid

carcinoma에서의 Cabozantinib 치료, 갑상선 결절의

molecular diagnostics, Liothyronine pharmacokinetics,

Thyroglobulin의 측정 method, Non-LT4 replacement

therapy 등과같이갑상선암의주요이슈외에도새롭고다양한

주제들이관심을모았다. 그뿐만아니라Annual meeting 외에

펠로우를 위한 코너가 함께 마련되어 있었다. 갑상선 초음파

코스를비롯하여여러흥미로운케이스토론을통해세계각국

의 펠로우들끼리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나눌 기회가 되었다. 

심포지엄이끝난저녁에는여러참석자들간의소모임들도활발

히이루어졌다. 한국에서오신여러교수님들뿐만아니라국외

의 갑상선학 연구자들을 비롯한 많은 많은 참석자가 모여서, 

최신 지견을 나누고 서로의 열정을 교감하며 친분을 다질 수

있는시간이되었다. 

1년 뒤 제83회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Thyroid

Association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의산후안(San Juan)에서열릴예정이다. 

사진 1.퀘벡시의모습 사진 2. ATA참석자들과함께



제48회 EASD Annual Meeting

제48회유럽당뇨병학회가 2012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베를린까지 직항

편은 없어서 필자는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여 들어가게 되었

다. 프랑크푸르트까지 약 11시간의 비행시간이 걸렸고 프랑크

푸르트에서베를린까지는한시간여의시간이소요되어베를린

에도착할때쯤장시간의비행으로인한피로가밀려들어그때

는아무감흥을느낄수가없었다. 

학회장은 Messe Sud 역 근처에 있는 Messe Berlin이라는

컨벤션센터에서개최되었으며127개국, 1만8천여명이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0월 1일은 제약회사별로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본격적인 강의와 구연, 포스터 발표 등은 둘째 날인

10월2일부터시작되었다. 실제로학회기간은10월1일부터시작

이었는데 일요일인 9월 30일부터 학회장을 열어 등록을 확인

하고 Abstract 등의 information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았다. 

필자는 학회 둘째 날 점심시간 즈음에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포스터발표나구연발표시간에는다른강의가전혀

열리지 않게 스케줄이 잡혀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자연

스럽게그로인해많은사람이포스터발표에참여하여포스터

마다활발히토론하게되어매우좋은경험이되었다. 

학회장은 1만 8천여 명을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컸으며 모든

발표가 이루어지는 홀의 이름이 Langerhans, Virchow,

Koch 등의학의역사에서누구라도이름만들으면알수있는

저명한 독일 의학자의 이름으로 되어있었다. 이는 매년 여러

유럽 도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EASD 운영국의

센스가돋보이는점이라고생각하였다. 

18 대한내분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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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마지막세션으로Rising Star Symposium이열렸고

EFSD 연구 상을 수상한 젊은 4명의 연구자가 그들의 과거와

현재연구를발표하는프로그램이있었다. 또한, 올해 ADA와

공동발표한Management of type 2 diabetes: ADA/EASD

position statement에대한session이4일째인10월4일에있었

으며그외에도'Theapeutic applications of stem cells in diabetes

complications', 'Autophagy and diabetes', 'MicroRNAs and

diabetes' 등흥미로운여러주제에대한강의가풍성하였다.

필자는 학회기간 동안 U-Bahn이라고 불리는 독일 지하철을

애용하였는데 EASD 명찰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학회기간내내지하철, 버스에서이명찰을달고있는전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새삼 EASD의 규모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학회가 열리는 베를린은 낙엽이 떨어지는 고풍스러운

가을날씨여서 공부와 함께 유럽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어

매우즐거웠다. 

이번 EASD의 강의나 포스터들도 웹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므

로 추가로 더 보고 싶은 포스터나 구연발표가 있으신 분이나

학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이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보인다. (http://www.easdvirtualmeeting.org)

베를린돔

브란덴브르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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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제36회연수강좌를성황리에마치고

2012년9월9일일요일아침9시부터세종대학교컨벤션센터에

서<대한내분비학회제36회연수강좌>가열렸습니다. 총 253명

이 등록하였고 오후 5시에 마지막 세션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않고열심히듣고질문하며활발하게지식과경험을나누

는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개원가에서 흔하게 전원하는 내분비 질환에

대해다루었습니다. 유즙분비환자에대한혈중프로락틴검사

와 결과 해석 및 원인질환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 가톨릭의대

유순집 교수의 강의가 있었고, 고려의대 최경묵 교수는 최근

증가하고있는부신우연종의검사와치료에대해부신호르몬

검사 방법 및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의 추적 방법에 대해 여러

가이드라인을종합하여강의하셨습니다. 여러약제에도잘치료

되지 않는 고혈압에 대해 인제의대 고경수 교수가 기본적인

환자의 약물 순응도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내분비성 고혈압에

대한검사및치료에대해강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는 프렌닥터내과의 남재현 원장이 실제 경험을

통한성공적인건강검진센터운영전략및내분비전문의로서의

외래활성방안에대해강의하셨습니다. 이어서경희의대정호연

교수가 골다공증의 검사방법과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골다공증 환자의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고, 서울의대

김상완 교수가 다양한 증례별로 골절의 동반 유무나

골다공증의이차적원인에따른골다공증치료방법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점심식사시간에는 제가 최근

발표된ORIGIN 연구결과를통해 glargin 인슐린이

심혈관질환이나암의발생위험없이안전하게혈당

을잘조절할수있다는내용을발표하였습니다. 

오후갑상선세션에는울산의대김원배교수가갑상선

기능 이상의 다양한 증례를 제시하면서 갑상선기능

검사결과의해석을통한정확한진단과치료법에대해

강의하셨고, 고신의대 최영식 교수는 갑상선 결절의 초음파

검사나병리검사및갑상선암의수술후추적방법에대해강의

하셨고, 라파엘내과 윤현대 원장이 갑상선 질환을 특성화시킨

내분비 클리닉의 성공적 운영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하셨습니다. 

마지막세션은당뇨병에대해구성되었는데, 가톨릭의대차봉연

교수는 당뇨병의 경구약 선택에 대해 각각의 약제별 특징과

현재 치료 가이드라인, 그리고 간 기능 및 신기능 이상의 특수

상황에서 고려할 점까지 자세한 내용을 강의하셨고, 한림의대

김두만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에게 있는 인슐린 치료의 심리적 방해물 뛰어넘을 전략, 

기저인슐린을이용한인슐린치료시작법과추가적인식후인슐린

병합요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김윤내과 의원의 윤석기 원장은 실제

외래에서 당뇨병 환자 보는 진료실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생활습관요법및자가혈당측정에대한적극적인교육및외래

에서시행하는합병증검사를통한당뇨병특화된내분비클리닉

의성공적운영방안에대해강의하셨습니다. 

화장한 가을 날씨에도 이번 연수강좌는 일요일 온종일 내분비

질환에대한깊이있는강의와활발한토론을나눌수있는소중

한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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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제36회연수강좌
정인경- 수련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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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관동의대명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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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신경내분비연구회학술대회

신경내분비연구회에서2012년8월18일, 19일양일간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개최되었습니다. 이미여러차례신경내분비연구회

심포지엄및연구모임이있었으나올해부터학술대회라는이름

으로제1회모임을하게되었습니다. 

뇌하수체 분야의 최신 검사 소견과 다양한 뇌하수체 질환을

주제로내분비내과, 신경외과, 병리과등의다양한분야의선생

님들이같이하셔서최신지견을나누고토의하는시간이되었습

니다. 

신경내분비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국내의 여러 선생님이

강의해주셨고, 특히 뇌하수체 병리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kalman kovac 교수님이캐나다에서와주셨고, 뇌하수체분야의

많은연구성과를가지신Van der Lely 교수님이네덜란드에서

참석해 주시고 강의해 주셔서 학술대회가 더욱더 뜻깊었다고

하겠습니다. 학술대회는사전등록참석자에게는등록비를면제

해드리고, 지방참석자들께는교통과숙박을제공해드려서많은

지방선생님들의참석과더불어총115분이참석해주셨습니다. 

첫째 날은 뇌하수체 질환의 general interest부터 update,

controversial issue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

다. 첫세션으로갑상선검사의해석및가장흔히접하는뇌하

수체 호르몬 이상 질환인 hyperprolactinemia에 대한 접근

방법과 최근의 뇌하수체 영상 검사소견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강의하는내용이었고, 9시강의시작시에100 여명의참석자들이

학술대회장을가득메워주셔서성황리에시작할수있었습니다. 

이후드문뇌하수체질환및기초연구에도움이될동물모델에

대한 강의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뇌하수체 종양의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대해 외과적, 내과적 의견을

나누는강의들로진행하였습니다. 신경내분비연구회회원선생님

들뿐만아니라각병원전임의, 전공의들이참석해서뇌하수체

질환에대한최신지견을공부하는시간이되었습니다. 

둘째날은뇌하수체증례토의중심으로kalman kovac 교수님

과Van der Lely 교수님의최신지견에대한강의가있었습니

다. 말단비대증, 쿠싱등을포함한다양한5개의뇌하수체증례

토의는선생님들간에질환의접근및치료에대한다양한의견

을나누는유익한시간이되었고, 특히젊은내분비의사들에게

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특히 80세를넘긴고령이심에도열정

적으로 2일간에 걸쳐 강의해주시고 모든 강의에 comment를

해주신 kalman kovac 교수님의 열정은 젊은 연구자들에 큰

감동과존경심을가지게되는계기가되었습니다. 

양일간 많은 선생님이 마지막 강의까지 적극 참여하시고 많은

의견교환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신경내분비연구회

김성운 회장님과 이은직 학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신경내분비

연구회 많은 선생님의 관심으로 성황리에 제1회 학술대회를

마치게되었고이후매년다양한최신지견과흥미로운주제를

가지고신경내분비연구회학술대회를진행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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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계 학술대회는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에걸쳐성황리에개최되었다. 심포지엄으로미분화암, 방사성

요오드치료, 병리학적인병기결정및분자생물학을소개하였다. 

이번학회에서는방사성요오드에관한집중적인강의가있었다.

심포지엄으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서 경험적 고정용량 및

dosimetry에 대한 소개를 핵의학과 선생님이 해 주셨다. 표준

고정용량이란정상잔여갑상선조직에는30~100 mCi, 주변조직

을침범하였을때 150~200 mCi, 원격전이에 200 mCi를 투여

하는것을말하는데, 간편하고안전성이높으나, 진행성암에서

는치료효과가불충분할수있다는게단점이다. 이에반해선량

측정으로계산한정량적투여의경우맞춤치료라는측면에서는

도움이되나, stunning effect가나타날수있다는단점이있다

고소개하였다. 

2011년에미국갑상선학회에서발표된방사성요오드치료에대한

환자안내서를바탕으로한대한갑상선학회주최“갑상선분화암

의방사성요오드치료에대한환자안내서”도책에소개되었다.

금요일오후에는효과적인프레젠테이션법에대한소개가있었

고, 같은 시간대에 방사성 요오드 환자교육에 대한 실무교육이

있었다. 먼저방사성요오드치료에대한기본지식에대해내과

와 핵의학과에서 강의를 해주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

에서저요오드식이에대해강의해주셨다. 아산병원핵의학과에

서시행하고있는실무교육및진료지원시스템등에대한소개

가 있어 환자 관리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도움을주었다. 

Tstage와 Nstage에 대해 병리과에서 소개하였다. 임상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이 T3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영향을

미치는 minimal extrathyroidal extension에 대한 것을 소개

하였다. 병리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minimal extrathyroidal

extension의정의가약간씩다른것같아이에대한정의가통일

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Nstage에선N1b에대한얘기가주를

이루었다. 즉N1b가예후에과대평가된게아니냐는내용을소개

하였다. Micrometastasis(전이암의크기가0.2 cm미만)가예후

(즉생존율과국소재발에)에차이가없다는내용을소개하였으

나, 이런것이방사성요오드치료후의결과에따른것일수도

있어 아직 단정 짓기는 이르다. 또한, 아직까진 병리 결과지에

micrometastasis를기재하지않아임상의사로서는피부로느끼

질 못하였다. 그와는 반대로 3 cm 넘게 림프절전이가 있다면

이는나쁜예후인자라고하였으나병리선생님말씀으론흔치

않다고한다. 

Plenary Lecture로 Dr.Hitoshi Noguchi가 노구치병원의역사

를소개하였다. 갑상선수술후에환자에게병원오라고우편엽서

를 보내어 많은 환자가 추적관찰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함을

느꼈다. 수술성적도매우훌륭하여재발률이1%대라고소개하였

으며, 그래서인지크기가작은갑상선결절의경우갑상선전절제

술을하지않는다고한다. 갑상선수술후에체중변화를소개하면

서갑상선에통상적으로알려진갑상선호르몬외에체중조절에

관여하는또다른물질이있는게아닌가도제시하였다. 

Topic highlights로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핵의학과에서소개

된구연을발표하면서활발한토의가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학회에서애매한것을정리해준다는의미에서애정

학시간을가졌고,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핵의학과, 영상의학

과, 병리과선생님들의고견을들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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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갑상선학회2012년추계학술대회및연수강좌
김경원- 서울의대강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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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ICLA 2012
김성래- 가톨릭의대부천성모병원

2012년 10월 가을호 23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ICLA 2012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회장: 신현호- 관동대순환기내과, 이사장:

이문규- 성균관대내분비내과)는빠르게연구가진행되며학문

적으로성장하고있는지질, 동맥경화분야에서아시아지역을

뛰어넘어국제적으로의미가있는학술대회를개최하기로의견

을모아서올해44차추계학술대회를국제학술대회로진행하게

되었다.

학술대회의 명칭은 The 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약칭 ICLA 2012)로 정하고

진행되었다. 

처음 개최되는 학술대회였지만, 여러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Henry N. Ginsberg(Columbia University, NY, USA), Robert

H. Eckel(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Anschutz, USA),

Jean-Pierre Despres( Institut universitaire de cardiologie

et de pneumologie, Quebec, Canada) 같은 석학들을 초빙할

수있었다.

Henry N. Ginsberg가 Plenary lecture로“VLDL-Apo B

Metabolism & ER stress in insulin resistance라는제목으로

강의를해주었고, Robert H Eckel이요즘많이이슈화되고있는

중성지방과 관련해서“Hypertriglyceridemia: Controversied

regarding mechanism and management”라는제목으로인상

적인 Plenary lecture를 해주었고, Jean-Pierre Despres는

“Physical activity/exercise in the management of

cardiometabolic risk: Is weight loss the right target?”이라는

제목으로special lecture를해주었다.

이외에도 Cardiometabokic risk에 관한 session, vascular

biology에 관한 session, dyslipidemia와 athesclerosis의

epidemiology에 관한 session 등이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의

열띤호응을받았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15개국에서 약 450명이 참석하면서 첫

국제학술로서는비교적성공적으로진행되었지만, 강의내용의

우수성에비해서는참석자가좀더많았으면더좋았을것같았

다는생각은들었다. 그리고이번대회에는동남아지역에서경제

적인이유로참석이어려운젊은학자들을위해서 20명에게일

인당$1,500의 travel grant를준비하였는데, 수혜를입은외국

의젊은학자들이감사의뜻을표하는것을보면서, 앞으로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는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동남아지역 참석자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가도

들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총무이사로, 또이번 ICLA 2012 조직

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많은

분의협조와노력으로대회가잘마무리된것같아지면을통해

감사의인사를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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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개

대전·충청지회소개

1979년 3월부터 대한내분비학회를 중심으로 증례를 발표하는 월례집담회가 있었지만, 서울지역에서만 순회하면서 개최되어

지역적으로떨어져있는대전충청지역의내분비학회회원이참석하기가어려운점이많았다. 점차지역에서도회원들의학문

발전과친목을위한교류의필요성이증가하여 1997년 11월 29일충남대학교병원에서대전, 충남, 충북지역의내분비학회회원

을중심으로대한내분비학회대전·충청지회를결성하고, 초대회장으로충남의대노흥규교수가선출되었다. 초기에는회원수

가적고마땅한모임장소도없었지만, 초대회장노흥규교수와각회원들간의끈끈한결속력및노력을바탕으로대전, 충남, 

충북지역을순회하면서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성선및대사질환에이르기까지다양한증례를발표하고토론하는학술집담회

를개최하였다. 

1999년제2대회장에충남의대김영건교수, 총무이사에충남의대송민호교수가선출되었으며, 학술집담회를연6회정례화하고

지회참석자들을확대하여대전충청지역의대학병원에근무하는내분비학을전공하는의사들뿐만아니라일선에서환자를진료

하는지역사회개원의사, 봉직의사들과교류하고소통하는교류의장으로발전하였다. 2003년에는충북의대궁성수교수가제3대

회장으로선출되었고점차정회원수가증가하여 40명을넘어서게되었다. 회원이증가하면서증례토의이외에전반적인내분비

대사질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 집담회의 필요성과 회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연자를

초빙하여최신지견을들을기회를제공하기시작했으며, 신진연구자를중심으로학술세미나를개최하여연구의욕을고취하는

기반이마련되었다. 이러한지속적인학술활동을통해2004년11월에는갑상선분과회와협조하여제4회대전갑상선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의사들이 갑상선암을 비롯한 전반적인 갑상선질환에 관한 많은 최신지견을 접할 수

있었다. 

한편학술활동이외에대전충청지역의대학병원교수, 전공의, 봉직의사및개원의사와함께매년가을산행이나야유회를개최

함으로써구성원간의친목을도모하는구실을하고있다. 

2009년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이종민교수가제4대회장으로선출된후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이어진학술집담

회의성과를집약하고정리하려는회원들의바람과전공의및개원의사들에게도움을주고자그동안발표하였던주옥같은증례

들을정리하여내분비대사질환증례집을2011년 5월에발간하게되었다. 증례집에는흔히접할수없는증례들이많이포함되어

있지만, 환자의경과를쉽게자세히기술하고진단에필요한데이터와병리표본을요약하여보여주면서도움말과참고문헌을

첨부하여쉽게이해할수있도록함으로써전공의에게교육자료로활용하고내분비학을전공하지않은개원의사들에게도도움

을주고내분비학에더많은관심을가질수있도록준비하였다. 한편대한당뇨병학회대전·충청지회를중심으로개원의를위한

당뇨병연수강좌가매년개최되고있었으나최근들어당뇨병뿐만아니라갑상선, 골다공증등전반적인내분비대사질환에대한

최신지견을듣고자하는개원의들의요구가증가하면서2012년3월내분비지회학술집담회에서제1회대전·충청내분비연수강좌

를개최하기로하였다. 내분비학의급속한발전과치료지침의변화에따라최대한지역의사들의관심과요구에맞추어연수강좌

의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이고 최신 지견에 대한 토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2012년 9월 200여 명의 지역

의사들이참여하는제1회대전·충청내분비연수강좌를성황리에마쳤다. 이를통해일차진료를담당하는지역사회의사들의

내분비학에대한높은관심과그동안내분비학전반에걸친학문적갈증이얼마나많았는지느낄수있었으며향후지회가지역

대학의교수, 전문의뿐만아니라앞으로내분비학을전공하고자하는전공의, 전공과관계없는개원의를대상으로어떠한구실을

하여야할지다시한번성찰하는계기가되었으며자부심또한갖게되었다. 

처음 지회를 결성할 당시에 비해 이제는 회원들이 매년 증가하여 함께 힘을 모아 연수강좌, 세미나, 집담회 등 다양한 학술 및

교육활동을하는큰모임으로발전하였다. 앞으로더욱지역내회원간의학술교류와친목을공고히하여내분비질환과관련된

진료의질을향상시키고대한내분비학회와내분비학의발전을위해대전·충청지회가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지속해서

역할을모색하고발전시키기위해노력할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 

⊙역대회장

⊙활동

이인석

대한내분비학회대전·충청지회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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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아무런한국적緣이없는연세대학교의과대학

에서 27년간을 봉직하고 2002년에 정년퇴임을

했다.  

퇴임 2개월여 전부터 그동안 분신처럼 생각했던

책이며, 문헌이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참으로

많은눈물을흘렸었더랬다. 일일이펴보고작별인사

를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과감하게 이들 자료와

작별할수있었던것은우리내외가같은날퇴임을

하면서‘절대 집에 끌고 들어오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 남편과의 약속과는 다르게 나와

함께했던 그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욕심을

부려 꾸역꾸역 큰 상자에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의식적이었을까무의식적이었을까상자를채운것은

대부분이‘연세대학교’로고가 들어간 책자며

자료들이었다. 심지어는본교학생회관으로달려가서

연세로고가새겨진은수저며, 컵등도사서더하기

도하였다. 상자에그동안의정든이들을가득채우

고 난 후 하염없이 발길 따라 캠퍼스를 맴돌았다. 

힘들었던시간을함께하고나에게의미있고보람있

는삶을펼쳤던무대가연세대학교일진대, 퇴임하고

나면연세와의인연이단절되는것이아닌가생각이

드니그토록허망할수가없었다. 모교인서울대학교

에서 봉직했더라면 이렇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만감이교차하면서난그렇게학교를떠났다. 

그렇게 학교를 떠나고 이제 퇴임한 지 벌써 11년째

접어들고 있는 나는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지내고있다. 나는하루중우편물을수취하

는 시간이 그리 행복할 수가 없다. 놀랍게도 거의

매일연세대의료원이나본교로부터우편물을받기

때문이다. ‘연세춘추’, ‘연세 소식’, ‘연세의료원

소식’, ‘세브란스병원’, ‘영동병원’등정기적으로

발간되는모든간행물은물론이고졸업식, 입학식을

포함한 크고 작은 모든 행사, 심지어 각종 시상식

초청장을보내준다. 그래서난거의매일연세대학교

와 의료원을 만나고 잠시나마 기쁜 일에 기뻐하고,

축하할 일에 축하하는 마음을 가진다. 사실 재직

시보다훨씬더 자세하고많은소식을접하고 지낸

다. 그래서매일감사하는마음이고, 그래서또행복

하다. 

연세대학에는 2003년부터매해 5월둘째수요일이

‘명예교수의 날’로 정해져 있다. 그날에는 모든

수필

퇴임후단상
유경자

연세의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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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의명예교수님들이초대된다. 대단히많은

분이참석하셔서즐거운시간을가진다. 오후5시에

‘명예교수의 날’행사가 시작되는데 본부 보직

교수, 단과대학 학장, 학과장들께서 참석하신다. 

대개총장님께서학교근황, 앞으로의계획및사업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 그간 발전된 학교

모습, 그리고앞으로전개될연세의웅비에감동하곤

한다. 참으로고마운시간이다. 행사가끝나면총장

공관 잔디밭에서 바비큐 만찬이 베풀어진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많은 분을 만나니

그리 반가울 수가 없다. 오랜만에 상봉한 이산가족

처럼, 서로 안부를 물으며 기뻐하기도 하고 애잔해

하기도 한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헤어지노라면 내

가내년에도이행사에건강하게참석할수있을까?

내년에도반가웠던분들의건강하신모습을뵙게될

수 있을까? 애틋한 마음이 밀려온다. 그리고 다시

다음해명예교수의날을기다린다. 

더욱이 의료원으로부터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배려와 도움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의료원에서보내주는자세한‘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안내’이다. 변경되면 틀림없이 다시 보내

준다. 이러한 따뜻한 배려가 너무도 감격스럽다. 

외래진료안내표에는세브란스본원, 치과대학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등의 외래진료 스케줄이 총망라되어

있다. 담당 임상의들의 특수 전문진료 내용까지 상

세하게 설명되어있다. 사실 나 자신도 병원에 들락

거릴 일이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에 오래

재직을 했으니 지인들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해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합당한 교수들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진료시간, 전화번호

등을상세하게알려주는등‘교통정리’를잘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에 열심히 임

한다. 

퇴임 후에도 나는 이렇게 대학과 의료원이 일상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늘 연세

대학교 그리고 연세의료원은 가정교육이 훌륭한

집안에서 반듯하게 잘 성장한 장남 같구나 하고

생각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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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부친이갑자기떠오른다. 조부모님의산소정비를서둘던모습이다. 그당시선친께서는직장암수술과항암치료로

많이쇠약하신때였다. 그러신데도불구하고당신의남아있는모든것을모아서조부모님의산소주변을정리하셨다. 일을

마치신이후에는더욱기력이약해지셔서외출이어려워지셨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숙부님이 생각난다. 15년 전이었다. 70이 넘으시더니, 조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족보를 만들기 위하여

조카들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내심 엉거주춤하면서도 숙부님의 명령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였

다. 집안내력을완성하고출간되던날에그렇게기뻐하는모습이아직도생생하다. 

나도나이가60이넘으면서부친과숙부님이하시던일을이해하게되었고, 어느덧나자신에도똑같은질문을하고해답을

얻고자하는나이가되었다: “나는누구인가?”

대학교수와진료의사로지금까지살아온나에게나자신을조망해보고싶은마음은정년퇴임교수모두에게비슷한마음일

것이다.

학생을교육하는일은쉬운일이아니었다. 의과대학교육의목적은좋은의사를만드는데있다는것은대체로맞을것이다.

그렇다면“좋은의사”에대한정의를내려야한다. 좋은의사를확실하게정의할수있다면, 다음에뚜렷한교육목표를제시

할수있을것이다. 무엇이좋은의사인가에대한생각은평생나에게계속해서던져진질문이었다. 만들었다가다시무너

뜨리고 하기를 반복하였다. 좋은 의사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도 큰 원칙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배

의사들이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큰 틀 속에서 확고한 교육철학이 있다면 고민을 하면서도 좋은 의사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큰문제는교수들의교육에대한열정일지도모른다. 나는얼마나고민하고, 열정을가지고있고, 내가가르쳤

던학생들이좋은의사가되었을까를생각해본다.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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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사의생활중에서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것이진료이다. 따라서의과대학임상교수의많은의미는환자진료로

결정나게된다. 좋은의사는환자를잘진료하는의사일것이다. 여기에서또한번의질문을해본다. 어떻게하는것이“잘

진료하는것”일까. 이것도많은선배의사들이큰방향을제시하였다. 이러한큰방향을맞추어가는것도참쉬운일이아니

다. 그러나우리는여기에서만족하지말고“더좋은진료”를위해서노력해야한다. 나는무엇인가. 나는임상의사로제대로

된의사인가. 

정년을 맞이하면서 의과대학 학생 시절의 시건방진 생각들이 기억난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질병은 왜 생길까, 

죽음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이다. 조금은 여유가 생기면서 쓸데없는잡생각들이다. 그런지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상상하

고, 관련서적을읽고싶은동기부여가되어시간을떼우는심심풀이가된다. 나는누구인가에대한궁금증이발동하는정년

퇴직중후군의하나일것도같다.

최근에많은사람을애국자로만드는독도문제, 중국의동북공정등도나에게흥미를불러일으키게하였다. 나는누구인가.

나는어디서왔고, 어떻게살아왔고, 어떻게문화가형성되었을까하는주제넘은생각들이다. 깊은전공서적들은어려워서

읽을수는없고, 소설보다는조금은심도가있는해설서등을접할기회를만들어가는중이다. 

나이가 들면서 뿌리를 찾고 정리하고 싶은 선친과 숙부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도 정년이 되면서 또 다른 의미의

나를정리하고싶은생각이든다. 앞으로남은나의여력이얼마나될지모른다. 이것이크건작건건방을떨거나, 걱정할

아무런이유도없다. 남은여력은있는그대로받아들이고, 이것을어떻게이용할것인가를고민하여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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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무하던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2012년

8월 31일정년을맞았다. 나는주위분들께서, 혹은후배들

이축하한다고해야할지서운하다고해야할지하는모습

을보게되었다.

나는 환갑을 지나며 정년을 기다렸다. - 기다리기보다는

건강한정년을기대했다. 이기관에서30여년근무하는동안,

많은선, 후배교수님들이건강문제로, 혹은사고로정년을

못하고퇴직하거나타계하신경우를뵈면서, 당연히정년은

축하받을일이며, 인생의한전환점이되는시기라생각해

왔다. 

하느님께서는 이 불쌍한 종에게 정년을 허락해 주셨고, 

마지막 1년여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였으나 오랫동안 나를

믿고찾아주시던환자분들에게주어진임무와약속을지킬

수있었다. 

지난 8월 아름다운 마지막 진료와 함께, 우리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실에서 조촐하고 의미 있는 퇴임식과 함께

정년기념논문집을만들어주었다. 

또한, 금번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로, 또 교육자로서의 30여

년봉직으로옥조근정훈장을받는영광도가졌다.

그동안, 인생의 2/3 이상을 가톨릭의대와 부속병원에서

생활했고, 결혼하여두아이를키워출가시키고다들좋은

가정을이루고있다. 

그간 30여 년 내과의사로서 매일매일 환자진료를 하며 봉

사할수있었던나의자리가영광스럽고고마울뿐이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아이들 엄마의 내조의 덕이라

생각하며감사하고있다.

또한, 가톨릭의대를졸업한아들이내분비내과를전공하여

근무하고있고, 그동안본인이이루지못한, 부족했던진료

와연구등을대신하여, 열심히의학발전과이사회를위해

일해주리라기대해본다.

그전부터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은 한 직장에서, 한

우물을파야된다는말씀을누누이하셨다. 물론지난세대

부모님의그당시사회환경속에서, 또한평생약속과의리

를지키는사람이되라는말씀으로듣고, 또남들처럼진취

적인정신이나용기도없어서, 부족하나마한직장을꾸준히

지키게되었다고생각한다.

1986년 명동성당 옆에 있던 가톨릭의대 제1의 모 병원인

성모병원이여의도로이전하면서, 당시내분비학을전공하던

의료진은이미당시강남성모병원으로자리를옮기고, 여의도

에내분비내과는공백상태였다.

그 당시 영국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 지난 26년간 여의도

성모병원 초창기부터 내분비내과 의사로 당뇨병교실을

운영하며전국에서찾아오는많은당뇨병, 갑상선질환및

기타 많은 희귀한 내분비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정성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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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대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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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고생각한다. 본인홀로시작한내분비내과가지금은

스텝5명에, 임상강사, 전공의들까지병원내에서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분비학회, 당뇨병학회 및 각 분과학회

에서모두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우리내분비내과의사들은다른전공, 또는타과보다조용

하고이지적이며서로서로잘이해하며상호협동하는분위기

로, 전국에있는내분비학회회원들과잘지내며호흡할수

있어자랑스럽다. 전공의시절부터내분비학회가창립되기

전까지 월례집담회에서, 또 그 이후 1982년 창립된 대한

내분비학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많은 선배, 동료, 

후배들과교류할수있음이, 또 우리의모체인대한내분비

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대한갑상선학회에서의 활동이

내인생의대부분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국에 계신 많은 선배, 동료, 후배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드리고싶다.

최근 서울대교구 가톨릭 주일미사 주보에 암으로 투병 중

인최인호작가님께서기고한글, 《사람을죽이는칼, 살리

는칼》이란글을감명깊게읽었다.

“길고긴투병생활이시작되었을때, 저는 의사처럼소중한사람

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의사를 존경

하여라,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요, 또한 주님께서 내린 사람’

(집회서 38.1)이라며 [의사들을 주님께서 내린 사람]이라고 표현

하고있습니다.

2010년 3월 저는 두 번째로 방사선치료를 하게 됐을 때

화학 치료를 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의사와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올가을까지

만사신다생각하시고마음준비를하시지요.”

이른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젊은 의사는 과학적 의술에 의한

임상학적 판단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사가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는 제 생에대한미련

같은것은끊어버렸지만, 환자인저는살리지못했기때문입니다.

그 의사가 하느님을 믿든 안 믿든 그의 의술은“왕(하느님)으로

부터 받은 예물 (집회서 38.2)이며, 생명은 그가 다루는 지식이

아닌 하느님의 신비한 섭리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찮은 짚신

까지도 머리 위에 섬기듯 환자를 사랑하고 아끼며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병든부위를도려내는수술칼로사람을살리는칼을쓰는

성직자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들을 희망과 용기로 부축하여

일으켜세워야합니다. 

- 천주교서울대교구서울주보, 2012년 9월 9일, 9월 16일, 

《사람을죽이는칼, 살리는칼 1, 2》최인호베드로에서인용-

우리는의사자격증을부여받으며히포크라테스선서를하고,

가능한 이에 따라 생활하기로 다짐한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여 여기저기 대형병원이 생기고, 또 이에

따라가려는 모든 병원이 힘들다. 일부 병원들의 과대광고

와수익창출을위한여러비윤리적인방법들, 또 환자진료

에윤리적으로황폐한사건들을우리는자주보고듣는다.

따라서 우리 환자들은 진료비의 부담과 적절한 진료의

선택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 

우리 의사들은『우리의 의술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예물

이며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의 신비한 섭리임』을 깨닫고

이에 따라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연마하고,

정성어린마음으로환자한분한분진료하여야한다. 

이제정년후제2의인생에서는《사람을살리는칼》로서의

자세를다시한번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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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3:1). 그래서교수에게도정년이있다. 그런데정작

정년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당당히 선택하는 교수도 많지

않은것같다. 언제인가는이세상을떠나가야한다는것을

알면서도준비를미루고있는것과비슷한것아닌가? 그렇게

대책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지나치게 치밀하

고 논리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정작정년을 1년쯤앞두고부터고뇌하는나의모습이몹시

당혹스럽고 못마땅했다. 정년 이후의 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마치정년이없는것처럼살아왔으니, 본인은내심

열심히살아왔다자부하고싶겠지만, 사실은“정말바보같이

살았군요!”라고한탄하는유행가가사와별반다르지않았다. 

편집자는필자에게“새로운시작”이라는과제를주었지만,

그제목으로는별로할말이없다. 이런저런각오는있지만

그런이야기는독자에게별로흥미로울것이없고, 선택한

“새로운시작”이성공적일지도아직은불확실하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에 생생하게 체험한 停年에 대한 단상을 피력

하여, 아직정년이멀다고여기고있는젊은교수들과함께

짙은커피한잔의思惟를나누고싶다. 

국어사전에는 정년을“일정한 나이에 이르러 퇴직을 요하

는 연령”이라 나와 있다. 정년은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합의된 약속이고 질서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다. 최근 수명연장과 인구감소가 맞물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년의문제는정년이후에도10~20년은더살면서한생애

를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해야 하는데, 세상은 결코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익숙하던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의 소외감과 갑작스러운 상실감은 드높던 자존감이 뿌리

부터흔들려정신적공황상태에빠질수도있다. 이냉엄한

현실을정년을코앞에두고서야깨닫게된다면, 그가평생

에 이룬 업적이나 명예가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는 비탄이

아닐수없다. “정년퇴직한남자의상실감은마누라가죽은

것보다 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좀 과장된

표현이거나 그 남자가 좀 덜된 사람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감되고, 오히려 자살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마저든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은 때가 되면 떠나가야 한다. 제아무리

행복하고성공적인삶이었다해도마무리를잘하고떠나야

한다. 박경리님의 유고 시집“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가생각난다. 죽는날까지詩를쓰다가죽을수

있는것은시인의특권이고축복이지만, 어쩌면사람은다

저마다의시인이고시인처럼죽을수있는것아닌가? 인간

의 출생, 성장과 노화, 질병의 고난, 그리고 죽음 앞에서

생명의 신비와 영혼의 존재를 더듬던 의사야말로 인생의

증인이고시인이아닌가? 의사이기에죽음앞에서더의연

하고담대하여야한다. 

정년이란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한 예비훈련이라 생각한다.

죽음의마지막단계에앞서, 살아온인생을돌아보고남은

인생을실수없이아름답게마무리할수있도록자신과삶

의흔적들을돌아보고, 남은여생을설계하는시점이정년

수필

젊은교수에게드리는

퇴임교수의苦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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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얼마나 값지고 준엄한 시간인가! 떠나갈 때이고,

떠나갈때를인정해야하고, 떠나가야옳은것이다. 정년에

이르도록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많은 직업 중에 의사의

업을받았음에감사하고, 더하여교수의직까지받아연구

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면서 살았지 않은가? 시인은 그의

작품으로자신의삶과영혼의흔적을남긴다. 의사의삶의

흔적은무엇일까? 시인의삶과영혼의흔적은그의작품이

고, 의사의 삶과 고뇌의 흔적은 환자이다. 이름 없는 환자

이다. 살아났어도결국은죽었을사람, 죽은사람, 그 많은

사람의 아픈 삶 속에서, 병들고 시든 생명 앞에서, 죽어가

는 환자의 마지막 시간에 환자 옆에서 환자와 함께했던, 

그냥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었던 의사

그리고환자이다. 이얼마나숭고하고아름다운흔적인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에도 알았더라면”이라는 류시화

시인의잠언적詩가있다. 돌아보는인생은누구나다회한

으로 차 있다. 그때에는 그것이 옳았는데 이제 돌아보니

옳지 않은 것이다. 나이를 먹는 것이 다 서러운 것은 아니

다. 인생을관조하는지혜와혜안이밝아지니이어찌아름

답지않은가! 젊은자의영화는그의힘이요늙은자의아름

다움은백발이라했다(잠언 20:29). 나를믿고의지했던그

많은 환자에게 감사하자. 낳아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자. 가르쳐주신스승에게감사하자. 함께했던동료

와 선후배에게 감사하자. 교수로 임용해준 대학에 감사

하자. 생명주시고이모든은혜로지켜주신하나님께감사

하자. 학생을 사랑하고 잘 가르치지 못한 것, 연구와 논문

쓰기를게을리한것, 환자를따듯이보듬지못한것, 가슴

가득했던 불평불만과 욕심도 내려놓고, 엎드려 용서를

빌자. 아무도더는미워하거나원망하지말자. 모두를용서

하고 모두와 화해하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홀가분하게떠나자. 그것이아름다운정년이다.

정년후에꼭필요한행복의조건은무엇인가? 건강과일,

그리고돈이아닐까? 돈은몰라도나에겐아직도건강과일

이 있다. 행복한 정년, 기다려지는 정년, 당당히 선택하는

정년은 못 이루었지만, 언제인가 그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하는날즈음에결코허둥대거나더살겠다고발

버둥치는부끄러운모습은보이고싶지않다.

이제는살아야할날이살아온날보다비교할수없이짧지

만, 비록 살아온 많은 시간은 의사로서 교수로서 실패한

퇴임교수지만, 이제부터는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자. 

못이룬것을다시이루겠다고매달리지말자. 그러면그것

은오만이다. 남은일은남은자에게후배에게맡기고저들

이이루도록성원하고기도하자. 목표도낮추고속도도줄

이자. 내려놓고 비움으로 공간을 넓히자. 그 공간에 내

가족과친구와이웃을불러, 저들의이야기를듣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詩를 쓰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더

부지런히 깊이 생각하며 느끼며 살자. 허튼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꼭 해야 하는 일은 현실감 있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자. 하고 싶은데 못 한 일은 순서대로 적어

놓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시작하자. 이제까지 입은

고마운분들의은혜를기억하자. 어떻게그큰은혜를갚을

수 있겠나 만은 하나씩만이라도 갚아 나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날이

오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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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점심을먹고나서인터넷서핑을하다가황당한기사를보았다. 최근의사들의월급이300만원이면적절한거아니냐는

얘길 TV 토론회에 나와서 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모 변호사와 관련된 기사이다. 역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의사인력이

적정한가 하는 것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이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와서 간호사를 10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의사면허를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난 바로 매일 들어가는 페이스북(Facebook, SNS의 일종)에 기사를

링크함과동시에코멘트를달았다. (아래 그림참조) ‘이 분이뭘잘못드셨나? 왜 이리헛소리를자주하신답니까?’순간이

정보는내친구로되어있는 1,234명에게전달된다. 물론내가자료공개의범위를 <친구만>으로제한했기때문인데, <전체공개>

로설정해놓는다면얼마나많은사람이이글을읽을지상상할수없다. 사실난 2명을내자료를보이지않도록특별(!) 설정

을해두었다. 이유는그친구분이내글을별로좋아하지않는것같아서이다. 그리고3시간동안 11명이내글에대해 <좋아요>

를클릭해주었고, 무려 25명이댓글을달았다. 댓글에도좋아요가클릭된것들도보이니엄청난조회와공유가짧은시간안

에일어났음을알수있다. 이런게SNS(Social Network Service) 안에서벌어지는모습이다. 

어제는모교수님의특강을듣고인상적이었던

격언을 페이스북에 올린바있다. 프랑스 시인

아무개씨가이런말을했다는데아주인상적이

었다고올렸는데, 얼마되지않아서사실그말

은그시인이한말이아니고다른사람이한말

인데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실수가 고쳐지지

않고계속이어져서많은자료에서그렇게소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 또한

인터넷환경속SNS에서벌어지고있는우리들

의모습이다.

이두사례에서보듯이 SNS는우리생활속에

깊숙이들어와있는교호네트워크서비스(네이버

지식백과참조)이다. 지식백과내용을읽어보

면 보이드와 엘리슨(Boyd & Ellison, 2008)이

란 분이 이론적 정의를 하였다고 소개되어 있

다. 원래 Social Network Sites의 약자인데,

Social Network Service로 더 알려진 SNS는

“개인들로 하여금 1) 특정 시스템 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공개또는준공개적으로구축하게하고, 2) 그들이연계를맺고있는다른이용자들의목록을제시해주며, 나아가

3) 이런다른이용자들이맺고있는연계망의리스트, 그리고그시스템내의다른사람들이맺고있는연계망의리스트를둘러

볼수있게해주는웹기반의서비스"라고규정하고있다. 대표적인것은페이스북(Facebook)과트위터(Twitter)가있으며, 카

카오톡이나카카오스토리도많이사용하고있다. 난참고로페이스북과카카오톡, 그리고카카오스토리를주로애용한다.

내가굳이이SNS를<소통을위한너와나의사랑방>이라고정의하고있는것은추가설명이필요하지않다고느껴지지만, 서

로소통을하고싶은전세계지구인들이인터넷환경안에서만나고싶은욕구때문이다. 페이스북을열심히한지도2년정도

되고친구가많다보니많은분들이만날때마다“페이스북잘보고있어요”라고인사한다. “어디여행좋았어요?”라고하기도

하고, “아주오랜만인데매일보는분같아요”라고하기도한다. 어떤분은“선생님글잘보고있어요”한다. 그럼난이렇게답

한다. “댓글이나좋아요를남기셔야죠”서로웃는다. 또어떤분들은이렇게묻는다. “바쁘지않아요? 페이스북하실시간이되

세요?”때론이렇게묻는다. “왜그렇게열심이세요?”그럼난이렇게답한다. “그냥요”.

언젠가어느심리학자가쓴글을보았다. SNS는자신을드러내기위한표현양식이라고. 바르다고생각한다. 내생각을드러내

고친구들의생각을구하는경우가많다. 때론나와생각이달라서불편하기도하고싫을때도있지만, 불특정다수에게내생각

을보여주고공감하고자하는욕구의표현이다. 때로는다른사람의의외생각이나시각에흥미롭게바라보기도한다. 간혹잘

못알려진정보를바로잡기위해포스팅을하기도한다. 때론논쟁을벌이기도한다. 그래서지치기도하고술을먹기도한다.

내가 알게 된 좋은 정보를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글을 쓰기도 한다. 그 정보에 고마워하고 <좋아요>를 클릭하는

친구의반응에기쁨과보람을느끼기도한다. 별로외롭다고느끼지는않는것같지만그래도마음깊숙한곳에외로움이자리

하고있다는생각도든다. 누가현대사회가<피로사회>라고정의한바있다. 너무나바쁘게자기에게맡겨진일을하며산다.

때론스스로그렇게살아야만할것같은강박관념속에사로잡혀정신없이산다. 그래서누군가와대화를원하고소통을원하

고공감을원하는게 현대인인것같다. 나도그렇다.

중독성이강하다. 하고싶어서그렇게한다. 그런생활이좋아서그렇게한다. 내게주어진시간이24시간으로누구나같지만, 

뭔가에집중해야하는시간을제외하곤SNS 속에서사는것같다. 한때네이버블로그에열심히매일같이글을올리면서즐거움

을느낀적도있지만, 지금은페이스북에열중하다보니조금소홀해졌다. 당시는매일몇명이내블로그에방문했는지를확인

하면서희열을느낀적이있다. 어느날의외의포스팅이대박히트를할때면쾌감도느꼈다. 한때는카페의카페지기가되어

들어오는 많은 질문에 답변을 달고, 좋은 정보를 남겨주고, 니즈가 있는 사람끼리 연결해주는 생활을 했던 적도 있다. 

지금은그열정이페이스북으로옮겨져있다.

언제까지그러실건가요하고누가묻는다면“글쎄요?”하고답할것같다. 지금현재가중요하지앞으로어떻게될것인가가

그렇게중요할까요? 페이스북이몇년동안갈지아무도모른다. 간혹내가남긴많은글과댓글들, 사진들이어느날갑자기

사라진다면참아쉽겠다하는생각을해보기도하지만그냥그런생각이들뿐이다. 사실너무바쁘게앞을보면서나아가다

보니과거의일기장이나사진첩을잘들여다보기어렵다. 그래서때론페이스북이아닌블로그에또남기기도한다. 블로그가

그래도좀더오래갈것같은생각에서이다. 그리고블로그는찾기기능이된다. 과거여행경험을어느날찾아볼수있다. 누군가

검색을통해수년전내가올려놓은글이나사진에댓글을남겼을때블로그에들어가과거를회상하는즐거움도쏠쏠하다과거

어느시점의의글을찾아가서차례대로볼수는있지만찾기기능이없는것이페이스북에대해제일아쉬워하는기능이다. 

언제가또다른새로운SNS 방식이나와서지금의것들보다더재미있고유익하다면또그걸즐길것같다. 친구들과소통을

하는것을좋아하고그런소통을위한사랑방지기가되길희망하는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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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사찰은대부분산지에있어일주문에서법당앞마당에이르기까지여러계단을거쳐야하고, 앞마당에서법당을

오르는데도계단을거쳐야한다. 계단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법당앞계단이다. 돌계단난간을소맷돌이라말하며, 창살,

담, 굴뚝과같이절집을꾸미는공간이다. 

계단은법당으로진입하는통로이므로벽사( 邪)와외호(外護) 기능을가진사자, 용, 귀면등을배치한경우가많다. 사자

나 용은 주로 환조 형태로 계단 입구에 배치되거나 소맷돌 앞쪽에 조각되고 귀면은 대개 소맷돌 측면에 조각된다. 그리고

불전을천상의누각으로상징화하려는방법으로계단소맷돌에구름문양을새겨놓은일도있다. 구름문양은운두(雲頭)와

운미(雲尾)를가진정형화된형태를보이고있다. 이모든장식은돌에새겨지거나돌로만들어져서화려한시각효과는없지

만, 상징적인의미에서보면다른화려한장식들과다를것이없다. 

기획연재물

한국전통사찰보기 제9편 - 계단과소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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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부산 범어사대웅전계단

1. 사자상

계단에사자를배치한대표적인예로부산범어사대웅전계단(사진1, 2-1, 2-2), 해남대흥사대웅보전계단(사진3), 김천

직지사청풍료계단(사진4)을들수있다. 범어사는대웅전앞에 3차선 18층계의석계가설치되어있고, 그중앙계단의첫

층계양쪽에사자상이배치되어있다(사진 1). 두앞발과머리부분만표현된이사자상은굵은뜨개실을꼬아붙인것같은

눈썹과갈기, 송곳니가드러난큰입, 그리고아래로처진귀가특징이다(사진2-1, 2-2). 이사자상은신격화한당사자(唐獅子),

또는 산예( 猊)를 뜻한다. 당사자의도상적특징은나선형으로끝이말린갈기, 깊이 파인눈, 큰 입, 개의 귀를닮은귀, 

그리고목걸이와흉식(胸飾)을갖추고있다는점이다(허균: 사찰장식의선과미, 다할미디어, 2008). 이한쌍의사자는머리

를안쪽으로약간틀고있다(사진1).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앞에 9개 층으

로된계단이있는데, 초입좌우에사자

상이 있다(사진 3). 털실을 붙여 놓은

것 같은 큰 눈썹, 왕방울 눈, 주먹코,

넓고 쳐진 귀가 특징인 이 사자상은

전체적인 모습은 범어사 사자상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모습에는 차이

가있다. 입을다물고있는점, 목부분

의영락장식이강조된점이구별점이

다. 귀의모양으로봐서이사자상역시

당사자이다. 

사진 2. 부산 범어사대웅전계단소맷돌 1(좌) / 계단 소맷돌 2(우)

사진 3. 해남 대흥사대웅전계단소맷돌 사진 4. 김천 직지사청풍료소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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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여수 흥국사대웅전계단과소맷돌

K•E•Sㅣ기획연재물

2. 용두(龍頭)

계단 초입에 용두를 설치한 대표적인 예로는 여수 흥국사 대웅전 계단, 

예천 용문사 대장전 계단, 신흥사 극락보전 계단, 김천 직지사 대웅전

계단등을들수있다.

여수 흥국사 대웅전 앞 돌계단 양쪽에 네 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용들은앞으로나아가는자세를취하고있고, 세마리는여의주를물고

있다(사진 5). 속초 신흥사 극락전 계단의 용은 뿔과 눈썹, 수염, 이빨의

표현이아주사실적이다(사진 6). 이계단의소맷돌에는용이외에도삼태

극, 귀면과구름모양이여러개의안상(眼象)과함께새겨져있는데(사진

7), 하나의소맷돌에여러종류의문양이나타나는예는신흥사극락전뿐

이다. 이외에도 김천 직지사 대웅전 계단, 청도 대적사 극락전 계단의

소맷돌에도용이새겨져있다.

3. 기타문양

법당 앞 계단에는 사자상이나 용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양, 특히 구름

문양(사진 8)과 태극 문양(사진 9)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주 회암사지

K•E•Sㅣ기획연재물

사진 7. 속초 신흥사극락보전계단귀면

사진 6. 속초 신흥사극락보전계단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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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연

중앙의대

계단과양평용문사대웅전앞마당계단, 안성칠장사대웅전계단(사진8)

등이훌륭하다.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 계단은 아름답고 우아한 연꽃 장식으로 유명하다

(사진 10). 동쪽 계단에는 꽃잎이 잎과 함께 새겨져 있는데, 만개한 꽃은

변형된 연꽃으로 보이며 반개한 꽃은 연꽃 측면에서 묘사한 것이 확실하

다. 만개한연꽃의줄기는꽃을한바퀴돌아소맷돌상부로이어지며소맷

돌의외곽선을형성한다. 만개한연꽃은땅에뿌리박은줄기가꽃을원형

으로둘러싼모습인데, 잎의생김새로봐서연당초문양을한것으로생각

된다. 남쪽계단역시연꽃을소재하였는데다른점은연꽃봉오리를묘사

한 점과 만개한 연꽃에 줄기가 없다는 점이다(허균: 사찰장식의 선과 미,

다알미디어, 2009).

이외에도화성용주사대웅보전계단의북모양돌에새겨진연환문(사진

11), 완주송광사대웅전계단좌우의석조거북이상(사진 12), 영암도갑사

해탈문계단의와문등이있다. 

사진 12. 완주 송광사대웅전계단거북이

사진 8. 안성 칠장사대웅전소맷돌의구름문양

사진 9. 청평사극락보전소맷돌태극문양

사진 10. 양산 통도사대웅전소맷돌의연꽃장식

사진 11. 화성 용주사대웅보전소맷돌연환문

사진 8

사진 10

사진 9

사진 11



Medical HistoryⅡ:
뇌하수체에대한초기기록들

사실뇌하수체는18세기말과19세기에이르기전까지별로흥미있는연구

또는기록의대상이되지못했다고한다. Franz Joseph Gall(1758-1828)은

골상학자(phrenologist, 두개골의형상을보고, 그사람의성격이나심적특성,

운명 따위를 추정하고 연구하는 학자)이었는데, 그는 뇌하수체를 하나의

커다란 신경절로 생각했다고 한다. Samuel Thomas von Soemmering

(1755-1830)은 1778년에뇌하수체를단순히‘Hypophysis cerebri’라기술

하였는데, 이용어는특히독일어권국가와이탈리아에서널리사용되었다.

Joseph Wenzel은간질발작을일으킨증례를보고하면서그원인이뇌하수체

질환에 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후에 Carl von Rokitansky의 제자인

Joseph Engel(1816-1899)에 의하여 비판받았다. Engel은 뇌하수체를

소뇌의 복제품으로 생각했으며, 신체의 운동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기관으로생각했다. 또한, 술에취해있는사람은뇌하수체에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뇌하수체 질환에 의해 쿠싱증후군을 나타낼 수

있다고주장했는데, 오늘날의시각에서도비교적통찰력있는주장이라할

수있다. Engel은술취한상태에서신체균형감각에이상이오는것이뇌하수체에영향을주기때문으로생각했는데, 당시소뇌

는앞으로나가는운동에관여하고, 뇌하수체는뒤로가는운동에관여한다고들믿었다. 또한, 뇌하수체는창조적지능에크게

관여하고, 감정변화에도영향을주어기쁨과혐오를감지하는기관으로생각하였다.

김주영

동수원병원

필자는중고등학생시절신화와전설, 그리고역사에관심이많고, National Geographic 잡지를뒤적이며상상의나래를펼치

는학생이었다. 지금돌이켜생각하면문과적인기질이더많지않았나하는데우여곡절끝에의과대학을선택하게되었고내과

그중에서도내분비내과전문의로근무하고있는본인을생각하면가끔은신기하게생각될때도있다.

이렇게 내분비 소식지에 Medical History에 대한 글을 쓸 기회가 생겨서 잊고 있었던, 옛이야기들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최영길교수님께서편찬하신‘임상내분비학역사’라는책을오랜만에다시읽고오늘날과같이임상의학이눈부시게발전하기

전 옛사람들이 각종 내분비질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서술했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에 다시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이책의내용중필자의전공인뇌하수체와관련된초기기록들을발췌, 전달하고자한다.

K•E•SㅣMedical History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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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 등을 비롯한 골상학자들은 두뇌가 인격을 구성하는 27개
의 독립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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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Lonis Petit의 초상

Theophile Bonet의 초상

Theophile Bonet(1620-1689)는 뇌하수체의 병적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학자로약3,000 예를모아조직학적으로분류하여1679년에책으로출판하였다.

그 대부분이 뇌하수체가 커진 경우였으며, 그 후 Raymond Vieussens(1641-

1715), Matthew Baillie는 1797년에 뇌하수체가 여러 병적 상태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크기가 정상의 배 이상 커지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Vieusseus와 T.H. Hedlund 등은뇌하수체증대로실명한증례들을보고하기도

했는데, 뇌하수체가커지면주변조직에대한압력효과로시야장애및실명에

이를수있음이이시기부터알려지게되었다.

처음으로유양돌기절제술을시행한사람은Jean Lonis Petit(1674-1750)이었다.

그는파리의의학아카데미원장이었는데, 대부분뇌수종환자로기술된환자들에

게 유양돌기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술 기록에 의하면

뇌수종 환자들에게서 관찰된 뇌하수체 대부분이 위축되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외에도 Johann Friedrich는 뇌하수체에서 뇌조직에 영양이 되는 어떤

액체를분비한다고믿었으며, 괴테의친구였던Carl Gustav Carus(1789-1869)는

뇌하수체를교감신경계의맨상단부말단이라생각했다고한다. Ernst Burdach

(1802-1876) 등은뇌하수체를척수신경의첨단부로생각하였고, 전엽을척수신경

의anterior tract, 후엽을posterior tract으로생각하였다.

이렇게현재의잘정비된내분비질환에대한통찰이확립되기까지는옛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다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늘 반복되는 진료실에서의 일상에서 매너리즘에

빠져가는건아닌지다시한번뒤돌아보면서아직도배울것이더많은젊은내분비

의사로서‘호기심’을놓지않아야겠다고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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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폐회사

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강원지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8월 22일(수) 내분비집담회 원주인터불고호텔

9월 15일(토) 제4회 내분비-당뇨병강원지회연수강좌 춘천

120명 참석

11월 14일(수) 내분비집담회및송년모임 횡성

K•E•Sㅣ2012년도 학회 및 지회 소식, 유관학회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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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유관학회행사안내

2012년 10월 가을호 43

2012년도 대한당뇨병학회 행사일정

날짜및시간 행사명 장 소

10월 20일(토) The 11th Postgraduate Course of Diabetes 백범기념관대회의실

11월 8일(목)~10일(토)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그랜드힐튼서울호텔

and Metabolism

11월 12일(월)~18일(일) 제21차 당뇨병주간

11월 24일(토)~27일(화) 9th IDF-WPR Congress and the 4th AASD 

Scientific MeetingKyoto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Kyoto, Japan

12월 1일(토) 제12차 당뇨병교육자자격인정시험 국립중앙의료원

2012년도 대한골대사학회 행사일정

일 시 행사명 장 소

11월 16일(금) 2012년 연구위원회추계Workshop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동관6층소강당

11월 17일(토) 제24차 추계학술대회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동관6층

대강당, 소강당

12월 1일(토) 오후 4시 2012년도진주 Clinical Osteoporosis Update 진주 동방호텔

2013년 4월 7일(일) 2013년도대구골다공증연수강좌 대구

2013년 5월 11일(토)~12(일) 2013년도제25차 춘계학술대회 가톨릭대학교성의회관의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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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김덕윤
경희의대 경희대병원

간 사 박철영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위 원 고정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위 원 김경욱
연세의대혈관대사연구소 / 동탄제일병원

위 원 김경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위 원 김재택
중앙대학교병원

위 원 김재현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위 원 김지훈
홍익병원

위 원 오기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위 원 이병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위 원 이우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위 원 이윤정
홍익병원

위 원 장혜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위 원 전 숙
경희의대 경희대병원

위 원 정인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위 원 정찬희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위 원 황유철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홍보위원회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