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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바라보는

소백산맥의풍경이다.

오른쪽으로부석사범종각이보이고멀리소

백산맥 능선과 운무가 한 폭의 동양화를 그

리고 있다. 산사에서 바라보는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정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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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ㅣ위원회 소개 - 기획위원회

올해처음학회내에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8명의각분야전문가인기획위원으로이루어져있습니

다. 저희위원회는내분비학분야의임상및기초의학적발전을

도모하고내분비질환의예방및치료에이바지하며학회회원

의권익을향상하고국내및국제적으로의료향상을추구하고

자하는학회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분기마다회의를통해

학회내에서차후시행해야할사업및주제들을다루고있습

니다. 

현재처음생긴위원회의특성상타위원회와의중복업무등이

있으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현재 당뇨병, 갑상선,

부갑상선및골대사, 비만등의내분비학각분야에서연구및교

육활동을하고있으며, 이를학회발전으로승화시키기위해분

기마다위원회를열어의견을모으고이를학회이사회에전달

하여학회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최근진행하고있는사업으로는‘내분비질환과관련된혈관질

환및고혈압’에대한학회내연구위원회의조직및구성, 새롭

게진행되고있는학회학술대회에대한발전방안및내분비학

술집담회의발전방안등에대해논의하고있습니다. 또한앞으

로그동안학회내에서다루지못했던비만, 노화그리고남성갱

년기등의광범위한내분비적만성질환연구에대해발전적의

견을제시함으로써앞으로보다더유익한주제로회원여러분

에게다가가고자합니다. 

향후학회의발전을위해기획위원회에서제시해야할발전방

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학회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기획위원회는

•일정 : 11월 5일(목)~8일(일) •장소 :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의사협회 평점 : 6일(6점), 7일(6점), 8일(6점) •내과분과 평점 : 6일(2점), 7일(2점), 8일(6점)

•전공의 스티커 : 6일(2점), 7일(2점) •사전등록 및 포스터 접수 마감일 : 10월 16일(금)

대한내분비학회
학연산및추계심포지엄2009, 제29회연수강좌

시시간간 강강의의룸룸 AA 강강의의룸룸 BB 강강의의룸룸 CC

11/05 (Thu) - Satellite Symposium

18:00~20:00 Bone Part Neuroendocrine Part

11/06 (Fri) - 학연산및추계심포지엄

07:30~08:00 Breakfast Symposium - -

08:40~10:10 신경내분비연구회심포지엄 학연산심포지엄 (1) - 연구워크샵 Endocrine Nurses Symposium I

10:30~11:30 신경내분비연구회심포지엄 학연산심포지엄 (2) - CPC Main Symposium - Diabetes I

11:40~12:30
PPlleennaarryy LLeeccttuurree - Growth hormone and IGF-I in normal 
mammary development and mammary neoplasia

12:30~13:40 Luncheon Lecture 

13:40~14:30 PPlleennaarryy LLeeccttuurree -Uncoupling Approach for Osteoporosis

14:30~16:00 Main Symposium - Bone
학연산심포지엄 (3) - Symposium 
(Drug development)

Endocrine Nurses  SymposiumⅡ

16:20~17:50 Main Symposium - Diabetes Ⅱ
학연산심포지엄 (4) - Symposium   
(Molecular imaging)

Endocrine Nurses SymposiumⅢ

11/07 (Sat) - 추계심포지엄

07:30~08:00 Breakfast Symposium -

08:30~10:00 Main Symposium - Thyroid Updated Clinical Guideline I Main Symposium - Obesity

10:20~11:10
PPlleennaarryy LLeeccttuurree - Thyroid  hormone action in regulation of 
metabolism and neural development: Mechanisms and clinical 
correlations

-

11:10~12:40
Main Symposium -  
Cardiovascular Endocrinology

Diagnostic and Therapeutic 
Advances in Endocrine Disease

Meet the Expert I

12:40~13:40 Luncheon Lecture 

13:40~13:50 국내/외학술상시상및우수연제시상식

13:50~14:20 Presidential Lecture

14:20~15:00 남곡학술상시상및발표

15:00~16:30 New Techniques & Clinical Application Updated Clinical Guideline Ⅱ Meet the Expert Ⅱ

11/08 (Sun) - 제29회연수강좌

08:30~09:50 가장흔히접하는갑상선질환

10:10~12:30 골다공증진단과치료의최신지견 2009 1차 진료와 당뇨병 관리

12:30~13:30 Luncheon Lecture 

13:30~16:10 당뇨병혈당관리의최신지견 2009
1차 진료와 갑상선 결절- 검사와
평가의 실제 및 필수 지식

직 위 이 름 소 속

이 사 강무일 가톨릭의대

간 사 임동준 가톨릭의대

위 원 김원배 울산의대

박철영 성균관의대

오기원 성균관의대

유순집 가톨릭의대

정동진 전남의대

차봉수 연세의대

최경묵 고려의대

최제용 경북의대 생화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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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P = 0.018). 그에반해혈중유리T4값은Ashkenazi 백세인과Ashkenazi대조군사이에차이가없었다(P = 0.37). 이

연구에서는어떠한기전으로백세인이혈중TSH가높은지에대해서는밝히지못하였다. 아직까지는노인의불현성갑상선기

능저하증을치료해도관상동맥질환의이환을줄일수있는지는확실치않기때문에, 이에대해서는추가로전향적인연구가필

요하다. 다만, 위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노인에서는혈중TSH가증가하는경향이있으므로TSH가약간높은노인에게일률

적으로갑상선호르몬을투여하는것은제고해야되겠다. 

Bisphenol A (BPA)가 갑상선호르몬작용을억제하여발생학적문제를일으킨다.

Heimeier RA, Das B, BuchholzDR, Shi Y-B. The xenoestrogen bisphenol A inhibits postembryonic vertebrate development

by antagonizing gene regulation by thyroid hormone. Endocrinology 2009;150:2964-73.

Bisphenol A(BPA)는 플라스틱제조의원료로사용되며, 여성호르몬과비슷한작용을가지는내분비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ing compound, EDC)이다. 이에따라BPA는발생기에성분화(sex differentiation)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알려져

있다. 하지만이러한작용이어떤기전으로일어나는지, 다른호르몬에도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잘알려져있지않다. 사

실BPA가포유류의태생기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는수정란이자궁안에착상하기때문에관찰하기가어렵다. 최근연구에

서는BPA가갑상선호르몬에길항작용이있다고발표된바있는데, T3는양서류의변태(metamorphosis)에필요한필수호르

몬이고, 양서류의변태(metamorphosis)는포유류에서배자기이후기간(postembryonic period)과도관련이있으므로, 양서

류모델이이런연구에적절하다고제시하였다. 4일동안아프리카발톱개구리(Xenopus laevis)의올챙이를고농도의BPA에

노출시켰을 때 T3에 의한 변태 (T3 induced metamorphosis, 즉 장의 remodeling)를 억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에서의

microarray결과는BPA에의한T3 신호전달에필요한T3 반응유전자의발현억제를보여주었다. 이러한소견은BPA가여성

호르몬과같은성질을가질뿐만아니라, 생체내에서척추동물의발달에필요한T3 신호전달체계도억제하는효과가있어, 발

생시기때부터내분비계교란물질로작용함을염두에두어야하겠다.

최신내분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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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서는 TSH의 정상범위를좀더높게잡아야될가능성이있다.

Boucai L, Surks MI. Reference Limits of Serum TSH and free T4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Race and Age in an Urban

outpatient Medical Practice. Clin Endocrinol (Oxf) 2009;70:788-93.

최근까지TSH를어느정도범위까지정상으로할것이냐는논란의여지가많은데, 그범위를좁게잡는다면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를불필요하게많이진단하게될것이며, 반대상황이라면갑상선기능저하증환자를놓치게될것이다. 전통적으로TSH의

정상범위는갑상선자가항체가없고갑상선질환의병력이없는일반인을대상으로측정한값으로정해졌는데, 최근연구에서는

갑상선자가항체가있어도갑상선질환의병력만없다면TSH의중간값과97.5% 값이이전과다르지않다는것을보고된바있

다.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II (NHANES III) 연구결과에서나이에따른TSH변화를관찰한

바가있으므로이에따른소견을인종과나이에따라다시한번확인할필요가있겠다.

이연구는미국뉴욕에위치한Montefiore Medical Center의외래환자를대상으로진행된단면연구가되겠다. 2006년도에내

원한전체환자중갑상선기능검사를시행한 46,183명(전체내원환자의 38%) 중갑상선질환의기왕력이있는환자를제외한

22,116명(전체내원환자의18.5%)을연구대상자로선정하였다. 16,343명(74%)이여성이고, 5773명(26%)이남성이었다. 이들

중오직 3.8%만이갑상선자가항체를측정하였기때문에자가항체유무에따른갑상선기능변화는관찰할수없었다. TSH를

0.30 μIU/ml 이하군, 0.31~2.49 μIU/ml군, 2.50 ~ 4.50 μIU/ml군, 4.50 μIU/ml 초과군로세분화하였을때, 나이가들수록

TSH 0.31~2.49은줄어들고(20대에는83.7%이나80대이상에서는67.9%로감소), TSH 2.50~4.50 μIU/ml군의분율이늘어

나는것을관찰하였다(20대에는10%였으나80대이상에서는23.2%로증가). 이런변화는백인에서흑인보다는더뚜렷이관찰

되었다. 비록이연구에서는동양인이포함되어있지는않으나, 노인에서는정상적으로TSH의증가소견이있을수있어진료

시에참고하여야되겠다.

장수인에서도혈중 TSH가 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Atzmon G, Barzilai N, Hollowell JG, Surks MI, Gabriely I. Extreme Longevity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Serum Thyrotropin. J

Clin Endocrinol Metab 2009;94:1251-4.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나이에 따른 TSH 정상값은 다른 것 같다. 이 연구는 이전 연구(Longevity Genes Study at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에 참여했던 166명의 여자(중간값 97.8세)와 66명의 남자(중간값 97.6세), 총 232명의

Ashkenazi 유대계백세인을 대상으로진행되었다. 이중갑상선관련약제를복용하는사람이나TSH가0.4 μIU/ml인사람은

제외하였다. 대상군과는혈연관계가없는Ashkenazi 유대인여자95명(중간값69.7세), 남자93명(중간값72.3세), 총188명을

대조군으로선정하였다. 유대인이라는인종적차이에따른bias를배제하고자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III)에참여하였던60~79세사이의갑상선질환의기왕력이없는605명을추가로대조군에포함시켰다. 

일단TSH가2.5 μIU/ml 가넘는분율이Ashkenazi 백세인에서는35 %이고Ashkenazi 대조군에서는15 %였다. 혈중TSH는

Ashkenazi백세인(중간값 1.97 μIU/ml)에서 Ashkenazi 대조군(중간값 1.55 μIU/ml)이나 NHANES 대조군(중간값 1.61 μ

IU/ml)보다높았으며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P<0.001). Ashkenazi 대조군과NHANES 대조군사이에는TSH의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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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n과 당뇨병발생의관련성

Rajpathak SN, Kumbhani DJ, Crandall J, Barzilai N, Alderman M, Ridker PM. Statin therapy and risk of developing type 2

diabetes: a meta-analysis. Diabetes Care. 2009;32:1924-9

Statin의심혈관질환예방효과는이미잘증명되어있으나당뇨병발생과의연관성은연구결과들이일치하지않아논란이있

다. 2001년발표된WOSCOPS 연구에서statin복용군에서당뇨병발생이감소하는결과를보였으나최근발표된JUPITER 연

구에서는Statin복용군에서의사가진단한당뇨병의빈도가증가하였다. WOSCOPS 연구의경우표준화된당뇨병진단기준을

사용하지않은문제점이있으며JUPITER연구에서는직접혈액검사를한것이아니라의사가새로진단한당뇨병을보고한것

이다.

이연구는Statin의무작위배정임상연구중당뇨병발병여부를알수있는6개의임상연구(WOSCOPS, ASCOT, JUPITER,

HPS, LIPID, CORONA)의 메타분석으로 statin사용과 당뇨병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보았다. WOSCOPS에 대한 가설검정

(hypothesis testing) 분석에서는당뇨병발생위험이약간증가하였으며(RR 1.13[95% CI 1.03-1.23]) 임상연구간의이질성은

없었다. 그러나WOSCOPS 연구를포함하는가설생성(hypothesis generating) 분석에서는당뇨병발생의위험이증가하지않

았으며(RR 1.06[0.93-1.25]) 연구간에이질성을보였다(Q 11.8[5d.f.], p=0.03, I2=57.7%). 이연구를통해Statin사용과당뇨

병발생의연관성은아직확실하지않으며앞으로이를증명하는전향연구가필요함을알수있다. 

혈관수술전후 Fluvastatin 사용이수술후심장예후개선

Schouten O, Boersma E, Hoeks SE, Benner R, van Urk H, van Sambeek MR, Verhagen HJ, Khan NA, Dunkelgrun M, Bax

JJ, Poldermans D; Dutch Echocardiographic Cardiac Risk Evaluation Applying Stress Echocardiography Study Group.

Fluvastatin and Perioperative Events in Patients Undergoing Vascular Surgery. N Engl J Med. 2009;361:980-9

혈관수술후에는심장기능장애가비교적흔히발생하게된다. 이연구는이전에Statin을복용한적이없는환자들에서혈관수

술전후Statin을사용하는것이수술의예후를좋게하는가를보고자한것이다. Fluvastatin 80 mg을복용한군과대조군을

비교한무작위이중맹검위약-대조군연구로, 일차연구목적은수술30일이내심전도및Troponin T로진단한심근허혈의

발생변화를확인하는것이다. 250명이Fluvastatin군, 247명이대조군에포함되었으며모두베타차단제를복용하였으며혈관

수술하기약37일전부터Fluvastatin을복용하였다. Fluvastatin군에서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IL-6, CRP 등이감

소하였으며대조군에서는차이가없었다. 수술후Fluvastatin군의10.8%(27명), 대조군의19%(47명)에서심근허혈이발생하

였다(hazard ratio, 0.55; 95% CI, 0.34 to 0.88; P=0.01). 심혈관질환이나심근경색에의한사망은Fluvastatin군의4.8%(12

명), 대조군의10.1%(25명)에서발생하였다(hazard ratio, 0.47; 95% CI, 0.24 to 0.94; P=0.03). 이제까지Statin-associated

myopathy에대한염려로수술전후에Statin을사용하는것이꺼려져왔다. 이연구에서혈관수술을받는환자들중수술전

후로Fluvastatin을복용한환자에서심혈관예후가더좋았으며, 이결과를바탕으로혈관수술전후Statin을사용하는것을

고려해보아야하겠다. 

장내 Acyl CoA:Monoacylglycerol Aclytransferase-2 결핍이고지방식에의한대사질환발생을예방

Yen CL, Cheong ML, Grueter C, Zhou P, Moriwaki J, Wong JS, Hubbard B, Marmor S, Farese RV Jr. Deficiency of the

Intestinal Enzyme acyl CoA:Monoacylglycerol Acyltransferase-2 Protects Mice from Metabolic Disorders Induced by High-

fat Feeding. Nat Med. 2009;15:442-6

동물은에너지저장을위해식이지방을흡수하여백색지방조직에효과적으로저장한다. 이러한대사작용은칼로리섭취가제한

되는시기에는이점이있지만칼로리섭취의제한이없는경우비만과여러대사질환들을유발하게된다. 이연구에서는장내지

질합성호르몬인Acyl CoA:Monoacylglycerol Acyltransferase-2 (MGAT-2)의결핍이고지방식에의한대사질환발생을예

방한다는것을생쥐실험에서증명하였다. 

장내지질합성호르몬인MGAT-2는생쥐에서섭취한지방을소화하고체내저장되도록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본실험에

서고지방식이를하는경우야생형생쥐에서비만, 당불내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지방간과같은대사질환들이발생하였으나

MGAT-2 결핍생쥐에서는비만및관련대사질환을보이지않았다. MGAT-2 결핍생쥐에서칼로리섭취는정상이었으며섭

취한지방은모두흡수되었으나섭취한지방이체내순환으로들어가는속도가감소되었다. 이러한지방흡수동력학의변화에

의해 식이 지방이 백색지방조직에 저장되는 것보다 에너지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결과로

MGAT-2가식이지방의에너지대사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을알수있으며MGAT-2를억제하는것이과다한지방섭취

에의한비만및비만과관련된대사질환의치료방법에응용될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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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후골다공증여성에서 Denosumab의 골절예방효과

Cummings SR, San Martin J, McClung MR, Siris ES, Eastell R, Reid IR, Delmas P, Zoog HB, Austin M, Wang A, Kutilek S,

Adami S, Zanchetta J, Libanati C, Siddhanti S, Christiansen C; FREEDOM (Fracture Reduction Evaluation of Denosumab

in Osteoporosis Every 6 Months) Trial. Denosumab for prevention of fractures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N Engl J Med. 2009;361:756-65.

Denosumab는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appaB ligand (RANKL)에 대한 인간 단클론항체로, RANKL이

RANK에결합하는것을차단하여파골세포발생과활성화를억제하고, 골흡수를감소시키며골밀도를증가시키는새로운기

전의골다공증치료제이다. 60세에서 90세까지의 7,868명의폐경후골다공증여성에서 3년동안 6개월간격으로 60 mg의

denosumab를피하주사하였다. 일차적인연구종점은새로운척추골골절이며, 이차적인연구종점은비척추골과고관절골절

로 설정하였다. Denosumab 치료군에서는 위약군과 비교하여 새로운 척추골 골절의 위험도가 68% 감소되었으며 (2.3%

versus 7.2%; hazard ratio, 0.32; 95% CI, 0.26 to 0.41; P<0.001), 고관절골절의위험도는40% 감소하였고 (0.7% versus

1.2%; hazard ratio, 0.60; 95% CI, 0.37 to 0.97; P=0.04), 비척추골골절의위험도는20% 감소하였다 (6.5% versus 8.0%;

hazard ratio, 0.80; 95% CI, 0.67 to 0.95; P=0.01). 부작용에대한조사에서denosumab 치료군에서는위약군과비교하여

암, 감염, 심혈관계질환, 골절치유의지연, 저칼슘혈증위험도의증가가없었으며, 턱골괴사는관찰되지않았다. 결론적으로폐

경후골다공증여성에서매년두번의denosumab 피하주사는척추골, 비척추골, 고관절골절의위험도감소효과가있었다. 

전립선암으로남성호르몬박탈요법을받는남성에서 Denosumab의 골밀도및골절에대한효과

Smith MR, Egerdie B, Hernández Toriz N, Feldman R, Tammela TL, Saad F, Heracek J, Szwedowski M, Ke C, Kupic A,

Leder BZ, Goessl C; Denosumab HALT Prostate Cancer Study Group. Denosumab in men receiving androgen-deprivation

therapy for prostate cancer. N Engl J Med. 2009;361:745-55. 

전립선암의확립된치료인남성호르몬박탈요법은골소실및골절위험도증가와연관됨이잘알려져있다. 비전이성전립선암

으로남성호르몬박탈요법을받고있는734 명의남성에서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appaB ligand (RANKL)

에대한인간단클론항체인denosumab를6개월간격으로60 mg 피하주사하여골밀도및골절에대한효과를무작위이중맹

검다기관연구로조사하였다. 일차적인연구종점은24개월에요추골골밀도의변화백분율이며, 이차적인연구종점은24개

월에대퇴골경부와총고관절골밀도의변화백분율, 36개월에요추골, 대퇴골경부, 총고관절골밀도의변화백분율, 새로운

척추골골절의발생률로설정하였다. 24개월에요추골골밀도는denosumab 치료군에서는5.6% 증가하였으나, 위약군에서는

1.0% 소실되었고(P<0.001), 두군간의유의한차이는치료시작후1개월부터36개월까지유지되었다. 총고관절, 대퇴골경부,

원위부요골골밀도도denosumab 치료군에서는위약군과비교하여전체연구기간동안유의하게높게관찰되었다. 36 개월의

새로운척추골골절의위험도는denosumab 치료군에서는위약군과비교하여62% 감소되었다 (1.5% versus 3.9%; relative

risk, 0.38; 95% CI, 0.19 to 0.78; P=0.006). 부작용의발생률은두군간에유의한차이가없었다. 결론적으로비전이성전립선

암으로남성호르몬박탈요법을받고있는남성에서denosumab 투여는모든부위의골밀도를증가시켰으며, 새로운척추골

골절의위험도감소효과가있었다.

유방암으로방향화효소억제제요법을받는여성에서 Denosumab의 골소실에대한예방효과

Ellis GK, Bone HG, Chlebowski R, Paul D, Spadafora S, Smith J, Fan M, Jun S. Randomized trial of denosumab in patients

receiving adjuvant aromatase inhibitors for nonmetastatic breast cancer. J Clin Oncol. 2008;26:4875-82.

호르몬수용체양성의유방암을가진폐경후여성에서는보조적인방향화효소억제제요법이확립되어있으나, 이로인하여골소

실의항진과골절위험도증가가병발된다. 호르몬수용체양성비전이성유방암으로방향화효소억제제요법을받고있는127

명의 폐경후 여성에서,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appaB ligand (RANKL)에 대한 인간 단클론항체인

denosumab를6개월간격으로60 mg 피하주사하여, 방향화효소억제제로유도된골소실을예방하는지조사하였다. 낮은골량

을가진폐경후여성을대상으로하였으며골다공증환자는제외하였고, 일차적인연구종점은12개월에요추골골밀도의변화

백분율로설정하였다. 12개월과24개월에요추골골밀도는denosumab 치료군에서위약군과비교하여각각5.5% (P<0.001)와

7.6% (P<0.001) 증가하였다. 골밀도증가소견은치료시작후1개월부터관찰되었고, 방향화효소억제제요법의치료기간에영

향을받지않았다. 골밀도의증가소견은전신, 총 고관절, 대퇴골경부, 원위부요골골밀도에서도관찰되었고, 골표지자는

denosumab 치료군에서감소하였다. 부작용의발생률은두군간에유의한차이가없었다. 결론적으로비전이성유방암으로보

조적인방향화효소억제제요법을받고있는낮은골량의폐경후여성에서denosumab 투여는방향화효소억제제로유도된골

소실을예방하는데효과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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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에서철저한혈당조절이체내염증반응을감소시킬수있는가?

Effects of Initiating Insulin and Metformin on Glycemic Control and Inflammatory Biomarkers Among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The LANCET Randomized trial. 

Pradhan AD, Everett BM, Cook NR, Rifai N, Ridker PM. JAMA. 2009;302:1186-94.

철저한혈당조절과대혈관합병증과의관계를조사한최근대규모임상연구결과들이실제임상에서의진료에어떻게투영될

수있을지는아직도의문의여지가있다. 반면, 이들의메타분석과또다른연구들은철저한혈당조절을통해비치명적인심근

경색을17% 정도감소시킬수있음을제시하고있어“철저한혈당조절”과“심혈관질환예방”에는혼동과논란의불씨가남아

있는 상태이다. 최근 JAMA 지에 LANCET trial 은 최근 진단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Insulin Glargine)이나

Metformin 치료가체내염증반응지표인hsCRP, IL-6, soluble tumor necrosis receptor 2 (sTNFr2)의변화에대한효과가

보고되었다. LANCET trial 에서는당뇨병진단받은지2년정도되는환자500여명을위약, 인슐린, 메트포르민, 인슐린과메

트포르민병용요법등으로할당하여14주동안공복혈당값을110 mg/dL 미만을목표로용량변경을하였다. hsCRP 등염증성

지표가모든군에서감소하였지만각군간유의한차이는없었으며혈당감소와염증성지표감소사이에일관된연관성이없었

다. 비록당뇨병이염증반응의일부로이해되고있기는하지만, 향후또다른연구결과가제시되기전까지는혈당조절뿐만아

니라심혈관질환에대한위험요소에대한철저한관리가보다강조되어야할것으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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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과당뇨병

Low-and High-density Lipoproteins Modulate Function, Apoptosis, and Proliferation of Primary

Human and Murine Pancreatic Beta-cells. 

Rütti S, Ehses JA, Sibler RA, Prazak R, Rohrer L, Georgopoulos S, Meier DT, Niclauss N, Berney T, Donath MY, von

Eckardstein A. Endocrinology. 2009;150:4521-30.

혈중High-density Lipoprotein(HDL) 콜레스테롤의감소가제2형당뇨병환자에서흔히관찰할수있는소견이며, 당뇨병발

병의독립적인예측인자임은많은연구에서제시된바있다. 최근설치류연구에서지단백질이췌장소도세포의생존과인슐린

합성을조절하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최근스위스취리히대학의 Sabin Rütti팀은사람과생쥐의소도세포에서 HDL과

Low Density Lipoprotein (LDL) 및그들의수용체가세포성장, 증식및기능을조절할수있음을보고하였는데, LDL이세포

증식과포도자극에의한인슐린분비를억제하는반면HDL은기저상태또는IL-1β등에의해유도되는세포자멸사를억제하

는것을관찰하였다. 

당뇨병성신경병증성통증에대한 Nortriptyline과 Gabapentin의 병용요법

Nortriptyline and Gabapentin, Alone and in Combination for Neuropathic Pain: A Double-blind,

Randomised Controlled Crossover Trial.

Ian Gilron, Joan M Bailey, Dongsheng Tu, Ronald R Holden, Alan C Jackson, Robyn L Houlden. The Lancet, Early Online

Publication, 30 September 2009. 

당뇨병성신경병증은가장흔한당뇨병성합병증이며, 이로이한통증은임상진료에서흔히겪을수있는난제이기도하다. 당

뇨병성신경병증성통증의경우몇가지약물요법이제시되고있기는하지만실제통증의호전을보이는경우는2/3 미만인것

으로보고되고있다. 당뇨병성신경병증통증조절에는한가지약물의최적용량증량후반응이없을경우작용기전이다른약

물로변경하는것이일반적으로임상에서많이시행되고있는방법이다. 최근Lancet 지에 Ian Gilron 등은삼환계항우울제

(Nortriptyline) 과항경련제 (Gabapentin)의신경병증성통증경감효과를각각단독요법과병용요법을무작위, 이중맹검, 교

차시험을통해비교하였다. 통증강도및통증으로인한수면장애가두약물의병용요법일경우각각의단독요법에비해유의

하게호전되었으며통증으로인한기분장애는병용요법이Nortriptyline 보다는효과적이었으나, Gabapentin에비해서는차

이가없었다. 구강건조증은Gabapentin군에비해병용요법과Nortrptyline군에서유의하게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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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and Type 2 Diabetes after Bariatric Surgery: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nry Buchwald, Rhonda Estok, Kyle Fahrbach, Deirdre Banel, Michael D. Jensen, Walter J. Pories, John P. Bantle, Isabella

Sledge. The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2009;122:248-256

전세계적으로비만인구가증가하면서Bariatric Surgery [baros (weight) + iatreia (medical treatment) 에서기원]도빠르

게증가하고있다.

이번리뷰저널에서는 1990년 1월부터2006년 4월 30일까지영어로발표된621개의논문으로 135,246명의환자를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유럽(44%)과 북미(43%)에서 이루어졌으며, 중동지방(4.5%),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3.5%), 남미

(3.1%), 아시아(1.5%)를포함하고있다. 

환자의특성을살펴보면, 평균연령40.2세 (16-65세), 체질량지수47.9 kg/m2, 약 80%는여성, 10.5%에서이전에Bariatric

Procedures를시행받았었다. 그리고, 22.3%에서제2형당뇨병을나타내었다. 

메타분석을통하여체중감소의결과 (table 5)는 38.5 kg 또는55.9%의Excess Body Weight Loss를보여주었다. 2년미만의

시점에서 36.6 kg 또는 53.8%의 Excess Body Weight Loss, 2년이상의시점에서종합해서본결과는 41.6 kg 또는 59%로

Bariatric Surgery의효과는지속적으로유지되었다. 체중감소효과는Biliopancreatic Diversion/Duodenal Switch, Gastric

Bypass, Gastroplasty, 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순이었다. 당뇨병환자군만을대상으로분석한체중감소

결과는 40.6 kg 또는 64.4%의 Excess Body Weight Loss를 보여주었는데, 2년미만의 시점에서 38.6 kg 또는 67.1%의

Excess Body Weight Loss, 2년이상의시점에서종합해서본결과는42.9 kg 또는58.0%로Bariatric Surgery의효과는마찬

가지로유지되었다.

당뇨병의완치는당뇨약제의중단과정상당상태(공복혈당100 mg/dL 또는HgA1c 6% 미만)로, 당뇨병의개선은당뇨약제의

감소와공복혈당 100-125 mg/dL 사이로정의하여, 당뇨병의완치 (table 8)는 78.1%에서, 86.6%에서개선소견을보여주었

다. Bariatric Surgery의 술식에 따라 Biliopancreatic Diversion/Duodenal Switch (95.1% Resolved), Gastric Bypass

(80.3%), Gastroplasty (79.7%), 그리고Laparoscopic Adjustable Gastric Banding (56.7%)순으로당뇨병의완치를보여주

었다. 메타회귀분석을통하여체질량지수의변화와당뇨병의완치사이에의미있는결과를보여주었다(P<0.01). 또한당뇨병

개선의비율은2년미만과2년이상의시점에서비교적꾸준하게유지되고있었다. 

고찰

의미있는체중감소이전에당뇨병의개선결과를통하여Gastric Bypass 이후장호르몬환경의변화가제2형당뇨병의병인

에영향을미치는기전을제시해줄수있으며, Arguelles 등이Control of Type 2 Diabetes Mellitus in Non-obese Patients

with Stomach Sparing Duodeno-jejunal Exclusion (SSDJE): Report of the First Ten Cases. Surg Obes Related Dis.

2009 (in press)의발표를기대하고있다. 고도비만환자를다룬이번저널과달리당뇨병환자만을대상으로한연구보고에서

는Bariatric Surgery 이후첫2년간은82%의당뇨병완치를보인반면, 2년이후에는62%만이당뇨병완치소견을보여제2

형당뇨병의치료를위해서외과적인치료와내과적인약물치료의비교연구가시급하며, Less Obese (BMI 30-35 kg/m2)군

과Morbidly Obese (BMI≥35 kg/m2) 군에서의Risk/Benefit을고려한수술결과비교연구가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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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III Histone/Protein Deacetylase인SIRT1은Nuclear Factor-KappaB (NFκB) 신호전달을방해하여, 항염효과를나타

내는것으로알려져있다. 사이토카인에의한베타세포의손상에서NFκB는중심적역할을하므로, SIRT1이베타세포손상모형

에서의역할에대하여연구하였다. RIN cell에사이토카인처리시세포손상및iNOS 활성, NO 생성증가가관찰되었다. 그러

나SIRT1의과발현은사이토카인유발성세포독성, NO 합성, iNOS 발현을억제하였다. SIRT1이 iNOS 발현을억제하는기전

은P65의Deacetylation을통한NFκB 신호전달억제와관련된것으로생각된다. Resveratrol 또는아데노바이러스에의한

SIRT1 과발현을통한SIRT1 활성화는사이토카인독성을막고, 분리된쥐의췌도에서포도당에의한정상인슐린분비반응을

유지시켰다. 이연구는사이토카인매개성베타세포손상기전과, 손상감소를위한방법으로서SIRT1활성의조절에대하여유

용한정보를제공하였다

* Glycogen Synthase Kinase-3beta Regulates Etoposide-induced Apoptosis via Bcl-2mediated Caspase-3 Activation in C3H10T1/2 Cells.

Apoptosis. 2009 Jun;14(6):771-7. Yun SI, Yoon HY, Chung YS. Department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Heat shock protein 60 causes osteoclastic bone resorption via toll-likereceptor-2 in estrogen deficiency. Bone. 2009 Oct;45(4):650-60.

Koh JM, Lee YS, Kim YS, Park SH, Lee SH, Kim HH, Lee MS, Lee KU, Kim GS.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 Mitochondrial dysfunction: glucokinase downregulation lowers interaction of glucokinase with mitochondria, resulting in apoptosis of

pancreatic beta-cells. Cell Signal. 2009 Jan;21(1):69-78. Lee JW, Kim WH, Lim JH, Song EH, Song J, Choi KY, Jung MH. Division of

Metabolic Disease,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Type 2 diabetes-associated genetic variants discovered in the recent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are related to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in the Korean population. Diabetologia. 2009. Feb;52(2):253-61.Cho YM, Kim TH, Lim S, Choi SH, Shin HD, Lee HK, Park KS,

Jang HC.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ppression of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coactivator-1alpha normalizes the glucolipotoxicity-induced decreased

BETA2/NeuroD gene transcription and improved glucose tolerance in diabetic rats. Endocrinology. 2009 Sep;150(9):4074-83. Kim JW,

You YH, Ham DS, Cho JH, Ko SH, Song KH, Son HY, Suh-Kim H, Lee IK, Yoon K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angnam St Mary's Hospital.

* Expression of ectodermal neural cortex 1 and its association with actin during the ovulatory process in the rat. Endocrinology. 2009

Aug;150(8):3800-6. Kim SG, Jang SJ, Soh J, Lee K, Park JK, Chang WK, Park EW, Chun SY. Hormone Research Center and 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and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Molecular evolution of multiple forms of kisspeptins and GPR54 receptors in vertebrates. Endocrinology. 2009 Jun;150(6):2837-46. Lee

YR, Tsunekawa K, Moon MJ, Um HN, Hwang JI, Osugi T, Otaki N, Sunakawa Y, Kim K, Vaudry H, Kwon HB, Seong JY, Tsutsui K.

Laboratory of G Protein-Coupled Receptors, Graduate School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 Protective role of autophagy in palmitate-induced INS-1 beta-cell death. Endocrinology. 2009 Jan;150(1):126-34. Choi SE, Lee SM, Lee

YJ, Li LJ, Lee SJ, Lee JH, Kim Y, Jun HS, Lee KW, Kang Y. Institute for Medical Scienc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저널제목의abc순>

** 분기별로 IF 4.0 이상의해외저널에실린내분비학회회원의논문을소개하는난입니다. 

누락된논문이있으면학회로연락을주십시오. 다음호에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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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P)H: Quinone Oxidoreductase 1의 활성화는혈관평활근세포증식억제를통해동맥재협착을예방한다

Activation of NAD(P)H:Quinone Oxidoreductase 1 Prevents Arterial Restenosis by Suppressing

Vascular Smooth Muscle cell Proliferation. 

Kim SY, Jeoung NH, Oh CJ, Choi YK, Lee HJ, Kim HJ, Kim JY, Hwang JH, Tadi S, Yim YH, Lee KU, Park KG, Huh S, Min KN,

Jeong KH, Park MG, Kwak TH, Kweon GR, Inukai K, Shong M, Lee IK.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irc Res. 2009;104:842-50. 

혈관평활근세포(Vascular Smooth Muscle Cells, VSMCs)의비정상적인증식과이동은혈관손상후재협착과죽상동맥경화

의중요한병리기전이다. 이연구는NAD(P)H: Quinone Oxidoreductase (NQO)1의활성을촉진하는항암제인β-lapachone

(βL) (3,4-Dihydro-2,2-dimethyl-2Hnaphtho[1,2-b]pyran-5,6-dione)이 혈관 손상 후 신내막(Neointima) 형성 및

VSMCs의증식에미치는영향에대한것이다. βL은풍선을이용한혈관손상후발생하는신내막형성을유의하게감소시키고,

G1/S 단계이행을억제함으로써VSMCs의증식을감소시켰다. βL은AMPK와Acetyl-CoA Carboxylase 1의인산화를증가시

켰으며, βL에의한세포증식및주기이행의억제효과는AMPK억제제와Dominant-Negative AMPK에의하여억제되었다.

VSMCs에서βL에의한 AMPK 활성화는NQO1존재하에서 LKB1에의하여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이연구는βL의 NQO1,

LKB1 의존적AMPK 활성화를통한VSMCs의증식억제를증명함으로서NQO1 활성자극제의혈관재협착및동맥경화증의새

로운치료제로서의근거를제시하였다. 

Imatinib Mesylate의 ER Stress감소를통한당뇨병치료효과

Imatinib Mesylate Reduces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and Induces Remission of Diabetes in

db/db Mice.  

Han MS, Chung KW, Cheon HG, Rhee SD, Yoon Ch, Lee MK, Kim KW, Lee MS. Department of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iabetes. 2009;58:329-36.

Imatinib의CML환자에서제2형당뇨병치료에대한기전은아직알려지지않았으며, 다른질환이없는제2형당뇨병환자에

서의효과도확실치않다. 이연구는db/db Mice에서 Imatinib의당뇨병개선효과및기전을연구하였다. Imatinib는db/db

Mice에서당뇨병의완화와인슐린저항성의개선효과를보여주었다. Imatinib에의하여ER Stress 표지자의발현이감소하였

고, 인슐린주사후의IRS-1, Akt 인산화도개선되었으며혈청Aminotransferase 수치와간내TG 축적이감소되었다. 췌장

내β-cell Mass은 Imatinib에의해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Imatinib는 db/db Mice에서 ER Stress를감소시키고당뇨병의

치료효과를보임으로제2형당뇨병과대사증후군에치료약제로서의가능성을제시하였다.

SIRT1의 과발현이 NFκB 신호전달을억제함으로써사이토카인독성으로부터췌장베타세포를보호한다. 

Overexpression of SIRT1 Protects Pancreatic Beta-cells Against Cytokine Toxicity by Suppressing

the Nuclear Factor-kappaB Signaling Pathway. 

Lee JH, Song MY, Song EK, Kim EK, Moon WS, Han MK, Park JW, Kwon KB, Park BH. Department of Biochemistry, Medical

School and Diabetes Research Cente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iabetes. 2009;58: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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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회원의최신저널
전 숙- 경희의대경희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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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에서현재내분비질환에대해관심이되고있는 issue와문제점들에관한대한내분비학

회의 입장을 각 분야의전문 학회와전문가의 토의를 통해 positioning을 위해 2009년부터 특별위원

회(위원장:순천향의대 변동원)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공동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여름호에 실린

BRONJ 내용과같이현재 9월에있었던 2차당뇨병분야의내용정리가거의마무리단계에있고 10월에

3차 신경내분비분야모임을가졌으며, 11월에는 갑상선분야의모임도진행예정에있다. 각 분야별내용

은정리되는대로소식지에내용을게재하여회원들에그내용을알려드릴예정이다. 

2차모임-  Intensive glycemic control and risk of diabetic complications

주관 :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일시및장소 : 2009년 9월 7일(월) 오후 6시-9시, 서울메리어트호텔LL층미팅룸5번방

〖 1부〗- 연자발표 좌장 : 김광원 (성균관의대) 

1. Introduction 및 History 김두만 (한림의대)

2. UKPDS, DCCT 및그추적연구결과및해석 박태선 (전북의대)

3. VADT, ACCORD, ADVANCE study 연구결과및해석 차봉수 (연세의대)

4. 제2형당뇨병에서의meta-analysis 이인규 (경북의대) 

〖2부〗- Development of Korean Positioning(round table meeting) 좌장 : 손호영 (가톨릭의대)

초안발표 - 우정택 (경희의대, 대한당뇨병학회치료소위원장)

패널토의자- 이문규, 박경수, 고경수, 손현식, 박중열

Endocrine Issues and 

Positioning Meeting 
3차모임-  Neuroendocrine Positioning (Guideline) Meeting

주관 :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내분비학회신경내분비연구회

일시및장소 : 2009년 10월 6일(화) 오후 6시 30분~ 10시, 소공동롯데호텔3층아테네룸

〖 1부〗- 프로락틴선종치료의오늘과미래 좌장 : 김선우 (성균관의대) 

1. 프로락틴분비선종최근치료 : 파라다임의변화가있는가?      이은직 (연세의대)

2. 프로락틴분비선종약물치료에따른문제점은없는가?           김동선 (한양의대)

medical treatment에서 bromocriptine과 cabergoline치료의상호유용한점, 부작용,  

프로락틴선종환자의임신과출산, 수유등에대한논란토의

3. 프로락틴선종에서외과적치료를반드시요하는치료사례 김선호 (연세의대신경외과) 

4. 질문과토의

〖2부〗- Development of Korean Consensus Guideline(Round Table Meeting)

: 프로락틴선종과고프로락틴혈증치료안도출 좌장 : 김성연 (서울의대) 

초안발표 - 프로락틴선종및고프로락틴혈증가이드라인 김두만 (한림의대)

패널토의자- 김동선, 김두만, 김병준, 변동원, 유순집, 이은직, 정윤석, 김선호, 김경아, 김소헌, 문성대, 홍은경

4차모임- 우연히발견된갑상선결절의접근

주관 :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내분비학회갑상선분과회

일시및장소 : 2009년 11월 11일(수) 오후 6시~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2층위스테리아룸(삼성동소재)

〖 1부〗- 연자발표 좌장 : 조보연 (서울의대) 

1. 갑상선초음파검사스크리닝이필요한가? 김선욱 (성균관의대)

2. 초음파검사로발견된결절- 어떤경우에세포검사가필요한가? 박영주 (서울의대)

3. 세포검사상중간형인 (indeterminate cytology) 경우어떻게할까? 강호철 (전남의대)

4. 세포검사상악성이의심되면어떤치료가적절한가? 정재훈 (성균관의대)

5. 악성이의심되어수술한경우, 수술후치료는? 박도준 (서울의대)

〖2부〗- Development of Korean Positioning : Round Table Meeting 좌장 : 송영기 (울산의대) 

초안발표- 김원배 (울산의대)

패널토의자- 장항석, 정준기, 이가희, 손영익, 나동규, 김선욱, 박영주, 강호철, 정재훈, 박도준

변동원특별위원회위원장

순천향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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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변하는경향을느낄수있었다. Hay 교수의주장은갑

상선암의 80% 이상은 갑상선유두암이며 갑상선유두암의 80-

85%는저위험군에속하기때문에수술만으로도갑상선암으로

사망할확률이 1% 미만이며추가적인RAA이재발을낮추거나

막는다는임상시험은없다는것이다. 하지만이차암을비롯하여

Xerostomia 등의부작용은분명히증명되어있으므로RAA 는

매우제한적으로고위험군에서사용이권장된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주장은현재 80-90% 이상의환자에서RAA 가이루어

지고있는현실에서많이괴리가되어있는내용이나향후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고참석자들은결론

을모았다. 

한여름의복판에있었던학회여서여름휴가를반납하였지만참

석하고서보람을느낀학회여서또한기억이남는다. 4년 후에

다시개최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지만잘이루어질지는모르

나그사이에갑상선암의진단과치료에또얼마나많은발전이

이루어질지기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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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열린

World Congress on Thyroid Cancer 에참석하였다. 당초연초

에열리기로계획되었던학회가여름휴가철의한복판으로옮겨

지면서참석을고민하였으나집사람과아들에게양해를구하고

(?) 여름휴가를학회참석으로대신하고열심히공부를하여보

기로마음먹었는데다녀와서는잘했다는느낌이들만큼유익

하고잘조직된학회였던것같다. 

나중에행사주최측에서발표한바에따르면70개국에서800명

정도가참석을하였다고하였는데부정기적으로처음주최한학

회이고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핵의학과등의다양한과에서적

극 참여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진정으로

multi-disciplinary approach 의전형을보여주었다고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년 퇴직 후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왕성한활동을보이시는연세대학교박정수교수님 (외과)과대

한갑상선학회의회장을맡고계시는서울대학교김광현교수님

(이비인후과)께서참석하셔서열심히공부하고질문하는모습을

보이시면서후배들에게귀감이되셨고저녁에는맛있는식사를

사주시기도하였다.

학회 기간 중 내분비내과 의사들의 입장에서 흥미를 가질만한

두가지주제에대하여기술하여보고자한다.

우선진행성갑상선암에서그동안진행된분자표적치료에대한

집중된세션이있었다. 최근의급격한발전은 Endocrinologist

와 Medical Oncologist의 Close Collaboration, Cancer

Biology에대한이해, 그리고새로운표적치료제의등장등으로

가능하게되었다. 그중Sorafenib, Sunitinib, Axitinib, 그리고

Motesanib이분화갑상선암에모두효과를보이는것으로생각

되며2상임상시험의결과는아래의표와같다. 이약제들의공

통점은다양한 Kinase 표적을가지고있지만모두공통적으로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 (VEGFR)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 중 Sorafenib (Nexavar, Bayer) 와

Sunitinib (Sutent, Pfizer)는 다른종양의치료를위하여시판

중으로 미국의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과 ATA (American Thyroid Association)에서는다

양한이유로 clinical trial에참여하지못하는경우off-label로

상기두약제의사용을recommend 하고있다.

주의할점은위의약제들의사용에서Complete Response는하

나도없다는점이다. 즉빠르게진행하는암을안정화시키는역

할을하고Progression-free Survival을증가시키는것으로보

이지만실제이러한결과가Overall Survivial의증가를가져오

는지는아직불분명하므로큰대규모의위약-대조군의연구를

통하여밝혀야할점이다.  

다음으로 그 동안 분화갑상선암의 수술 후 당연히(?) 실시하는

것으로여겨졌던동위원소치료에대한큰변화가향후있을것

임을알수있는강의가있었다.

메이요 클리닉의 Ian Hay 교수님은 Keynote Lecture에서

Radioiodine Remnant Ablation (RRA)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득은없으며Potential Harm은많다는주장을하였고과거의

분위기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는Mazzaferi 등의동위원소재발및생존률향상효과에대

한NEJM 발표이후분화갑상선암의치료공식으로자리잡았던

갑상선전절제술과이어지는RAA 라는공식이향후변화될것으

로생각되었다. 또한전체분화갑상선암의치료방향이적극적

인치료에서치료의부작용을고려하는약간 Conservative 한

최신학회이슈

World Congress on Thyroid Cancer 2009

김선욱-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Phase 2 Trials Sorafenib Sorafenib Motesanib Axitinib

Number of patients 58 30 93 60

% of DTC 93 90 95 75

Partial response (%) 15 23 14 30

Stable disease (%) 57 53 67 38

Median PFS (months) 16 20 10 18

DTC,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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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유럽갑상선학회
송영기-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파리샤를드골공항에서비행기를갈아타고두시간반을더

가서야리스본에도착할수있었다. 한때는지구를반바퀴

넘어돌아신대륙에발을내리고아프리카를돌아인도로가

는바닷길을열었던포르투갈의사람들이살고있는곳에서

열리는제34차유럽갑상선학회에가는길은그렇게멀었다.

다행히도 이번 학회에는 연세대 이은직 교수와 메리놀병원

의석지혜과장, 부산대이비인후과의이병주교수와이윤세

교수가참석하여혼자하루종일학회장에있는일은면할수

있었다. 

학회가 열리는 전날은 최근 몇 년간 그랬듯이 하루 종일

ETA-CRN Meeting 과Ultrasound Workshop이열렸는데

여기서는주로올해ATA에서채택된Medullary Carcinoma

의치료권고안에대한설명과유럽학자들의경험에비춘설

명이있었다. 갑상선수질암은동양인에서는매우드물게생

기는것이므로사실경험이많지않은필자로서는주의깊게

들으면서이런부분이문제될수도있겠구나하고생각하게

되었다. 갑상선수질암에대한별도의심포지움도열렸으며

ATA에서 OSU의 Richard Kloos 와 MD Anderson의

Steven Sherman 등이참석하여ATA의의견을알리고유

럽의전문가들과활발한의견교환이있었다.

ETA 학회자체는오래된학회로서필자는약20년전부터

참석하였지만최근달라진것은임상적인내용을많이다루

게 되었고 임상적인 내용의 심포지움과 Meet-the-

Professor 시간이 많이 생겼으며 sponsor 가 있는 별도의

심포지움이많이들어가게되었다는것이다. 올해도눈에띄

는것으로는Roche에서개발된새로운TSH 수용체항체의

측정법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었고 Genzyme에서 후원하는

Thyrogen 사용에대한심포지움이있었다. 

Tyrosine kinase inhibitor의사용에대한여러편의논문이

발표된 이외에도 이를 정리하는 심포지움이 열렸고 역시

Sherman과 Kloos 이외에도 유럽 측에서 Pacini,

Schlumberger 등 갑상선암의 대가들이 현재까지의 지식을

정리하였는바 Progressive Disease로 생각되는 Iodine

Refractory Case라면 일단 가능한대로 임상시험에라도 들

어가게하여가능한TKI 치료를받을수있게하여주는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Sorafenib을이용한임상시험이시작되는것으로알고있는

데그렇게되면우리나라의환자들도조금씩혜택을볼수있

을것으로생각된다. 

기초적인 내용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띄는 분야로서 Cell

Biology, Hormone Metabolism, Hormone Action 등에대

한많은심포지움과새로운논문의발표가있었는데사실이

부분에대한깊은지식을가지지못한필자는대개다른세션

에들어가서어떻게진행되었는지잘모른다. 아마도앞으로

는이러한기초적인분야에관심을가진한국학자가참석하

여경청한후내용을잘요약하여알려줄수있지않을까희

망한다. 

ATA 와는달리유럽에서는수술에대한이야기가필자의기

억으로는한번도다루어진적이없었는데이번학회에서한

가지재미있는것은외과선생님들의참석이많아진때문인

지Theodore Kocher의갑상선수술백주년을기념하는심

포지움이있었다는것이며외과선생님들도앞으로는 ETA

에참석하실수있겠구나하는느낌이들었다.

언제나처럼일반연제는매우수준의편차가컸으며여러수

준의다양한나라를잘포용하여학회를끌고나가는것은우

리에게도많은것을시사한다고하겠다. 돌아오면서정말유

감스러웠던것은학회장밖으로한발자국도나가보지못했

다는것인데시작하는첫날부터마지막끝나는시간까지계

속하여이런저런약속이있다보니어쩔수없었다. 리스본에

는언제또갈수있을지모르겠지만그먼길을가서아무것

도구경하지못하고그냥돌아오게된것은정말아쉬운일이

었다.

2009년 09월 26일대전유성리베라호텔에서2009년대한

갑상선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개의 Plenary

Lecture, 18개의구연과20개의포스터가발표되었다. 구연

은갑상선암쪽으로만치우쳐서발표된아쉬움이있었으나,

내과외에다른과의생각을들을수있는좋은기회였다. 그

내용으로는Core Needle Biopsy가세침흡인검사에비해얼

마나좋은지, Microarray분석은어떻게하는지등등을포함

한평소에환자를보면서궁금하던것들이주를이루었다. 

Plenary Lecture로는 2분이강의해주셨는데, Dr. Lauro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유전적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쥐를이용한여러전사인자의역할을확인하는과정을설명

해주셨다. 두번째 Plenary Lecture는 Dr Cuhn Ki Kim께

서갑상선암에서동위원소치료에대한강의를해주셨다. 평

소우리가알고있는미국갑상선학회에서나온권고안이어

떤근거로정해졌는지를그원저에대해자세히설명해주신

유익한강의였다. 더구나한국어로말씀해주셔서더잘이해

가되었다. 

심포지움에서는이번내분비소식지에갑상선질환편에서소

개되는경미한갑상선이상의진단과치료에대해서자세한

강의가이어졌다. 내용인즉슨, 최근에는불현성갑상선기능

저하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주장하는 군과 경과관찰을

주장하는군이있는데, 강의에서는아직까지는특별한잇점

(TSH가10 mU/L이상이거나, 그이하라도치료가도움이될

수있는임상적상황)이없다면경과관찰하는쪽으로더무

게를두었다. 갑상선자가항체에대한자세한리뷰가있었으

며, 각각의 자가항체의 임상적 의의와, 최근에 나온 3세대

TSH수용체 항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었다. 현재까지

는3세대TBII측정법이2세대TBII 측정법보다예민도와특

이도가 높다고 보고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

으며, 항갑상선제를복용한후재발및관해를예측하는데있

어서얼마나우월한지에대해서는잘모르므로, 추가연구가

필요한상태라고소개하였다. 

추계학술대회가 끝난 후 저녁 6시 30분부터는 연수강좌가

이어서개최되었다. 연수강좌는2개의주제를가지고진행되

었는데, 갑상선기능질환에대한진단및치료와갑상선결절

에대한강의가그것이다. 갑상선결절에대한임상적접근에

대해서는 내과뿐만이 아니라 영상의학과, 외과에서 강의를

해주셔서통합적인지식습득에도움을주었다.  

▲ 2009년 대한갑상선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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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으로발표를할예정이라듣고싶었지만다른room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생략하였다. FRAX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의 data는적용되지않고, 아시아권에서일본과중국만포

함이되어있어아쉬움이많으며, 조만간국내에서도data를축

적하여참여할수있도록국내연구자들의노력이필요함을절

실히 느꼈다. 또한 오후에는‘FRAX - A World Wide

Perspective to Its Strengths and Limitations’라는 Title로

ASBMR과 IOF(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NOF(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공동주관으로미국

내의적용과미국외에서의적용에서의문제점들을서로논의하

였으며, 10년 hip fracture risk를 3%와 spine fracture risk를

20%로정한것에대해서는각각자기나라의여건에맞게진단

기준의유연성이필요함을역설하였다. 그리고같은시간대에최

근신약들의흥미로운임상결과들이발표되고있어재미있게들었

다. 우선대표적인것으로once-yearly zoledronate와PTH를병

용하여폐경기여성에서사용한결과를미국Columbia

university group에서발표하였으며, denosumab을 6개월간격

으로 60 mg 피하주사한 6년 간의 2상 실험 결과를 미국의

Colorado center for bone research에서 발표하였고,

denosumab 사용후bone histology and histomorphometry 결

과에대해뉴질랜드의Auckland 대학에서발표하였다. 같은작용

원리이지만 Denosumab이 OPG에 비해 Less Autoimmunity,

Less Cross-over Inhibition of Other TNF Family, more

Favorable Pharmacokinetics 소견이 있으며, Bisphosphonate

에비해 at Least Effective BMD Increase, more Inhibition of

Bone Turnover Marker, More Rapid Effect, Good Compliance

등으로가장각광받는Antiresorptive약재의선두주자가될것같

다. 단지Immunity의Suppression으로인한Hospital Infection

이 3.2% 정도증가하였고, 아직통계적의의는없지만유방암, 위

장관암, 생식기계암의발생이약간증가되는경향이있어, 이에대

한 장기간의 관찰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Cathepsin K inhibitor인Odanacatib의폐경후여성에서의장기

치료결과가호주의Garvan Institute에서발표하였으며, Calcium

Sensing Receptor Antagonist인 Ronacaleret의 Renal

Clacium Excretion 증가조절에대해미국의GSK 연구소에서발

표가 있었으며, 400mg을 투여 시 혈중 칼슘을 증가시켜 요추골

골밀도를증가시키지만대퇴골의골밀도는감소되는경향을보였

으며, PTH의증가효가는미약한것으로나타나골다공증에서치

료목적의 사용 보다는 Primary Hypoparathyroidism에서 유용

할것으로생각된다. 작년까지만해도최근개발된신약들의동물

실험 결과와 1상 실험결과의 발표가 주였다면 금년도에는

Denosumab, Odanacatib, Ronacaleret 등신약의2, 3상결과와

수년에걸친장기결과, Histomorphometry 결과등이보충되었

다. 특히Denosumab의약진이눈에크게띄었으며, 조만간향후

사용이기대되는바이다. 

셋째날인13일일요일은subtrochanteric fracture의캐나다에

서의 결과 정리와 PTH 사용 후 femoral neck fracture의

healing 호전에대한발표가이태리Millan 대학에서있었고, 알

렌드로네이트와 리세드로네이트 치료 후 PTH를 cyclic 또는

daily 투여시효과등에대해미국의Columbia 대학에서발표

등이 있었다. 그리고 오후에‘Clinical roundtable/case

conference-treatment of GIOP: Who? When? What?’

session 이hall A에서있었는데스테로이드를사용하는환자3

case를보여주면서실질적인환자관리에도움이될수있는많

은토론이있었다. 첫째case는PDL(predinsolone)을복용하고

있는폐경후여성에서다른risk factor가없고, 과거골절병력

도없으며, L-spine T-score가 -1.7, femur neck T-score가

-1.6일경우‘치료를하겠는가?’하는질문이었는데논의후통

합된 답변은 칼슘과 비타민 D의 기본적인 보충과

bisphosphonate weekly의 투약, 그리고 PDL은 가능한 적은

용량(7.5mg 이하) 유지와규칙적인운동이필요하다고정리하였

다. 두번째case는24세SLE(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여성이 PDL을 매일 25-50mg 정도 복용하다가 최근 75mg을

복용하고있고L-spine T-score가-1.4, femur neck T-score

가-1.0일경우‘어떤치료를언제까지하겠는가?’하는질문으

로답변으로는역시칼슘과비타민 D의기본적인보충과 PDL

을 최소 5mg 이상 사용하고 있는 동안은 bisphosphonate

대한내분비학회22

Colorado Convention Center, 

September 11-15, 2009

미국의Denver는Transit을위해몇차례들렸던도시이지만직

접찾아가기는이번이처음이라공항에내리면서약간의설레임

이있었다. Denver시가1800 m 고지에위치한다고하여비행기

가산계곡을지나며착륙하는것을상상하였으나Denver 공항

은허허벌판에위치하고있어다시한번미국대륙의장대함에

놀라움을금치못하였다.

학회 첫날인 11일에는 Plenary Symposium으로‘Bone-The

center of the Endocrine Universe’라는주제로4명의연자의

발표가있었다. 인상적이었던것은첫번째연자로일본Tokyo

University Hospital의Dr. Seiji Fukumoto 가‘Regulation of

mineral and bone metabolism by bone derived hormone,

FGF23’이란 title로 31번째 미국골대사학회 개막날 첫 강의를

하는것이었다. Dr. Fukumoto는1년전인2008년11월22일대

한골대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도 참석하여‘FGF23 and

Phosphate metabolism’title로 plenary lecture를 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금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Osaka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열린‘제27회일

본골대사학회(The Japanese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에서만나국내연구자들과친분을나눈바있어친

근감을느꼈었는데세계적인학회인ASBMR에서첫강연을하

는것을보고같은동양인으로뿌듯함을느꼈으며, 또한일본의

학술적인발전에부러움을갖게하였다.

오전 11시에 Meet the Professor Session에서 Dr. Elizabeth

Shane이 하는‘Osteonecrosis of the Jaw(ONJ): Problem

and Perspective’room에들어갔는데생각보다많은것을건지

지는 못한 것 같다. 국내에서 대한내분비학회 주관으로

‘Endocrine issues and positioning meeting’모임을하여이

미국내ONJ 발생현황과외국data의비교및risk factor등에

대해의협신문에 positioning statement를 발표하였기에특별

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고, 단지 최근 사용하기 시작한

Denosumab의 경우 Postmenopausal Osteoporosis에서는

ONJ가없었으나, 유방암환자에서약20명, Solid tumor 환자

에서 10명 정도에서 ONJ가 발생함이 보고되었다 하여 관심을

끌었다.

오후 4시 30분에는‘ASBMR/ECTS Clinical Debate: Is the

Measles Virus a Trigger for Paget’s Disease in Bone’

Session이열렸는데Debator로영국의Edinburgh 대학의Dr.

Stuart H. Ralston과 미국의 Pittsburgh Healthcare 병원의

Dr. G. David Roodman 이설전을벌였다. Paget’s disease는

국내에서흔치않은질환이라국내참가자들에게는별로흥미롭

지는않았으나서로Measles virus가제대로발견을못해서그

렇지Osteoclast의활동성을증가시켜Paget’s Disease를유발

시킨다거나또는일부는유발되지만전체적인원인으로하기에

는아직아니다라고주장하며설전을벌이는모습은참가자들에

게많은흥미를유발시켰으며, 국내에서도한번프로그램을잘

짜서시행해볼만한Session이었다. 

둘째날인12일토요일에는임상쪽의재미있는Oral session이

여럿있었는데일부는시간이겹쳐서못듣는경우도있었다. 일

본의Dr. Saeko Fujiwara는역시작년가을에대한골대사학회

의추계학술대회초청연자로방문한바있어친근감이있었으며

그당시‘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Japanese model

of the WHO fracture risk assessment tool(FRAX)’title로

일본의data를발표하였으며, 이번ASBMR에서는‘Vertebral

fracture status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risk factors for predicting osteoporotic fracture ris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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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콜로라도주덴버에서개최된제31차미국골대사미네랄학

회(Americ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연례학

술대회에지난10월11일부터15일까지작년(캐나다, 몬트리올)에

이어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골대사와관련있는많은임상교수

님들과골생물학을연구하는교수님, 대학원생, 연구원, 제약회사

연구원등많은분이참석하여서세션마다쉽게마주칠수있었

다. 이제한국의골대사연구는국제적인수준이라고자부하여도

괜찮을것같다. 덴버는해발1,500미터에위치한도시이고, 환경

친화적인여러가지노력을기울인덕인지공기가매우상쾌하였

고, 다행스럽게도학회기간내에하루를제외하고는하늘이무척

맑았다. 과거에는금광으로매우부유한도시였는데지금은관광

에역점을둔다고한다. 이도시에서미국최초의흑인대통령이

오바마가민주당의대통령후보지명을받은곳이어서이곳사람

들은매우자랑스럽게생각하고있었으며, 학회내내중요한세션

에서연자들이그부분을언급하였다. 

금요일오전의Plenary 심포지움을시작으로본격적으로학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는Bone이하나의중요한내분비기관의중심이

라는것으로네분의연자가발표를하였다. 동경대학의후쿠모토

교수의 FGF23에 의한 미네랄 대사와 골대사와의 관계, 호주의

Garvan 연구소의발독교수에의한뉴로펩타이드Y와뼈의리모

델링과의관계에대한발표가있었으며, 특히, 후반부두분의컬

럼비아대학의Karsenty 박사팀(Yadav 박사와Karsenty 박사)

은Bone Mass와에너지대사와의밀접한관계있다는것을보여

주었다. 쎄로토닌(Brainstem-derived Serotonin, BDS)과뇌에

서의렙틴신호전달경로가뼈와에너지대사에공통적인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시킨 것으로

Karsenty 박사의뛰어난예지력과분석력이돋보였다. 시차로정

신이없는데옆자리에앉으신연세대의임승길교수님과제일병

원윤현구교수님께서는무척진지하게듣고있어서졸음을억지

로참으며2시간을보냈다. 지금생각해보면이세션이가장인상

깊었던것으로기억된다. 이제뼈가우리몸의중요한내분비기

관의하나로간주되고있다는생각이들었다. 앞으로는좀더많

은내분비내과교수님들이뼈연구에관심을가질것으로기대도

같이하였다.  

졸린눈을비비며얼른점심을해결하고제목이재미있는 osteo

“sight”of Mechanical Loading 심포지움에 들어갔다.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연구가 잘되어있지 않았던

osteocyte에대한새로운내용을많이알수가있었다. 올해일본

에서열렸던일본골대사학회에서‘osteocyte’에대한Bonewald

교수의강의를들은후많은흥미를갖고있었는데, 이번덴버미

팅에서는Osteocyte에대한연제와포스터가무척많이있었다.

바야흐로Osteocyte의시대가도래한것같았다. Osteocyte에대

한구연장을 가보면 많은청중들이몰려있었고, 매우 진지하게

경청하며토론도뜨거웠다. 십년전쯤에Osteoclast 열기가불었

을때와비슷한 것 같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서연구를하는분이없지만, 앞으로는골대사연구의한축

을이룰것으로생각된다. 다행스러운것은연세대학교내분비내

과의이유미교수가 현재미국의인디애나대학의 Bellido 교수님

의연구실에서연수중에있어서귀국하면우리나라osteocyte 연

구에큰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매년이학회를오는이유중하나는골대사연구의흐름을알기

위해서이다. 부지런히심포지움이나구연, 포스터등을돌아다니

다보면많은한국인들을만난다. 올해는구연장에서발표하는한

국인이예년에비해적지않게눈에띄었다. 모두유창한영어솜씨

와잘짜여진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매우흡족하며우리나라의

연구력이크게신장된것을새삼느낀다. 이번학회에서중요하게

나온것은Osteocyte에대한것이며, Wnt와골대사와의관계도

많이눈에띄었다. 한가지재미있는것은그동안Osteoclast를연

구했던분들이골전이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는것이다. 여기에

대한발표도많이늘었다. 심포지움중하나에골전이분야에있

어서대가인인디애나대학의Guise 교수가osteoclast 분화에가

장중요한RANKL/OPG와의관계에대하여알기쉬운강의하였

다.  오는12월5일, 6일골다공증학회학술대회에와서강연을하

시니관심있는많은분들이오셔서최신흐름을듣는것도무척

좋을것이라생각된다. 

이제우리나라에도뼈와관계된연구를하는분들이그동안임상

의사못지않게많이증가하였다. 외국에서는임상의사와생물학

자들이잘조화를이루어훌륭한결과를얻고있었다. 우리나라에

서도그와같은일들이일어나도록모두다같이노력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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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투약을고려하여야하며, 임신시bisphosphonate는사

용금기약물이므로주의하여야하고, eGFR 이 <15 인경우용

량조절이필요할것이고, denosumab의경우는아직장기결과

가입증되지않은상태임을주지하였다.  세번째case는80세의

노인이 당뇨로 인슐린 치료와 RA(rheumatoid arthritis)로

PDL을 7.5mg을 복용하고 있고 PTH가 증가되어 있으며, L-

spine T-score가 -4.6, femur neck T-score가 -3.3일 경우

‘어떤치료를하겠는가?’하는질문으로청중들과서로토론하

며모범답안(?)을설정해보았는데 testosterone replacement

가노령의만성스테로이드사용자에게골밀도를증가시킨다는

보고가있으므로고려해볼수있으며, 골교체율이저하된노령

의심한골다공증환자에게는PTH와칼슘의사용이우선고려하

는것이좋다고결론을내렸다. 

넷째 날인 14일 월요일에는‘Plenary symposium III -40th

anniversary bisphosphonates -Yesterday, Today and

Tomorrow’session 이 있었는데영국 Oxford 대학의 Dr. R.

Graham G. Russel이‘introduction and history’로 40년간

사용된bisphosphonate의개략적인안내후좌장을맡았다. 영

국의 Dr. Michael J. Rogers가‘Cellular and biochemical

actions: knows and unknowns’에대해언급해주었고, 미국

의 Indiana 대학의 Dr. Lilian I. Plotkin이‘Novel

bisphosphonate actions on bone: preservation of osteocyte

and osteoblast viability’에대해발표하였는데내용을요약해

보면 bisphosphonate가 osteoclast뿐만 아니라 osteocyte,

osteoblast의 apoptosis를 inhibition하는 작용기전을 새롭게

밝혀냈다. 미국의 Dr. Ethel S. Siris가‘Clinical benefits in

Paget’s disease and osteoporosis’내용으로발표하였고, 뉴질

랜드의 Dr. Ian R. Reid가‘Clinical pharmacology of

bisphosphonates and impact on safety’에대해좋은강의를

해 주었으며, 미국 Indiana 대학의 Dr. David B. Burr이

‘Future prospects and concluding remarks’로 정리하였다.

과거 40년동안골다공증의붐을일으키는데지대한공을세운

bisphosphonate에대한공적을치하하는자리였지만전체적인

느낌은새로이개발되는약제에밀려새로운돌파구를모색하는

자리가아니었나생각된다.

마지막날은귀국비행편으로자리를못해아쉬움이남았지만, 4

일간의Denver에서의졸음을쫓으며들은강의들과, 저녁에한

국식당에서소주잔을기울였던추억은영원히잊지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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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9월29일부터10월2일에걸쳐열린유럽당뇨병학회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기초연구 부문에서는

Oxidant Stress and Long-term Diabetic Complications,

Diabetes and Neuro-degeneration, Vesicle Trafficking in

Diabetes, Insulin Signaling, Beta Cell Degeneration-ROS

and Metabolic Stress 등의여러분야의주제를중심으로최신

연구결과및지식들을나누는자리가마련되었다. 여러주제들

중비교적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진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관련된강의들을소개하고자한다.

“The Role of Angiotensin II Receptor and Diabetic

complications”에서는 Lempo교수의 Angiotensin II와 관련된

당뇨병성 혈관 합병증의 발생 기전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Angiotensin II는 혈관 세포내 Phosphoinositide 3-kinase

(PI3K)γ를 증가시키고 이는 GTPase인 rac-1을 활성화시켜

NADPH oxidase 가증가하게된다. Rac-1은NADPH oxidase

활성화를통한세포내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생성

하는 Enzymatic System에 필요한 단계로 이를 통해 증가된

ROS에의해혈관손상이일어나고당뇨병성혈관합병증의위험

이 증가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혈관 세포내의

Angiotensin II/PI3γ/rac-1pathway의활성화가고혈당과관련

된 혈관세포의 산화스트레스 (Hyperglycemia-related

Vascular Oxidative Stress)에중요한요소이며이부분에대해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등치료에대한연구가더진

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Cooper교수는 당뇨병성 신증에서 Mitochondrial ROS와

Cytosolic ROS 생성이각각증가되어있음을설명하고강의에

서는주로NADPH Oxidase와관련된내용을발표하였다. 당뇨

병에서는 최종당화산물 (Advance Glycation end Products),

포도당 (Glucose), Angiotensin II 등이NADPH Oxidase를활

성화시켜세포내ROS를증가시킨다. NADPH Oxidase는당뇨

병성신증동물모델에서증가되어있는데이것을억제하는것

이당뇨병성신증을막는치료적접근이될수있다. 동물모델에

서 Apocynin 과 같은 NADPH Oxidase 억제제는 NADPH

Oxidase의구성요소인p47phox와gp91phox의과발현을억제

하고, Mesangial Matrix Expansion을 감소시켰다. 또한,

NADPH Oxidase의 Isoform중신장과주로관련있는Nox 4

(신장의gp91phox homologue)는Anti-sense Oligonucleotide

를 이용하여이를억제했을때NADPH 의존적인 ROS 생성과

신장의 비후 (Renal Hypertrophy)가 감소하였다. 이외

Glutathione Peroxidase (GPx)-1 Deficient mice에서

Diabetic Nephropathy가일어나지않았으며이것은특히신장

의GPx Isoform중GPx-3 Isoform의증가때문으로설명하였

다. 이런결과들은NADPH Oxidase가고혈당에의한ROS 생

성에중요한매개자임을시사한다.

토론토 대학의 Giacca 교수는“Fatty Acid, Diabetes and

Oxidative Stress”강연에서는동물모델에서Free Fatty Acid의

증가에 따른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N-acetyl-L-cystein

(NAC)에 의해 감소됨을 발표하였다. 기전으로는 NAC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인슐린의 신호전달경로의 이상을 개선시켰다

는것이제시되었다. 또, 유리지방산의지속적증가가산화스트

레스를증가시켜β세포의분비능을감소시킨다는결과를보여주

었으며, IKKβ억제제인Sodium Salicylate를고용량으로주었

을때간의인슐린저항성을감소되고β세포기능을회복되었다

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제 사람에서 Sodium

Salicylate가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

마다매우다른결과들을발표하여향후연구가더필요할것으

로생각된다.

최근ROS는제2형당뇨병의발병및합병증발생에있어중요

한원인중의하나로여겨지고있다. 이번45회유럽당뇨병학회

에서는당뇨병에서ROS 의생성에의한여러손상기전들이소

개되었으며이를목표로한치료적접근이당뇨병및합병증치

료에있어서중요한한부분이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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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은-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2009년유럽당뇨병학회는9월29일부터10월2일까지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었다. EASD President인 Ulf

Smith의개회연설에따르면총 1367개의초록이채택이되었

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32개의 초록을 발표하였고 이는

참가국가별순위로볼때 15번째였다. 7개의홀에서기초연구

부터임상연구에이르는다양한주제들이다루어졌다. 

올해의Minkowski 상은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Techniques을이용해서근육, 간, 심장에Ectopic Fat의축적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연구를 한 이탈리아의 Dr. Gianluca

Perseghin가받았다. 

최근Diabetologia 에 Insulin Glargine 과암발병과의관련성

을 제기한 논문이 개제된 다음 논란이 야기되었는데 이번에

Diabetes Therapy 와 Cancer 라는주제를가지고심포지움이

있었다. Dr. Currie는영국의THIN data를분석하여인슐린과

메폴민을병용투여하는것이인슐린단독투여에비해암의발

생도를 줄인다고 보고하였고, Dr. Smith가 Metformin의

Anti-cancer Effect 에대한논문을소개해주어서매우흥미로

왔다. 또한 Insulin Glargine 과 Insulin Determir의 Safety에

대한최근의분석결과(Diabetologia 개제예정)를통해서각각

의인슐린이암발병과연관성이없음을제시하였다. 결론적으

로이에대한EASD의입장은Insulin Glargine이암발병과연

관성에대해서는아직확실하지않으므로추가적인연구가진행

되어야하며현재 Insulin Glargine을사용하고있는환자들에

서사용중단할이유는없고다만이러한Safety에대한문제가

제기되었다는것을환자들이알권리가있다는것이었다. 

최근에GLP-1 Analogue 의사용이시작되면서어떤환자들에

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liraglutide을 사용한 6개의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Meta-analysis한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연구결과에따르면

Liraglutide 는 기저베타세포의기능이좋은환자들에게혈당

강하효과가더효과적이어서 Liraglutide를 초기에일찍투여

하는것이좋을것이라고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학회는 국제학회에서 처음으로

구연발표를한것이가장기억에많이남는다. 김대중선생님께

서 도와주셔서 Sitagliptin과 Metformin 의 병합 요법에 대한

동물실험을하게되어초록을냈고예상치못하게구연발표로

채택이되었다. 이것은나에겐큰기쁨이었으나동시에도전이

었다. 영어로발표를해야하고특히질문을알아듣고대답해야

한다는것이부담스러워서발표준비하는것이힘들었으나최선

을다해서준비를했고발표를마쳤을때그뿌듯함과시원함은

이루말할수없었다. 

이번학회참석을통해서좋은경험을많이했다는생각이들고

미처보지못한쉔부룬궁전은다음기회에꼭가고싶다. 

▲김대중선생님과함께학회장에서

I
S

S
U

E

최신학회이슈

45th Annual Meeting of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 임상분야편

한승진- 아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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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소개

01 당뇨병 클리닉 •서울아산병원당뇨병클리닉은당

뇨병을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여 초기부터 철저히 관리함

으로써당뇨병으로인한합병증을예방할수있도록최선

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다양한방식의교육을통

해환자분들이당뇨병을보다쉽고정확하게이해할수있

도록하고, 본인스스로가당뇨병관리의주체가되어당뇨

병을관리함으로써보다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도와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뇨병 전문 의

사, 영양사, 간호사, 코디네이터등으로구성된전문의료

팀을구성하였고, 센터내에일반진료실뿐아니라다양한

합병증검사실(안저촬영실, 혈관검사실, 족부및신경검

사실) 및각종첨단의료장비를갖춰보다전문적이고포괄

적인진료가가능하도록준비하였습니다. 또한영양상담

실및교육실도모두당뇨병센터내에마련하여합병증검

사뿐아니라당뇨병관리에필요한교육과상담또한한곳

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해당뇨병센터에내원하는환자

분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했습니다.

02당뇨망막클리닉•당뇨병은눈에영향을끼치는전

신질환중가장중요한질환입니다. 당뇨병환자의약60%

가눈에이상이발견된다는보고가있으며, 당뇨망막병증

은25세이상성인에서시력손실을초래하는가장흔한

원인질환으로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당뇨병을진단받

은경우정기적인안과검사는필수적입니다. 당뇨병이있

는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의

정기적인망막검사가필요하며만일당뇨망막병증이있

는것으로진단되면단계에따라 3-9개월간격의망막검

사가필요합니다. 

서울아산병원당뇨병센터에서는당뇨병환자들의당뇨망

막병증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당뇨망막병증 클

리닉과망막특수검사실을개설하여월요일부터금요일까

지망막전문의들에의한종일진료를시행하고있으며, 필

요한경우센터에마련된수술실및레이져치료실에서망

막병증에대한치료도함께시행하고있습니다. 

03당뇨신장병증클리닉• 당뇨신장병증클리닉은당

뇨병과 관련된 신장병증을 조기에 관리하여 신장병증의

진행을막고진행된신장병증의경우투석이나이식과같

은치료를적절한시기에시행하여환자들의삶의질을높

이고여명을증가시키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

당뇨 신장병증 클리닉은 당뇨병 클리닉과 연계하여 신장

병증이생긴환자에대한교육과진료를함께시행하고있

으며투석이나이식이필요한환자의경우혈관외과, 장기

이식센터, 인공신장실등과협조하여교육및치료를시

행하고있습니다

병원탐방

서울아산병원당뇨병센터
서울아산병원 당뇨병센터는 2006년 11월 27일 개소하였으며 신관이 개원하면

서 환자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진료공간을 마련하여 2009년 2월 16일

에 확장 이전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확장 이전한 서울아산병원 당뇨병 센터를

탐방해보았다. 이우제-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의료진소개

당뇨병클리닉•박중열(소장), 이기업, 김민선, 이우제,

고은희, 이상아, 김은희

당뇨망막클리닉•윤영희, 김중곤, 이주용

당뇨신장병증클리닉•박정식, 장재원

당뇨족부클리닉•권태원, 조용필(혈관외과), 

전민호(재활의학과), 이호승(정형외과), 홍준표(성형외과)

심혈관질환클리닉•박성욱, 이승환

당뇨치주질환클리닉•이영규, 김원경, 김영성

당뇨병센터시설

서울아산병원 당뇨병센터는 8개의 진료실, 1개의 교육

실, 3개의 영양 상담실, 족부 검진실, 망막병증 환자를

위한수술실과레이저치료실, 4개의당뇨합병증검사실

과1개의망막특수검사실로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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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당뇨족부클리닉•당뇨병환자중60-70%가족부

병변을, 35-45%는 임상적으로문제가될정도의신경병

증을, 15%는족부궤양을가지고있다고알려져있습니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은 일단 치유가 되더라도 3년 내에

70%에서재발하고, 발궤양을가진환자의약20%가절단

수술을받을뿐아니라, 모든하지절단환자의절반이상

이당뇨병합병증으로인한절단인것으로보고되고있습

니다. 걷는것은기본적인일상생활과직결되어있기때문

에하지일부를절단하는경우에는삶의질이급격히떨어

집니다. 이러한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서울아산병원당

뇨병센터에서는당뇨병센터내에당뇨족부코디네이터

및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혈관외과의료진들로

구성된당뇨병족부클리닉을개설하여전문적이고신속

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뇨 족부 클리닉에서는

‘족부 검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진의

진료전에족부코디네이터가센터에내원하는당뇨병환

자의족부검진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발에문

제가있는환자를조기에발견해치료하고적절한시기에

수술부터재활까지의전치료과정을제공할뿐아니라족

부질환의발생가능성이높은환자를미리선별하여족부

질환의발생을예방하기위한교육및처치를제공하고있

습니다. 

05심혈관질환클리닉• 당뇨병환자의가장중요한사

망원인은심혈관질환이며당뇨병환자의20-30%는허혈

성심질환이있어도증상이없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증상이없더라도심혈관질환의위험이높은환자

를찾아내서적절한조치를취할경우허혈성심질환으로

인한여러문제를예방할수있습니다. 당뇨병센터심혈관

질환클리닉은센터를방문한환자가당일진료를통해필

요한경우신속하게진단(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동위

원소검사, 관상동맥컴퓨터단층촬영, 심혈관조영술) 및치

료(관상동맥성형술, 우회로수술)를받을수있도록조치하

고있습니다. 

06당뇨치주질환클리닉• 당뇨병환자는일반인에비

해치주질환에걸릴확률이3배이상높다고알려져있습

니다.서울아산병원당뇨병센터에서는2009년7월부터치

과당뇨치주질환클리닉과당일진료체계를구축하여치

주질환이있는당뇨병환자들이편리하게치과진료를받

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확장 이전한 서울아산병원 당뇨병센터에

대해알아보았다. 새로운공간으로이전하여원스톱진료

시스템을확립하고족부검진등의새로운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당뇨병 센터가 한국을 대표

하는당뇨병센터의새로운모델로정착할수있기를기대

해본다.

이우제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정
년
을
맞
으
며.
.
.

1968년에대학을졸업하였으니의사가된지41년이넘었고, 대학에서학

생들을가르치기시작한지도33년이지났다. 어느대학선배의회고록이

름이“배우며가르치며”였는데, 나도그렇게살아왔다. 의과대학에서임

상교수로일하는것은여기에환자를돌보아야하는제3의임무가주어

진다. 아무리좋은치료법이개발되어도환자는항상있게마련이고, 항

상치료는불완전하여의사는항상새로운치료에목말라하게마련이다. 

학계에서활동하는것은이러한새로움을발굴하고서로주고받기위해

서다. 국내에서모자라면외국으로가고, 실험적으로해본치료가성공

을거두면다른동료에게전하고, 동료들은이러한발전을이루어낸동

료에게박수를보낸다. 

“Life is short, art is long”이란말이있다. 의술은성취하기어렵고사

람의 일생은 짧다는 뜻이다. 히포크라테스의 말인데, opportunity

fleeting, experiment dangerous, judgment difficult”란말이뒤따른

다. 기회는순간적으로나타나서잡기어려우며, 실험은위태롭고, (경험

만으로는속기쉽다; experience is deceptive 또는무언가를시도하는

것에는실패의위험이따른다는것이원뜻이다), 판단은어렵다. 

많은기회를날려보냈고, 많은옳지않은판단으로많은실패를경험하였지만아직의술은아득하기만하

다. 넘어지지않고그런대로건강한모습으로여기까지온것은많은선배, 동료, 후배들의도움이있었기

에가능하였던것이었음을점점실감하게된다. 내분비학회, 당뇨병학회는내삶의중심이된학술모임이

었고, 여러회원들은나의살과피가되어주었다. 뒷날미토콘드리아에관심을가지면서나홀로의길을

좀갔으나동료들이곧뒤따라올것이라는믿음을버린적은없었다.

주변의과학과기술, 제도와사람들의영악함이빠른속도로변해가는데. 나이가들면서발을맞추어가기

가쉽지않다는것을느끼는데, 정년이란이름의졸업장을받으니마음이놓인다.

‘젊은날되고그려보던나의미래모습, 되지않았음에오히려안도하는나”브라우닝의시다.  

이홍규 -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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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인면에서는조슬린센터의Dr. William Hsu 클리닉에서

당뇨병환자의치료를참관할기회가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병

원의경우짧은시간에많은당뇨병환자를보아야하는현실과

는달리하루에 5-6 명만 진료하는 상황이었지만 진료와환자

교육면에있어서는우리나라역시뒤지지않음을알수있었습

니다. 또한조슬린당뇨병센터에는미국에사는아시아인들을

위한당뇨병치료추진회(Asian American Diabetes Initiative)

가결성되어있어언어적으로나문화적으로다른아시아당뇨병

환자들을위한맞춤교육이시행되어여기에도참가할수있었

습니다. 우리나라에살고있는당뇨병환자들보다식사나운동

에대한교육을받을기회가적고받더라도한국식단으로짜여

진영양교육이없다보니미국에살고있는한국인당뇨병환자

들이얼마나어려운지느낄수있었습니다. 

연수기관생활정보

보스턴은깨끗하고안전한도시이며세계적으로유명한명문대

학들이많아학구적인분위기입니다. 보스턴사람들의차번호

판에The spirit of America라고쓰여있을정도로전통이있고

자부심이강하며바쁘고부지런하게움직이는최고주의가느껴

지는곳입니다. 비교적물가는비싸지만박물관과음악회를쉽

고저렴하게즐길수있는교육도시이며대중교통이잘발달되

어있어전철과버스로시내곳곳을돌아다닐수있습니다. 또한

세계여러나라에서이곳으로공부를하러온탓인지아이들학

교에서도다양한나라의아이들과친구가될수있었고경쟁적

이고빡빡한생활탓인지교통신호등앞에서신호가바뀔때면

기다려주는넉넉함보다는조금이라도늦으면금방빵~하는경

적음을듣게됩니다.

처음보스턴에도착했던때는 3월초인데도거리의여기저기에

내렸던눈이벽처럼높이쌓여져있었고한국의봄이아닌추운

늦겨울이기다리고있었습니다. 하지만먼저연수와계셨던제

주대이대호교수님과후배김승권교수의도움으로쉽게잘정

착할수있었습니다. 이사철이아니었던지라어렵게찾은무빙

세일가구를사러간사이에자동차가견인되기도하였고밤새

조립식가구를사다만들어가며무에서유를만들어간다는것

에실감할수있었습니다. 날씨가추워4월까지도오리털파카를

입으며출근해야했지만아이들학교는땀이날정도로따뜻한

난방에가져간내복은옷장안에서묵혀지내야했습니다. 5월부

터는비가많이와서공부를하기딱좋은날씨이며대부분우산

도잘쓰지않고외투에달린모자를푹눌러쓰고다닙니다. 9월

부터는단풍이들기시작하여거리거리가한폭의그림같고겨

울이시작되는11월부터는춥고눈이많이와서휴교령이내리기

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서로 모여 고향의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던

Joslin Diabetes Center와보스턴에와계신많은한국인박사들

과교수님들, 아이들과헤어지기싫다며하루종일눈물을흘리

던선생님, 모든것이낯설고힘든미국땅에서저희가족에게세

례를주시고영적인행복을주신보스턴한인천주교신부님, 그

리고저희연수가무사히잘마칠수있도록한국에서격려와성

원을보내주셨던많은분들께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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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Harvard Medical School
Joslin Diabetes Center
연수를마치고...

해외연수기 - Harvard Medical School Joslin Diabetes Center

정인경 -  경희의대동서신의학병원

연구내용

2008년3월7일보스턴행비행기를타고미국연수길에올랐습

니다. 제가있었던하버드대학의Joslin Diabetes Center 는당

뇨병환자만을치료하고연구하는기관입니다. 매주3회당뇨병

에 관련된 세미나가 열리며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뿐 아니라

모든합병증을치료하는각과가모두한건물에있어진료와연

구에있어최상의조건을가지고있습니다. 

저는이인규교수님과박중렬교수님의추천덕분에당뇨병혈

관합병증기전중한가지인Protein Kinase C(이하PKC) 경로

를발견한George King 교수의연구실에서실험연구를수행하

였습니다. King 교수는 Joslin Diabetes Center의 research

director로가장먼저출근하고가장늦게까지방을지키는사람

중의한사람이었고너무바쁜일정중에도랩실바로옆에교수

연구실이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구원들의 실험 내용을

챙기며일로는부지런하고엄하면서도개인적으로는자상한사

람이었습니다. 이연구실은10명의박사후연구원과2명의연구

원, 2명의비서, 1명의랩메니저로구성되어있었고유럽, 일본,

캐나다, 미국, 중국에서당뇨병의혈관합병증에대한연구를위

해 온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심장내과 의사들과 이학박사들로

구성되어있었고서로유기적으로잘도와주고협동이잘되는

실험실이었습니다. 망막의 Pericyte, 신장의 Podocyte, 대동맥

의내피세포, 그리고PKC beta의Transgenic 또는Knock Out

Mouse 모델에서PKC 경로에대해연구하고있습니다. 

제연구과제는혈관신생과내피세포의줄기세포에대한인슐린

의작용을알아보는것이었습니다. 뇌졸중, 심혈관질환, 말초혈

관질환과같이당뇨병의대혈관합병증으로인해혈관이막혔

을때혈관신생에관련된골수줄기세포의기능과수가감소하

고혈관생성에관련된성장인자가결핍되어조직의허혈에기

여한다는가설아래골수의줄기세포를배양하고인슐린신호전

달체계를연구하고 Hindlimb Ischemia 모델을만들어골수의

줄기세포를이식한후인슐린의신호전달체계와혈관재생에관

련된성장인자들의변화를연구하였습니다. 의대본과3학년때

부터경희대내분비연구소에서김성운선생님께실험을배우기

시작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내분비 전임의를 하면서 김광원,

이문규, 이명식선생님으로부터췌도세포에대해많은실험연구

를배웠고한림의대에서조교수를하면서유형준선생님으로부

터혈관세포에대해배웠던탓에조슬린당뇨병센터의연구실

은너무나도편안하고쉽게적응할수있어서매번실험을할때

마다그동안실험을같이했던여러선생님들과연구원들의얼

굴이항상떠오르며감사한마음을금할수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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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의 취미활동으로 무엇을 하는지 조사하면 등산

이란대답이많은부분을차지할것이다. 막연히등산이

몸에좋을것이란생각으로등산을하는분들도있을수

도있다. 그러나, 등산이무조건좋은것은아니라고짐작

은 할 것이다. 등산 역시 동전의 앞,뒷면처럼 득과 실이

있다. 등산에 관련한 글을 요청받고 전문산악인이 아닌

필자가 과연 제대로 정보을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

다. 지난수년간대한산악연맹에서등산의학위원장및이

사를하면서얻은지식과등반원정대, 오지탐사대, 고교

산악부를 대상으로 고산의학과 등산의학교육 및 등산의

학세미나를하면서공부한내용을바탕으로글을쓰고자

한다.

등산과 관련된 글을 읽다 보면, 하이킹(hiking), 트렉킹

(trekking), 백팩킹(backpacking) 등의용어가나온다. 흔히구

분없이사용하지만, 굳이차이점을설명하면하이킹은자연환경

속에서만들어진길을따라걷는야외활동을일컫지만국가간

에의미의차이가있다. 트렉킹은인도, 네팔같은산악지형에서

의 하이킹을 말하고, 백팩킹은 산악지역같은 힘든 지역에서의

수일 간 트렉킹을 의미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하룻밤 동안의

하이킹을뜻하기도한다. 내용들이서로구분하기도힘들고나

라간의차이가있으므로참고내용정도로생각하면되겠다.

등산을하는이유혹은시작하려는이유는다양할것이다

1) 산이있어서, 2) 산이좋아서, 3) 건강을위하여, 4) 스트레스

풀려고, 5) 취미혹은여가를즐기기위하여, 6) 음식과술을즐기

기위하여등여러대답이있을수있고이외에도여러이유가있

등산을 하려면~
윤현구 - 관동의대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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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 NY, USA

* 홈페이지 : http://www.mountsinai.org/Research

* 주관연구책임자 : Terry F. Davies, M.D.,Ph.D.

연구내용

최근많은기관에서의갑상선연구가갑상선암에주로치우친반

면, 이곳에서는자가면역과관련된연구가주로이루어지고있

었다. 자가면역갑상선질환과관련된Susceptibility Genes을찾

는 유전학적 접근, TSH receptor에 대한 Multimerization과

Intramolecular Cleavage등의Post Translational Processing

과정, 그리고Mesenchymal Stem Cell의분화과정에서TSH의

단계별영향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었다. 또한갑상선질환

과연관된유전자를Knock-out 시킨마우스를이용한여러동

물실험이 이루어지며, 본인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갑상선질환

발생에대한관심을갖고본연구실에서특정Cytokine 유전자

를 Knock-out 시켜, 자가면역기능을 증강시킨 마우스에서 임

신과출산에따른갑상선의변화를알아보고이과정에서Fetal

Microchimerism의역할에대한연구를하였다. 

Mount Sinai Hospital은뉴욕맨하턴의중심부에위치한오랜

전통의병원으로여러임상분야, 특히면역학과종양학분야에서

세계적인명성을갖고있다. 또한갑상선분야에서도많은연구

들이이곳에서이루어졌고, American Thyroid Association의

회장이며연구소의책임자인Dr. Davies 지도하에지금도많은

연구들이진행중이다. 병원은맨하턴98번에서103번가에걸쳐

초현대식고층빌딩에서100년이상된듯한건물까지다양한형

태의건물들로복잡하게이루어져, 처음에는원내에서길을잃

는경우가종종있었다. 병원과주변에는여러나라출신의많은

사람들이분주히다녀늘복잡하며, 막히는교통과상상을초월

하는 주차료 때문에, 대다수의 병원종사자들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한다. 출퇴근 시간에 병원주변의

엄청난 교통체증을 보면‘다이하드’의 부르스윌리스가 짜증난

표정으로 택시에서 튀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병원 옆의

Central Park에눈이내리면나도모르게‘러브스토리’의멜로

디가입에서흘러나오게되는것은맨하턴중심에위치한연구

실에서 근무하기에 느낄 수 있었던 특권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연수기관생활정보

낮에는높은빌딩속에서다양한경제활동이, 밤에는화려한네

온사인속에풍부한문화활동이이루어지는뉴욕시는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며, 풍부하고 다각적인 도시로, 오늘도 세계각처의

많은사람들을유혹하고있다. 또한선망의대상으로영화배경

으로자주나오다보니까, 처음본빌딩이나거리도어디에선가

많이본듯한느낌이들기도한다. 그러나이름에걸맞게물가가

비싸고, 좁고, 복잡해서, 대다수의직장인들은주변의다른도시

에살면서맨하턴으로출퇴근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연수를

가기전에병원이할램지역에붙어있어서치안에걱정을많이

했는데, 최근의뉴욕의치안은안전하여, 밤에도많은사람들이

대중교통을이용하고있었다. 뉴욕과주변도시에는한인교민들

이많이살고있으며, 맨하턴32번가는한인타운으로많은한인

식당, 가게등이있고, 인근도시에도큰한인상점들이있어생활

에는어려움이없었다. 비록사계절이있다고하지만짧은봄과

가을에비하여, 건조하고더운여름과춥고매서운바람의겨울

만이기억되는것으로보아우리나라보다살기좋은기후는아

니것같다. 비록복잡하고여러모로힘들기는하지만세계최고

의도시뉴욕에서잠시생활해보는것도좋은추억이아니었나

생각된다.   

해외연수기 -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Mount Sinai Medical Center

임창훈 - 관동의대제일병원

미국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Mount Sinai Medical Center
연수를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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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것이겨울눈산에서는방수투습등기능이있어추천되지

만, 기능이오랜기간지속되지않을수도있다. 반면여름에는통

풍이잘되는경등산화를추천한다. 

다음으로베낭의선택은산행의정도에따라선택하면된다. 베

낭을메어보고어깨끈, 등판, 허리끈까지하고몸에편해야한다,

물론가벼우면더욱좋다. 오랜시간산행시베낭의무게도무시

못하는것이다. 등산장비들이소형화, 경량화하는추세도이때

문이다. 베낭은기본적인것만잘갖춰져있으면되고, 액세서리

등이달려있는것은산행에서는굳이필요하지않다, 예로베낭

의겉에컵등을메달고산행을하는경우산행시나무등에걸릴

수있고, 흔들리는작은소리로도피로감을유발할수도있다.

기본적인장비가갖추어지면계절, 산행정도와는상관없이반드

시갖고다녀야할장비들로모자, 장갑, 여분의양말, 헤드램프, 

비상식량, 비상의약품, 지도, 나침반, 소형칼, 끈, 점화기구(비상

시용), 판쵸(혹은얇은막의블랭킷; 비상시보온혹은간이천막

으로 사용)등이 있고, 물통, 선글라스, 스틱(2개)등은 처음부터

필수적은아니지만여유되면준비하는것이좋다. 이런장비들

을갖고산행을하려면최소 30L이상의베낭을장만하는것을

권장한다(장비점에서는베낭의크기를 Liter로 정하며, Liter가

클수록베낭의크기가커진다). 혹시 liter와베낭크기를짐작하

기힘들면, 베낭을갖고다니는학생들의뒤를보면보통~L로

표시되어있으니한번쯤확인해보면쉽게알수있다.

장비를 장만하고 실제로 등산을 가는 경우 등산계획을 세우는

것이중요하다. 대상지의산이정해지면어디로올라가서어디

로하산하는지를, 지도를보고미리가상산행을해보는것이좋

다, 지도가없더라도요즈음은인터넷상에서쉽게탐색할수있

다. 처음산을가는경우는일행중등산경험많은동료의안내

로가겠지만본인이리더라고생각하고계획을해보는것도좋

은경험이될수있다. 등산일행들의경험과체력을고려하고산

행코스를정하고, 난이도는어느정도이고, 소요시간, 식량준비

및만일의경우안전대책도미리수립하여야한다. 친구들이라

하더라도일행중의리더를정하여그날의산행을책임지고이끌

어가도록하는것이안전산행에도움이된다. 등산장비준비도

중요하지만등산계획이더중요할수있다. 주로등산장비준비

에대한내용을다루었지만, 등산예절로산에오르는사람에게

하산하는사람이자리를양보하고, 등산용스틱을베낭에장착

하는경우스틱의뾰족한부분은아래를향하도록하여내려오

는사람을찌를수있는위험을예방하고, 산에서는서로인사하

는습관도필요하며이외에도많은등산예절이있다. 등산계획

및예절에대해서는실제로등산을하면서자연스럽게배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자연보호를 위하여 LNT

(Leave No Trace) 캠페인을벌이는데, 이런캠페인이없어도될

정도로아무런흔적을남기지않는등산이되도록모두노력을

하여야 하겠다. 등산을 몇장의 A4용지에 설명하기는 무리이지

만, 등산은체력, 등산계획, 등산장비및산을아끼는마음이조

화된운동의하나라고생각된다. 절대로무리한산행은하지말

고본인의능력에맞게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필자가대학시

절 30여년 전에 한국등산학교에서 훈련받는 동안 모든 이동시

오리걸음으로하면서외친구호는‘안전제일’이었다. 아직까지

도산에다니면서잊지않는단어로마지막으로‘등산이란집에

서나올때상태그대로집에가는운동및취미활동이다’라는

점을강조하며글을맺는다.

그림 : 최근다녀온Rocky Mountain National Park의 Flattop Mountain (화

살표) - 정상이 flat하여 Flattop mountain이라 하는것같다. 산들 사이로보

이는하얀부위는glaci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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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이다. 등산은분명히심폐기능및골,근력계에긍정적인효

과를준다. 대사성증후군의지표인체중, 체지방, 허리둘레, 휴식

시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혈전에좋은효과를준다고보고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급성 심장마비사등으로 인한 사망수가

높고(고산등반포함), 관절부담이란기대하지않는현상에접하

게된다. 표의내용에서처럼산에서겪을수있는위험요소들과

질환들이있다(표 1). 등산의긍정적인면을얻고위험요소와부

정적인측면을피하면서등산을지속하기위하여는평소체력관

리, 갖고있는질환관리및등산에대한최소한의지식을알고

있어야하겠다. 이글을읽는대부분의분들이의학계에있는분

들로사료되므로의학적인측면은이번장에서는자세히다루지

않겠다. 

표 1. 산에서발생가능한위험요소및질환

먼저등산을하려면장비들이필요하겠다. 요즈음은좋은기능

을갖은제품들이많이소개되어있다. 좋은것이좋지만가격면

에서 만만치 않음을 한번 등산장비점을 방문하였던 분들은 알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저렴한제품을구입하면나중에등산

을취미생활로하게되는경우기능이좋은제품으로다시구입

하게되고, 반면처음부터고가의장비를구입한경우등산을그

만두는경우낭비가될수가있다. 등산을위한기본장비로등산

복, 등산화, 베낭, 양말, 모자, 장갑이있고기타필수장비들이있

겠다.

등산복은산에서경험할수있는기후변화에몸을지켜주기위

하여보온, 방수, 방풍, 발한, 통기, 속건, 중량및착용감이우수

한제품이좋지만모두를만족시켜줄만등산복은찾아보기힘들

다. 그래서 레이링시스템(Layering system) 이란 개념으로 등

산복을갖추게된다. 보통등산복은속옷, 보온, 및겉옷으로분

류하며, 이외추운겨울에입는우모복이있다. 속옷(1st layer)은

땀을빨리흡수하여외부내보내는소재로된기능성속옷을추

천한다. 면은땀이흡수가잘되고촉감이좋지만땀에젖으면잘

마르지않고시간이지날수록무거워지며특히겨울에는잘마

르지않아매우차가워지므로속옷소재로면은등산하는경우

에는사용을안한다. 다만면티셔츠정도는여름에자주갈아입

을수있으면사용할수는있겠다. 속옷소재로는땀흡수가잘되

고수분을빨리배출시키는쿨맥스가소재로 주로사용된다, 단

점으로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며 최근 이를 보완하는 소재들이

첨가되어이용되기도한다. 2nd layer로서의보온옷은폴리에스

테르 원단에 부드러운 털로 가공한 플리스(fleece)소재로 만든

옷으로 보온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방풍효과는 없어서 바람을

막는역할은못한다. 플리스소재에방수투습효과가있는고어텍

스(Goretex)를같이사용하여윈드스토퍼(windstopper)라는옷

도 소개되어 보온 및 겉옷 겸용으로 입기도 하지만, 보온옷과

3dr layer인 겉옷을입는것과비교하면효율면에서떨어진다.

겉옷은 말그대로 겉에 입는 옷으로 비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옷이다. 비바람등악천후의경우에는겉옷을입지만보통

산행시에는속옷과보온옷만입고한다. 겉옷은고어텍스소재가

들어간것이좋지만가격이최소20-30만원이상이라는점이다.

여유가없으면기능은조금떨어져도비바람을막아주는바람막

이 겉옷도 등산장비점에 가면 많이 있다. 바지의 경우는 쉘러

(Schoeller)소재가좋으나역시가격면에서만만치않다. 근교의

짧은산행을하는경우는쉘러소재가아니더라도통기, 땀배출

이좋은등산바지를고르는것도괜찮을것으로생각된다. 우모

복은겨울혹은여름이더라도고산지역을가는경우는필수적으

로산행보행시에는입지않고휴식시입고출발시에는다시벗

는개념으로준비하여야한다. 이상에서등산복은매우다양한

선택을할수있으며계절에따라옷을입고준비하여야한다. 

등산복만큼 중요한 것이 등산화의 선택이다. 경등산화, 중등산

화, 암벽화, 릿지등산화, 고산용등산화등등산화도필요에따라

매우다양하다. 등산화는일단발에잘맞아야한다. 보통등산양

말을신고, 발을등산화앞으로쭉밀고손가락 1개정도가뒷꿈

치쪽으로들어가면된다고한다. 개인마다양발의크기가다르

므로구입시양쪽을다신어보고걸어보고선택하여야한다. 가

을, 겨울용으로는 바닥창이 높고 단단하며 발목까지 올라오는

중등산화를 선택하며 옷과 마찬가지로 신발내부에 고어텍스가

환경요소 전신반응 국소반응

탈수

열 탈진,열사병 열경련

추위 저체온증 동상, 참호족

자외선 화상, 설맹

고소 급성고산병

고소 폐부증, 고소 뇌부종

두, 경부 손상

번개 심폐정지, 쇼크, 혼수 화상, 눈 및 귀 손상

신경 손상

곤충 쏘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국소 통증 및 부종

진드기에 의한 질환

뱀 전신적 독소에 의한 반응 국소적 조직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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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란투스Ⓡ는?

사노피아벤티스의인슐린란투스 (성분명: 인슐린글라진)

는아미노산조성을일부변형시킨인슐린유사체로서하루

한번투여로24시간지속적으로혈당을조절하는인슐린제

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2005년펜타입과바이알타입으

로발매되었으며, 현재국내와세계인슐린시장1위제품입

니다.

란투스는하루한번투여만으로24시간동안혈당을지속적

으로 관리하는 우수한 혈당강하효과로 당뇨병 환자들의 치

료목표(당화혈색소 7%미만)을달성할수있도록돕습니다.

또한 기존 인슐린제제의 단점이었던 저혈당 발현의 위험을

개선시켜경구약제조절실패후인슐린을시작할때효과적

이고안전하게시작할수있습니다. 

2. 언제부터사용되었고국내사용현황은?

2001년미국, 2003년프랑스를포함한전세계90여개국에

서 발매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04년 2월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받고2005년3월29일부터보험급여를받아전국의

종합병원과의원에서처방되고있습니다. 

3. 약제의장점은?

당뇨병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목표당화혈색소수치를유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 미

국당뇨병학회에서제시한당뇨병환자들을위한치료가이

드라인에서는, 당화혈색소7% 미만을달성해야한다고권고

하고있습니다. 란투스는기존경구용혈당강하제로조절되

지않는당뇨병환자들에게투여했을때, 투여3개월만에목

표당화혈색소수치에가깝게조절하였으며(당화혈색소8.6

% -> 7.2%) 투여 6개월 후에는 환자들이 목표 당화혈색소

7%에효과적으로도달하게하였습니다. 또한이러한우수한

혈당조절효과는32개월간의장기간임상연구를통해유지되

었습니다. 

특히 란투스는 기존의 중간형 인슐린과의 비교실험에서 더

많은환자들이야간저혈당없이목표혈당에도달하였으며,

당화혈색소 수치와 공복혈당의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켜

우수한혈당강하효과를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기존경구

용혈당강하제로혈당조절에실패한경우조기에란투스투

여로더욱효과적이고안전하게혈당조절을할수있습니다.   

4. 다른 인슐린제제들과의차별점은?

란투스는기저인슐린중에서유일하게모든환자에게 1일 1

회투여로 24시간효과적인혈당조절효과를나타내며다른

인슐린제제들과비교한여러임상결과를통해보다많은환

자들이 낮은 저혈당 발현으로 효과적으로 목표혈당에 도달

하게하였습니다. 따라서경구약제요법실패이후조기에인

슐린을투여시효과적이고안전하게시작할수있습니다.  

5. 사용법과비용은?

투여방법은1일 1회피하주사하며하루중일정한시간에투

여합니다. 복부, 팔, 다리등주사부위를변경해가며피하주

사하며다른인슐린제제또는용액과혼합하여사용하지않

습니다. 보험 약가는 란투스 솔로스타는 15,401원/관, 란투

스바이알39,729/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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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약물소개 란투스 주 솔로스타, 란투스 주 바이알

(인슐린글라진, 유전자재조합) (사노피-아벤티스)
*성분명: 인슐린 글라진(Insulin Glargine); 용액 1 ml당

3.6378밀리그람의 인슐린 글라진 함유, 휴먼

인슐린으로서 100 단위
*제형: 바이알, 솔로스타(펜형주사용기) 
*성상: 무색의맑은주사용액

I S S U E

EASD의공식저널인“Diabetoloiga”의2009년6월호에실린란투스(Insulin Glargine)와 Increased Cancer risk 의연관

성을제기한논문은내분비분야를떠들석하게하였고이에대한찬반양론은뜨거운학문적이슈가되었습니다. 따라서금

번오스트리아빈에서열린EASD는이이슈가주요주제로떠올랐습니다. 

EASD의회장을맡고있는Ulf Smith 교수(University of Gothenburg, Sweden)는여러인슐린제품들과암발생위험의

연관성은인과관계를논하기에너무약하다며따라서현재까지는자신의clinical practice를바꿀만한근거를아직보지못

하였다고하였습니다. 또한란투스를생산하는사노피아벤티스측은10,000명이상의다양한란투스연구DB를다시내부

분석하였으나암발생의위험성증가가관찰되지는않았다고밝혔습니다. 따라서금번EASD에서개최된심포지움중각종

당뇨병약제와암발생의위험성에관한세션은단연관심을모았으며6명의저명한연구자들은발표후기자회견을가졌습

니다. 여기에서모아진결론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1) 우선 인슐린을기반으로하는치료를 (약하기는하나 sulfonyurea 제를 포함) 받는 환자의경우암을진단받을확률이높다.

2) 하지만현재까지제시된후향적연구결과들은인과관계를결론내릴수없다.

3) 현재까지 Insulin Glargine 사용 환자에서의 Cancer Risk가 다른인슐린제제사용환자에비하여높다는증거는없다.

4) 메트포민및 Thiazolidinedione들과 Cancer Risk와의연관성은없다.

5) 일부 연구에서메트포민은 Cancer Risk 를 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6) 인슐린이성장인자로서작용하여 Cancer Risk를 높일가능성은존재한다.

7) 하지만 또한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치료와 관련되어서가 아니라 기저질환 자체로 인하여 악성종양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도역시존재한다.

따라서EASD에서는기금을조성하여서당뇨병과악성종양에관한연구에투입하겠다고밝혔으며향후이분야에서국내에

서도활발한연구활동과결과들이기대됩니다. 

김선욱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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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도스타틴라르와말단비대증

산도스타틴라르는말단비대증의약물치료시 1차치료약

물로, 10년이상의임상을통해말단비대증의원인인뇌하수

체종양을축소시키는효과와함께성장호르몬억제, IGF-1

정상화, 증상조절효과가입증되었습니다. 수술이불가능한

환자의경우에는1차치료로, 수술후잔여종양이남은환자

에게는adjuvant setting의치료를위해사용되어지며, 혹은

방사선요법 후 충분히 유효해지기 전까지 중간요법으로 사

용하는약제입니다.   

3. 대표적인임상정보는?

전세계적으로600,000 명이넘는환자를대상으로치료되고

있는산도스타틴라르는지난10여년간600여개이상의임

상이진행되었으며, 6000 편이넘는임상논문들이나와있

습니다.  그중대표적인논문들중Primary therapy 로서

의연구에대한자료들을뽑아보면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

습니다. 

위논문들을간단히요약해보면, 장기간임상자료를통하여

82% 환자에게종양의25% 이상크기를축소시키며, 86% 환

자의성장호르몬억제및84% 환자에서IGF-1 정상화를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계적으로 약물요법의 선택에서

가장많이선택되고있는약물입니다. 

4. 사용법은?

한달에한번투여하는근육주사제로, 환자의상태에따라

10 mg, 20 mg, 30 mg의다양한약제로용법및용량조절이

편리한 약제입니다. 산도스타틴 라르를 처음 투여 하는 경

우, 산도스타틴피하주사로내약성과치료반응을평가한후,

20 mg으로매 4주마다 3개월간투여합니다. 3개월후부터

는성장호르몬, IGF-1 농도와임상징후및증상에따라 10

mg 또는30 mg으로용량을조절합니다. 

5. 치료 비용은?

말단비대증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환자의 약가 본인 부담

율은보험고시약가의10%입니다. 환자가병원에서산도스

타틴라르20mg을 처방받을경우,  164,418원을부담하게

되며, 환자가재단에약가지원신청을하는경우환자부담금

의약50% 정도를말단비대증재단에서보조하고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등

말단비대증환자를위한사업이늘고있어많은환자들이약

가에큰부담없이약물치료를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6. 부작용등주의해야할점이있다면?

산도스타틴라르는다양한장기간임상을통하여안전성및

내약성이입증된약물입니다. 특별히주의를요하는부작용

은없으며, 대부분의부작용은용량조절또는병용치료로조

절가능합니다. 장기투약시담석증이발생할수있으므로,

장기투여 환자에게는 주기적인 담도 초음파를 통해 조기에

진단할수있으며담즙산으로치료할수있습니다.   

7. 산도스타틴라르의최근임상동향은?

산도스타틴라르의우수한생화학적반응및종양축소효과

와관련된임상결과는현재에도지속해서나오고있으며, 최

근에는40mg, 60mg 등의고용량요법에대한임상의좋은

결과가나오고있으나, 국내에서는30mg까지만용량증량이

가능합니다.  산도스타틴 라르의 후속 약물로 성분명

Pasireotide가임상중에있으며, 국내에서는빠르면2010년

하반기 혹은 2011년에 Cushing disease로 가장 먼저

indication을받아출시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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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CORD Study(Action to Control Cardiovascular

Risk in Diabets)란? 

당뇨환자의경우심혈관질환이심혈관질환의발병률이당

뇨가없는경우보다2~4배증가되고, 매년당뇨환자의증가

추세에따라각나라별로심혈관질환에초점을맞추고있습

니다. 이런배경하에서미국NIH 지원하에서당뇨환자를대

상으로3가지목표(혈당, 혈압, 이상지혈증)를정하여, 심혈관

질환이감소하는지확인하는것을목적으로한연구입니다.

2. ACCORD Study 임상 Design?

미국, 캐나다 77개 임상병원을 대상으로 고위험 군에 있는

10,251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5.6년간 follow up하여

HbA1c 혈당조절은임상이중단되었고, 현재혈압과이상지

혈증의임상은진행중입니다.

3. ACCORD Study 향후 결과?

미국심장학회(AHA)와아-태내분비학회(AFES)를통해 09

년 11월 발표 예정입니다. 특히 이상지혈증과 관련된

ACCORD Study는 Simvastatin + Fenofibrate 군과

Simvastatin + Placebo 군으로나누어심혈관질환의사망

률과미세혈관및대혈관질환의예방효과및당뇨망막증질

환의 예방효과를 확인 예정인 바, 향후 병용처방 (Statin+

Fibrate) 에있어서새로운근거가될수있습니다.

4. Lipidil Supra란?

리피딜슈프라는페노피브레이트계열제품으로페노피브레

이트 제제는 저밀도지단백(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TG)의 수치를낮출뿐만아니라고밀도지단백(HDL)-콜레

스테롤수치를증가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난용성으로인해인체내에서용해와흡수가잘되지않아충

분한효과를얻기위해서는복용량을늘려야하는단점이있

었습니다. 녹십자가판매하는‘리피딜슈프라’는기존제형에

비해복용용량을20% 이상낮추고도동일이상의효능을갖

도록업그레이드돼부작용은줄이고, 효능의정확성은향상

시킨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1. 산도스타틴라르는어떤약물인가요?

산도스타틴 라르(옥트레오티드)는 대표적인 말단비대증 치

료제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고있으며, 가장많은임상연구결과를가지고있는치료

요법입니다. 또한위,장, 췌장계내분비성종양의증상경감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PROMID라는 제3상

임상을통해위장관종양억제효과가입증되어종양치료를

위한약제로주목받고있습니다. 

산도스타틴라르 (노바티스)
*성분명: Octreotide, 분말주사제10mg, 20mg, 30mg, 

월 1회 주사
*보험코드 : 10mg - E01631301, 20mg - E01631291,

30mg - E01631281

리피딜슈프라정 160 mg (녹십자)
*성분명: fenofibrate 160 mg 

(백색의장방형의제어방출성필름코팅정) 
*보험코드: E50090051 
*보험가격: 579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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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녁저녁노을을바라보며황금빛들판을가로지르고, 거센바닷바람을안고해안가를걷고, 숲길을찾아생각

에생각을더하는걷기꾼들이이가을에느린삶을반추하는것이트렌드가되어가고있다. 

제주도의올레길(좁은골목길이라는뜻)은‘놀멍쉬멍가당보믄그리운님보아지카’를외치며올해에만벌써12

만명이다녀갔다고한다. 

스페인의옛길‘카미노데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가는길)’가지상파방송을탄지불과3년

이채못되어국토종단은물론세계의구석구석을걸어서여행하겠다는사람이늘고있다. 

이가운데김남희씨는전업도보여행라는이색직업을갖고프랑스생장피드포르에서스페인북서쪽도시산티

아고데콤포스텔라까지장장36일간8백킬로미터를걸은이야기를≪소심하고겁많고까탈스러운여자혼자

떠나는걷기여행1,2≫로펴냈다. 

산티아고길은2천년전예수의열두제자중하나였던야곱이복음을전하기위해예루살렘에서부터걸어왔던

길이다. 

그길의끝은야곱이잠들어있는도시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다. 예루살렘, 로마와더불어기독교3대성지인

이곳에는천년전부터유럽의순례자들이모여들었다. 

먼옛날순례자들은산티아고길의상징인조개껍질을매달고지팡이를짚으며자기집에서부터산티아고까지

걸어갔다가다시걸어돌아왔다. 11-12세기에절정에달했던산티아고순례는이후점차쇠퇴했는데, 1993년유

네스코가이길을세계문화유산으로선포하면서다시이길에사람들이몰려들고있는것이다. 

그녀의꿈은세계여행이라는많은사람들의로망과는같았지만두다리의힘만믿고오로지‘걸어서’라는새로

운도보여행으로세상을바라보는것이다. 

이제걷기는그녀만의것이아닌세상이되어버렸다. 이름난휴양지나풍광좋은관광지도좋지만걷는다는것,

그자체가삶의나눔과소통의현장이되어버렸다. 

길에서길을묻는사람들에게가장큰감동은‘감사와배려’다. 

김남희씨는그길에서만난사람들을이렇게말한다. “아픈나에게약을나눠주고, 목마른나에게물을건네주

고, 배고픈이에게밥을덜어주고, 처음보는나의지친다리를정성껏주물러준다.”비록몸은힘들어도활짝열

린마음으로서로를돌보고배려하는사람들이그길에는가득하다. 

그길은“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길이자가장안전한길”이다. 무엇보다그길의사람들에게는다같이힘든길

을가고있다는데서오는공감대와서로에대한배려가있다. 내가힘든만큼남의고통에민감하고, 배고픈경

험을했기때문에남의끼니를걱정하는것이다. 인간의선량함, 평화, 나눔을무한대로느낄수있는곳이바로

이산티아고길이다. 

우리병원, 우리기업에사랑과배려와감사가넘치게하려면모든이들이기꺼이길에서길을묻는그한발자국

부터함께옮겨볼일이다. 세상은배운만큼보이고아는만큼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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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행행위위원원회회 연연구구윤윤리리

전세계의 수 많은 과학자들이 좋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결과를얻기까지많은노력과정성을기울이지만이에못지않

게이를논문의형태로만들어동료에게발표하고인증을받은

절차또한매우중요하게생각합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에있

어“윤리”란매우중요한지표입니다. 우리나라에서“황우석사

건”으로인하여널리알려지게된연구윤리와출판윤리는사실

이사건이있기오래전부터중요성이강조되어왔었습니다. 그

러나이에대하여쉽고, 소홀히생각했던부분이많았던것이사

실입니다. 심지어는한국어로게재된논문을영어로다시게재

하거나하는이중게재나중복게재, 타인의논문을일정한인용

의표식없이사용한표절, 저자를표시함에있어연구에참여한

사람이아닌이해관계의사람까지저자에넣거나빼는저자됨

(authorship)에이르기까지많은오류들이관행처럼행해져왔

었습니다. 

우리학회에서는2007년 10월 10일에대한내분비학회지에실리

는논문에대하여연구윤리및출판윤리에대하여규정을제정하

고, 이후논문을접수하는절차에서윤리규정의준수여부에대

하여저자모두의사인을받고있습니다. 또한논문의특성상이

해관계가생길수있는부분에서도논문의접수시저자의사인

으로 이해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논문에대하여윤리규정에어긋나는경우저자가스스로논문을

철회할수있는기간을두어향후대한내분비학회지가세계속의

학회지가될때윤리에문제가될수있는부분을미리정비하였

습니다. 많은연구자들이연구의계획단계에서부터출판의단

계에 이르기 까지 정성을 다하여 연구의 윤리에 벗어나지 않게

노력을하고있지만, 본학회지는출판의초기단계에서한번더

확인하여 연구와 출판의 윤리에 합당한 실험을 시행하고, 이를

논문으로만들었는지확인하고있으며, 모든연구자들이이러한

윤리규정에벗어나지않았으면하는바램입니다.

학회의“윤리규정”을간략히소개하자면제1조에서윤리규정의

목적을명시하였고, 제2조에서윤리규정을적용받는대상을명

기하였으며, 제3조, 4조, 5조에서윤리규정에어긋나는대표적

인행위를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윤리규정에어긋나는행

동을하였을때이를담당하는위원회를규정하였고, 제7조와8

조에서어긋나는행위에대한제재정도를규정하였습니다. 

(윤리규정의전문은아래에첨부하였으나참조바랍니다.)

비롯간단한윤리규정이지만논문의접수시에한번더이를확

인하여좋은연구가마지막까지좋은논문으로많은수의동료

에게인정받을수있었으면합니다. 

제1조 본 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회원과 학회지 투고자에게 실험,

연구,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목적이있다.

제2조 본 학회의회원과학회지투고자는본학회의연구윤리규정을반

드시준수하여야한다.

제3조 본 학회회원은타인의저작권을존중하여야하며타인의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아야한다.

제4조 본 학회회원은연구수행과관련하여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부

당하거나부적절한이득을추구해서는아니된다.

제5조 본학회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를표절로규정한다.

1.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

절로정의한다.

2. 다음의두가지형태를표절의대표적행위로간주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연구방법, 실험 자료, 분석체계 등

의출처를밝히지않고임의로활용한경우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논문의 많은 부분과 아이디

어등을원문그대로옮긴경우.

제6조 대한내분비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 확인은 일차적으로 간행위원회가

담당하고,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에는 윤리

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 후 이사회에서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

및징계에관한내용을의결한다.  

제7조 표절이 확인되면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표절의경중에따라다음과같은제재를가한다.

1. 논문목록삭제

2. 해당 논문의저자(교신저자및제1저자)에게 대한내분비학회지

투고금지(최소 1년 이상)

3. 학회 홈페이지공지

4. 표절 가담자의소속기관에표절사실을통보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해당내용에대한세부사항통보

제8조 대한내분비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다른 학회지에도 이중 게재

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도 표절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

한다.

부 칙 본 연구윤리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2007년 11월 5일부터효력을발생한다.

간행위원회윤리규정 제정 2007년 10월 10일

“세상은배운만큼보이고
아는만큼행복해진다”

김두만

간행이사 (한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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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대한내분비학회 추계심포지엄이 깊어가는 가을 항도

부산에서열리게됩니다. 11월5일(목)에서8일(일)까지열리게되

는이번행사는“Update in Endocrinology”라는주제아래국내

외의여러석학들을초청하여최신의연구및임상지견에대한토

론의장을마련하였습니다. Bone, Thyroid, Diabetes, Obesity,

Metabolism, Cardiovascular Endocrinology 등으로 구성된

Main Symposium 및 Diagnostic and Therapeutic Advances

in Endocrine Disease, New techniques & Clinical

Application 의세션을준비하여최근많은이슈가되고있는분

야에대해폭넓고심도있는학습과토론의장을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Meet the Professor’세션을이번에도준비하였습니다.

Thyroid, Pituitary, Diabetes & Obesity, Bone 분야의깊고폭

넓은경험을가지고있는분들을초빙하여진료현장에서경험

하였던경험을공유하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

니다. “Updated Clinical Guideline”세션에서는나날이변하고

있는내분비질환의치료지침에대한최신지견을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를통해여러임상연구자및전임의, 전공의, 학생

들에게최신임상지견에대한지식을공유하고자합니다. 또한

지난 춘계학술대회에서부터 시작한 Endocrine Nurses

Symposium 또한 이번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하여

Healthcare Professional 들의내분비질환에대한이해를돕고

자하였습니다. 

우리학회에서는올해새로운회장단과이사진이결성된이래

학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추계학술대회에도좀더풍요로운내용을담고

자많은노력을하였습니다. 부디많이참여하셔서의견을나누

고친목을도모하는장이되었으면합니다.  

2009년도학연산/추계심포지엄 2009 및 제29회연수강좌

*일자: 2009년 11월 5일 ~ 8일

*장소: 부산 롯데호텔크리스탈볼룸

*사전등록기간: 2009년 9월14일 ~ 10월16일

*초록등록기간: 2009년 9월14일 ~ 10월 5일

*홈페이지: http://endocrinology.or.kr/workshop/09fall

금번 2009년 대한내분비학회 학연산심포지엄은 다양한 주제로

꾸며,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위원들이

각기재미있고, 유익한주제를많이제시하여주셔서심포지엄주

제를다양하게구성할수있었습니다. 학연산심포지엄첫번째세

션에서는연구워크샵으로처음으로연구를시작하는기초연구

자들을위한자리로마련하였습니다. 

첫번째연자로는서울의대임수교수님이연구계획서쓰는법에

대해서소개할예정이며, 두번째연자로는강의잘하기로소문난

전남의대강호철교수님이강의및학회발표하는법에대해발

표해주실예정입니다. 특히강호철교수는전남의대학생들이선

정한최우수교수에도선정된바있는자타가인정하는인기교수

입니다. 세 번째로는성균관의대소화기내과의이준행교수께서

프레젠테이션과논문작성을위한이미지생성과관리라는주제로

우리가평소에관심이많았던부분에대해서노하우를전수해주

실예정입니다. 

학연산심포지엄의두번째는 CPC 로서부산의대김인주교수님

이흥미로운사례를정하였고, 인제의대이순희선생님이사례발

표를맡아주실것이고, 동아의대방사선과윤성국선생님이영상

에대하여, 그리고고신의대병리과장희경선생님께서병리소견

에대해서발표를해주시는순서로진행될예정이며, 발표자와청

중사이의활발한토의가있어학회의열기를더해주실것입니다.

학연산심포지엄 세 번째는 약물개발이라는 주제로 BMS 제약의

남수연 선생님이 New emerging targets for treatments of

type 2 diabetes라는주제로말씀을해주실예정이고, 두번째로

는 가천의대 임상시험센터의 이철순 선생님이 신약개발과

ADMET 시험이라는주제로이야기를전해주실것이며, 세번째

로는조선대오원근교수님이천연물에서신약물질스크리닝방

법이라는주제로회원모두가관심을가질만한실제적인강의가

될것으로기대됩니다. 

마지막네번째학연산심포지엄은Molecular Imaging에대한내

용으로첫번째강의는충남의대생리학교실의조정현교수님이

Vascular imaging이라는주제로, 두번째강의는울산의대핵의

학과의 류진숙 교수님이 Imaging of glucose metabolism by

PET이라는주제로, 세번째강의는서울의대영상의학과문우경

교수님이Molecular imaging of pancreas by MRI이라는주제

로최근주목받고있는최신기법을통해분자생물학적영상진

단의 최신지견을 소개하는 자리로 향후 내분비대사내과의 연구

방향을넓혀줄수있는좋은계기가될것으로봅니다. 

금번 학연산심포지엄은 연구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고심한

끝에주제및연자를정하였습니다. 모쪼록본학연산심포지엄의

강의를들으시는모든회원여러분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

는시간이되기를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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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회는 1995년제1회를시작으로매년 3-4회의임상연수

강좌를실시하여왔습니다. 이중3월의전공의연수강좌는내분

비기초, 응급, 중환자관리등등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구성하

여왔고, 7월에는내분비분과전문의시험을준비하고있는전임

의사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임상강좌와 임상연구의 기초 등에

관하여강좌를운영하여왔습니다. 또한춘/추계학술대회와연

계하여 개최하는 추계연수강좌는 개원의사의 관심사를 위주로

구성하여왔습니다.   

이번제29회연수강좌에서는불필요하거나큰도움이되지않는

기타또는희귀한내분비질환에관한주제는다루지않는대신

에개원의사가가장많이접하고또 1차진료에서흔히접하고

해결하여야하는당뇨병의혈당관리및합병증검사, 치료및갑

상선질환들의치료와골다공증의검사와치료에관한최신지

견을내용으로구성하였습니다.  

특히이번에는연자와토론자및청중이같이참여하는패널토

의시간을마련하여“1차진료에서당뇨병환자관리에관한종합

패널토의”시간에는개원가에서할수있는혈당검사, 자가혈당

기록및교육, 간단한신경합병증검사, 초음파정비를이용하여

쉽게할수경동맥초음파검사및하지혈관맥압검사및놓치거나

간과하기쉬운망막증의안저검사소견등에관하여강의와함

께토론시간을가져실제적인점에대하여토의의시간을가지

도록하겠습니다. 

또한건강검진의보편화와초음파장비의보급확대에따라우

연히발견되는갑상선결절환자가해마다늘고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국내여성암발생율에있어갑상선암이유방암보다

더많이발생하는최다빈도암이되었습니다. 이에따라의료진

뿐아니라일반인들도갑상선암뿐아니라갑상선결절이진단

된뒤에이에대한추가검사와관찰에대하여도관심을가지고

진료를요청하고있습니다. 갑상선결절에관하여는CT나MRI

같은검사는정보제공에큰도움이되지못하는대신초음파와

세침흡입세포진검사두가지가유용한정보를제공합니다. 그

러나초음파영상으로양성과악성을구별하기에는모호한증례

들이다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많은경험과이해가필요합니

다. 또한세포진검사는결과의해석과임상적용에있어서고려

하여야할사항들이많습니다. 이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고자

“1차진료의갑상선결절검사, 진단및치료에관한종합토의”시

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내분비학회의 갑상선 전문가, 외과

의사, 영상의학과및병리학전문가들이결절을주제로먼저강

의를하고환자분들도출연하여고신의대최영식교수의갑상선

초음파 시연회(Live demonstration)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패

널토의시간에울산의대송영기교수님을모시고그동안궁금

하였던점들에대하여답변과의견이오고가는귀중한시간이

될것으로기대됩니다. 

우리학회는2009년11월부산에서개최되는연수강좌를총력과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지식과경험을공유하시기바랍니다.      

K•E•Sㅣ추계행사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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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연수강좌
학연산및추계심포지엄2009·제29회연수강좌프로그램

송영득

수련이사

강강의의시시간간 RRoooomm TTiittllee LLeeccttuurreerr

1188::0000~~2200::0000 크크리리스스탈탈볼볼룸룸 11 BBoonnee PPaarrtt

18:00~18:45 Breakthrough in Wnt signaling in bone. Fanxin Long, St. Louis, U.S.A

18:45~19:30 Unmet need for development of anti-osteoporotic drugs Thomas John Martin, Melbourne Univ., Australia 

19:30~20:00 질의, 응답및토의

1188::0000~~2200::0000 CC RRoooomm NNeeuurrooeennddooccrriinnee PPaarrtt

18:00~18:30 GH therapy for adult period David Kleinberg, NewYork Univ.,U.S.A

18:30~19:00
Recent progress in molecular genetics of  hypothalamic-

GH-IGF-1 axis disorders
유한욱, 울산의대소아청소년과

19:00~19:30 저신장증의치료 김호성, 연세의대소아청소년과

19:30~20:00 질의, 응답및토의

2200::0000~~ AA,,BB RRoooomm 저저녁녁만만찬찬

11월 6일 (Fri) - 학연산 및 추계심포지엄

강강의의시시간간 RRoooomm TTiittllee LLeeccttuurreerr

0077::3300~~0088::0000 BBrreeaakkffaasstt SSyymmppoossiiuumm

0088::0000~~0088::3300 등등록록

0088::3300~~0088::4400 개개회회사사

0088::4400~~1100::1100 AA RRoooomm 신신경경내내분분비비연연구구회회 심심포포지지엄엄

08:40~09:10
Study for the proteins involved in the hypothalamic 
regulation of female puberty onset  

이병주, 울산대생명과학부

09:10~09:40 Ectopic ACTH 혹은 GHRE secreting tumor Hideki Katakami, Japan

09:40~10:10
Surgical management of Cushing’s disease with 
negative pituitary MRI

김창진, 울산의대신경외과

0088::4400~~1100::1100 BB RRoooomm 학학연연산산심심포포지지엄엄 ((11)) -- 연연구구 워워크크샵샵

08:40~09:10 연구계획서쓰는법 임 수,서울의대

09:10~09:40 강의및학회발표하는법 강호철,전남의대

09:40~10:10 프리젠테이션과논문작성을위한이미지생성과관리 이준행,성균관의대소화기내과

0088::4400~~1100::1100 CC RRoooomm EEnnddooccrriinnee NNuurrsseess SSyymmppoossiiuumm II

08:40~09:25 내분비질환의이해 김인주, 부산의대

09:25~10:10 병동에서흔하게접하는내분비질환 박미경, 동아의대

1100::1100~~1100::3300 CCooffffeeee BBrreeaakk

1100::3300~~1111::3300 AA RRoooomm 신신경경내내분분비비연연구구회회 심심포포지지엄엄

10:30~11:00

BIM23A760, a new chimeric molecule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acromegaly:

preliminary safety and efficacy data

Pascal Birman, Ipsen

11월 5일 (Thu) - Satellite Symposium

11:00~11:30
Recent progresses in neuropeptide research: from 

discovery to clinical application 
Masamitsu Nakazato, Japan

1100::3300~~1111::3300 BB RRoooomm 학학연연산산심심포포지지엄엄 ((22)) -- CCPPCC OOrrggaanniizzeerr -- 김김인인주주,, 부부산산의의대대

내분비내과 이순희, 인제의대

방사선과 윤성국, 동아의대

병리과 장희경, 고신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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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0000~~1166::3300 AA RRoooomm NNeeww TTeecchhnniiqquueess && CClliinniiccaall AApppplliiccaattiioonn

15:00~15:30 Neuroendocrine imaging or Functional imaging 배상균, 인제의대핵의학과

15:30~16:00 Robot surgery 정웅윤, 연세의대외과

16:00~16:30
Abnormal behavior in a chromosome-engineered mouse  

model for human 15q11-13 duplication seen in autism
Toru Takumi,Hiroshima Univ., Japan

1155::0000~~1166::3300 BB RRoooomm UUppddaatteedd CClliinniiccaall GGuuiiddeelliinnee IIII

15:00~15:30 Combined pituitary function test의해석 김성운, 경희의대

15:30~16:00
Evaluation & treatment of hirsutism in 

premenopausal women
성연아, 이화의대

16:00~16:30 Treatment guideline of medullary thyroid cancer 정윤재, 중앙의대

1155::0000~~1166::3300 CC RRoooomm MMeeeett tthhee EExxppeerrtt IIII

15:00~15:45 Diabetes & Obesity 윤건호, 가톨릭의대

15:45~16:30 Bone 김기수, 울산의대

1100::2200~~1111::1100 PPlleennaarryy LLeeccttuurree 

Thyroid hormone action in regulation of metabolism and  

neural development: Mechanisms and clinical correlations
Gregory A. Brent, UCLA, U.S.A

1111::1100~~1122::4400 AA RRoooomm MMaaiinn SSyymmppoossiiuumm ((CCaarrddiioovvaassccuullaarr EEnnddooccrriinnoollooggyy))

11:10~11:40
A mouse model for pregnancy-associated hypertension   

induced by the "human" renin- angiotensin system

Akiyoshi Fukamizu,
Tsukuba Univ., Japan

11:40~12:10
Secondary hypertension: Clinical presentation,  

diagnosis, and treatment 
하종원, 연세의대심장내과

12:10~12:40

Systematization of serendipity using genomic or    

clinical database provides new pathophysiology or  

effective therapy of cardiovascular diseases  

Masafumi Kitakaze,NCVC, Japan

1111::1100~~1122::4400 BB RRoooomm DDiiaaggnnoossttiicc aanndd TThheerraappeeuuttiicc AAddvvaanncceess iinn EEnnddooccrriinnee DDiisseeaassee  

11:10~11:40 Metabolomics 정봉철, KIST

11:40~12:10 Nanotechnology 김용희, 한양공대생명공학부

12:10~12:40 High throughput analysis or Gene chip 황승용, 한양대분자생명과학부

1111::1100~~1122::4400 CC RRoooomm MMeeeett tthhee EExxppoorrtt II

11:10~11:55 Thyroid 송영기, 울산의대

11:55~12:40 Pituitary 김선우, 성균관의대

1122::4400~~1133::5500 LLuunncchheeoonn LLeeccttuurree

1133::5500~~1144::2200 국국내내//외외학학술술상상 시시상상 및및우우수수연연제제 시시상상식식

1133::5500~~1144::2200 PPrreessiiddeennttiiaall LLeeccttuurree 손손호호영영,, 가가톨톨릭릭의의대대

1144::2200~~1155::0000 남남곡곡학학술술상상 시시상상 및및발발표표

1166::2200~~1177::5500 BB RRoooomm 학학연연산산심심포포지지엄엄 ((44)) -- SSyymmppoossiiuumm ((MMoolleeccuullaarr IImmaaggiinngg))

16:20-16:50 Vascular imaging 조정현, 충남의대생리학교실

16:50-17:20 Imaging of glucose metabolism by PET 류진숙, 울산의대핵의학과

17:20-17:50 Molecular imaging of pancreas by MRI 문우경, 서울의대영상의학과

1166::2200~~1177::5500 CC RRoooomm EEnnddooccrriinnee NNuurrsseess SSyymmppoossiiuumm ⅢⅢ

16:20~17:05 노인당뇨병환자의간호관리 최정숙, 부산성모병원

17:05~17:50 폐경후여성의건강관리 김영숙, 메리놀병원

1177::5500~~ 저저녁녁만만찬찬

강강의의시시간간 RRoooomm TTiittllee LLeeccttuurreerr 

0088::3300~~1100::0000 BB RRoooomm UUppddaatteedd CClliinniiccaall GGuuiiddeelliinnee II

08:30~09:00
골다공증의예방과치료를위한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의임상지침
민용기, 성균관의대

09:00~09:30
The Asia-Pacific Menopause Federation Consensus  

Statement on the management of the menopause 2008 
박형무, 중앙의대산부인과

09:30~10:00 Treatment of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김신곤, 고려의대

0088::3300~~1100::0000 CC RRoooomm MMaaiinn SSyymmppoossiiuumm ((OObbeessiittyy))

08:30~09:00 출생체중과그이후의심혈관질환의위험성 안철우, 연세의대

09:00~09:30 비만의평가 - 내장지방을중심 김수경, CHA의과학대학교

09:30~10:00 비만수술을통한대사질환개선 - Metabolic surgery 이상권, 가톨릭의대비만외과

1100::0000~~1100::2200 CCooffffeeee BBrreeaakk

강강의의시시간간 RRoooomm TTiittllee LLeeccttuurreerr 

0077::3300~~0088::0000 BBrreeaakkffaasstt SSyymmppoossiiuumm

0088::0000~~0088::3300 등등록록

0088::3300~~1100::0000 AA RRoooomm MMaaiinn SSyymmppoossiiuumm ((TThhyyrrooiidd))

08:30~09:00 
Radioactive iodine therapy in thyroid cancer

: Current status 
이재태, 경북의대핵의학과

09:00~09:30
Molecular pathways of thyroid cancer: Recent application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thyroid nodule
조영석, 충남의대

09:30~10:00
FNA classification of thyroid nodule: focusing on  

Bethesda reporting system 
정찬권, 가톨릭의대병리과

강강의의시시간간 RRoooomm TTiittllee LLeeccttuurreerr 

1100::3300~~1111::3300 CC RRoooomm MMaaiinn SSyymmppoossiiuumm ((DDiiaabbeetteess)) II -- KKoorreeaann DDiiaabbeetteess 

10:30~11:00 한국형당뇨병의임상적생화학적특징 안규정, 경희의대

11:00~11:30 한국형당뇨병에적합한치료는? 조재형, 가톨릭의대

1111::4400~~1122::3300 PPlleennaarryy LLeeccttuurree 

Growth Hormone and IGF-I in normal mammary 

development and mammary neoplasia
David Klinenberg, NewYork Univ.,U.S.A

1122::3300~~1133::4400 LLuunncchheeoonn LLeeccttuurree

1133::4400~~1144::3300 PPlleennaarryy LLeeccttuurree 

Uncoupling approach for osteoporosis Thomas John Martin, Melbourne Univ., Australia

1144::3300~~1166::0000 AA RRoooomm MMaaiinn SSyymmppoossiiuumm ((BBoonnee)) -- FFrroomm CClliinniicc ttoo BBaassiicc RReesseeaarrcchh iinn BBoonnee

14:30~15:00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of osteoporosis in 

Korea: Comparison to other ethnic group

조윤신,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15:00~15:30 Canonical Wnt signaling in bone 신찬수, 서울의대

15:30~16:00 Non-canonical Wnt pathway Fanxin Long, St. Louis,U.S.A 

1144::3300~~1166::0000 BB RRoooomm 학학연연산산심심포포지지엄엄 ((33)) -- SSyymmppoossiiuumm ((DDrruugg ddeevveellooppmmeenntt)) 

14:30~15:00 New emerging targets for treatments of type 2 diabetes 남수연, BMS

15:00~15:30 신약개발과ADMET 시험 이철순, 가천임상시험센터

15:30~16:00 천연물에서신약물질스크리닝방법 오원근, 조선대

1144::3300~~1166::0000 CC RRoooomm EEnnddooccrriinnee NNuurrsseess SSyymmppoossiiuumm ⅡⅡ

14:30~15:15 비만환자의간호관리 최금희, 부산성모병원

15:15~16:00 제2형당뇨병환자의자기혈당검사를이용한자기조절실태 하정미, 부산대학교병원

1166::0000~~1166::2200 CCooffffeeee BBrreeaakk

1166::2200~~1177::5500 AA RRoooomm MMaaiinn SSyymmppoossiiuumm ((DDiiaabbeetteess)) ⅡⅡ -- NNeeww TTrreeaattmmeenntt aanndd NNeeww BBiioommaarrkkeerrss iinn DDiiaabbeetteess MMeelllliittuuss

16:20~16:50
Stem cell therapy for the prevention of diabetic 

neuropathy
김경수, 한양의대심장내과

16:50~17:20
Insulin-secreting cells from human eyelid-derived stem 

cells alleviate type I diabetes in immunocompetent mice
김해권, 서울여대생명공학과

17:20~17:50 Islet survival 이병완, 연세의대

11월 7일 (Sat) - 추계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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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회장님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제24대의무원장취임

대한내분비학회회장손호영교수(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내분비내과)가

지난9월8일가톨릭중앙의료원제24대의무원장으로취임했다.

제24대의무원장임기는2009년9월1일부터2011년 8월31일까지2년간이다.

조보연교수

차기대한갑상선학회회장으로서울의대조보연교수가선출되었다. 

임기는2010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 1년동안대한갑상선학회를위해활동하게된다. 

송영기교수

차기대한갑상선학회이사장으로울산의대송영기교수가선출되었다. 

임기는2010년1월부터2011년 12월까지이며, 2년동안대한갑상선학회를위해활동하게된다. 

회원동정

K•E•Sㅣ학연산 및 추계심포지엄 2009·제29회 연수강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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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0000~~1155::2200 CCooffffeeee BBrreeaakk

1155::2200~~1166::1100 AA RRoooomm 당당뇨뇨병병 혈혈당당관관리리의의 최최신신지지견견 22000099 ((22))

15:20~15:50 4. 인슐린치료언제, 어떻게시작하고유지할것인가 남홍우, 국립의료원

15:50~16:10 질의, 응답및토의

1155::2200~~1166::3300 BB RRoooomm 11차차진진료료와와갑갑상상선선결결절절-- 검검사사와와평평가가의의실실제제및및필필수수지지식식((22))

15:20~15:50 4. 3차의료기관의갑상선결절치료결과고찰 장항석, 연세의대외과

15:50~16:30 패널토의토론자: 연자 4인, 이광재(대동병원),이성근(이샘내과)

1166::3300~~1166::4400 폐폐회회사사

강강의의시시간간 RRoooomm TTiittllee LLeeccttuurreerr 

0088::0000~~0088::3300 등등록록

0088::3300~~0099::5500 AA RRoooomm 가가장장 흔흔히히 접접하하는는 갑갑상상선선질질환환 좌좌장장 :: 부부산산 개개원원내내과과 의의사사회회 회회장장 이이원원우우,, 송송영영득득

08:30~08:50 1. 갑상선검사의해석과의미및애매한결과의증례풀이 김보현, 부산의대

08:50~09:10
2. 개원가에서그레이브스씨병의진단과치료 - 필수지식과

주의점은? 
오승준, 경희의대

09:10~09:30
3. 개원가에서만성갑상선염및고이터환자를어떻게평

생관리할것인가?
홍성빈, 인하의대

09:30~09:50 질의, 응답및토의

0099::5500~~1100::1100 CCooffffeeee BBrreeaakk

1100::1100~~1122::3300 AA RRoooomm 골골다다공공증증 진진단단과과 치치료료의의 최최신신지지견견 22000099                          좌좌장장 :: 김김보보완완,, 강강무무일일

10:10~10:40 1. 개원가에서골밀도장비, 어떻게검사하고해석할것인가? 김혜순, 계명의대

10:40~11:10 2. 골다공증의진단기준은최근에어떻게변화하고있나? 오기원, 성균관의대

11:10~11:40 3. 골다공증치료의패러다임은최근에어떻게변화하고있나? 권민정, 인제의대

11:40~12:10 4. 골다공증치료제의선택과실제증례 정윤석, 아주의대

12:10~12:30 질의, 응답및토의

1100::1100~~1122::3300 BB RRoooomm 11차차진진료료와와 당당뇨뇨병병 관관리리 좌좌장장 :: 경경남남 개개원원내내과과 의의사사회회 회회장장 문문경경현현,,김김인인주주

10:10~10:40
1. Insulin Delivery System(vial, pen, pump)의 실제와환자

관리
김재현, 성균관의대

10:40~11:10 2. 당뇨병환자에서자주관찰되는안저소견과판독 이상준, 고신의대안과

11:10~11:40 3. 비관혈적대혈관검사의활용 (IMT, Doppler, PWVL) 박미경, 동아의대

11:40~12:10 4. 개원가에서할수있는신경합병증검사방법과평가및치료 이순희, 인제의대

12:10~12:30 질의, 응답및토의

1122::3300~~1133::3300 LLuunncchheeoonn LLeeccttuurree 또또는는 중중식식

1133::3300~~1155::0000 AA RRoooomm 당당뇨뇨병병 혈혈당당관관리리의의 최최신신지지견견 22000099 ((11))                            좌좌장장 :: 김김용용기기

13:30~14:00 1. 당뇨병임상연구결과해석과 1차진료의적용 이우제, 울산의대

14:00~14:30
2. 당뇨병종합관리지침(2009미국당뇨병학회권고안),          

무엇이달라졌나?
박종숙, 연세의대

14:30~15:00 3. 경구혈당강하제처방의선택, 조합, 변경 김경아, 동국의대

1133::3300~~1155::0000 BB RRoooomm 11차차진진료료와와 갑갑상상선선 결결절절 -- 검검사사와와 평평가가의의 실실제제 및및필필수수 지지식식 ((11)) 좌좌장장:: 송송영영기기

13:30~14:00 1. 결절과암의초음파영상 100예와판독소견 정소령, 가톨릭의대영상의학과

14:00~14:30
2.갑상선초음파술기시연 (live demonstration) 

- 환자3명출연
최영식 ,고신의대

14:30~15:00 3. 갑상선세포진슬라이드 50예와판독소견 김지연, 부산의대병리과

11월 8일 (Sun) - 제29회 연수강좌11월 8일 (Sun) - 제29회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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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ㅣINFORMATION2009년도행사일정/  지회소식

날 짜 행사명 장 소

8월 26일(수) 학술세미나 강원도횡성성우리조트

9월 19일(토) 강원지회창립연수강좌 강릉아산병원강당

11월 4일(수) 학술세미나 강원도횡성

9월 19일 창립연수강좌

창립 연수강좌에 개원의, 전공의 등 100명 가량이

참석하여성황리에마무리되었습니다. 

연수강좌 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임원진들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대한내분비학회 강원지회활동보고

2009년도지회소식/  유관학회 행사안내

2009년도 대한내분비학회대구/경북 지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7월 29일(수) 오후 6시30분 7월 집담회 영남대학교의과대학본관 2층세미나실

8월 3일(월) ~ 7일(금) 제18회 대구경북소아건강캠프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부설학생수련관

10월 7일(수) 오후 6시 30분 9월 집담회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2009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대전/충청지회 활동보고

2009년도 대한내분비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11월 5일(목)~8일(일) 학연산/추계심포지엄 2009 및 제29회연수강좌 부산롯데호텔크리스탈볼룸

11월 25일(수) 11월 학술집담회 이화의대

날 짜 행사명 장 소

12월 5일(토)~6일(일)      추계학술대회 소공동롯데호텔

2009년도 대한골다공증학회

날 짜 행사명 장 소

9월 6일(일)     2009년도 12차 골다공증연수강좌 서울신라호텔다이너스티홀

- 골다공증진단및치료지침 2009 - 개최

국내 역학의 새로운 자료,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시 최근 보고되는 문제점과 그 동안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골다공증과 영양 및

상지골절등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내용, 앞으로 사용될 새로운 약제들에 대한 소개 등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었

음.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등 500여명참석한가운데성황리개최됨.

10월 24일(토) Americ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대강당

(ASBMR) Meeting Review Course 개최

골다공증분야에서가장최신의지식과자료를접할수있는창고인미국골대사학회의 9월 11일-15일 미국(덴버)에서개최된

제31차 ASBMR의 전반적인내용을복습하고자하는뜻에서『2009년 ASBMR Annual Meeting Review Course』개최

11월 14일(토) 2009년 제21차 추계학술대회개최예정 서울신라호텔영빈관

내용 : 해외연자특강, 심포지엄, 일반연제발표등

초록접수기간: 9월 14일 (월) ~ 10월 26일(월), 학회홈페이지 (www.ksbmr.org) 온라인접수

10월 20일(화) “세계골다공증의날”기념『골다공증무료건강검진및건강상담』개최

세계골다공증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 10월 한 달을‘골다공증 인식의 달’로 정하고, 골다공증 조기 진단 및 골절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인식을높이기위한차원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한『골다공증무료건강검진및건강상담』을실시

12월 13일(일) Clinical Osteoporosis Update 개최 예정 울산

2009년도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내분비학회56

날 짜 행사명 장 소

6월 26일(금) 6월 학술집담회 충남대학교병원진료실기교육센터

·증례발표

소속및발표자 : 충남대학교병원내분비내과김설영

제목 : Glucocorticoid remediable aldosteronism (GRA)

소속 및발표자 : 아주대학교병원내분비내과김태호

제목 : Phenytoin복용과관련된다발성골절과저칼슘혈증을동반한골연화증 1예

·연구세미나

소속및발표자: 충남대학교자연과학대학미생물학과노재랑

제목 : Role of Osteoclastogenic Genes in Osteoclast Differentiation

7월 31일(금) 7월 증례집담회 충북대학교병원응급의료센터 7층와송홀

·증례발표

소속및발표자 : 충북대학교병원성문혁

제목 : 임산부에서발견된쿠싱병

소속및발표자 :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염주옥

제목 : 근육긴장퇴행위축에병발된저성선자극호르몬성선기능저하증

( Myotonic dystrophy with hyogonadotrophic hypogonadism )

소속 및발표자 : 충남대학교병원이주희

제목 : PTU induced lupus like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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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학회 행사안내

날 짜 행사명 장 소

11월 1일(일) 제31차 추계학술대회및 2009년 한일비만심포지엄 서울아산병원동관6층대강당

2009년도 대한비만학회

날 짜 행사명 장 소

11월 19일~21일(목~토) 제15차 한일심포지엄및제35차 추계학술대회 제주 ICC

12월 5일(토) 당뇨병교육자자격인정시험 고대안암병원당뇨센터

12월 19일(금)~20일(토) 제8회 2030 Camp 대웅경영개발원

2009년도 대한당뇨병학회

날 짜 행사명 장 소

9월 4일(금)~9월 5일(토) 제38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추계학술대회 그랜드힐튼호텔(홍은동)

2009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표지디자인공모

회원여러분의가을과관련한사진과사진에얽힌에

피소드를공모합니다.

재미있는사진몇장과함께사진에얽힌사연을적어

(자유형식) 학회이메일로보내주세요. 

학회이메일로보내주신내용중재미있는사진과내

용을선정해서이번겨울호의표지에실어드리고학

회에서마련한소정의선물을보내드립니다. 관심있

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내분비소식지에서는회원님들의의견이나진료중

있었던 사연, 주변이야기등, 회원님들과 공유할

만한 좋은 내용이나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관심

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참여

하실분은학회E-mail(endo@endocrinology.or.kr)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이 사 김덕윤(경희의대) 

간 사 박철영(성균관의대) 

위 원 고정민(울산의대)

김경욱(연세의대)

김경원(서울의대)

김선욱(성균관의대)

김종화(부천세종병원) 

김지훈(홍익병원)

노정현(인제의대) 

원종철(인제의대) 

이우제(울산의대)

전 숙(경희의대)

조재형(가톨릭의대)

*



I have type 2 diabetes. This is...*

*Model is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레버미어 플렉스펜 주 100단위/ml

[원료의약품및그분량]

1ml 중

주성분 : 인슐린디터머(별규)                   100U

[효능·효과] 

인슐린요법을필요로하는당뇨병

[용법·용량]

이 약의 투여용량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환자의인슐린요구도에따라 1일 1회 또는 2

회투여한다. 최적의혈당조절을위해 1일 2회투여

하는 환자의 경우 2회차 주사는 밤시간 또는 취침

시에 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임상시험을 통해

6~17세의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장기간의 임상연구에서, 이

약과 NPH인슐린을 기저인슐린요법(basal/bolus

therapy)으로투여하였을때, 제 1형당뇨병이있는

6~17세의소아및청소년의공복혈당은이약투여

시에 향상되었다. 당화혈색소 측정을 통한 혈당 조

절은 이 약 및 NPH인슐린 투여 시 유사하였으며,

이약투여시야간저혈당발생위험은낮았고, 체중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및유효성은연구된바없다.

[사용상주의사항]

1. 다음환자에게는투여하지말것

인슐린디터머나이약의다른구성성분에대해

과민증이있는환자

2. 다음환자에는신중히투여할것

저혈당증 : 다른 인슐린치료와 마찬가지로 통증,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염증을 포함하는 주사

부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주사부위를 바

꾸어가며주사하는것이이러한이상반응을예방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반응은 보통 며칠

에서몇주내에사라진다. 드물게주사부위이상

반응으로인해이약의투여중지가요구될수있다.

3. 이상반응

이약의투여중에주사부위이상반응은휴먼인

슐린보다더자주발생할수있다. 이 이상반응

은발적, 염증, 멍듦, 부종, 가려움증을포함한다.

대부분의 가벼운 주사부위 이상반응은 일시적이

었고치료를계속하면서며칠에서몇주내에사

라졌다.

[사용(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24개월 2℃~8℃에서냉장보관및실

온(30℃이하)에서6주까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

한자세한정보는제품설명서를참조하시기바랍

니다.

[보험약가] 14,242원 / 3ml

[보험코드] E08720361

[제조원]노보노디스크A/S, 덴마크

[수입원]노보노디스크제약㈜

[판매원]노보노디스크제약㈜, 주식회사녹십자

At Novo Nordisk, we are changing diabetes. In our approach to developing
treatments, in our commitment to operate profitably and ethically and in our search for a cure. We
know we are not simply treating diabetes, we are helping real people live better. That understanding is
behind every decision or action we take, and fuels our passion to change the treatment, perception
and future of diabetes for good.

changing diabetes

수입원·판매원

서울시송파구신천동7-11

한국광고문화회관16층

Tel : (02)564-2057     Fax : (02)564-2059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303번지

Tel : (031)260-9300   Fax : (031)260-9405
www.Levemir.com    www.novonordisk.co.kr
All rights reserved by Novo Nordisk Pharma Korea Ⓒ SUHC/07-2007/IA/15

판매원노보노디스크제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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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미어1일1회＋경구용혈당강하제는

제2형당뇨병환자에게:

하루한번으로효과적인혈당조절1,2 

NPH나인슐린글라진보다적은체중증가2,3

NPH 보다낮은저혈당의발현율2

레버미어의 하루 한 번 투여로 24시간

약동/약역학 프로파일1

Insulin action profiles of LevemirⓇ and
insulin glargine at clinically relevant doses

달리스타틴약물의대사과정을저해하지않기때문에스타틴

약물과페노피브레이트를병용하더라도횡문근융해증의위험

은증가하지않는다. 또한페노피브레이트는일반적으로병용약

제에상관없이높은내약성을나타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심혈관질환의 병력이 없고,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은

경우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심혈관질환 및 관상동맥

질환예방과당뇨병환자의합병증으로인한신장질환(단백뇨

진행) 및 당뇨병성 안질환 예방에도 페노피브레이트 처방이

매우유용할것으로전망된다.

스타틴약물에의한치료를시작할수있도록하였는데, 스타틴

약물을복용한비율은위약군이페노피브레이트군보다 2배가

량 높아(17% 대 8%) 두 군간 복용률 차이는 매우 유의

하였다(pp<0.0001). 

스타틴약물사용에대한조정이후결과분석에서페노피브레

이트는관상동맥질환사건의위험을 19%(pp=0.01), 총심혈관

계사건의위험을 15% 감소시켰다(pp=0.004). 연구기간동안

스타틴 약물과 페노피브레이트를 동시에 복용한1,000명 가량

의 환자에서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은 보고되지

않았다. 페노피브레이트의 경우초기에개발된피브레이트와는

지난13일제주 ICC에서열린제5차아·태지질동맥경화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

(fenofibrate )가당뇨병환자의관상동맥질환예방에사용한

결과, 비치명적 심근경색등심혈관질환의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호주 시드니대학 안토니 키치

(Anthony C. Keech ) 교수는9,795명의당뇨병환자를대상

으로실시한대규모다국적임상연구(FIELD: Fenofibrate

Intervention and Event Lowering in Dia-betes)

결과를발표하며이러한사실을소개했다. 

안토니키치교수는“제2형당뇨병환자는당뇨병이

없는환자보다심혈관질환의발생위험이3~4배높으

며, 당뇨병환자의절반이상이심혈관계질환으로사망

한다”고설명하며“심혈관질환 병력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대혈관 및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에 있

어 페노피브레이트의 이점을 확인했다”는 연구결과

를발표하였다. 

FIELD 연구는지금까지의제2형당뇨병임상연구중

일차예방에대한가장 큰 연구로 9,795명의환자를

페노피브레이트군과위약군으나누어5년동안치료하

고매 6개월마다관상동맥질환위험감소효과를관찰

하였다. 

임상에참여한환자중78%(7,664명)는과거심혈관

질환병력이없는제2형당뇨병환자로, 이들에대한

페노피브레이트의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검증할

수있었다. 

연구결과, 페노피브레이트치료는최초심근경색또

는관상동맥질환사망(5.9% vs 5.2%, pp=0.16)에대한

일차결과에서11%의상대적인감소(RR)를나타냈다.

이 결과는치명적인관상동맥질환(HR 1.19, 0.90-

1.57; PP=0.22)의유의한증가없이, 비치명적인심근경

색(pp=0.01)에서 24%의상대적감소가유의하게나타

남을 반영한다. 전체적인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사망, 심근경색, 뇌출혈과관동맥및경동맥혈관

재개통술의복합발생)에대한이차결과에서는11%의

유의한감소가나타났다(13.9% vs 12.5%, pp=0.035).

이러한결과는관상동맥혈관재개통술의 21% 감소를

포함한다(pp=0.003). 치료이득은이전에심혈관계질

환병력이있는환자보다병력이없는환자들에서현저

한차이를나타냈는데, 이전에심혈관계질환을경험하

지않은 7,664명의환자에서총관상동맥질환사건은

25%(pp=0.014)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총 심혈관계

질환은19%의위험도감소가나타났다(pp<0.004).

또한, 페노피브레이트는당뇨병성합병증과관련된

미세혈관질환인미세알부민뇨로의진행을현저히감

소시켰고(pp=0.0018), 당뇨병성망막증의경우레이저

치료의필요성을30% 감소시키는것으로보고되었다

(pp=0.0003).

연구기간중어떤시점이라도두군의대상환자모두

A 30% reduction of needs for
laser treatment for retinopathy

Fenofibrate reduces coronary and
cardiovascular events in primary
prevention(1)

Fenofibrate is the 1st lipid lowering agent which prevents
type 2 diabetic patients from both

macro and microvascular complications

A 25% reduction in total CHD events**
A 19% reduction in total CVD events

**Post-hoc analysis.

(1) FIELD Study Investigators. Lancet 2005, e-publication November 14.

The largest intervention trial ever conducted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 안토니 키치 교수, 당뇨병 환자 9,795명 대상 다국적

임상연구결과국내발표

▶심혈관질환19%감소, 관상동맥질환25% 감소효과

▶합병증으로인한신장질환및안질환예방에도효과확인

페노피브레이트, 당뇨병환자의

관상동맥질환감소효과입증

페노피브레이트 -“160mg!”

리피딜슈프라

www.greencros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