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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4 = dipeptidyl peptidase 4

원료약품및분량
자누비아정100밀리그램 : 1정(416.1mg) 중,
주성분: 인산시타글립틴일수화물(별규) 128.5mg

(시타글립틴으로서 100mg)
자누비아정 50밀리그램 : 1정(208.0mg) 중,
주성분: 인산시타글립틴일수화물(별규) 64.25mg

(시타글립틴으로서 50mg)
자누비아정 25밀리그램 : 1정(104.0mg) 중,
주성분: 인산시타글립틴일수화물(별규 32.13mg

(시타글립틴으로서 25mg)

성상
•자누비아정100밀리그램 : 
베이지색으로 한면에 277이 새겨진 원형의 양면이 볼록한 필름코팅정
•자누비아정 50밀리그램 : 
밝은 베이지색으로 한면에 112가 새겨진 원형의 양면이 볼록한 필름코팅정
•자누비아정 25밀리그램 : 
분홍색으로 한면에 221이 새겨진 원형의 양면이 볼록한 필름코팅정

효능, 효과
이 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
여한다. 
1. 이 약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한다. 
2. 이 약은 메트포르민과 초기 병용투여한다.
3.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을 병용투여한다.

4.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과 이 약을 병용투여한다.

용법, 용량
이 약은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시 1일 1회 100mg을 투여하며 1일 최대용량은 100mg이
다.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설포닐우레아와 병용투여시에는 설포닐우레
아 유발 저혈당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의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 (사
용상의 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 항 참고).

신장애환자

1. 경증의 신장애환자 (크레아티닌청소율 ≥50 mL/min ; 혈청크레아티닌으로서 대략 남성
에서는 1.7 mg/dL 이하 및 여성에서는 1.5 mg/dL 이하에 해당함)에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2. 중등도의 신장애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30, <50 mL/min ; 혈청크레아티닌으로서 대략
남성에서는 1.7초과 3.0 mg/dL 이하 및 여성에서는 1.5초과 2.5 mg/dL 이하에 해당
함)에서는 1일 1회 50mg을 투여한다.

3. 중증의 신장애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30 mL/min ; 혈청크레아티닌으로서 대략 남성에
서는 3.0 mg/dL 초과 및 여성에서는 2.5 mg/dL 초과에 해당함) 또는 혈액투석을 요
하는 말기신장애환자(ESRD)에서는 1일 1회 25mg을 투여한다. 이 약은 혈액투석 시점과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신기능에 따른 용량조절이 필요하므로 이 약 투여 전 및 투여
후 주기적으로 신장기능의 평가가 권장된다.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다음의 Cockcroft-
Gault 식으로 혈청크레아티닌에서 예측할 수 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 =    
   (140-연령)×체중(kg)˖
72×혈청크레아티닌(mg/dL)

+여성환자의 경우는 체중(kg)×0.85의 값으로 계산한다.

사용상의주의사항
1. 경고
1) 과민반응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의 시판후 조사에서 중증의 과민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이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및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포함한 박리성피부질환을 포함한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빈도
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
지 않다. 이 반응의 시작은 약물 치료 개시후 첫 3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첫 용량 이
후에 보고된 것도 있다. 만약 과민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을 중단하고 발생의 다른
잠재적인 이유를 평가하고 다른 당뇨 치료요법을 실시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및 4. 이상반응, 2) 시판 후 이상반응 항 참고).

2.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제1형 당뇨병 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

2) 이 약이나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아나필락시스 또는 혈관부종과 같은 과민성이 알려
진 환자 (1. 경고 항 참조)

3.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장애환자 : 이 약은 신장으로 배설된다.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서와 유사한 혈중농
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요하는 중등도_중증 및 말기신장애
(ESRD)환자에서는 저용량이 권장된다. (용법용량, 신장애 환자 참조)

4.이상반응
1) 임상시험
임상시험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시되므로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발생률은 다른 약물의 임상시험에서의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없으며, 실제 사용
환경 하에서 관찰된 비율을 반영할 수 없다.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단독 또는 메
트포르민 또는 피오글리타존과의 병용요법으로 투여한 경우 이상반응 및 저혈당의 발생
빈도는 위약에서 보고된 것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였다. 이상반응에 의해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위약군과 유사하였다.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시 이 약 투여군의 이상반응 발생빈도가 위약군보다 높았다(표 1). 이는 이 약 투여군에
서 저혈당 발생빈도가 높았던 것에 일부 기인한다. 이상반응에 의한 치료중단은 위약군
과 유사하였다. 18주 및 24주간 진행된 2건의 위약대조 단독요법 연구에 매일 이 약
100mg 및 200mg, 위약을 투여한 군이 포함되었다. 24주간 진행된 3건의 위약대조 병
용요법 연구에 메트포르민, 또는 피오글리타존, 또는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의 안정된 용량에 이 약 100mg 또는 위약을 매일 병용투여하였다. 이 임상시
험들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이 약 100mg을 단독투여하거나 피오글리타존 또는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으로 매일 복용한 환자 중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표 1과 같다.

표 1. 이 약 단독요법 또는 피오글리타존 또는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
르민과의 병용요법 위약대조 임상시험: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 ITT(Intent-to treat) 피험자군

이 약과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없었다. 2개의 단독임상시험, 메트포르민 또
는 피오글리타존 병용요법 임상시험의 종합분석 결과, 이 약 100mg을 투여한 환자에서
이상반응으로서의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위약의 경우와 유사했다(이 약 100mg 1.2%, 위약
0.9%). 저혈당 이상반응은 모든 증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으며 혈당측정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특정 위장관 이상반응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 : 복통(이 약 100mg 2.3%, 위약 2.1%), 구역(이 약 100mg 1.4%, 위약 0.6%), 설사
(이 약 100mg 3.0%, 위약 2.3%) 24주간 실시된 위약 대조 요인설계 임상시험(factorial
trial)에서 이 약과 메트포르민을 초기병용투여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이상의 빈
도로 보고되거나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표 2와 같다.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위약군에서 0.6%, 이 약 단독투여군에서 0.6%, 메트포르민 단독투여군에서 0.8%, 이 약
과 메트포르민 병용투여군에서 1.6%였다.

표 2. 이 약과 메트포르민의 초기병용요법: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이상의 빈도로 보
고되고 이 약 단독투여, 메트포르민 단독투여,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 ITT(Intent to treat) 피험자군
++ 메트포르민 저용량,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의 통합자료

이 약의 투여로 활력징후 또는 ECG(QTc 간격 포함)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찰
되지 않았다. 

실험실적 검사
이 약 100mg을 투여한 군에서 실험실적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8.2%이고, 위약을 투여받은
군에서는 9.8%이었다. 임상시험에서 호중구의 증가에 기인한 백혈구치의 약간의 증가(위약
투여시와 약 200cells/_L 차이; 평균기준치 약 6600cells/_L)가 관찰되었다. 이런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으나 모든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임상검사치의 변화가 임상적
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12주간의 연구에서 91명의 만성 신장애환자
와 37명의 중등도의 신장애환자가 이 약 50mg으로 무작위 배정되었고 같은 정도의 신장
애를 가진 14명의 환자는 위약으로 배정되었다. 혈청 크레아티닌의 평균(표준오차) 증가는
이 약 투여군에서 0.12mg/dL(0.04), 위약투여군에서 0.07mg/dL(0.07)이었다. 위약과 비
교시 혈청크레아티닌 증가의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임상시험결과
다국가,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병행군 연구로 530명의 아시아인에서 실시된 가
교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평가되었으며, 이 중 한국인은 95명이었다. 한
국인에서의 이 약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위약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였으며, 이전의 임상시험
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시판후 이상반응
다음은 시판후 조사를 통해 추가로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신뢰성있게 예측하거나 약
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나필락시스, 혈관부
종, 발진, 두드러기, 피부혈관염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포함한 박리성피부질환을
포함하는 과민반응 (1. 경고 항 참조), 간효소치 상승 및 췌장염이다.

5. 일반적 주의
1) 저혈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과의 병용투여 : 저혈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설포닐우레아와 다른 혈당저하제와의 병용투여가 전형적으로 그렇듯이, 설포닐우레아와
이 약을 병용투여시에는 설포닐우레아에 의한 저혈당의 발생이 위약투여시보다 증가하
였다 (4. 이상반응 항 참조). 설포닐우레아에 의한 저혈당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의 감량을 고려할 수 있다.

2) 인슐린과 이 약의 병용투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6. 상호작용
약물상호작용 연구에서 시타글립틴은 다음 약물의 약동학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메트포르민, 로지글리타존, 글리벤클라미드, 심바스타틴, 와파린 및 경구피임
제. 이 시험에 근거하여 CYP3A4, CYP2C8, CYP2C9 및 유기 양이온 수송체의 기질에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1일 2회 복용하는 메트포르민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이 약의 약동
학을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사이클로스포린 : 강력한 p-glycoprotein의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600mg과 병용하
여 단회투여시 시타글립틴의 AUC(29%)와 Cmax(68%)가 증가되었으나, 시타글립틴의
약동학의 변화는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다른
p-glycoprotein 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곡신: 이 약 100mg과 10일간 병용투여시 디곡신의 혈장 AUC(11%)와 Cmax(18%)가
약간 증가하였다. 디곡신 투여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이 약 및 디곡신의 용량
조절은 필요치 않다.

7.임부, 수유부, 소아 및 고령자에 대한 투여
1) 임부에 대한 투여
임부를 대상으로 한 대조시험 결과는 없으므로 임부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2) 수유부에 대한 투여
이 약은 랫드에서 유즙과 혈장에 4:1의 비율로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수유
부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3) 소아에 대한 투여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4) 고령자에 대한 투여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총 피험자(3884명) 중 65세 이상이 725명, 75세 이상이 61명
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젊은 환자에서와 유사하였다. 이
환자군과 젊은 환자군 사이에 반응성에 차이는 없었으나 일부 고령자에서 감수성이 증
가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약은 대체로 신장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자는 신장기능이 감소되기 쉬우므로 고령자에서의 용량 선정시 주의해야 하
며, 이 약 투여 전 및 투여 후 주기적으로 신장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8. 과량투여시의 처치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 약을 800mg까지 단회투여 한 경험이
있다. 이 약 800mg을 투여한 한 연구에서 평균 QTc의 증가가 최대 8.0 msec까지 관
찰되었으나 임상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에서 800mg을 초과하여 투여
한 경험은 없다. 과량투여시에는 일반적인 대증치료(예를 들면 흡수되지 않은 약물을 위장
관계로부터 제거하고 심전도를 포함한 임상모니터링을 실시)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조적인 치료를 실시한다. 이 약은 투석으로 일부 제거될 수 있다. 임상시험에서 투여량
의 약 13.5%가 3~4시간 이상의 혈액투석시에 제거되었다. 장시간의 혈액투석이 임상적
으로 적절하다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약이 복막투석으로 제거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9. 기타
1) 발암성, 변이원성, 수태능
암수 랫드를 대상으로 시타글립틴 50, 150, 500mg/kg/day의 용량으로 2년간 발암
성시험이 수행되었다. 암수 모두에서 복합 간 선종/암종(Combined l iver
adenoma/carcinoma) 발생이 증가했고, 암컷에서는 500mg/kg에서 간암의 발생이
증가하였다. 이 용량은 AUC 비교를 근거로 할 때 인체최대권장용량(MRHD)인
100mg/day의 거의 60배 정도의 노출량이다. 간의 종양은 150mg/kg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이 용량은 인체최대권장용량의 거의 20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암수 마우스
를 대상으로 시타글립틴 50, 125, 250, 500mg/kg/day 용량으로 2년간 발암성시험
을 수행하였다. 인체 최대권장용량의 거의 70배에 해당하는 500mg/kg에서 어떤 장
기에서도 종양의 발생이 증가하지 않았다. 시타글립틴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
변이(Ames)시험, CHO세포를 이용한 체외염색체이상시험 및 체외세포유전학분석, 랫
트 간세포 체외염색체이상시험(in vitro alkaline elution assay) 및 마우스 조혈세포
를 이용한 체내소핵시험과 같은 일련의 유전독성연구에서 변이원성 및 염색체이상유발
이 나타나지 않았다. 랫드의 수태능 시험에서 125, 250, 1000mg/kg의 용량으로 수
컷에서 교배 전 4주간, 교배시 및 종결시점까지(약 총8주)투여하고, 암컷에서 교배 2주
전부터 임신 7일까지 경구투여하였다. 125mg/kg(인체최대권장용량의 약 12배)에서
어떤 수태능이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고용량(인체최대권장용량의 25배 및 100배)에서
는 용량과 관계없는 재흡수의 증가가 암컷에서 관찰되었다.

2) 생식독성
랫드와 토끼에서 실시한 생식독성시험에서 시타글립틴 125mg/kg 용량(인체 최대권장
용량의 12배 노출에 해당)까지 투여할 때, 수태능이나 태아에 손상은 없었다. 그러나
임부를 대상으로 한 대조시험 결과는 없으며 동물에서의 생식독성시험 결과로 항상 사
람에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부에서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시타글립틴을 임신한 암컷 랫드와 토끼에서 임신 6~20일(기관 형성기)에 투여시 랫드
에서 최고 250mg/kg, 토끼에서 최고 125mg/kg 또는 AUC 비교에 근거하여 인체
최대권장용량인 100mg/day의 약 30배, 20배까지 투여할 때, 최기형성은 없었다. 랫
드에서 1000mg/kg/day(사람에서의 최대권장투여량인 100mg/day의 약 100배 노출
에 해당)을 경구투여 시 고용량일수록 새끼에서의 늑골 형성부전의 발생율이 증가했다.
임신 6일에서 수유 21일까지 1000mg/kg/day 용량을 경구투여한 랫드의 새끼 암수
모두에서 체중이 감소하였다. 기능이나 행동에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시타글립틴은 임신한 랫드에 투여후 2시간에 약 45%, 24시간에 80%가 태반통과되었
다. 토끼에서는 투여후 2시간에 약 66%, 24시간에 3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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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176명)

9(5.1)

5(2.8)

이상반응

상기도감염

두통

환자수(%)

이 약 100mg 
1일 1회 (179명)

8(4.5)

2(1.1)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mg 
1일 2회†† (364명)

19(5.2)

14(3.8)

이 약 50mg 씩
1일 2회+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mg씩
1일 2회†† (372명)

23(6.2)

22(5.9)

이상반응

단독요법

비인두염

피오글리타존과의 병용요법

상기도감염

두통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
리드 및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저혈당

비인두염

두통

환자수(%)

이 약 100mg (443명)

23(5.2)

이 약 100mg+피오글리타존
(175명)

11(6.3)

9(5.1)

이 약 100mg+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 (222명)

27(12.2)

14(6.3)

13(5.9)

위약 (363명)

12(3.3)

위약+피오글리타존 (178명)

6(3.4)

7(3.9)

위약+글리메피리드
(± 메트포르민) (219명)

4(1.8)

10(4.6)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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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신찬수(서울의대)

100년만에 가장 많은 눈이 서울에 내린

다음날 도심 빌딩 숲을 배경으로 보이는

창경궁의 모습을 서울대병원 쪽에서 바라본

정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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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존은인슐린저항성을개선하여
혈당을지속적이며안전하게관리합니다.
액토존은인슐린저항성을개선하여
혈당을지속적이며안전하게관리합니다.
액토존은인슐린저항성을개선하여
혈당을지속적이며안전하게관리합니다.
액토존은인슐린저항성을개선하여
혈당을지속적이며안전하게관리합니다.
액토존은인슐린저항성을개선하여
혈당을지속적이며안전하게관리합니다.

액토존은인슐린저항성을개선하여
혈당을지속적이며안전하게관리합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제품설명서참조및본사마케팅부(서울서초구반포동 745-5 제일약품(주) Tel. 02-549-7451)로 문의바랍니다.  www.jeilpharm.co.kr

액토존은 Type 2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인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발생을감소시키는효과가입증되었습니다.

1. 심혈관계질환발생위험개선

액토존은 TZDs 계열로서지속적인혈당강하효과가입증되었
습니다.

2. 지속적인혈당강하효과

액토존은약가가저렴하기때문에장기복용해야하는당뇨병
환자들의경제적인부담을크게줄일수있습니다.

3. 환자의경제적인부담경감

벌벌새새는는 11초초에에 5500~~7700번번 이이상상 날날개개짓짓을을 하하여여 멀리는 800km까지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벌새는 매일 자기 몸무게의 절반가량 정도의 꿀을 먹습니다. 평생 엄청난 양의 꿀을 먹는 벌새에게 절절대대 비비만만이이나나 당당뇨뇨란란

없없습습니니다다.. 그야말로 방대한 운동량 때문이지요. 당뇨는 일생동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지속속적적인인 혈혈당당관관리리와와 함함께께 약약물물요요법법,, 식식이이요요법법,, 운운동동요요법법을을 병병용용하하여여 여여러러 합합병병증증을을 예예방방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벌새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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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ㅣ임기를 마치며...

대한내분비학회2

“시간의속도는화살과같다”는말을실감하게됩니다. 대한내분비학회회장직책의임무를

받은지벌써1년이흘러갔습니다. 연초에임승길이사장님과학회임원진들과함께학회운영을

위한워크샵을연세대학교에서가진것이바로며칠전으로생각됩니다. 

먼저그간에회장으로서의직무에충실하였는지다시돌아보게됩니다. 가능한한정기이사회를비롯한학회

업무관련회의에빠지지않고참석하여조금이라도학회에도움이되고자하는마음은진실된것이었으나실제

그렇게실천하지못한것같아송구스러운마음입니다. 회장의임무가이사회에참석하여학회운영에의견을

개진할수있으나그것이오히려회의진행에방해가되지는않았는지도걱정됩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우리

대한내분비학회가창립되기이전에“내분비연구회”형태로각대학회원들이가족적인분위기에서서로만나

진지하게 토론하던 즐거운 추억과 또 큰 희망과 함께 서울대학교병원 지하강당에서 민헌기 교수님을 비롯한

고민병석교수님, 최영길, 이태희, 허갑범, 이홍규, 신순현교수님등지금의원로교수님들과함께대한내분비

학회창립총회를가졌던기억이새삼떠오르며그때그순간의역사성에큰무게를느끼게됩니다. 그이후대한

내분비학회는역대회장, 이사장및임원진들과회원들의희생적인노력과헌신으로오늘날과같은자랑스러운

학회로성장하였습니다. 오늘의젊은회원분들께서는오늘의학회가있기까지의선배들의노력과희생이있었음을

잊지 마시고 또 오늘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노력과 희생이 앞으로의 대한내분비학회를 결정할 것임도

기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 1년간의임기기간동안가장크게느낀점은학회를운영하고있는오늘의우리후배임원진들과회원들의

선진화된학회운영방식과눈에띄게높아진학문과연구수준, 또개개인의향상된능력에놀란점입니다. 이러한

놀람은과거대한내분비학회와대한당뇨병학회의실무진으로서, 또책임자로서학회운영에열심히참여한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달라진 모습들이 앞으로의 기대되는 밝은 희망과 전망으로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발전하면서변모하고있는과정에서대한내분비학회회장직무를무사히마치게되어주위의

모든회원들과앞으로도남은임기기간동안계속하여학회를위하여헌신하실임승길이사장님과이사진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기 수행 기간동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새로운 보임을 맡게

되어본의아니게학회에누를끼치게된점은없는지걱정이되고있습니다. 만일그러한실수가있었다면널리

이해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대한내분비학회회장임기를마치며그간에느낀점들과생각난것들을다듬지않은상태에서적어보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2010년에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과 또 우리학회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모두

무사히이루어질수있도록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영

대한내분비학회전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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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학회회원여러분!

2010년새해회원여러분과가정에항상웃음과건강이가득한희망찬한해가되길기원드립니다. 

대한내분비학회는 1982년 창립되어 올해로 27년째가 되어 인생에서 가장 활기 넘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기로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역대임원진과회원여러분의노력의결실로서회원수의증가는물론이고학술대회의규모및수준에서

타학회에서볼수없는괄목할만한성장을하고있습니다. 특히지난해춘계및추계학회는그내용뿐만아니라

규모상으로많은발전이있었습니다. 또한내분비학회지뿐만아니라내분비소식지등을발행하여회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부여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내분비분야의 학문적 발전은

물론이거니와내분비질환환자의치료수준의향상으로국민건강증진에도큰기여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학회를중심으로한지속적인지식함양과회원상호간의긴밀한유대관계를통해회원상호간의지식

교류는물론친목도도모되리라확신하는바입니다. 학회의발전이곧우리모든회원의발전이기에적극적인

참여와많은조언을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 

또 다른새로운 10년이시작되고있습니다. 2010년 한해는이전의어떤해보다도큰도전과변화의시작이

기대되는한해라는점에서지난30여년간도약해온내분비학회의힘을새롭게집결시켜올한해에도내분비학의

학문적발전은물론내분비질환환자의건강도증진되어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희망찬새해가되길기원

합니다. 

학회회원여러분의발전과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E•SㅣGREETING

김용기

대한내분비학회신임회장

K•E•Sㅣ위원회 소개 - 수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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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득 수련이사

교육과관련된업무를주로담당합니다. 학회구성원들의교육을

기획하여추진하고지원하며, 내분비질환을진료하고연구하는데

실제적인도움을주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위원회의구성은

위원장으로수련이사, 실무를담당하는간사, 그리고각분야의

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분들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사들의 교육으로 전공의, 전임의 및

개원의교육을위한연수강좌의준비및진행입니다. 연수강좌는

1년에4차례진행되는데3월에전공의(개원의) 연수강좌, 5월과

11월에춘계및추계학회에맞추어개원의연수강좌, 7월에전임의

연수강좌를 개최합니다. 전공의 연수강좌는 병원에서 내분비

질환입원환자를주치의로서처음접하는전공의들을위한강좌로

내분비입원환자및타과의내분비의뢰환자를효율적으로진료

할수있는기본지식과기술을습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원의 연수강좌는 1년에 2회 진행되는데, 봄에는

서울·경기지역에서, 가을에는지방에서개최합니다. 개원의사

분들이가장흔히접하는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에관한

연제를주로다루며, 각의과대학의경험이풍부한교수진들이최

신의학지식및자신의임상경험을소개하고개원의들의궁금증

을해소시켜주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단순히지식

의전달만이아니라실제수기와기술을소개하여교육의효과

를 높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갑상선질환의 초음파 실기와

판독법을소개하여많은개원의들에게큰호응을얻었습니다. 

전임의연수강좌는내분비학을전공으로선택하여전임의사수련

과정에있는내과전문의들을위한강좌로내분비질환의임상적

지식을가르칠뿐만아니라내분비학의최신연구동향과기법을

제공하여미래의내분비학연구의주역들을키우는기초역할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연수강좌준비및진행업무와더불어젊은연구자들이자신들이

연구한성과물을해외학회에발표할때도움이되도록경비지원을

하는해외학회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매년초에

회원들에게공지를하여지원신청을받고, 이를심사하여선발

하는역할을맡고있습니다. 올해가장많이지원될해외학회로는

미국내분비학회(Endo 2010)가있으며, 추가로교토국제내분비

학회(ICE 2010)도지원할계획입니다. 

수련위원회는 학회의 주요한 업무중 하나인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역할을담당하고있기에좋은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진행하여 학회의 발전에 전력을 다할 것 입니다. 2010년에는

의사 교육뿐만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등 내분비 진료에 관여

하는 의료진 회원들의 교육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수련위원회가 학회 회원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으리라생각합니다. 

수련위원회는

직 위 이 름 소 속

이 사 송영득 일산병원

간 사 김형진 관동의대

위 원 권혁상 가톨릭의대

김경아 동국의대

김재현 성균관의대

남홍우 국립의료원

박정현 인제의대

박종숙 연세의대

오기원 성균관의대

이우제 울산의대

최경묵 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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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방사선조사력, 직계가족의갑상선암의병력, 반대쪽엽에결절이있거나주변부/원격전이유무, 나이 (>45세) 등을고려

하여전절제술을권고한다(근거있는강한권고사항). 림프절절제술에대해서는치료적인부분이필요한경우외에도예방적으로

시행할수도있음을권고하였는데, 병기가T3/T4일때level VI 림프절절제술을할수있다고제시하였다(전문가의견). 

전통적인갑상선호르몬중단요법외에도 rhTSH 자극에의해서도 remnant ablation을 할수있음을제시하였다(근거있는

강한권고사항). 방사성요오드치료에대한권고사항은앞장에요약하였다. 일단다소성(multifocal) 암에서일반적으로RAI를

권고하지않는것이새로추가된내용이다.

갑상선호르몬의에너지항상성유지와지방산대사와의관계

Lars P. Klieverik, Claudia P. Coomans, Erik Endert, Hans P. Sauerwein, Louis M. Havekes, Peter J. Voshol, Patrick C. N.

Rensen, Johannes A. Romijn, Kalsbeek A, Fliers E : Thyroid Hormone Effects on Whole-Body Energy Homeostasis and

Tissue-Specific Fatty Acid Uptake in Vivo. Endocrinology. In press

갑상선호르몬이에너지항상성을조절하는제일중요한인자라고알려져있으나아직도어떻게작용하는지는정확하게알려져

있지않다. 이를알아보기위하여쥐(rat)를갑상선기능항진상태와갑상선기능저하상태로만든후전신대사와활동량을측정해

보았다.갑상선기능저하증은methimazole을복용시켜서만들고, 갑상선기능항진증은갑상선호르몬을복용시켜서만들었다.

에너지대사를파악하기위하여 14C가표지된지방산과 3H로표지시킨중성지방을쥐에게주입하였다. 갑상선기능항진상태에

서는총에너지소비량과안정상태의에너지소비량이모두늘었으며, 음식섭취량도증가하였다. 갑상선기능저하상태에서는총

에너지소비량과안정상태의에너지소비량이모두줄었으나, 음식섭취량은변함이없었다. 갑상선호르몬상태에따른활동량의

차이는없었다. 이에따라저자들은갑상선호르몬의총에너지대사량이늘어난것은활동량의증가때문으로볼수없음을

제안하였다. 또한갑상선기능에따라각각의조직에서의지방산섭취에차이를보이는결과를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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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결절및갑상선분화암관련미국갑상선학회의권고안개정

Cooper DS, Doherty GM, Haugen BR, Kloos RT, Lee SL, Mandel SJ, Mazzaferri EL, McIver B, Pacini F, Schlumberger M,

Sherman SI, Steward DL, Tuttle RM: Revised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Management guidelines for patients with

thyroid nodules and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Thyroid) 19:1167~1214, 2009

갑상선결절추적검사에대하여

초음파로발견된갑상선결절은일단혈중TSH를측정하는것을권고한다. 세포검사의적응증은표1과같다. 고위험군은1) 갑상선

유두암의 가족력 2) 소아 때 외부 방사선조사력 3) 유년기~청소년기의 전리 방사선노출 4) 갑상선암의 과거력 5) 18FDG-PET 

양성인갑상선결절을가진환자이다. 권고안에새로추가된사항은 spongiform결절과 purely cystic nodule에 관한것인데, 

이 두 유형의 결절에 대해서는 FNA가 꼭 필요하지는 않음을 제시하였다. 이번 권고안에는 이전과 달리, FNA상 비결정

세포형을보일경우에BRAF, RAS, RET/PTC, pax8-PPARγ, galectin-3 와같은molecular marker 등의사용을고려할수

있다고 제시하였다(전문가의 권고안: Recommendation C). 하지만 비결정 세포형에서의 일반적 18FDG-PET 사용에 대한

견해는유보적이다(Recommendation I).

갑상선분화암에대하여

작은결절하나가갑상선세포흡인검사에서비결정결절로나올경우에는엽절제술(lobectomy)를추천한다. 하지만세포흡인검사가

비결정이라고해도크기가4cm를넘거나세포검사에서악성을의심하는소견이더있을경우, 또는고위험군환자에서는전절제

술을권고한다(근거있는강한권고사항 : Recommendation A). 세포검사가비결정이고양쪽엽에모두결절이있을경우에는

추적관찰을할경우를고려하여전절제술을권고한다(전문가의견). 갑상선세포흡인검사에서악성으로나올경우크기(>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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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ofibrate가 제2형 당뇨병환자의하지절단발생률을줄인다(FIELD 연구).

Lancet 373:1780~1788, 2009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하지절단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대규모 코호트에서 하지절단에 대한 fenofibrate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Fenofibrate Intervention and Event

Lowering in Diabetes(FIELD) 연구의대상환자인50-75세의제2형당뇨병환자9,795명을fenofibrate 200 mg/day 투여군

과위약군으로무작위배정하여5년간진행하였다. 그리고3차연구종료점인비외상성하지절단에대한정보를모았고분석은

Intention To Treat (ITT)로하였다. 

그결과9,795명모두ITT에포함되었고이중115명이한번이상당뇨병에의한비외상성하지절단을경험하였다. 하지절단이

발생한환자군은다른심혈관질환이발생했던환자나대혈관합병증발생이전혀없었던환자군보다유의하게이전의심혈관

질환, 미세혈관질환, 비외상성절단, 피부궤양의과거력, 흡연의빈도가높았고당뇨병의유병기간이길었다. 하지만혈액의평

균지질농도는연구기간동안하지절단을한군에서다른심혈관질환의합병증만있거나다른대혈관합병증이전혀없는군에

비해다소차이가있었으나0.2 mmol/L 미만정도였다. 첫번째하지절단발생은fenofibrate 군에서45명, 위약군에서70명으

로유의하게 fenofibrate 치료군에서위험도가낮았으며(hazard ratio 0.64, 95% CI 0.44-0.94; p=0.02), fenofibrate 투여

후1.5 년이지난후부터그효과가나타나기시작하여5년동안지속되었다. 특히말초혈관병변이동반되지않은minor (발목

아래) 절단의발생률(18 대 34 명; 0.53, 0.30-0.94; p=0.027)은 fenofibrate군에서위약군에비해더낮았다. 하지만major

(발목위) 절단이나말초혈관질환이동반된minor (발목아래) 절단의발생위험에있어서는두군간에의미있는차이가없었다

(24대26명;0.93, 0.53-1.62; p=0.79). 

결론적으로 제2형 당뇨병환자의 하지절단 위험도는 대혈관과 미세혈관질환의 전통적인 위험인자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fenofibrate 치료는지질대사와무관한기전을통해말초혈관질환이동반되지않은minor 하지절단의발생률을유의하게감소

시켰다. fenofibrate는다른연구에서지질대사개선과무관하게혈관내피세포의기능을개선시키고adiponectin의농도를증가

시키며인슐린저항성을향상시킴이보고되었다. 이런결과는앞으로당뇨병과관련된하지절단의발생을예방하는데있어표준

적인치료지침에변화를줄것으로기대된다.

스타틴에서방형나이아신또는이지티마이브(Ezetimibe)의 병합요법이경동맥내중막두께에미치는효과

NEJM 361:1~10, 2009 

스타틴치료로LDL 콜레스테롤을감소시켜유의하게심혈관질환의발생을줄일수있었으나여전히잔재해있는심혈관질환의

위험을개선시키기위해서는더충분히 LDL 콜레스테롤을감소시키거나HDL 콜레스테롤과같은다른지질의개선이필요

하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스타틴의단독요법에이지티마이브를추가하여LDL 콜레스테롤을더낮춘군과서방형나이아신

을사용하여HDL 콜레스테롤을올린군간에심혈관질환의한지표로경동맥내중막두께의차이를비교하였다. 대상환자는관

상동맥질환이있거나관상동맥질환의위험과동일한위험도를가지고있는사람들중장기간스타틴치료를받아왔고 LDL 

콜레스테롤이 100 mg/dl 미만이면서 HDL 콜레스테롤이남자는 50 mg/dl 미만, 여자는 55 mg/dl 미만인사람들 363명을

대상으로한군은서방형나이아신(target dose 2000 mg/day), 다른군은이지티마이브(10 mg/day) 치료군으로무작위배정

하였다. 일차종결점은 14개월치료후에평균경동맥내중막두께의변화를보일때로하였지만이연구를종료한 208명의

자료를분석한후효과의현격한차이때문에미리종료되었다. 

결과를보면평균HDL 콜레스테롤은나이아신군에서14개월치료후에50 mg/dl 까지18.4% 유의하게증가시켰고이지티마이브

군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66 mg/dl 까지 19.2%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나이아신 치료군은 유의하게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수치가낮았고이지티마이브치료군은HDL 콜레스테롤과중성지방수치가유의하게감소하였다. 이지트마이브군에

비해나이아신군은8개월그리고 14개월후각각경동맥내중막두께변화에큰효과를보였고평균치와최대치모두를유의

하게감소시켰다. 역설적으로이지티마이브군에서는LDL 콜레스테롤수치를더낮추었음에도불구하고경동맥내중막두께

가유의하게증가하였다(R=-0.31, P<0.001). 주요심혈관발생률은이지티마이브군보다나이아신군에서유의하게낮았다(1%

대5%, P=0.04). 

결론적으로이연구에서서방형나이아신의사용은스타틴과병합치료하였을때이지티마이브에비해경동맥내중막두께를

유의하게감소시켰다. 따라서LDL 콜레스테롤목표이외에HDL 콜레스테롤을이차적인치료목표로하는것이심혈관질환의

위험을줄이는데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최근보고된SANDS(Stop Atherosclerosis in Native Diabetics Study)연구에서는

당뇨병환자에서스타틴단독요법에이지티마이브를추가하였을때유의한경동맥내중막두께의감소가관찰된바있어스타틴에

이지티마이브를 추가한 경우가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연구인 SHARP나

IMPROVE-IT의결과를더기다려봐야할것으로생각된다.  

대식세포에서지질 chaperone을 통해 endoplasmic reticulum stress를 감소시키면동맥경화증이경감된다. 

Nature medicine 15:1383-1392, 2009 

organelle에의한스트레스특히ER 스트레스는최근만성질환의주요병태생리의기전중하나로떠오르고있다. 대식세포는

동맥경화증과관련된지질독성신호에노출되면아직그기전은명확하지않으나 ER 스트레스를보인다. 4-phenylbutyric

acid (PBA)와같은화학적chaperon으로ER stress를누그러뜨리면대식세포의지질독성에의한사멸을막을수있었고대식

세포의지방산결합단백질-4(aP2) 발현을막는다는사실을시험관내실험뿐아니라생체실험을통해서도확인하였다. 

유전적인모델과화학적인모델을이용하여저자들은aP2가지질에의해유도된대식세포의ER 스트레스의주요조절인자임을

규명하였다. 대식세포에서 aP2가결핍된생쥐에 palmitate를 투여하면혈중콜레스테롤등의대사에는전혀영향을미치지

않고p-PERK, p-EIF2a, JNK 활성을보이지않아ER stress가감소되어동맥경화증을예방함을보였다. 여기에다시aP2를

재생시키면ER stress가발생하면서동맥경화증이심해졌다. 

대식세포의지질축적이나대사에대한aP2의역할은liver X 수용체에의해중요한lipogenic 효소들을upregulation 시키는

것이다. 대식세포의aP2가결핍된생쥐모델에서는ER stress에저항할수있도록인지질, 중성지방, diacylglycerol, 유리지방

산의합성은증가되고cholesterol ester는감소됨을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동맥경화증에서대식세포의ER homeostasis를조절하는데있어서지질chaperon이중추적인역할을함을규명

하였고유전적으로또는화학적으로ER 반응을변형시켜고지혈증에노출된생물체를보호할수있음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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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산억제제단독혹은비스포스포네이트와병용하는환자들에서골절위험도

F. de Vries & A. L. Cooper & S. M. Cockle & T.-P. van Staa & C. Cooper Osteoporos Int. 20:1989~1998, 2009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상부 위장관 문제를 일으키므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산 저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들은GPRD ( The General Practice Research Database)를이용하여후향적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40세이상의환자

들을 대상으로 Proton Pump Inhibitor (PPI, N=234,144), H2 Receptor Antagonists (H2RA, N=166,798),

Bisphosphonates (N=67,309) 를 대상으로하였으며현재위산억제제를쓰는환자군과과거위산억제제를썼던환자들의

골절 위험도를 비교 하였으며 비스포스포네이트 단독으로 쓰는 경우와 위산 억제제와 병용해서 쓰는 경우 골절률을 시간에

따른Cox regression을사용하여비교하였다. 

결과 : 현재PPI 를사용하는경우골절의위험이 15% 증가 (Adjusted Relative Rate (ARR) 1.15, 95% CI 1.10-1.20) 하였으며

hip 골절은22% (ARR 1.22, 95% CI 1.10-1.37), 척추골절은40% (ARR 1.40, 95% CI 1.11-1.78) 증가하였다.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병용하는것은8% (ARR 1.08, 95% CI 1.01-1.16), hip 골절은24% (ARR 1.24, 95% CI 1.08-1.42) 증가하였다. 

결론 : 위산억제제는단독으로사용하든지혹은비스포스포네이트와병용시에도골절위험도증가와연관성이있다. 따라서

위산억제제와비스포스포네이트와병용처방하는것에대한골절위험도증가는앞으로연구가더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졸렌드로네이트정주후에유발된손관절염악화

G. R. Werner de Castro & F. S. Neves & S. C. de Magalhaes Souza Fialho & I. A. Pereira & G. Ribeiro & A. F. Zimmermann

Osteoporos Int . published online 21, 2009.  

졸렌드로네이트는골다공증치료제로사용중이며1년에한번정주하는요법으로사용되고있다. 

여러부작용중에가장흔한것은급성반응과연관성이있다고알려져있다. 졸렌드로네이트정주후에 64세여자환자에서

손관절에서골관절염(osteoarthritis)의악화가관찰되었다. 정주후에발생되는여러부작용중에관절통 (arthralgia)은흔하나

관절염이동반되는경우는극히드믄경우이며, 저자들은아마도이런경우는 gamma-delta T lymphocyte가 활성화되어

싸이토카인을분비함으로써발생되는것이라고가정하였다. 졸렌드네이트는근육통, 발열, 관절통및인플루엔자와유사한증상이

발생할수있으며드물게저칼슘혈증, 포도막염, 신장기능악화및알러지가일어날수있다. 

고용량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한 환자에서 알렌드로네이트 투여시의 골밀도 및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전향적연구

H. Kaji & Y. Kuroki & Y. Murakawa & I. Funakawa & Y. Funasaka & F. Kanda & T. Sugimoto Osteoporos Int . published

online 21, 2009

고용량의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사용하는환자에서비교적초기에비스포스포네이트를투여하는경우골밀도에어떤변화가

일어나는지는잘알려져있지않다. 하루적어도40 mg의prednisolone을쓰는20명의환자에서5 mg의알렌드로네이트를사

용하는 경우와 34명의 고용량의 prednisolone 단독으로 쓰는 환자와 비교하여 골밀도에 일어나는 변화를 전향적으로 관찰

하였다.

결과: 알렌드로네이트를동시에사용하는환자에서28일째칼슘농도가감소하였으며양쪽군모두에서7일후에소변내칼슘의

분비가증가하였다. 또한7일째글루코코르티코이드단독사용군에서부갑상선호르몬의수치가증가하였으나알렌드로네이트

복용군에서는증가되지않았다. 그러나28일째3개월째알렌드로네이트군에서부갑상선호르몬의증가가관찰되었다. 

골형성표지자인osteocalcin 수치가양군모두에서감소하였으나bone-type alkaline phosphatase 수치는의미있는변화는

없었다. 소변내 type I collagen cross-linked Ntelopeptide (NTX)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단독사용군에서 7일 및 28일에

의미있는 증가가 있었으나 알렌드로네이트 병용군에서는 초기에는 증가되지 않았으나 결국 알렌드로네이트 병용군에서도

소변NTX 수치가의미있게서서히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요추골밀도는글루코코르티코이드단독사용군에서한달안에

의미있는감소를보였으며반면에알렌드로네이트병용군은계속유지되는경향을보였다. . 

결론 : 알렌드로네이트는고용량의글루코코르티코이드투여환자에서요추골밀도감소를억제하며골흡수의증가를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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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Insulin glargine과암의관련성을본연구에서다른Insulin analogue들에대해서는문제를제기하지않았다. 이저널

에서는또다른장시간형Insulin analogue인 Insulin detemir가암과관련이있는지를Novo Nordisk사에서후원한Insulin

detemir를 이용한 무작위 대조연구들의 DB를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대상자는 총 8,693명이었고 임상시험기간은

최소 3개월이상으로 대조군에서 사용한 인슐린은 NPH insulin과 Insulin glagine이었다. 결과는 16개의 Insulin detemir 

(n = 3,983) vs. NPH insulin (n = 2,661) 연구들과5개의Insulin detemir (n = 1,219) vs. Insulin glargine (n = 830) 비교한

연구들을분리하여보고하였다. Insulin detemir는암발생률이NPH insulin과비교하여유의하게낮게나타났고 , Insulin

glargine과의비교에서는양군간의암발생위험도의차이는보이지않았다. 결론적으로무작위대조연구들을통해 Insulin

detemir의암발생위험은NPH insulin 또는Insulin glargine에비해낮거나비슷하게나타났다.

무작위대조연구들의DB를이용한두편의저널들을통해장시간형Insulin analogue (Insulin glargine, Insulin detemer)가

암발생위험과관련이없다라고결론내릴수는없으나기저인슐린치료의안전성에대한논란에새로운정보를주고있음은

주지할만한사실이다. 이연구들의제한점으로연구기간이대부분6개월정도로짧았고포함기준과배제기준등연구방법이

서로달라암발생수가상대적으로적거나각연구들마다암발생수의차이가있었다점, 이들무작위대조연구들이암발생

위험을평가하기위해처음부터계획된연구가아니라는점, 그리고무작위대조연구들이실제임상여건을충분히반영할수

없다는 점이다. 무작위 대조연구들의 자료가 Insulin analogue의 안전성에 관해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향후

Insulin analogue의암발생위험도의논란에대한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임상시험에참여한대상자들의지속적이고장기적인

추적관찰이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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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acting insulin analogue (glargine, determir)와 암발생위험

Combine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experience of malignancies in studies using insulin glargine. Home PD, Lagarenne P.

Diabetologia. 52:2499~2506, 2009 

No evidence of increased risk of malignancies in patients with diabetes treated with insulin detemir: a meta-analysis.

Dejgaard A, Lynggaard H, Rastam J, Thomsen MK. Diabetologia. 52:2507~2512, 2009

2009년에EASD의학회지인Diabetlogia에 Insulin glargine과암발생에관련한후향적관찰연구네편이게제된바가있다.

이연구들중세편의연구에서Insulin glargine의사용이암발생과관련이있음을제기하면서논란이야기되었는데, 그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독일에서 먼저 보험 DataBase (DB)를 통해 인슐린 치료를 받았던 127,031명의 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

Insulin glargine을 받은 환자들이 동일한 용량의 Human insulin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암과

관련이 있고 용량이 증가할수록 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ASD와 Diabetologia 편집자들은 이 결과가

논문에개제되기전스코틀랜드, 스웨덴, 그리고영국의DB를이용하여추가적인연구를수행토록하였는데, 스웨덴에서시행한

연구에서는Insulin glargine과전체암발생과는관련성이없었으나유방암의발생률이다른인슐린사용환자군에비해높았다

(RR = 1.99, 95% CI 1.31-3.03). 스코틀랜드에서수행된결과는Insulin glargine 사용이전체암발생의증가와는관련이없으며

Insulin glargine 단독사용군만을분석하면암발생과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저자들은Insulin glargine 자체의영향

이라기 보다는 할당 편향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연구자들은 Insulin glargine과 경구당뇨병약제, biphasic

insulin과도비교를하였는데, Metformin 단독요법이암과관련한위험도가가장낮게나타났고인슐린치료군에서고형암

발생위험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HR = 1.42, 95% CI 1.27-1.60). Metformin은인슐린치료환자들에게서암발생위험도를

낮추는것과연관이있었다 (HR = 0.54, 95% CI 0.43-0.66). Insulin glargine과 Human insulin과의비교에서는암발생

위험도의통계적차이를발견하지못했다 (HR = 1.24, 95% CI 0.90-1.70). 상기연구들은후향적관찰연구로방법론적으로

제한점들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각연구들마다해석에주의가필요한문제점들이있어향후전향적인연구들이더필요하겠

으며다른초속효성또는장시간형Insulin anologue에대한연구가없었던만큼이에대한추가적조사도이루어져야하겠다.

앞서소개한연구들이population-based 관찰연구였다면, 2009년12월호에게제된이번연구는sanofi-aventis사의Insulin

glargine을이용한2상에서4상까지의무작위대조연구의DB를이용하여암발생과의관련성을본것으로1형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한12개연구와2형당뇨병환자들을대상으로한19개연구를포함하여분석하였다. 대조군은NPH를주로사용하였고

연구기간은6개월전후가대부분이었다. 대상자수는총10,880명으로이들중Insulin glargine군은5,657명, 대조군은5,223

명이었고 cancer 발생은 Insulin glargine군에서는 45명 (0.8%)에서 52례, 대조군은 46명 (0.9%)에서 46례로비교위험도는

0.90 (95% CI 0.60-1.36)로나타났다. 유방암또한대조군과비교해암발생증가와관련이없었고 (RR 0.62, 95% CI 0.17-

2.18), 기타종양에대해서도암발생증가와관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에서는대조군이없었던26개연구 (대상자

68,201명)의 DB도 분석하였는데, 전체 암발생은 1000인년당 5.0례로 2002년에서 2006년 미국에서 시행한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SEER] 프로그램에서 연령 보정 암 발생률이 1000인년당 4.6례였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거의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비록31개의무작위대조연구들의DB를분석한결과에서대조군에비해 Insulin glargine이

암발생증가와는관련이없었으나Insulin glargine의안정성과관련하여장기적인추적조사가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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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소및체중유지에미치는녹차의영향

The effects of green tea on weight loss and weight maintenance: a meta-analysis 

R Hursel, W Viechtbauer and MS Westerterp-Plantenga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3:956~961, 2009

체중감소및체중유지에미치는녹차의영향에대해PubMed를통해영어로발표된연구들을검토하여49개의논문중에적합한

11개의연구를분석하였다. 

카테킨(catechin)은체중감소및체중유지(적어도 12주이상)에의미있게작용을하고있었다 (û= -1.31kg; p<0.001). 이러한

효과는습관적인고용량의카페인섭취(300mg/day)에의해제한되었다(û= -0.27kg for high, û= -1.60kg for low habitual

caffeine intake; p=0.09). 또한인종의차이도카테킨의체중에대한효과를제한하고있었다 (û= -0.82kg in Caucasian, 

û= -1.51kg in Asians; p=0.37). 

Camellia sinensis 식물의신선한잎을발효를거치지않고,증기로신속히가공한녹차는같은식물에서유래하여효소산화과정

을 거친 홍차와 구성성분에서 차이가 있다. 녹차에는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epigallocathechin, epicatechin

gallate와 같은 polyphenol이 항산화및항암작용을할수있으며, 홍차에서는 thearubigins, theaflavins로 변환되어건강

개선효과가있지만녹차에서기대하는효과는약화될수있다. 카테킨은 catechol O-methyltransferase (COMT)의작용을,

카페인은phosphodiesterase를억제하여norepinerine과 cAMP의상승으로체중감소및유지효과를기대할수있는데,평소의

카페인섭취량과인종간의COMT 유전자변이(COMT allele Val/Val  polymorphism, thermostable, high activity enzyme,

higher frequency in Asian, COMT allele Met/Metl polymorphism, thermolabile, low activity enzyme, higher

frequency in Caucasian)등으로고찰하고있다.

아디포넥틴 : 비만에서부터심혈관질환에이르기까지

(Adiponectin: from obesity to cardiovascular disease) Etiology and Pathophysiology

C. Antoniades*, A. S. Antonopoulos*, D. Tousoulis and C. Stefanadis obesity reviews 10:269~279, 2009 

아디포넥틴은 비만과 당뇨병에 있어서 생합성이 부적절하여 동맥경화증의 선행요인이 되는 아디포카인이다. 아디포넥틴은

혈관내피세포의기능을개선시키고, 혈관벽의항염증작용및혈관세포내의산화신호를조절하여간접적으로심장근육에대해

항산화효과를나타내고있다. 하지만, 심혈관질환에서의임상적인역할은아직확실하지않다. 지난수년동안심혈관질환에

있어서아디포넥틴의긍정적인예후를나타내는뒷받침하는결과들이널리있어왔으나, 최근이러한견해에대해의문을제시

하고있다. 심부전질환에서아디포넥틴이증가하게되면역설적으로불량한예후와연관성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따라서, 심혈

관질환에있어서아디포넥틴의역할에대해서는어떠한결론도아직이르다. 주요중개자의역할인지아니면, 단순히함께나타나

는현상인지불확실하며, 복합체의활성화에따른반응을나타내는것인지, 기저질환과정의반대작용을하는것인지도아직모호하다.

따라서, 혈중 아디포넥틴 농도는 기저 질환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예후 예측인자를 나타낼 수 있어서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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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2008

Wang, 2008

Wang, 2008

Hsu, 2008

Kozuma, 2005

Kozuma, 2005

Tsuchida, 2002

Auvichayaoat, 2008

Nagao, 2001

Hase, 2001

Nagao, 2007

Asian, caffeine = 0

Asian, caffeine = 0

Asian, caffeine = 0

Asian, caffeine = 0

Asian, caffeine = 0

Asian, caffeine = 0

Asian, caffeine = 0

Asian, caffeine = 0

Asian, caffeine = 0

Asian, caffeine = 0

Asian, caffeine = 0

Caucasian, caffeine = 0

Caucasian, caffeine = 1

Caucasian, caffeine = 1

Caucasian, caffeine = 1

Overal Effect from

Random-Effects Model

Westerterp-Plantenga,2005

Westerterp-Plantenga,2005

Diepvens, 2005

Kovacs, 2004

-8 -6 -4 -2 0 2 4

Effect Size (in kg)

Foret plot of the in dividual ettect size estimates(mean weight change within the treatment group minus

mean weight change within the control group) with corresponding 95% confidence intervals(caffeine-

0/1 for low(0) or moderate-to-high(1)regular caffeine intake).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McEntegart et al. (53) 30patients with HF (20 with cachexia), 10 with Cross sectional Adiponectin levels are increased only in patients 

CAD/no HF and 7 healthy controls with HF and cachexia

Nakamura et al. (54) 90 patients with CHF and 20 controls Cross sectional Hyperadipnoectinemia is associated with the 

severity of ventricular dysfunction in CHF

Tamura et al. (55) 54(24 ischaemic and 30 non-ischaemic)CHF Cross sectional/ Adiponectin levels are increaed in CHF; Higher 

patients and 55 controls Prospective follow-up adiponectin is associated with higher mortality 

especially in the is chemic CHF patients

George et al. (56) 175 patients with CHF Prospective follow-up Adiponectin is increased in CHF 

(2 years) patients and predicts mortality and morbidity

End points: death, 

CHF hospital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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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연장과심박수의사망률에대한개별적, 통합적효과

The separate and joint effects of prolonged QT interval and heart rate on mortality. 

Kim NH, Pavkov ME, Nelson RG, Hanson RL, Bennett PH, Curtis JM, Sievers ML, Knowler WC.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Korea University Medical School, Seoul, Republic of Korea. Atherosclerosis. Oct 1, 2009   

corrected QT는심박수와양의상관관계를보이므로Bazett-QTc의연장이사망의위험인자가되는이유에대하여는아직이

해가부족한상황이다. 본연구는QT 간격및심박수가사망률에미치는영향을구별하기위해Pima 인디언족을대상으로QT

간격및심박수에대하여개별적, 통합적모델로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QT와심박수는각각모든원인의사망률에대한예

측인자로서의미가있었다. 모든환자대상에서QT와심박수를모두각각을보정하였을때심혈관질환사망률을예측하지못

하였다. 결론적으로이논문은Pima 인디언에서QT 연장과빠른심박수가각각모든원인의사망의예측인자로서의미가있으

며, 특히심박수가더강한예측인자임을제시하였다.

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의재발예측인자

Predicting recurrence of nonfunctioning pituitary adenomas

Noh TW, Jeong HJ, Lee MK, Kim TS, Kim SH, Lee EJ. Pituitary Tumor Clinic and Institute of Endocrinology, Yonsei Brain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20-752 Seoul, Korea. J Clin Endocrinol Metab. 94:4406~13, 2009 

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은흔히진단되는거대종양으로대부분영상검사중우연히발견되거나, 신경학적증상으로인해발견

되는경우가많다. 중증도에따라거대종양을가진대부분의환자들은수술을받고또한재발률이높아수술후보조적치료를

필요로한다. 초기수술시에재발위험도를예측할수있다면수술후재발치료의결정및환자의이환율의감소에도움이되리라

생각된다. 이연구는비기능성뇌하수체종양의재발을예측할수있는몇몇의표지자를발견한의미있는논문이다. 35명의

비기능성거대뇌하수체종양의임상특성과재발률등을리뷰하고세포증식과사멸에관여하는종양조직의세포표지자를종양

조직에서 면역조직화학검사로 확인한 결과, phospho-Akt 와 phospho-p44/42 MAPK의 발현증가와 phospho-CREB,

ZAC1의발현감소가조기재발과관련성이있다는결과를발견하였고, 향후이들을가진종양은더자세한수술후추적및재발

예방을위한치료가필요할것으로제시하였다.

파키슨병에서호모시스테인저하제또는항산화제가골소실에미치는영향

Homocysteine-lowering therapy or antioxidant therapy for bone loss in Parkinson's disease. 

Lee SH, Kim MJ, Kim BJ, Kim SR, Chun S, Ryu JS, Kim GS, Lee MC, Koh JM, Chung SJ.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Mov Disord. Nov 24, 2009 

호모시스테인저하제또는항산화제가레보도파를복용중인파킨슨병환자에서골소실을예방에대한효과를연구하였다. 42

명의레보도파를복용중인골밀도가낮은환자를대상으로호모시스테인저하제치료군(5 mg folate/1500 mcg vitamin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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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말초글루코코르티코이드대사장애와지방산재순환의변화와동반된다.

(Obesity Is Accompanied by Disturbances in Peripheral Glucocorticoid Metabolism and Changes in FA Recycling)

Kotryna Simonyte, Eva Rask, Ingmar Näslund, Jan-Erik Angelhed, Lars Lönn, Tommy Olsson and Cecilia Mattsson Obesity

17:1982~1987, 2009 

비만관련질환에 있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활성화 효소 11β-hydroxysteroid dehydrogenase type 1 (11βHSD1)가 주목

받고있다. 조직특이적코르티졸농도는지방조직과간에서지질합성및당/글리세롤신합성경로에영향을미칠수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조직과 간에서 11βHSD1,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 (PEPCK),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SREBP), fatty acid synthase (FAS)의발현및효소활성화정도를측정하여11βHSD1과에너지대사유전

자들과의관련성을보고자하였다. 33명의비만여성(평균BMI 44.6)을대상으로위우회술중에피하지방조직, 복강내지방조직,

간조직을채취하였다. 

11βHSD1의발현정도는복강지방조직에서보다피하지방조직에서높았으며(P = 0.013), 효소활성화정도는복강지방조직에

서더높았다(P = 0.009). 피하지방조직의11βHSD1의효소활성화정도는허리둘레와상관성이있었으며(P = 0.045), 복강내

지방면적과 선형회귀모델에서 독립적 예측인자였다. 에너지 대사 유전자들은 지방조직분포에 따라 특이적으로 발현을 하고

있었다. 렙틴과SREBP는피하지방조직에, PEPCK는복강내지방조직에더많은발현을하고있었다. 11βHSD1의발현정도는

피하및복강내지방조직모두에서PEPCK와상관성을보여주었다 (P = 0.05 피하지방조직, P = 0.0001 복강내지방조직). 간

의 11βHSD1의 효소 활성화 정도는 복부내장지방과 음의 상관성을(P = 0.0002), 발현정도는 PEPCK와 양의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P = 0.003). 

피하지방조직에서글루코코르티코이드활성화는복부비만축적과관련이있으며, 복부내장비만은간의11βHSD1의활성화와음

의상관관계가있었다. 말초글루코코르티코이드대사장애는지방조직에서지방산재순환의변화유전자들의변화와관련된다.

Adipose tissue depot-specific gene expression of 11βHSD1 and genes involved in energy metabolism

SAT(N = 24) OmAT(N = 28) P value

11βHSD1 14.1±6.4 11.2±4.9 0.013

Leptin 1.4±0.5 0.7±0.3 0.0001

Adlponectin 1.5±0.6 1.3±0.4 0.08

SREBP 10.1±4.7 7.5±3.2 0.031

FAS 7.6±4.0 6.7±3.1 0.38

PEPCK 25.9±12.9 38.2±21.0 0.001

Data presented as mean ±s.d.P < 0.05 considered signficant are shown in boldfacd. 11βHSD1, 11β-hydroxysteroid dehydrogenase type 1; FAX.

fatty acid synthase; PEPCK, phosphoenolpyruvate carboxkinase; OmAT, cmental adipose tissue; SAT, subcutaneous adipose tissue;

SREBP,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신과의약속”
저도지금가고있는중입니다... 

서로모르는A,B,C 세사람이중요한일로12시정각에긴수염을가진노인, 현자(賢者)와함께만나기로약속을했다.  

약속장소에는 1시간먼저온 A, 제시간에맞춰정각에도착한 B, 그리고 30분늦게도착한 C가 12시를훨씬넘겼음에도

나타나지않는현자를저마다초조하게기다리고있었다. 

그때현자로부터A,B,C 각자에게급한일이있어약속시간을못지켜미안하다고전화가걸려왔다. . 

그러자 A는 약속시간보다 훨씬 먼저 왔음에도“저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걸요”라고 대답하고, B는“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라고대답했다. 

반면C는무슨작자가약속시간하나못지키느냐며“전이미도착했습니다. 빨리오세요”라고오히려불평을늘어놨다.  

그 현자는 다름아닌 시간을 관장하는 그리스, 태초의 신 크로노스였다. 그리고 약속시간 12시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이었다. 

세사람을만난크로노스는“저도지금가고있는중인걸요”라고말하며상대방을배려한A에게는이승의생이끝났음에도

가족과함께이승에서더행복한삶을누리다오라고되돌려보냈고, 천천히오라고한B는연옥(燃獄:천국과지옥사이의

소죄를지은사람이머무는곳)으로, 그리고빨리오라고재촉한C는아직이승에서의생이남았음에도그벌로지옥으로

보내졌다고한다. 

우스운 이야기같지만 우리는 작은 약속 하나라도 이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아프리카속담에“빨리가려면혼자가고멀리가려면함께가라”는속담이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홀로 죽지만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동안은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 함께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려면남을내편으로만드는법을알아야한다. 

이세상살이중에가장어려운일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사람의마음을얻는일이다. 사람의마음을얻을려면먼저상대방을배려하고베풀줄아는항상심(恒常心)이있어야한다.

사람은사람에게상처받고사람때문에힘겹고고통스러워도사람으로인하여세상을살아나갈힘을얻는다.  

국내최고의이미지설계전문가이자, 삼성경제연구소선정커뮤니케이션분야최고강사로뽑힌이종선씨는<멀리가려면

함께가라>는 그의저서에서“유명인사들의 친절과인격이비단부와풍요로움에서 나온것이보단속에서우러나오는

진실한마음을상대에게주기때문”이라고말한다. 

카톨릭신자들사이에서신앙과행동의일치되는삶으로사랑과존경을한선배신부는후배신부에게주는글에서 "후배

사제들이여, 마음을사로잡는사제가되었으면..."하고부탁했다. 

CEO라면사람의마음을얻으려하기전에남을배려하고베풀줄아는법부터배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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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리포익산군, 대조군으로무작위배정하여12개월간치료후골밀도와호모시스테인농도및C-Telopeptide(CTX)를측정하

였다. 그결과, 호모시스테인저하제군에서요추및총대퇴골의골밀도가대조군보다의미있게증가하였으며, 알파리포익산은

대조군과유사하나, 대퇴골전자부위에서는의미있는증가를보였다. 결론적으로소규모연구지만, 이연구는레보도파를복용

하는파킨슨병환자에서호모시스테인저하제가골소실을예방에도움이될것이라고제시한다.

비당뇨의동종신이식수혜자에서피오글리타존치료가불현성동맥경화및인슐린저항성에미치는영향

Effects of pioglitazone on subclinical atherosclerosis and insulin resistance in nondiabetic renal

allograft recipients. 

Han SJ, Hur KY, Kim YS, Kang ES, Kim SI, Kim MS, Kwak JY, Kim DJ, Choi SH, Cha BS, Lee HC. Department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443-721, Korea. Nephrol Dial Transplant. Oct 28, 2009 

피오글리타존치료가수술전당뇨의병력이없었던동종신이식의수혜자에게서불현성죽상경화의진행과인슐린저항성에

미치는영향에대하여연구하였다. 당뇨병이없는83명의환자들을피오글리타존치료과대조군으로무작위배정후이식전,

이식 12개월후각각경동맥내막중막두께(IMT) 검사와아디포넥틴, 지질검사를시행하였다. 그결과, 피오글리타존치료군에

서대조군과비교해평균및최대IMT의의미있는감소를보였고, 피오군에서아디포넥틴농도의증가와인슐린감수성이증가

하였다. 결론적으로이연구는당뇨의병력이없는동종신이식수혜자에서피오글리타존치료가경동맥IMT의동맥경화진행을

막고인슐린저항성을개선시킨다고제시하고있다.

** 분기별로 IF 4.0 이상의해외저널에실린내분비학회회원의논문을소개하는난입니다. 

누락된논문이있으면, 저자께서학회로연락을주시고다음호에내용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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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연구결과들의요약

1) ACCORD Trial (The Action to Control Cardiovascular Risk in

Diabetes Trial)5

이연구의목적은심혈관질환을동반하고있거나또는심혈관질환

위험요소를갖고있는제 2형당뇨병환자에서혈당을정상으로

조절했을 때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것이었다. 10,251명의평균나이62.2세의제2형당뇨병환자

(기저당화혈색소수치중앙값은 8.3%)에서혈당조절의목표를

정상당화혈색소 수치(6.0% 이하)로 강화치료한 군과 7-7.9% 

사이의당화혈색소수치를목표로표준치료한군을4-8년(평균

5.6년)동안 추적관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상당화혈색소

수치를목표로강화치료한군에서사망률이증가하여평균 3.5

년만에 연구를 끝내게 되었다. 연구를 시작한지 1년 후에 정상

혈당을목표로강화치료한군은당화혈색소수치가 6.4%, 표준

치료를한군은7.5%에다다랐으며계속안정된수치를보였다.

두 군에서의 일차 결과(primary outcome)에서는 차이가 없었

으나, 강화치료군에서 257명, 표준치료군에서는 203명이 사망

하여(위험률1.22; 95% 신뢰구간, 1.01-1.46; P=0.04) 의미있게

강화치료군에서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심혈관질환

의위험이높은제 2형당뇨병환자에서정상혈당수치를목표로

하는강화치료는해를줄수있다고보고하였다. 

※일차결과: a composite of nonfatal myocardial infarction,

nonfatal stroke, or death from cardiovascular causes  

2) ADVANCE trial (Action in Diabetes and Vascular Disease:

Preterax and Diamicron Modified Release Controlled Evaluation)6

ACCORD의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연구로 혈당조절

목표를 ACCORD와는 달리 강화치료군을 당화혈색소 수치

6.5%이하로 하였으며 gliclazide (modified release)를 치료의

기본으로 하였으며 목표혈당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약제를 추가하였다. 11,140명의 평균나이 66세의

제 2형당뇨병환자를대상으로하였으며연구시작전의당화혈

색소 수치는 7.2%(중앙값)이였으며 추적관찰 기간은 5년(중앙

값)이었다. 5년 후 당화혈색소 수치는 강화치료군에서 평균

6.5%이었으며표준치료군에서는평균7.3% 이었다. 강화치료군은

표준치료군에 비해서 10% (18.1%, vs. 20.0%; 위험률, 

0.90; 95% 신뢰구간, 0.82 - 0.98; P = 0.01)의일차결과발생의

예방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효과는 신증 발생의 예방효과

(4.1% vs. 5.2%; 위험률, 0.79; 95% 신뢰구간, 0.66 - 0.93; P =

0.006)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서, 주요 대혈관 합병증의 발생, 

심혈관질환에의한사망및다른이유에의한사망의예방효과는

통계학적인차이를보여주지못했다. 

※ 일차 결과: composites of major macrovascular events

(death from cardiovascular causes, nonfatal myocardial

infarction, or nonfatal stroke) and major microvascular

events(new or worsening nephropathy or retinopathy) 

3) VADT (Veterans Affairs Diabetes Trial)7

1,791명의 제2형 당뇨병환자(평균나이 60.4세, 남자가 97%)를

대상으로 강화치료군과 표준치료군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비교

하였다. 연구시작시당화혈색소수치는평균9.4%로5.6년(중앙

값)의추적관찰후당화혈색소수치는강화치료군에서는 6.9%,

표준치료군에서는8.4% (각각중앙값)로감소하였다. 두군에서

일차 결과의 발생이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미세혈관합병증발생의차이도두군간에없었다. 

※ 일차 결과: the time from randomization to the first

occurrence of a major cardiovascular event, a composite of

myocardial infarction, stroke, death from cardiovascular

causes, congestive heart failure, surgery for vascular

disease, inoperable coronary disease, and amputation for

ischemic gangrene. 

4) 제 2형 당뇨병환자에서 강화혈당치료의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사망에미치는영향에대한메타분석9

위의 연구결과들에 의해서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심장단(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와 미국당뇨병협회(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에서는심혈관질환에대한혈당조절의예방효과를

Class IIb로 하기로 하였다.10 그러나 개별적인 연구에서 보면

심혈관질환발생위험인자의치료가과거보다향상되어기대치

보다심혈관질환의발생이낮고, 충분히좋은효과를기대하기

에는치료기간이짧고, 혈당조절의차이가좋은효과를기대하기

에는 작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강화혈당

치료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문헌검색을 통해서

5개의 연구(UKPDS1, PROactive11, ADVANCE6, VADT7,

대한내분비학회20

제 2형 당뇨병의 일반적인 병태생리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인하여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여 인슐린저항성을

극복하게되어당대사의평형을이루고있다가아직명확한기전은밝혀져있지않지만여러원인들에의해서베타

세포의 기능이 감소되면서 당대사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당이 상승하여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 2형 당뇨병환자들은 혈당상승 뿐 아니라 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여러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혈당과

더불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들의 동반으로 인해 미세혈관합병증 이외에도 대혈관합병증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UK Prospective Diabetes Study (UKPDS)연구에서새로진단받은당뇨병환자에게 10년 동안의강화혈당

치료(당화혈색소 7% 중앙값)는 표준혈당치료(7.9%)에 비해서 종합적인미세혈관합병증을 25% 감소시켰다.1 당화혈

색소 수치와 미세혈관합병증의 위험도와는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당뇨병협회에서는 당뇨병환자에서

혈당조절의 목표를 당화혈색소 7% 미만으로 하였으며2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Kumamoto3

연구결과에 따라 당 화혈색소 6.5% 미만으로 하였다.4 그러나 강화혈당치료가 심혈관질환의 예방에 대해서는

UKPDS에서 미미한 효과(16%감소, P=0.052)만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혈당치료가 대혈관 특히

심혈관질환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적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제 2형

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혈당조절이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10여년 전에

UKPDS 발표 직후 장기적인 대규모 연구들이 계획되었으며 최근 거의 동시에 발표되었다.5-8 그러나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연구에서는 강화혈당치료군에서 사망률이 증가하여 조기에 종료하게

되었다.5 따라서 대한내분비학회와대한당뇨병학회는공동으로이러한임상연구결과들이의료진에게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의 치료목표 설정과 어떤 방식으로 혈당조절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여

최근연구결과들을고찰하고과학적인근거에따른두학회의견해를정리하게되었다. 

제2형당뇨병환자에서혈당조절의목표설정은분명하다. 

그러나어떤전략으로목표에도달하는가에따라환자의운명은달라진다

강화혈당조절과심혈관질환의예방에관한최근연구결과들에대한

대한내분비학회와대한당뇨병학회의과학적근거에의한공동견해. 

Korean Endocrine Issues and 

Position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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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치료받고있는제 2형당뇨병환자에서도철저한혈당

조절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이미심혈관질환이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목표혈당수치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혈당강하제를 이용하여 치료할 때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오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강하시킨다. 또한 다른

심혈관질환의위험요소들 (흡연, 비활동성생활습관, 나쁜식사

습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등)에대한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다. 

4. 최근의연구결과들에서얻은교훈

제 2형당뇨병환자를포함하여심혈관질환발생의위험이높은

환자들에서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혈관질환

위험요소인저비중지단백콜레스테롤13, 고비중지단백콜레스테롤14,

혈압15, 당화혈색소5의특정한목표치를정해서결과를보고자했던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보면서 심혈관질환 위험요소의 특정한

목표치에도달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도달하고자하는

방법(전략)에따라환자의결과는매우다르게나타난다는것을

알게되었다. 

지금까지의진료지침은근거중심으로개발되고있으나, 근거가

되는임상연구들의대부분은위험요소들의목표치의도달여부에

따른결과만을비교하고있기때문에치료의질적인면을고려

하고 있지 않았다. 어떤 치료 방법이- 임상적 위험과 효과에

따른- 총체적인임상결과(삶의개선, 합병증예방)에어떤영향을

주었는지평가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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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5)를선택하였으며총33,040명을분석하여, 강화혈당

치료(5년 동안 당화혈색소 0.9% 감소)는 비치명적 심근경색증

(non-fatal myocardial infarction)의 발생을 17% (odds ratio

0.83, 95% CI 0.75.0.93), 관동맥질환 발생을 15% (0.85,

0.77.0.93) 감소시켰으나 뇌졸증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시키지못하였다는결론을내렸다.

2. ACCORD연구에서 강화혈당치료군에서 사망률이

증가한이유

강화혈당치료군에서심각한저혈당의빈도, 인슐린또는치아졸

린디온제의 사용, 병용약제수, 그리고 체중이 의미있게 증가

하여사망률의증가와관련성이있다고할수있으나원인이라고

지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심각한 저혈당은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대상 환자가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이높은사람들이였기때문에동반될수있는심혈관자율

신경실조에의한저혈당무감지(hypoglycemic unawareness)

로 인한심각한저혈당이발생할수있으며이러한환자들에게

급사망의원인을제공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강화혈당치료

군에서의혈당조절의강도가매우높기때문에여러혈당강하제

를사용하면서빈번한조정을통한스트레스, 그밖에인슐린과

같이 사용하는 약제들의 인지할 수 없는 영향, 체중 증가 등의

복합적인원인을추정할수있다. 그러나ADVANCE연구에서는

비슷하게강화혈당치료를했음에도불구하고사망률이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ACCORD연구와 비교하게 되면 가능성 있는

원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ADVANCE연구에참여한환자들의

평균 유병기간 8년으로 ACCORD연구보다 약 2년이 적었다. 

또한연구시작시당화혈색소도 7.2%(중앙값)로 ACCORD연구

(8.1%)에서보다높지않았다. 연구시작후혈당강하를점진적으로

하였으며체중의증가가크지않았다. 심각한저혈당의빈도는

5년간 3% 미만으로 ACCORD연구(약 16만으로 VADT연구

(21%))에비해비교적낮았다. 따라서ACCORD연구에서강화혈

당치료군에서의사망률의증가는혈당을낮추는목표설정에문

제가있는것이라기보다는혈당을강하시키는치료전략과관련이

있을가능성이있다. 

3. 임상적으로어떻게적용할것인가? 

정상에가깝게혈당을조절하는것은분명히당뇨병환자(제 1형

또는제2형)에게이득이된다. 제2형당뇨병환자에서사망원인

으로 가장 중요한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없었다는 대규모

연구결과들로5-8 인해철저한혈당조절의의미가없어지는것은

아니다. 최근에 다른 심혈관질환 위험요소의 적극적인 치료(고

혈압약제및스타틴의적극적인사용)에따라혈당조절의심혈관

계에주는이득이적게나타날수도있을것이다.

UKPDS에서강화혈당조절군에서심근경색의발생예방효과가

없었으나연구종료 10년후의결과에서는연구기간동안강화

혈당조절을한사람들에서심근경색발생의예방효과가있다는

것으로 보아12 비교적 짧은 연구기간 동안에 강화혈당치료의

이득을보기에는쉽지않았다고볼수있다. 모든제2형당뇨병

환자들이생활습관교정만으로혈당조절을정상화할수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 2형

당뇨병환자들은 생활습관 교정이 쉽지 않으므로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혈당강하제 사용에는 혈당을 감소시키는 이득효

과이외에부차적인작용이항상따라오게마련이다. 유병기간이

길면길수록약제의수는늘어나게될것이며, 부작용의위험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혈당에 도달하기

위해서약제의부작용을무시하고치료한다는것은어떤의료진

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타협점을 찾는 것은 의사의 지식정도, 

철학적판단력및환자의상태에따라결정이될것이다. 최상의

판단을위해서환자상태의철저한정보가필요할것이며, 환자의

처해진상황에따른최선의치료에대한선택및환자의순응도

가그환자의예후를결정할것이다. 이러한최적의치료에대한

판단은개별적이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대한당뇨병학회는

합병증을예방하기위한기존의진료지침에서4 제시한혈당조절

목표인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최근의연구결과들을반영하여상황에따라혈당

조절 목표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혈당조절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치료방법과 전략의 선택도 차별화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생각한다. 

1) 새로진단받은제2형당뇨병환자에서는조기에철저한혈당

조절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이미심혈관질환이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서는 목표혈당수치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들 (흡연, 비활동성

생활습관, 나쁜식사 습관,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에 대한

적극적인관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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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추계학술대회를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항도부산에서성황리에마쳤습니다. 

3일의 학회기간 동안 895명의 국내외의 연구자, 

개원의, 전공의, 간호사 및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큰의미가있었던학회였습니다.

지난 봄 서울에서 있었던 춘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여러

세션을준비하고기존의학회에비하여많은강연과강의를

준비한결과 150여명의연자포함 1,150명의인원이참석

하였습니다. 지난 춘계학술대회와 비슷한 형식으로 준비

하였지만 지방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였으므로 참여율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915명(연자 133명 포함)의 인원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좋은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많은

분들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다는교훈을다시금얻을수

있었습니다.

Bone, Thyroid, Diabetes, Obesity, Metabolism,

Cardiovascular Endocrinology등으로 구성된 Main

Symposium 외에도 새로운 시도로 Diagnostic and

Therapeutic Advances in Endocrine Disease, New

techniques & Clinical Application의 세션을 준비하여

최근많은이슈가되고있는분야에대해폭넓고심도있는

학습과토론의장을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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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2009년대한내분비학회학연산

심포지엄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

어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하였고,

큰호응을받았습니다. 

학연산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은 연구 워크샵으로 처음

으로연구를시작하는기초연구자들을위한자리로마련

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위원회 위원들이 흥미로운 프로

그램을구성하기위하여심혈을기울였고, 이번추계심포

지엄에서 새로운 시도로 연구 계획서 쓰는 법, 강의 및

학회 발표 하는 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과 논문작성을

위한이미지생성과관리라는주제로강의가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강의들은기초연구자들이평소에관심이많았던

부분이나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내용으로 연구를 시작

하려는젊은회원들이뜨거운큰호응을받았습니다. 

심포지엄의 두 번째는 내분비영역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정하여, 내분비내과,

영상의학과 및 병리과와 함께 정답을

맞추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력과

검사결과들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내분비학이어려우면서도재미있다는것

을다시금일깨워준시간이되었습니다. 

학연산심포지엄 세 번째는 약물개발

이라는 주제로 제2형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타겟및신약개발그리고, 천연물

에서신약물질을스크리닝하는방법등

내분비대사 영역의 연구자들이라면

모두가관심을가질만한실제적인강의가

되어이역시큰호응을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주목을받은시간은네번째

학연산심포지엄으로 분자생물학적

이미지에대한내용으로, 동맥경화의주범이되는혈관에

대한 영상의학적인 접근과, 양전자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를이용한당대사관련영상,

그리고 자기공명 단층 촬영 장치(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이용한췌장의기능적측면의접근방법

이 소개되어, 회원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최신기법을 통해 분자

생물학적영상진단의최신지견등이소개되어향후내분비

대사를전공하는회원분들의연구시야를넓게하고분야를

확대할수있는좋은계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박경수연구이사

2009년도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 
성황리에마쳐...

남곡학술상

이은직학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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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전 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던 Meet the Expert 세션은 이번에도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얻었습니다. Thyroid, Pituitary,

Diabetes & Obesity, Bone 분야의 깊고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있는교수님들과의만남을그들과의경험을공유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Updated Clinical

Guideline 세션에서도나날이변하고있는내분비질환의

치료지침에 대한 최신지견을 소개하여 많은 임상연구자

및 전임의, 전공의, 학생들에게 최신임상지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춘계학술대회에서부

터 시작한 Endocrine Nurses Symposium에서도 많은

Healthcare Professional들이 참여하여 내분비 질환에

대한이해를높이는기회가되었습니다. 

이번학회중에시행한설문조사결과에서도참가자들은

학회 연제 내용에 대하여 유익하였다는 의견이 89%로

압도적으로많았으며, 차후로도더욱다양한세션에대한

요구를가지고있었습니다. 이에학술위원회에서는올봄

열리는춘계학술대회도‘New ERA in Endocrinology”라는

주제로 새로운 진단, 치료, 연구 기법에 대한 최신의

지견을소개해드릴예정으로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격려와관심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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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연수강좌(개원의연수강좌)는수도권을제외

하고 가장 많은 개원의들이 분포하고 있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 개원의들이 임상

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갑상선질환, 당뇨병, 골다

공증에 대한 최신지견을 위주로 편성하였고

수도권및부산, 경상지역에서연구와진료에두드

러진 활동을 보이는 많은 우수한 연자들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갑상선분야에서 갑상선기능검사의 해석과 증례를 통해

개원의들이 갑상선기능검사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해석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제공하여 그레이브스병, 만성갑

상선염, 갑상선비대를강의의주제로다루었습니다. 당뇨병

분야에서는최근새로이발표된대규모임상연구를어떻게

해석하고 실제 임상현장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같이

토론하여 보았으며, 2009년 미국당뇨병학회의 권고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어떻게 적용방법

에 대하여 강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구혈당강하제와

인슐린에대한적절한치료지침을제시하였습니다. 골다

공증 분야에서는 최근의 새로운 진단기준과 치료방침을

설명하고 실제 증례를 통해 골다공증 치료의

실제방법을설명해주었습니다. .

이번 연수강좌의 구성상 가장 큰 특징으로는

많은 개원의들이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마주칠

수있는두가지상황에대한종합적인페널토의의

장을마련하였습니다. 첫번째로갑상선결절환자를

접했을 때 흔히 고민하는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았는데 특히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직접시연하면서초음파시술시주의점

및갑상선결절의초음파접근법을보여줌으로써

현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여러가지갑상선초음파영상소견과갑상선결절의

세포진 슬라이드 소견을 통해 개원의들의 궁금증을 해소

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패널토의시간에는모든

연자와 토론자 등이 참여하여 마지막 시간까지 열의를

가지고그동안말하고싶었던증례나임상적인판단, 혼동

등에관한토의가종료시간까지지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강의실에서는 당뇨병합병증의 예방, 조기 진단, 

치료가 중요한 과제인데, 만성 당뇨합병증의 여러가지

검사방법과임상에서적용방법을설명하고종합적인토의를

통해 당뇨병환자의 관리에 있어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의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 지식을

전달하는데역점을두었습니다. 

내분비학회는앞으로도새로운시도를통해개원의선생님

들이 내분비질환의 진단과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원의들의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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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0일부터 2일간아름다운제주에서제 15차한일

당뇨병학회가개최되었다. 2년마다한국과일본이번갈아가면서

개최를하게되는데이번에는한국이개최주체가되어다양한

주제를갖고일본의우수한연자들과활발한토론을하게되는

좋은계기가되었다. 

Plenary Lecture는첫날성균관의대이명식선생님이“Mechanism

of beta-cell death/failure in diabetes”하는제목하에강의를

하셨다. 최근까지제2형당뇨병에서beta cell 사멸에대한정확한

mechanism이잘알려져있지않았다.

특히 세포 사멸 및 세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autophagy가 beta cell 사멸에중요한pathogenesis임을보여

주셨다. 이 결과는 실제 autophagy가 다른 당뇨병 및 당뇨

합병증과관련된여러연구들과접목시킬수있는좋은시발점이

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되었다. 

둘째날 plenary lecture는 Kobe university의 Dr. Seino가

“Pancreatic beta-cell signaling: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diabetes”라는제목으로 insulin secretion

에관한최근연구결과를보여주셨다. 특히, protein kinase A

및 Epac2등새로운 signaling pathway를보여주셨는데, 이런

signaling을밝히는데중요한세포, 동물실험을진행하는연구

기법및형질전화동물실험은젊은연구자로서배워야할중요한

계기점이되었다. 

임상적으로큰관심이있었던심포지엄은일본및한국의대사

증후군및비만의risk factor 및epidemiology 및cardiovascular

disease biomarker에대한발표로많은청중들이모여들어강의

실이비좁을정도였다. 

이번 한일 당뇨병학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 및

한국의당뇨병및당뇨합병증과관련된기초연구의여러대가들의

강의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진행되어

모두들을수없는아쉬움은있었지만, liver, gut, brain, kidney

metabolism 및 exercise, atherosclerosis, islet autoimmunity에

대한각각의main symposium이열렸고, 각section에서중요한

논문들에서 이름만 보았던 분들을 직접 뵙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것만으로도설레는이틀이었던것같다. 국내에도정말

많은훌륭한연구자들이계셔서일본연자들과의발표에서더욱

진가가 발휘되시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더 열심히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진행해서 나중에 main symposist로서

나자신도초청받을수있는날이있기를기대하며더더욱노력

해야하겠다는좋은발판이된것같다. 

특히body weight homeostasis 조절에서중요한apoprotein J,

지방간발생에서 ER stress의 역할, 당뇨병성신증에서 SIRT1

의 새로운 약제의 가능성, 동맥경화증 발생에서 NQ01, 

베타세포의 Src 활성화 등 새로운 signaling 및 peptide등의

새로이발표되었는데이에대해서는좀더관심을가지고새로운

연구item으로나중에응용되었으면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일본에서 연자 및 구연 발표하는

분들을제외하고는거의참석을하지않았다는점이다. 

고향인제주도를오랜만에가게되었는데갑자기추워진날씨와

2일간의 수많은 강의를 듣다 보니 부모님을 뵙지도 못하고

올라오게되어무척죄송하였지만, 보람을느낀2일이었다. 

2년 뒤에 일본에서 개최될 한일당뇨병학회를 기다리며 많은

발전이있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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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한일당뇨병학회
고은희-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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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에서 주최하는 제 35차 대한당뇨병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11월 19일부터 한일 당뇨병심포지엄과 함께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개최되었다. 이번학회에서는87개의구연과

37개의포스터가발표되었고초청강연외에도다양한소연구회

심포지엄과교육자학술강좌및연수강좌등이있어새로운지식을

접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첫날 아침은 3개의 방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구연과 소연구회

심포지엄으로시작되었고윤건호교수님의설원연구비특강이

“췌장 베타세포에서의 포도당-지질 독성유발 관여 miRNA 

검색 및 작용기전 규명을 통한 당뇨병 치료물질 개발”이라는

주제로있었다. 포도당-지질독성에의한베타세포의기능이상이

베타세포 내 전사인자들의 발현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흰쥐에서 분리한 췌도를 포도당-지질

독성에노출시킨후miRNA chip 분석을수행하여miR30a-5p

를선별하였다. 포도당지질독성에의해miR30a-5p의발현이

증가하면베타세포특이적전사인자인BETA2/NeuroD 발현뿐만

아니라 인슐린 발현도 억제되고, 발현을 억제하면 베타세포

기능 부전이 회복됨을 발견하였다. 또한 제 2형 당뇨병 동물

모델에antisense miR30a-5p를처리했을때도혈당이개선되고

인슐린발현이증가함을보여miR30a-5p가포도당-지질독성에

의한베타세포의기능장애를유도하는중요한인자이며발현을

억제함으로써베타세포기능을개선시킴을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향후제2형당뇨병의병인연구와치료법개발에이러한

miRNA에대한연구가중요할것임을시사하였다. 

이번 학회의 Plenary lecture는“Role of the Pyruvate

Dehydrogenase Komplex(PDC) in the regulation of blood

glucose”란 주제로 미국 인디애나대학의 Harris 교수가 발표

하였다. 포도당 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DC는 Pyruvate

Dehydrogenase Kinase(PDK)와 Pyruvate Dehydrogenase

Phosphatase(PDP)간의균형에의해조절된다. PDC의활성은

식사후증가하고공복시감소해서 pyruvate가 당신생에이용

될 수 있게 하는데 공복시 PDC 활성이 감소하는 기전으로는

유리지방산의증가와동반한인슐린감소로인해증가한acetyl

CoA와NADH가PDK 활성을증가시키고여러조직에서PDK4

의발현이증가하기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다. 즉PDK의증가

는PDC의활성을억제하여당신생에이용될수있는기질을보

존하는역할을하여공복혈당에관여하게된다. PDK의아형중

여러 조직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PDK4가 당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실험에서

PDK4-/- 생쥐는 공복시 PDC 활성이 증가되어 pyruvate,

alanin등이감소함으로인해더낮은공복혈당과지방간의감소를

보였고이는고지방식이를섭취한비만한생쥐에서도같은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결과들을토대로Harris 교수는새로운당뇨병

치료제 후보로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PDK 억제제의 유용성과

제한점등을 소개하고 당뇨병 외의 분야에도 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메인심포지엄에서는지방조직대사조절물질이란주제로4명의

국내연자가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그 외에 다양한

소연구회심포지엄이진행되었는데보험법제위원회에서는당뇨병

관리 필수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에 대해 기획특강이

있었고홍보위원회에서는국내에서시행될당뇨병환자등록사업

프로그램을로비에서계속시연하여많은회원들이프로그램에

접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3일째당뇨병성자율신경병

증의이해와치료라는주제로열린연수강좌를마지막으로학회

는끝났고, 오후에는최근에많은인기를얻고있는올레길걷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동반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러 가시는 것을 보면서 늦가을의

제주도를즐길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으리라여겨졌다.

최신학회이슈

대한당뇨병학회
김하영- 원광의대산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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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다공증학회
원영준- 대한골다공증학회총무이사

I
S

S
U

E

최신학회이슈

대한골대사학회
정호연- 경희의대동서신의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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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 21차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여느때와같은장소였지만장소가비좁게느껴질

정도로많은관심속에서다양한연제발표가있었다. 이른시각

에최근관심이집중되고있는골절위험도평가지표인FRAX를

한국에서어떻게개발할것인가라는미니리뷰를시작으로12개

의구연, 처음시도된4개의포스터가발표되었고특별강연, 심

포지엄, 전임회장님의강연, 연수보고가있었다. 

특별 강연에서 서울치대의 김홍희 교수는 골대사를 조절하는

새로운물질을발견하기위한노력으로파골세포의분화에기여

하는단백질인CK-B 발현의변화를프로테오믹스기법을통해

분석한것을발표하여향후골다공증및관절염에서골파괴를

치료하기위한치료제개발의표적이될수있음을강조하였다. 

심포지엄은3개의주제로진행되었다. 그하나는유전성근골격

계질환의진단적접근에관한것이었다. 골다공증외의대사성

및유전성골질환은그희귀성때문에그동안국내의학술대회

에서는많이다뤄지지않은측면이있었으나이번골대사학회에

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적인 학술 심포지엄을 계획한 것

같아반가왔다. 선천성골질환의영상의학적접근이라는주제로

아주의대김옥화교수의발표와유전적진단에대해서는울산의대

유한욱교수의강연은많은골대사회원들의관심을불러일으

키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두 번째 심포지엄은 최근 많은

관심속에서연구가진행되고있는뼈와여러기관, 특히내분비

체계와의상호연관성에관한주제로, 뼈에서기인되는호르몬

과에너지대사에대해순천향대의이나경교수, 아디포카인과

신경전달물질에의한골재형성은 Shu Takeda 교수가발표하

였다. 이런 기초적인 연구와 더불어 임상적인 적용에 관해서

당뇨병, 비만과골대사라는주제로성균관의대의오기원교수가

발표하였다. 세 번째심포지엄은골다공증치료부분에서궁극

적으로 예방해야 할 골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골절의 기전, 

골절 치유의 기전과 더불어 현재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이골절치유에미치는영향에대한강연이진행되었다. 

전임회장님이었던중앙의대박형무교수의국내골다공증약제의

사용현황에대한발표는골다공증이라는질환이국내에서차지

하는 비중에 대한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해외 연수를 마치고 최근 귀국한 가톨릭의대 백기현 교수와

인하의대의홍성빈교수의강연은골대사학회의미래를느낄수

있는좋은기회였다. 

아침 8시 30분부터시작된학술대회는오후6시가되어서야끝

이났다. 북적거리고빠듯한일정은물론이고열띤토론은참가

한모든이들에게지식습득과학문적욕구를불러일으키기게

충분하였다고생각했다.  

▲대한골대사학회제 21차 추계학술대회(2009.11.14, 서울 신라호텔) 

대한골다공증학회의추계학술대회는

12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Satellite meeting을 시작으로 2일

간의막이올라예년과같이성대히

마칠수있었다.  

학술대회를세부적으로알아보면일

반연제를포함하여학술발표가임상

과 기초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으며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도 함께 진

행되어성황을이루었다. 또한의료

기사를중심으로한골밀도측정교

육이함께이루어져의료기사, 개원

의, 종합병원및대학의임상과기초

연구를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유

익한장소가되기에충분하였다.  

학술대회에서 세분의 외국연자를

초청하여 유익한 강의가 진행되었

는데, Lorraine Fitzpatrick 선생은 Plenary Lecture에서

RANKL antibody denosumab의개발배경과1상~3상임상시

험결과를설명하셨고, 폐경후여성골다공증뿐만아니라, 남성

호르몬결핍치료에따른남성골다공증, 악성종양에의한골다

공증에도효과가있는것으로발표하였다. 또한우려되고있는

부작용가능성에대하여현재까지는대조군에비하여유의한차

이가없음을보고하였다. 또한 Theresa Guise 교수는Plenary

Lecture와Satellite Meeting에서악성종양세포에서TGFß를

분비하여파골세포를활성화할수있다는새로운사실을TGFß

receptor 1 kinase inhibitor 실험을통하여증명하였다. 그리고

Toshitaka Nakamura 교수는일본에서대퇴골절의빈도가20

년만에 (1987년에비하여 2007년에) 여성에서 2.3배남성에서

2.9배가증가하였다고보고하였다.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Session 1에서는, 국내의최근골다공증및골절의역학조사등

을알아보고골절에의한morbidity 및mortality에대해강조

함으로서골다공증의예방및치료의중요성을이해하는데도움

이 되었다. Session 2에서는, 골다공증의 진단에 관한 주제로

peripheral BMD의장단점에초점을맞춤으로서개원의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다루었

고 개원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있는골표지자에대해서도다루

어졌다. Session 3에서는, 골다공

증의 치료로 칼슘과 비타민 D 및

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을 개원가에

서다양한상황에따라적절한선택

및대처를할수있는근거를제시

하였다. Session 4에서는, 최근까

지의 update 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여성호르몬 치료와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들과의 관련성,

tibolone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

등실제임상적용에도움이되도록

하였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총회에서 진행

된 시상식에서 학술상은 한양의대

최웅환교수가, 연구상은 고신의대

김흥열교수가, 우수논문상은 을지의대 양승오교수와 경희의대

이보연교수가각각수상하였고, 당일발표된연제(구연10편, 포

스터7편)를대상으로선정된우수연제발표상에는전남치대고

정태교수와경북의대백욱영선생이수상하였다. 

또한 12월 4일토요일오후7시부터“골밀도측정가이드”책출

판기념식을진행하였다. 질병관리본부와공저로발간된본책

자는골밀도측정에있어이론적인배경과함께실무적인지침

및판독에이르기까지중요한내용을담고있어임상에서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서적은 지난번 발간된“골다공

증”책자에이어두번째로학회로서의저술사업에있어중요한

부분이라생각된다. 

2010년부터대한골다공증학회지는학술진흥재단등재후보지로

확정되어학회위상이드높여졌을뿐만아니라보다많은학술

원저가투고될것으로기대된다.    

본학회는금년2월20일-21일“골다공증전문가를위한교육과

정”이송도쉐라톤호텔에서진행됨을시작으로2010년도한해

행사를시작한다. 올 한해도많은학회원들이참여하는내실있

는학회가되기위해노력할것을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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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한 내용과 한국인에서의 비만도 및 신체활동량과

대사성질환의관련성에대한내용이다루어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비만 연구의 최신지견으로 최근 발표된

인간에서의 brown fat에 대한내용과, 세포에너지대사에

중요한역할을하는NADH의 natural substrate를이용하

여 NADH:quinolone oxidoreductase 1 (NQO1)의 비만에

서의 역할에 대한 실험 data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또한

최근의 대사질환 치료의 경향 세션에서는 당뇨병 치료와

임상연구들에 대한 최신지견과 고지혈증 치료에 대한 최신

의 clinical trial들에대한 review가있었다. 한일비만심포

지엄에서는한국과일본에서의최근비만치료에대한지견

들이review되었는데, 최경묵교수님께서다양한adipokine

들이대사질환및동맥경화증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 한국

인에서의 data로 입증한 연구를 보여주셨고, Hamamatsu

대학의Ohzeki교수는일본에서의소아, 청소년에서의대사

증후군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Oita대학의

Ohta교수가 일본에서의 베리아트릭 수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었다. 또한 연세대 이종호 교수님께서 Nutrigenetics의

개념으로, 식이가 유전자의 전사와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epigenetics의 중요성에 대한 흥미로운 강의를

해주셨다.

이번학회에서는특히, 구연세션에서도흥미로운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졌으며, 한국인 소아, 청소년, 성인에서의 다년

간의비만지표들의분석, 그리고시상하부의다양한체중및

식욕조절인자들에대한흥미로운실험결과들, 그리고비만

관련 인자들과 향후 체중 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전향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발표

되었다. 

비만에대한전문가는아니지만, 다양한연령대의비만환자를

마주치며, 비만으로 인한 결과로 오는 많은 대사적 질환, 

심혈관질환을치료해야하는내분비의사로서, 어떻게하면

그러한 질환들의 근본 원인 질환인 비만을 치료해야 할지

막막할때가많다. 그러한면에서, 이번학회는, 비만을, 단순히

환자의체중이많이나가고, 허리둘레가많이나가는상태로

파악하기 보다는, 좀더 입체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하고, 비만한상태뿐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비만환자를

파악해야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다. 또한비만환자의주변

환경에대해서전인적이고열린마음을갖고치료에임해야

겠다는것도, 이번학회에서느낀교훈이었다. 

학술위원의한사람으로써, 학회에대한애착을갖고참여를

해서였는지는모르겠지만, 매우알차게배울수있었던학회

였으며, 공부하고 찾아봐야 할 저널들로 머릿속은 무거워

졌지만, 가슴속은 시원해지는 느낌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가볍게하였다. 많이고생하신학술이사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한비만학회가 나날이

발전하여, 한 3박4일정도의비만학회를열고, 외국의많은

비만관련의료진들이앞다투어등록하는그런날을꿈꾸어

보며후기를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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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철, 이은정-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추계 당뇨병학회가 진행중이던 제주도에서 학술 간사님께

비만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참석 후기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때는, 비만학회에서받았던강한인상의여운이아직

채 가시지 않았을 때였다. 기쁜 마음으로“예”하고 대답을

했는데, 막상원고독촉을받고나니, 약간씩가물가물해지는

기억에, 미리미리써둘걸그랬다는후회가남는다…

11월 1일서울아산병원에서추계학술대회와한일비만심포지

엄이 열렸다. 아침 일찍부터 비교적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구연및포스터도전년보다많이접수되었던학회

였다. 학회는A에서C룸까지세개의방에서열렸으며, 오후

3시까지추계비만학회가, 3시이후부터한일비만심포지엄

이진행이되었다.  총 7개의심포지엄이진행되었고, 2개의

구연세션으로이루어졌다. 

Plenary lecture는 캐나다의 Alberta 대학의 Arya

Sharma 교수가“An Etiological Approach to Obesity

Assessment and Management”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셨다. Sharma 교수는 비만에 대한 metabolic,

sociocultural, psychologic등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

역설하였으며, 특히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5월

호에 실렸던 Edmonton Obesity Staging System이라는

비만에대한clinical staging system이인상적이었다. 

소아청소년위원회및베리아트릭위원회공동심포지엄에서

는 소아비만 급격한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사춘기에서의비만에서의leptin 저항성의역할, 그리고

최근관심이증가되고있는수술적비만요법에대한 review

가다루어졌다. 심포지엄2에서는비만의진단에대한다각

적접근에대한내용이다루어졌는데, 비만을진단하는흔한

tool인 BMI와 허리 둘레의 심혈관 및 당뇨병을 예측하는

역할이비교되어review되었고, 결국은visceral fat이중요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fitness vs. fatness 강의는,

physical activity와fitness가심혈관질환및당뇨병위험인

자에미치는영향을review하였던인상적인강의였다. 기초

연구에대한심포지엄에서는지방세포에서의인슐린저항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세포수준에서의 치료적 접근과, 간에서의

LIPIN1과 TORC2/CRTC2가 관여하는 인슐린저항성

signaling에대한내용, 그리고지방세포의분화에있어서의

mitotic clonal expansion 역할등이다루어졌다. 식품영양

위원회심포지엄에서는휴식대사량의측정방법및식이섭취

변화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고, 운동요법위원회 심포지엄

에서는 노인에서의 신체활동 패턴과 이에 미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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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의 제20회 World

Diabetes Congress가 개최되었다. 도시 곳곳의 불어로 된

표지판들이퀘백주임을깨닫게했고, 미국학회보다더다양

한 국적의 사람들과 120여개국의 Global village 부스에서

그야말로‘international’학회임을느낄수있었다. 

IDF는 이번에 3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pregnancy, self-monitoring, oral health에관한것이다.

임신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약물 조절을

포함한임신전준비, 임신중추적관찰스케줄, 임신성당뇨

병의치료, 출산후추적, 등에대해제시하였다. 당뇨병환자

는임신전HbA1c<6.5%, 임신중HbA1c<6.0%를목표로하

도록 하였고, 임신성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인슐린 외에

metformin과 glyburide를 고려하도록제시하였다. 자가혈

당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가혈당검사의 빈도 및

스케줄에대해구체적인예시를보이며, 환자개개인의교육

정도, 수행 정도, 임상적필요성등을고려하여개별화하여

야 한다고 하였다. 구강건강에

대한가이드라인에서는환자에

게 적어도 일년에 한번 잇몸질

환의증상이있는지묻고, 정기

적인 치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

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임상

연구인4T (Treating to Target

in Type 2 Diabetes) study,

ACCORD (Action to Control

Cardiovascular Risk in

Diabetes) study, ADVANCE

(Action in Diabetes and

Vascular Disease: Preterax

and Diamicron MR Controlled

Evaluation) study에대한최신

결과도 발표되었다. 4T study

에서는설폰요소제와메트포르

민 두가지의 경구혈당강하제 사용에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 기저 인슐린(insulin detemir, 

1일 1회), 식사시 인슐린(insulin aspart, 1일 3회), 혼합형

인슐린(biphasic insulin aspart 30, 1일2회) 치료중하나를

무작위배정을통해추가한연구로, 혼합형인슐린보다기저

인슐린이나식사시인슐린치료군에서혈당조절이더우수

했다는결과를보여주었다. 작년에발표된ACCORD study

는당화혈색소6.0% 미만의철저한혈당조절군에서오히려

사망률이 높았는데, 이번 IDF에서는 ACCORD study의

사후 검증(post hoc analysis)을 발표하면서, 철저한 혈당

조절군 중 연구시작 전 당화혈색소 8.5% 이상이었던 경우,

당뇨병성신경병증증상이있었던경우및아스피린사용이

사망위험도를높이는예측인자로나타났다고밝히고, 추가

분석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ADVANCE

study 분석결과에서는다양한subgroup analysis상유사한

효과를 보였는데, 철저한 혈당 조절군에서 주로 신병증의

감소를 보이고, 심혈관계질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ADVANCE 연구를통한심혈관계질환발생에대한새

로운‘risk engine’을제시하였

으며, 당뇨병진단나이, 당뇨병

유병기간, 성별, 맥압, 고혈압

조절, 심방세동, 망막병증, 당화

혈색소, 알부민/크레아티닌,

non-HDL 콜레스테롤이 예측

인자로포함되었다.

학회장에서 5분 정도 걸으면

갈수있는노틀담대성당도인

상깊었는데, 둘째날저녁학회

참석자를 위한 노틀담 대성당

안에서의 음악회를 놓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IDF-

WPR (The 8th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Western

Pacific Region Congress)의

성공적인개최를기원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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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학회이슈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The 20th
World Diabetes Congress 김혜진- 아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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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일본나고야에서제9차아시아-

오세아니아 갑상선학회 (AOTA; Asia and Oceania Thyroid

Association Congress)가 개최되었다. 11월 1일은연회말고는

특별한일정은없었으며, 마지막4일은수상강연및기초분야에

서의심포지엄이있어실제학회는 11월 2일과 3일에있었다고

하겠다. 초록은 180개 정도였고, 그 중 한국에서 61개, 일본과

중국에서각각27개와31개를투고하였다. 이란이20개, 필리핀이

16개정도였으나구연은없었고, 싱가포르나말레이시아는초록을

내지않아이번학회에참석하지않은듯했다. 구연은총 21개

였는데, 일본은 총 초록개수는 우리보다 적지만 7개의 구연을,

중국은6개의구연을발표하였는데대부분기초분야와관련되어

있었다. 중국과일본과는달리우리나라는7개의구연을발표하

였지만1~2개를제외하고는환자를대상으로한임상연구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상의학과와 외과도 구연을 발표하여

내과의사로서의 식견만이 아닌 다른 과의 최신지견을 알 수

있게하여다변화된갑상선분야를반영하였다. 

임상연구구연에서는갑상선질환과관련된유전자를새로발견한

내용, 갑상선분화암에서방사성요오드치료효용성, 양성갑상선

결절의radiofrequency ablation의효과, 갑상선절제술에있어서

내시경 수술의 치료 효과, BRAFV600E 돌연변이에 대한 내용이

주를이루었다. 

심포지엄으로는 그레이브스병과 관련된 3가지와 갑상선암과

관련된3가지가발표되었다. 서울아산병원의김원배교수님께서

TSH수용체 항체에 대해 발표하셨고, 연세의대 외과 장항석

교수님께서재발한갑상선암의수술적치료에대해강의하셨다.

특히장항석교수님의수술사진은청중의호응도가높아강연이

끝나고많은분들이개인적으로질문을하기도하였다. 프랑스의

Dr. Schlumberger는이번학회에서유럽권고안과새로발표된

2009년 ATA 권고안을 중심으로 갑상선암의 치료 권고안에

대해특별강연을하였다.   

학회등록비나비즈니스호텔비용등이많이들지않아나름대로

저렴한학회였는데도불구하고, 동남아시아나호주의참석인원이

적어초록발표도줄었고, 2~3년만에열리는학회임에도불구

하고5년전에비해참석인원이더줄어든느낌이들어아쉬웠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 한국은 여러편의 우수연제상을 수상하는

등활발한활동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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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학회이슈

The 9th Asia and Oceania Thyroid Association 
(AOTA) Congress 김경원- 서울의대강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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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및클리닉소개

01당뇨병센터•최근당뇨병은계속증가하는추세이고

따라서 당뇨병성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당뇨병센터에서는당뇨병의

정확한조기진단과혈당조절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고

또한이전당뇨병으로진단된환자에서는신속하고정확한

혈관합병증의 진단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뇨병검사실에서는환자분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인슐린저항성 검사, 경구

당부하검사등을편안하게받을수있고당뇨합병증검사

실에서는혈관합병증의조기진단및관리를위한동맥경

화협착 검사, 전류역치인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고해상도초음파를이용한경동맥초음파를시행하여

경화반의 유무, 경동맥 내막-중막 두께 등을 기본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양상담을 포함한 당뇨

교육은혈당관리의가장기본이되는부분으로매월1,3주

수요일에전체당뇨병교육을의료분과, 간호분과, 약제분과,

영양분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고 또한 심화과정을 위한

개별교육과 임신성당뇨병, 당뇨병성 신증 환자의 영양

교육도따로실시하고있습니다. 지난당뇨주간에는영양

팀을중심으로당뇨뷔페행사를마련하여당뇨인과보호자

분들로부터많은호응을받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당뇨

병의진단, 치료, 합병증관리, 교육등이한공간에서이루

어질수있도록함으로써환자분들의편의와진료의효율

성을최대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02 당뇨 망막병증클리닉 •양산부산대학교병원당뇨병

센터에서는 중요한 미세합병증인 망막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해 당뇨 망막병증클리닉을 개설하여 내원

당일바로망막전문의에의한진료가가능하도록하였고

수술또는레이저치료등의전문치료가필요한경우당뇨

병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안클리닉에서 바로 치료가

시행될수있는편리한시스템을갖추고있습니다. 

03 당뇨 신장병증클리닉 • 말기신부전증의가장많은

원인이당뇨병이라는것은이미잘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성 신장합병증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고

또한이미진행이된경우에는투석, 신이식치료등, 부가

적인치료및관리가필요합니다. 

당뇨 신장병증클리닉은 당뇨병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투석 치료 전신관리가

필요하거나응급투석치료가필요한경우,

신이식치료에대한준비등에있어서환자

관리, 치료및교육을담당하고있습니다.

병원탐방

양산부산대학교병원당뇨병센터/내분비클리닉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당뇨병센터/내분비클리닉은 2008년 11월 24일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 동남권 의료 중심 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는 양산시에

새롭게 개원하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진료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벌써 개원 1주년을 맞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당뇨병센터/내분비클리닉을탐방해보았다.

의료진소개

당뇨병센터/내분비클리닉•손석만(소장), 강양호, 

김선영, 이동원

당뇨망막병증클리닉•이지은(안클리닉), 구기홍(안클리닉)

당뇨신병증클리닉•이수봉(신장클리닉), 손정민(신장클리닉)

당뇨 혈관질환클리닉•전국진(심혈관센터), 김준홍(심혈관

센터), 박경필(뇌혈관센터) 

갑상선질환수술클리닉•임윤성(이비인후클리닉), 

이상협(외과)

당뇨병센터/내분비클리닉시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당뇨병센터/내분비클리닉은 현재

진료실 3개, 당뇨병 교육 및 영양상담실, 초음파 검사실, 

당뇨합병증 검사실, 당뇨병 및 내분비 기능검사실, 기본

신체 계측 및 채혈실, 타 센터/클리닉과 빠른 협진진료를

위한협진실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당뇨병센터▶

▲ 당일 내분비검사실, 당뇨합병증 검사실

강양호

부산의대양산부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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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당뇨 혈관질환클리닉 • 당뇨병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심혈관계질환의위험인자이고협심증, 심근경색,

말초동맥혈관질환, 그리고뇌졸중과같은당뇨병성

대혈관합병증은인슐린저항성만증가된상태에서도

그빈도가증가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서는 적절한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특히,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조기에 심혈관계 질환의 유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센터 당뇨 혈관질환클리닉

에서는당일진료를통해심장초음파검사, 운동부

하검사등을시행받을수있고필요시관상동맥성형

술 등의 치료적 시술이나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등을신속히받을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05 내분비클리닉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클리닉

에서는 갑상선질환을 비롯하여 뇌하수체질환, 부신질환,

골다공증, 고지혈증 등 내분비대사질환의 진단, 치료 및

관리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포함한 갑상선질환은 최근 진단 장비가 발달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습니다. 본내분비클리닉에서는

고해상도 갑상선초음파를 이용하여 당일 검사를 통해

갑상선결절 유무를 파악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초음파

유도 미세침 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여 갑상선암을 조기

에 진단, 치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뇌하수체

또는부신질환의진단을위해복합호르몬검사가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입원 검사실에서 바로 검사를 시행하고

귀가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골다공증에있어

서도최신골밀도검사기(이중에너지X-선흡수계측기)

를이용하여당일검사를통해골밀도를바로파악하여치

료및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06갑상선질환 수술클리닉 • 갑상선암으로진단되거나

다른갑상선질환으로수술적치료가필요한경우내분비

클리닉과연계한갑상선질환수술클리닉을통하여갑상선

수술 전문의로 구성된 외과팀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환자의 좋은 예후와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관리 및

부가적 치료는 다시 내분비클리닉에서 담당하여 환자분

들이불편함이없이체계적으로진료가이어질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원 1주년을 맞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당뇨병

센터/내분비클리닉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뇨병 및 내분비

대사질환의진단, 치료및관리에불편함이없도록한공간

에서 빠른 시간내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당뇨병센터/내분비클리닉이 동남권

을 대표하는 내분비질환 전문 센터, 더 나아가서 한국을

대표할수있는센터중의하나로발전하기를기대해본다.

작년에국내에서발견된유물중나의마음을들뜨게한것중의

하나는익산미륵사지석탑에서발견된금제사리봉안기와금제

사리항아리에대한소식이었다.

문화재청장은“국보중의국보”라고말했다. 무엇이우리를이

렇게흥분하게만들었는가. 우선백제를알수있는백제유물이

드물다. 그나마남아있는유물중에서미륵사석탑은백제를느

낄수있는대표적인유물이다. 역사는승자에의해서만들어지

는가. 나당연합군에의하여멸망한백제는최근까지도잊혀지

거나, 희미하게 기억되는 우리역사의 주류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리봉안기와사리항아리가발견됨으로써그간의신비에싸여

있어서익산시왕궁면의백제왕궁터의일부진실을파악할수

있었다. 추측과자기중심적역사관으로꾸며질수밖에없는상

황에서, 누구도의의를제기할수없는기록이함께있는역사유

물을발견했다는사실은역사를새로꾸미는계기를만들수도

있다. 더구나 미륵사지에 얽힌 서동요(무왕과 신라의 선화공주

와의설화)가널리알려져있어더욱흥미를끌게된다. 그러나

뜻밖에도 미륵사 건축의 희사자는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왕후였다.

왕후가직접희사한것이라기보다는친정아버지인좌평(佐平백

제 최고위급 벼슬) 사택 적덕의 지원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선화공주설화의실체가증명되리라고잔뜩기대했으나, 미륵

사는 백제 유력 귀족 8대 성씨 중 하나인, 사택가문의 왕비의

희사로 건축되었다고 하니, 다소 의외이기도 하고, 실망스럽기

도할수있다. 그러나무왕은여러명의왕비가있을수있으니,

선화공주와의로맨스가허구라고단정할수는없을것이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저자로부터

“노래하는 역사 - 李寧熙의 한·일 옛이야기”라는 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에는 8세기 초에 간행된 네 가지 고전이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 고사기(古事記), 풍토기(風土記)외에,

우리신라향가(鄕歌)와비슷한노래 4천 5백 16수를모은만엽

▲ 초음파검사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야경

노래하는역사- 조선일보사출간 (1994년) 

李寧熙의 한·일 옛이야기

노래하는 역사ㅣK•E•S

김광원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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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3월, 3년간 군복무와 인턴 1년을 마치고 내과에 지원

하였다. 당시우연히내과1년차처음턴을가톨릭의대명동성모

병원 내분비 파트에 6개월간 배속되면서 당시 내분비-신장

내과에입문하게되었다. 

1년차하면서하루종일방송으로울려대는삐삐소리(pager)에, 

의국침대몇자리는고년차차지에오늘은어디가서눈을붙이나

걱정이다. 혹시 응급실에 환자 자리 하나 비게되면 행운이다.

그렇지않으면 6층병동좁은사무실의딱딱한초록색비닐의

긴의자하나가나의잠자리다.

한달쯤되었을까, 또응급실에서부른다. 혈압이떨어지고, 창백한

모습의40대후반의주부. 부스스한무표정의탈진한이환자를

무심코진단하다가팬티를내려보니아음모가하나도없다.

의사가되어처음으로진단한쉬한증후군환자. 30대초막내

출산하다가난산이다. 

알고 보았더니 이 환자는 충무로에서 서울 장안에서 내노라

하는 한의원 원장의 사모님이다. 이 한의원에서 보약 한제, 

또치료받으러당시유명인사들로문전성시라한다.

집에서는부인은폐인이되어그많은값진 (?) 보약을먹어도

주부구실, 아내구실, 여자구실못하고신음하고지낸지어언

10여년, 드디어쇽( shock) 으로의식을잃으니양방의혜택을

보고자충무로옆동네명동성모병원응급실에왔다.

solu-cortef 주사 몇 번에, 이후 프레드니손 몇 알에, 그리고

갑상선호르몬 한 알, 그리고 프레마린. 너무 너무 늦었지만

이사모님의인생은다시시작되었다.

선생님, 생전처음으로밥맛을느꼈어요, 선생님, 저이렇게걸어가

고뛸수있어요한다.

남편이와도목석같던, 차고부스스했던, 건조했던그부인에게도

아, 리비도, 그것은 언제적 말이었는가? 이후 멋을 한껏 부린

요샛말로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아주머니는 10여년만에 지옥

에서생환하였다.

현재보험약가가프레드니소론5 mg 16원, 씬지로이드0.1 mg

35원, 프레마린0.625 mg 86원이다. 하루약값100원이이분

의인생을바꾸었다.

이렇게 본인은 내분비대사질환에 입문하게 되었고, 1986년에

는가톨릭의대제1 부속병원이었던명동성모병원이그명성과

역사와명동성당을뒤로하고이곳여의도로신축이전하였고

본인은유학에서돌아와이곳에서홀로내분비내과진료를시

작하였다.

당시 40 나이의체력과열정은, 특히당시내분비질환에대한

이해나, 전문진료기관이부족하던시기여서, 다른진료기관에

서적절한진료를받지못하거나오진으로고생하던수많은내

분비질환 환자가 내원하였고, 정말 삶의 질이 바뀌었던 많은

환자들이머리를스친다

대한내분비학회40

집(萬葉集)이그것이다. 신라의향가와마찬가지로그때는문자

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音)과 훈(訓)에서 생기는 소리를

빌려서표기한차자문(借字文)이다. 흔히이두(吏讀)체라고하는

것이다. 그간일본학자들은만엽집의의미를해독하려고많은

노력을해왔다. 그러나정확한뜻을이해하지못하고해독불가

능이라고포기해버린부분이한두군데가아니라고한다. 전세계

고대유적지에서발견되는수많은고대문자에대한역사학자들

의노력으로상당부분정확한해독이가능해졌다. 해독을위한

가장큰전제는글자가만들어졌을당시의역사적상황과문화

적 흐름을 정확이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고대서적의해독은불가능하다. 더구나만엽집은한자의

음과뜻을빌려서쓴이두문자이기때문에또한번의언어유추

작업이필요하다. 일본인학자들은일본의만엽집을중세일본

어와 현대 일본어의 틀 속에서 해석하려 들었다. 여기서 저자

이영희는과감하게발상을전환한다. “일본말의뿌리는한국말

이다”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우리 말속에 아직도 각 지방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말, 또는 쓰다가 없어진 말 속에서 만엽집의

이두를해석하였다. 지금은지방사투리라고하지만백제, 신라,

고구려가정립할때사용된세나라각각의언어였다.

만엽집은인간의감정을노래하는낭만적인글이아니다. 그속에

쓰여진 시는 시이면서도 시가 아니라고 한다. 시의 형식으로

당시의시대상황을표현하거나, 급박한상황을전달하는전달

문이었다고한다. 말은있으나문자가없어한문을빌려서쓰다

보니, 이두문을해석하는것이어렵다. 더욱이시의형식을빌려

서 급박한 정치상황을 표현하다보니, 글자 구성이 은유 또는

비유의수많은형식을이용할수밖에없었다. 

만엽집은만든사람은천재시인이였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따라서 만엽집의 해독은 시대적 상황 및 언어 문화의 해박한

지식이있다고하여도지난한작업일것이다. 

저자는다음과같이말한다. 만엽집에나오는사택지적은일본

왕을 만드는 킹 메이커 였다고 한다. 일본에서 왕을 좌지우지

할수있는막강한권력을가진대세력가였다. 사택지적은가마

타리가 되었다가, 천 년 이상 일본의 제철 가문으로 이어지는

후지하라가된다사택의뜻은무엇인가? 사는쇠즉철을의미하고

택은 달구 (불로 달구는 일)이다. 사택은 쇠를 다루는 집단, 즉

제철가문이다. 이두식표현이다. 여기서미륵사건축을위하여

비용을 희사한 사택가문의 무왕의 왕비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렇다. 가마타리는백제의제철집단이건너간도래인(渡來人)이

었다. 저자의만엽집에대한해독은발상을전환하지않으면안

된다. 백제, 신라, 고구려와일본은서로다른나라이지만, 하나

의 생활 단위, 또는 문화 단위로 가정한다. 만엽집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삼국시대의 역사적 인물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아주

과감한가정을한다. 

•경왕녀: 백제무왕(600-641재위)과, 신라진평왕셋째딸선화공주

사이에 태어난 여인. 무왕이 죽고 백제정변이 일어나자, 역시 무왕

의아들교기등과함께일본에망명. 

•교기: 무왕과 보왕녀(무왕빈) 사이에서태어난백제왕자. 일본에 망

명 후 나카노오에(중대형)라 개명, 백제 멸망 후 지원군을 보내나,

실패한다. 훗날일본의천지왕이된다. 

•황극·제명여왕: 무왕빈보왕녀, 일본망명후황극및제명이란이

름으로두번왕위에오른다. 

•가마타리: 가야계 백제 귀족 사택지적. 무왕이 죽고 정변이 일어나

자일본에망명, 일본중부일대의제철사업을지배한세력가요, 킹

메이커였다. 

•연개소문: 고구려막리지. 왜의지원을받기위해서왜를드나들다,

고구려의패망으로귀국하지못한다. 일본에서세를규합하여쿠데

타 임신의 난을 일으켜 백제계 천지왕을 몰아내고, 고구려계 천무

왕이된다. 

•문무 왕: 신라의 문무왕이 통일신라 후 세력갈등이 격심하여, 감포

앞바다대왕암에수장된것으로소문을내고결국일본으로망명한

다. 훗날일본에서문무왕이되어일본의국가체계를정비한왕이

된다.

이상과같은가정은황당할수도있고, 일고의가치도없을지도

모른다.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작가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상상력을동원한문학작품이라고해도어쩔도리는없다. 그러나

분명한사실은우리말과일본말이상호간에어떤의미가있는가

를뒤돌아볼수있는재미있는기회였다. 또하나는우리나라와

일본의역사적관계는교류라는표현이상의밀접한관계였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역사서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많은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그 뿌리를 지워 버리는 작업을 끈질기게 하고

있다. 막연히 渡來人 이라고 표현한다. 어째서 일본사람들은

자신들의뿌리를왜곡하고철저히지워버리려고하는가.

하루단돈100원의치료 이광우

가톨릭의대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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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주마등처럼기억이생생하다. 그래도기록을찾았다. 1989

년심한복통과구토로모대학병원에서위내시경하고십이지

장궤양으로진단받았다. 그러나계속토하고전신이뻣뻣해지

고, 특히사지가경직되고경련이일어났다.

할수없이또다른대학부속병원에갔다. 토하고경련이일어나

니이번은신경외과다. 거기서도까만모습의환자가파킨소니

즘으로진단받는다.

환자는더토하고실신할지경이다. 여의도성모병원으로급히

후송되었다. 거의쇽으로사망직전이었다. 소디움106 mEq/L,

곧 adrenal insufficiency, Addison’s disease 로 진단되고입

술, 손, 손톱등까만이환자는다시새생명을찾는다. 당시의

정부미군부대에서일일노농으로, 그래도하루하루단란한가

정을꾸려왔다. 진단받기까지몇년을고생하며이병원, 저병원,

한의원을거쳤다. 부인이가정형편으로고등교육은못받았지만

조용하고이지적이었던모습이눈에선하다. 

이제내분비내과에입문한지30 여년, 희비의많은환자가회복

되고, 또세상을떠났다.

나이많던환자는하나둘서서히떠나고, 또아직도많이같이

동행하고, 처녀총각때왔던환자는아빠엄마가되었다. 아빠

엄마따라왔던조그만아이들이또내진료실을찾는다. 그동안

많은보람이있었고실수도많았고, 자신감도, 후회도많은인생

이다. 

해마다 어김없이 바뀌는 4계절의 변화속에 이제 4월이면 오면

다시이곳윤중제의화사한벚꽃의피고짐을24번보는가?

이제두세번, 이곳화사한봄기운과함께만개한윤중제의벚꽃

을내려다볼시간도서서히종점에오고있다.

그간주위의많은병원으로, 내분비내과전문의배출로, 또우리

내분비학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학회, 연수교육 등으로 이제는

내분비진료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그래도

우리내분비의사는관심을가져야한다. 의심을해야한다. 또놓

치지않아야한다. 비싼진료가아니라, 또만져지지도, 촉진되지

도않는모든갑상선에초음파를대는것보다하루100 - 1,000

원의치료가절실히필요한환자를놓치지않아야된다.

세상은돌고환경도변하고인생도변하고흐른다. 76년의역사

와가톨릭의대를대표하던여기성모병원도금년웅장하게신축

된서울성모병원에형님자리를내주고말았다.

그동안의부족한나를, 이루지못한많은일을, 시행착오를안타

까와하지만이렇게멀리서안보이는많은분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잊지않고기도해주심에그나마감사하고위안을받는다.

이제아기예수님오실성탄을앞둔대림절에다시한번지나간

시간을반성하고회개하며착실하게살도록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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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10 여년전이었던가? 

아침 회진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멀리 보이는 독방

유리문으로무표정하게앉아있는약70의할머니한분이보였다.

심근경색 환자 중환자실은 대체로 환자들이 중환으로 라인

몇개의수액이양쪽팔에연결되고, 산소호흡기를하고, 환자는

움직이지못하고누워있게마련이다. 지금도그할머니의모습이

눈에선하다. 처음보았던느낌을이렇게표현해서실례가될줄

모르나 동물원 창살안에 같혀서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누런

뚱뚱한곰같다는느낌이들었다. puffy 한얼굴에, 뻣뻣한머리는

치켜올라가있고, 정말멍하니먼곳을아무표정없이보고있었다.

병실 회진을 돌며 타과 환자들중에서 내분비질환을 발견하던

그속성이바로발동한다. 아! 이것은myxedema ! 먼거리밖에서

느낌이온다. 자연히발걸음은할머니옆에있었다.

우선 햄머로 건반사(biceps reflex)를 해본다. 틀림없는 delay,

delay return reflex. 말한마디대답이느리고쉰목소리,이것으로

진단은끝이다.

이환자는5-6일전가슴이답답하고, 맥박이느리고, 숨이찬증

상으로응급실에왔다. 심전도에서는bradycardia 와함께리듬

이 불규칙했다. 응급실에서 검사한 CPK 597 u/L, LDH 1342

u/L로 상승되어있다. 또 콜레스테롤도많이상승되어있다. 응

급실에서틀림없는심근경색증으로입원했다. 그러나그런대로

지난 5-6 일중환자실에있었지만커다란 event 는없었다. 심

한통증도없이그냥답답하고맥박은느리다. 순환기내과에서

는호전도, 악화도별로없는데, 그런데왜CPK, LDH 가며칠

이지나도안떨어지고제자리걸음이다. 

환자는그날로중환자실을나왔다.

그날에야 검사한 갑상선기능검사는 T3 0.28 ng/dl, T4 0.92

ug/dl, TSH 132 mIU/L 이다. 갑상선호르몬이몸속에거의없

다. 하시모토갑상선염이었다. 약한두달뒤이환자는멋쟁이

할머니로변해있었다. 누런곰이아니라멋쟁이사슴, 앵무새처럼,

차림새도말도낭랑하게빨라졌다

하루약값은씬지로이드0.15 mg/일, 50원이다. 이50원이지옥

에서천당을간다. 

재작년에편지한통이왔다. 

이광우교수님께

교수님 그동안 안녕하세요 ~~~~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하

신지요,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실지모르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김영

국환자였습니다. 에디슨씨환자였습니다.

항상마음속깊이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찾아뵙지못해죄송

합니다.

어려운시기에저의남편이응급실에실려갔을때밤늦은시간에교수

님이달려나오셔서병실에입원시켜주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한데 가끔 교수님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친정아버님같은분이라고요. 고맙고감사합니다. 

교수님, 저의남편이여의도성모병원에있을때저의큰딸이중학교2

학년, 작은아들이12살이었습니다. 지금33살이되었습니다. 결혼해

서딸아이가네살이되었습니다. 아들은서른이되었습니다. 아직결

혼못시키고공부중입니다.

교수님께서저의남편과병원에가면아이들안부를물어보셨지요.

저는부모님이일찍돌아가셔서부모사랑을받지못했습니다. 

교수님환자만돌보지마시고교수님건강도챙기십시오.

두서없이펜을놓겠습니다. 항상건강하세요. 

하나님께기도드립니다

2007년9월20일의정부에서김영국환자처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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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round, Cookie talk, Calcium round, Journal club 이

열리고있으며활발한토의를통해끊임없이연구자를자극하고

동기를유발하는학구적분위기가인상적이었다. 필자로서는다

른어떤연구시설보다그런점이가장부러웠었다. 하지만기초

연구의경우대부분의 research fellow는 자신의 project와 관

련된거의모든실험을혼자서해야되기때문에힘이들기도하

였다. 또, 필자가연수하는동안Kronenberg 교수가주도하여

MGH, Harvard Dental School, Harvard Medical School의

bone-oriented 연구자들이 매월 모여 bone research

workshop을시작하였다. 이런모임을통해최신연구결과들을

들을 수 있었으며 서로에게 자극과 collaboration, synergy를

가져오는계기가됨을느꼈다.

연수도시정보

보스톤은 소박하지만 역사적이며 아름다운 도시이다. New

England라는이름에걸맞게도시전체는고색창연한붉은벽

돌건물과아름다운녹지가절묘한조화를이루고있으며잔잔

히흐르는Charles river는손에닿을듯가깝게느껴진다. 하버

드, MIT, Boston University 등많은대학과 Fenway Park에

서의“Let’s go Red Sox”의함성은고풍스런분위기속에서도

넘치는젊음을느끼게한다. 겨울의혹독한추위와변덕스런날

씨를견딜수있고위에서언급한이모든아름다움이공짜가아

님을깨닫게하는물가만용서할수있다면가족들과보스톤에

서지내는것은그리움과추억을만들기에충분하다. 봄햇살이

내리는Boston Common 공원에서Dunkin 커피를마시며누군

가의詩集을읽었던기억이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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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crine Uni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해외연수기 - Endocrine Unit,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김상완 -  서울의대보라매병원

* 소재 : Boston, Massachusetts, USA

* 연수기간 : 2008.7.21-2009.10.20

* 주관연구책임자 : Henry Kronenberg

연구내용

필자에게주어진project는 lining cell의활성화에대한부갑상

선호르몬(PTH)의효과에대한것이었다. 성숙한조골세포는3

가지의운명중하나를겪게되는데즉, 골세포로분화되거나, 비

활성화된 lining cell이되어기질을분비하지못하는세포로남

아있게되거나죽게된다. PTH는대표적인골형성촉진제로서

여러임상연구를통해골다공증의치료에이미그효과가입증

되었다. 하지만생체내연구를통해골형성에대한자세한기전

이밝혀진것은아직제한적이다. 동물연구를통해PTH는주로

조골세포의증식을자극하고자멸사를억제하여조골세포의생

존을연장시키는효과가있음이알려져있다. 그외에도조골세

포전구세포(osteoprojenitor cell)가조골세포로분화되는것을

증가시키며 파골세포의 활성화에 의해 골기질로부터 조골세포

의분화를자극하는여러성장인자와사이토카인을분비시킨다

는결과들이보고되었다. PTH가 lining cell을활성화시켜골형

성을증가시킬수있다는기전이제시되었으나이에대한연구

들은매우제한적이었고간접적인결과들을제시하였었다. 따라

서필자는Henry Kronenberg 교수와함께과연PTH가잠자고

있는 lining cell을 깨워서기능적인조골세포로활성화시킬수

있는지에대한생체내연구를수행하였다. 우리는먼저그림과

같이 tamoxifen-inducible cre-ERt transgene system을 사

용하여성숙한조골세포에lacZ 유전자를발현하도록하였다. 이

마우스들을 시간 간격을 두고 X-gal 염색을 하여 조골세포가

lining cell로 분화되는지 생체 내에서 추적, 관찰한 후 적절한

시점에anabolic protocol에따라PTH를주사하여 labeling 된

세포의형태학적변화를관찰하였다. 

이외의 project로서

growth plate에서의

Ihh와PTHrP간의독

특한 상호 작용이 다

른 조직에서도 관찰

되는지 알아보기 위

해 PTHrP-lacZ 및

Patched-lacZ 마우

스를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 

연수기관정보

MGH의endocrine unit은Henry Kronenberg 교수가chief로

있으며 20여명의 faculty 대다수가 전세계에서 온 MD 또는

PhD들과함께각각의group을이루어bone과mineral에대한

연구를하고있다. 기초연구는Kronenberg 교수외에Richard

Bringhurst, Marie Demay, Herald Jueppner, Tatsuya

Kobayashi 등이담당하고있으며임상연구자로는PTH의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 효과에 대한 무작위 임상 연구를 주도한

Robert Neer와 Joel Finkelstein이 대표적이며 전임 chief인

John Potts도건재하다. Fuller Albright의영감과재능이느껴

지는 Albright Library 와 conference room, MGH의 상징인

Ether dome을 중심으로 매주 Group meeting, Endocrine

Tamoxifen-inducible Cre-ERt 

transgene system
Henry Kronenberg 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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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ㅣ해외 연수 길라잡이

1. 연수분야선택하기

우선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보통 일반 대학 교수들은 해외에서

학위과정을마치고경력을쌓은후임용되는경우가많다. 하지만

의대는좀달라서레지던트, 펠로우과정을마치면서임용이되

고3-5년이경과하면해외연수를가게된다. 좋은시절엔대개

2년씩해외연수를다녀왔지만그분들이대학의중요역할을하

고있는지금은 1년도많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 심지어없애

려는움직임도있다. 그래서대개일반대학교수는안식년으로

해외연수를나오고, 의대교수는자신의연구분야를찾기위해

연수(교육과정)를나온다.

트레이닝과정, 초기교수생활에서자신의관심분야가정해져

있는경우엔비교적연수분야를선택하는일이어렵진않다. 최

근에는국제적인교류가많고국내에서도못할게없기때문에

최근트렌드를알고그분야의연구를진행하고있는경우도있

다. 하지만그렇지못한경우는연수분야를정하는문제도꽤나

어려운일이다. 처음부터신중하게정해야하는이유는당연히

연수와서시작한일이하고싶었던분야가아니게되면즐겁지

않을것이기때문이다. 연수를와서맘에안든다고다른분야로

옮기는일은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연수분야를정하는문제

는한두달준비해서되는일이아니고꾸준히고민해야하는문

제이다. 간혹‘난 아무거나 괜찮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나그런경우는대학에서연수를승인받기도어렵다.

해외연수길라잡이3부작- 제 1편

출발전준비!!
필자는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C-CH)에서 연수중이다. 

마이클 조던이 나온 학교로 많이 알고 있을텐데 가장 오래된 주립대학으로 공중보건학으로는 2-3위에 드는 대학이다. 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건 크게 나누면 해외 연수를 승인(초청)받는 일과 해외 연수지 생활을 준비하는 일로 나눠 볼 수 있다. 당연히 연수

분야를정하고초청교수를알아보고승인을받는일이더중요한일이되겠지만, 요즘은 생활준비에더많은노력을기울이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준비하는 것이 많이 편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정보는 참고 사항일 뿐

모든 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의사들 중 해외 연수를 마치고 경험담을 담은 책을 출간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면좋겠다.  (현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연수중)

김대중 - 아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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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 Atlanta, GA, USA

* 홈페이지 : http://www.med.emory.edu/

* 주관연구책임자 : Roberto Pacifici M.D. 

연구내용

에모리의과대학내분비학교실의Roberto Pacifici 교수는그간

주로에스트로겐결핍후골소실의기전에관한연구를수행하

였습니다. 에스트로겐결핍으로인하여IL-7의전반적인증가가

일어나고이것을매개로하여T세포의일차적인활성화와IFNγ

의분비가유도됩니다. 에스트로젠결핍은또한생체내의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IFNγ와 더불어 항원 제시

(antigen presentation)를증가시켜T세포활성화를증폭합니다.

최종적으로 활성화된 T세포는 파골세포 유도인자인 TNF,

RANKL를 과발현하여 골흡수를 유도하고, 또한 TNF는 기질

세포나 조골세포에 작용하여 RANKL, M-CSF 발현을 증가

시켜파골세포생성을더욱증가시킵니다. 2000년대중후반까지

주로이러한내용을연구하고발표하였는데이를뒷받침할실제

인체연구가아직부족하고다른연구자들이유사한동물실험

에서이러한가설이유효하지않다는결과를보고한것을감안

하면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한편 제가 2008년 초에 도착하였을 때, 이 교실의 주된 연구

주제는 부갑상선호르몬(PTH)이 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T세포의역할에관한것이었습니다. 부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PTH는 골소실을 유발하는데, PTH가

T 세포와 조골세포간의 CD40L-CD40 신호전달을 유도하여

조골세포의 파골세포 활성 능력을 배가 시키고 T세포가 없는

생쥐의경우PTH에의한파골작용이나타나지않는다는실험이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간헐적인 PTH 투여에 의한 조골

작용의기전에관한연구에참여하였는데, T세포가없는유전자

제거생쥐에서PTH의동화작용(anabolism)이나타나지않음을

관찰하였고 간헐적 PTH의 골형성을 위해서는 PTH에 의해

유도되는CD8 T세포의wnt10b 발현이필요하다는증거를찾는

실험을진행하였습니다. 

Pacifici 교수의연구실에는실험방법론에관한제안을담당하는

조교수와 직접 실험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조교수가 각각 한

분씩있으며박사후연수과정에저를포함하여3명, 그외전반

적인실험실관리를하는기사한분이함께연구를하였습니다.

관리가 잘되는 독립된 동물 실험실과 실험실 자체로 보유한

micro-CT 및이를운용하는전임기사가있는것은인상적이었

습니다.    

연수기관생활정보

에모리대학은미국동남부의거점도시라할수있는조지아주

아틀란타에위치하고있습니다. 미국의주요항공사중하나인

델타의 거점도시이자 코카콜라, CNN, UPS, Home Depot와

같은유수한기업의본사가위치한곳이기도합니다. 코카콜라와

같은대기업들이대학이나문화기관에기부를많이한다고하며

에모리대학의주요건물도기업들에서희사한것이많았습니다.

아틀란타는봄여름이면마치수목원과같이숲이우거진자연의

도시이며의식주에있어전반적인생활비가다른지역보다저렴

하다고합니다. 집값이싸고기후조건이양호하여미국내많은

한인들이 은퇴 후 생활을 위하여 이주하는 도시인 만큼 한인

생활권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또 한가지 장점일수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이 연수지일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 근처에 거처를

얻게되는데, 제경우에는아이들의중학교학군이마땅치않아

30분 거리의 교외에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이

흔히 선택하는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를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개인주택을 얻게 되었는데 앞뒤 마당이 넓은 큰집이었고 잔디

관리때문에고생좀했던기억이새롭습니다.     

해외연수기 -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백기현 - 가톨릭의대성모병원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연수를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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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해결하려하지말고같은과선임교수나타대학교수들의

도움을꼭청하도록해야한다. 다른과교수들의경험도들어보

면좋다. 앞서얘기한것처럼대가밑에가야많이배울수있겠

다는생각을하기쉽지만, 가서보면자동차수만개의부속품중

하나같은느낌을받기쉽다. 큰연구테마중아주일부작은연

구를하다오기가쉽고, 어쩌면 1-2년열심히했지만결과가나

오지않고실패한연구를하고오는수도있다. MD 교수가PhD

교수보다좋다는둥, 대가또는노(老)교수가좋은가젊은신진교

수가좋은가등등많은얘깃거리가있지만일관성있는답변은

없고개인경험일뿐이다. 이름있는큰대학이좋은가아니면작

은대학도괜찮은가도역시쉽게답변하기어려운주제이다.

5. 연수내용(방법) 정하기

표현하기가좀어렵긴한데, 연수교수를정할때동시에고려해

야할중요한것중하나가연수방법이다. 크게나누면실험실

연구, 임상경험(참관), 역학연구등으로나눠진다. 흔히연수하

면쥐실험이나세포실험등실험실연구만생각하기쉽다. 자기

의취향, 연구분야에따라서다르겠지만다그런연구만하고있

는건아니다. 앞서연속성을언급했는데, 연수를마치고돌아와

서같은연구를지속할수없는경우라면약간낭비가되는측면

도있다. 그야말로연수를가기위한‘어쩔수없는선택’이될

수있다는얘기다. 막상실험실연구를와서하는교수들의모습

을보면항상좋은것만은아니다. 초청교수의성향에따라서는

굉장히열심히연구만해야하는, 그래서한국에서보다더열심

히일하는경우도볼수있다. 자신과가족이원하는바가그렇다

면상관없지만자신의생각과가족의생각이다르다면문제가

생길위험이높다.

간혹임상참관 (Clinical Observation) 연수를오는경우가있

다. 해당분야의최신시스템을보고배우고느끼는연수이다. 잘

구조화되어 있는 당뇨병센터에서 1년간 그들의 시스템을 보고

배우는연수를하는경우를예로들수있다.

요즘은역학연구를위해연수를나오는경우도많다. 필자는지

금 영양학과(Nutriton)에 와 있다. 초청교수가 영양역학

(Nutritional Epidemiology)을하는분으로만성질환발생에서

영양이차지하는역할을연구하는분이다. 미국엔수십년간진

행되고있는코호트(Cohort) 자료가많다. 필자는지금특정영

양소, 미네럴섭취습관이당뇨병발생위험을줄이기도하고높

이기도한다는그런내용의연구를진행하고있다. 코호트자료

를축적하는연구를하는건아니고, 기존에모아진데이터를분

석하는연구를하고있다. 주로컴퓨터앞에앉아서자료찾고논

문읽고, 논문계획서쓰고, 데이터통계분석하고논문쓰는그

런일이다.

어느것을택하던상관없지만목표가분명해야한다. 하지만그

냥1-2년놀다오겠다는생각은절대금물이다. 간혹연수대학

에서좋지않은모습을보여다시는한국출신을받지않겠다고

하는경우가있다. 나한테누가초청교수로왔는데, 아무것도안

하고놀다가돌아간다고생각해보면이해할수있다. 의대가아

닌다른분야중대학이연수를빌미로장사를하는경우도있다.

연수를받는대신비용을지불해야하는것이다. 그런경우를제

외한다면최선은못하더라도일정부분기여하는바가있어야

좋은선례가되고다른후배들에게도연수의기회가제공될수

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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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지원서 (자기소개서) 및이력서작성하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연수지원서(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이다.

특별한양식은없다. 하지만자기소개서를얼마나잘쓰느것이

중요한지는학생을선발하는일이나연구원, 직원을뽑는일에

참여해본교수라면쉽게느끼게된다. 처음보는사람을뽑는데

얼마나신중하게접근하겠는가? 내가연구원을뽑는다고생각하

고최선을다해서써야한다. 그동안한국에서어떤연구를해왔

는지, 그래서어떤논문을발표했는지, 앞으로어떤연구를해보

고싶은지, 열심히하겠다는적극성과각오가담긴자기소개서

를만들어야한다. 안식년으로쉬러가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영문이력서도급하게준비하려면내용이부실해지기쉽다. 교

수임용때부터꾸준히자신의이력서를관리해두면좋다. 그럴

때외국교수들의이력서를미리얻을수있으면좋은참고가된

다. 학력, 경력은기본이고, 그동안쓴논문(국내논문도영문으

로작성)이나출판물리스트, 해외학회에서발표했던초록리스

트, 참여했던연구프로젝트, 연구비수혜실적등을포함하면좋

다. 당연히내용이많은이력서를보면좀더손이가는건인지상

정이다. 이런서류는대학에서연수를승인받을때도필요하다.

연수를신청하면다보내주는게아니고준비가된사람을선발

하기 때문이다. 필자 대학에서도 연수를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반정도되었고, 그러다보면가고싶은시기를놓치는경

우도생긴다. 다음해에신청하면다른연구원이있어서초청받

지못하는경우도생길수있다.

3. 영어공부하기

자기의연구분야를선택하는것만큼어려운게영어공부하는

일이다. 어려서부터영어말하기에익숙한사람은정말행운아

다. 필자는고등학교때영어를제일싫어했다. 언어에능력이없

었기때문에피하다보니영어말하기에심각한장애(?)가있다.

교수임용되는시점부터영어공부를시작해야한다. 외국인교

사를매주1-2회병원으로찾아오게해서1-2시간씩말하기연

습을하는게필요하다. 평소는자신의영어실력을키우고, 나중

엔자기소개서, 이력서영문교정도하고, 이메일보내기, 답장

하기등등영어자문을받을수있다. 자선사업도아니고, 의사

소통도안되는사람을누가뽑아주겠는가?

4. 연수교수(대학) 선택및지원하기

일단 연수 분야가 정해지고 관련 서류가 준비되면 가고 싶은

교수(대학)를알아봐야한다. 물론서류준비와동시에이뤄질일

이다. 주변에같은분야연수경험자(교수)들의의견을많이들어야

한다. 가장손쉽고안전한방법은인맥을이용하는것이다. 연수를

마치고떠나는사람이후임연구원을추천해주는경우도많다.

당연히초청교수입장에서는연구의연속성이보장되는일이고,

소개받는경우에서로실망하지않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이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알아보는방법을택하고있다. 평소인맥관리를잘했는지,

평소주변사람들에게잘했었는지여기서밝혀지게된다. 말은

많이해도추천해주지않을수있다. 

요즘은 먼저 연수 도시부터 정하고 덤비는 경우도 있다. 워낙

가족과생활하는것에중요성이강조되고아이들의어학연수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사실 연수의 본래

목적과는 관계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지역을 먼저 정하는 건 성사되면 다행이지만

확률이떨어진다. 실망도크게된다. 

추천을받는경우는대개하나씩하나씩접근한다. 하지만직접

알아보는경우는2-3명의교수를선택해서이메일을하면좋다.

우리는흔히그러면안되는것으로알지만, 대학입시에서여러

군데 지원하는 것과 같다. 능력이 많아서 여러 군데에서 와도

좋다는 회신을 받으면 그 중 최선을 선택하고 다른 교수에겐

정중히편지를보내면된다. 대개대가들에게가서연수를하고

싶어하겠지만이런분들은이메일에회신도잘안해줄가능성이

높다. 그렇기때문에여러군데동시에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해외학회에갔을때인사를드리고연수의향을타진하는방법도

좋다. 소위 즉석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이메일을 보내고 마냥

기다리면안된다. 1-2주후답신이없으면다시이메일을해야

한다. 요즘은대학홈페이지가잘되어있고, 해당교수가속한

과의비서이메일, 연락처가같이소개되어있기도하다. 그런경우

비서에게연락해서자초지종을설명해서진행을빨리하는방법도

좋다.

이과정에서자신이얼마나부족한지실감하게된다. 약간자괴

감이들기도하지만그래서연수를가는구나생각하는게편하다.

수차례실패하는경험을할수도있겠지만계속찾아봐야한다.

▲ UNC-CH은 농구가 유명하지만,

미식축구에도 대단히 열광적이다. 

대학교 한 가운데 있는 미식축구장

에서 찍은 사진이다.

◀ UNC-CH의 상징 건물중 하나가

바로 Bell Tower 이다.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재활의학과에

연수와 있는 대학 선배. 같이 점심

먹고 교정을 산책하다가 찍은 사진

이다.

K•E•Sㅣ해외 연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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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수시기정하기

당연히소속과, 소속대학의상황에따라연수시기가정해지겠

지만, 요즘은연수시기를정할때아이의나이, 학년을많이고

려해서 정하고 있다. 대개 30대말 40대초에 연수를 많이 가고

있고, 아이들이대개초등학생인경우가많고중학생, 유치원생

인경우가있다. 미국을예로들면 8월말에학년이시작된다. 6

월중순에여름방학을하고2달이상쉰다. 그리고겨울엔 12월

말에2주간방학이있고개학을한다. 당연히학년이시작될때

같이들어가는것이가장좋기때문에여름에연수를출발하는

경우가대다수이다. 한국에서학교가방학을하는7월중순이후

부터8월말까지가가장많다. 하지만여러여건상겨울에오는

경우도한20% 정도는되는것같다. 개학하기전아이의적응

을위해적어도2주내지한달정도는미리들어오는것이좋다.

좀더적극적으로생각하는분들은summer camp 라고하는방

학중 프로그램을 미리 미리 신청해서 자녀의 적응력을 키우는

것도도움이된다.

7. 연수지가결정된후의할일

연수지가결정되고초청장을받고나면중요한일은거의다한

셈이다. 초청에필요한서류를작성해서다시보내면최종적으

로J1 비자서류를보내준다. 미국으로가는경우주한미국대사

관에서비자면접을하고비자를받는다. 대개의대교수이면서

미국소재대학교로가는목적이분명한비자신청의경우별질

문도없이통과된다.

그러고나면출국2개월정도전부터생활에필요한준비를하게

된다. 연수경험을담을책을구입해서참고해도좋고, 선배들의

경험담을담을파일을입수해도좋다. 인터넷에가면해당지역

연수, 유학생들을위한카페, 블로그들이많이있다. 생활에필요

한정보는지역마다도시마다많이다르기때문에구체적인준

비를해야한다. 그때는가능하면연수갈곳에서현재연수중인

분을찾아서자문을구하는것이제일좋다. 이때도역시인맥이

많은도움을준다.

구체적인 생활 준비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담기는어렵다. 비행스케줄예약, 아파트계약, 차량구

입, 아이가있는경우학교서류준비, 은행업무및환전, 건강보

험가입, 살림살이미리부치기, 생활에필요한것 (전기, 전화,

TV 등) 구입및신청등. 미리미리준비한만큼연수지에서초기

에당황하지않을수있다는말로줄이고싶다.

이제막교수의길에들어섰던지해외연수가가능한종합병원

에계신회원들에게이글이연수를준비하는데조금이나마도

움이되길바란다. 최신약물소개

1. 자누메트는?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dipeptidyl peptidase-4

(DPP-4) 억제제인 시타글립틴(sitagliptin)과 인슐린저항

성을개선시키고당뇨병치료에근간이되는약물이메트

포르민(metformin)의 복합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구용

혈당강하제를단독으로사용하는경우장기적인혈당조절

을지속적으로달성하거나유지할수없는경우가흔합니

다. 따라서서로다른작용기전을가진약물을병용하는것

이혈당조절을더용이하게하며, 또고용량으로인한약물

의부작용을줄일수도있습니다.

2. 이 약제의장점은?

DPP-4 억제제는 내인성 glucagon-like peptide-1

(GLP-1)을증가시키는약제입니다. GLP-1은혈당에연동

하여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는 억제시

키며, 췌장베타세포에대한보호효과가있는것으로생각

됩니다. 메트포르민은당뇨병의중요한병인인인슐린저항

성을개선시키며간에서의포도당합성을억제하고, GLP-1

의 합성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시타글립틴과 메

트포르민의병용은제2형당뇨병에서가장중요한병태생

리인 베타세포기능장애, 인슐린저항성, 간 포도당합성 증

가의문제를한꺼번에해결할수는방법으로, 비교적초기

(췌장베타세포회복의 reversibility가 남아있는)의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이상적인초기치료방법이될수있습니

다. 특히 다른 당뇨병치료제의 부작용인 체중증가나 저혈

당이없으므로, 환자의치료순응도를높일수있습니다.

3. 사용법은?

초기용량으로자누메트50/500 mg을1회1정씩, 하루2회

복용하며, 필요한 경우 자누메트50/1000 mg으로 증량할

수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시타글립틴과메트포르

민의병용에만보험적용이되므로, 자누메트만으로충분한

혈당조절을할수없는경우타약제(설포닐우레아등)를추

가할때는보험급여가되지않으므로처방하실때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수경

CHA의과학대학교

자누메트(JanumetⓇ) MSD
*성분: Sitagliptin 50 mg + Metformin 500, 850, 또

는 1000 mg의 복합제.

제형: 자누메트 50/1000 mg은 빨간색으로 한 면에

577이 새겨진 타원형의 필름코팅정. 자누메트

50/500 mg은 밝은 분홍색으로 한 면에 575가

새겨져 있고, 50/850 mg은 분홍색으로 한 면에

515가 새겨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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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약제의장점은?

통상적인스타틴제제의상용량과비교하였을때, LDL-콜레스

테롤감소효과는거의유사하며(-38%), 트리글리세라이드를감

소시키거나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정도는 레스콜 엑

스엘이더우수한것으로보고되었습니다. 특히레스콜엑스엘

의장점은스타틴사용의가장큰걸림돌인근병증의발생이다

른스타틴제제에비해훨씬낮다는것입니다. 현재사용되는상

당수의스타틴제제는 cytochrome P450 3A4 (CYP3A4) 효소

들을통해대사가이뤄지는데, 동일한경로로대사되는다른약

제들과 병용 사용시 스타틴의 혈중 농도가 증가되고 근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스콜 엑스엘은 CYP2C9를 통해

대사가이뤄지므로근병증의발생위험이매우낮습니다. 최근

보고에의하면다른스타틴제제들을사용할경우10~18% 정도

의환자들에서스타틴과관련된근육증상이나타나는데, 레스

콜엑스엘의경우에는5.1%에불과하다고보고되어안정성을입

증받았습니다. 특히기존의다른스타틴제제를사용했을때근

육관련부작용으로스타틴복용을중단했던환자들에게레스콜

엑스엘을투여했을때도17%의환자들에서만관련증상이나타

났고, 4%의환자들에서만약물투여를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레스콜엑스엘은타스타틴제제와동일한콜레스테롤개선효

과를보이면서도안전성은더우수한약제입니다.

3. 복용방법은?

1일 1회 80 mg을 복용하며, 일정시간에음식섭취와관계없이

복용할수있습니다.

4. 부작용은?

스타틴제제라면모두발생시킬수있는부작용으로, 간효소수

치를증가시킬수있고, 드물게근육병증이발생할수있습니다.

그러나가장심각한근육병증인횡문근융해증은레스콜엑스엘

로유발되었다는보고는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고령, 여러장

기들에심한손상이있을때, 알코올중독, 수술전후, 과거근병

증의병력, 특정약물들(fibrate, antifungals, macrolide 등)과

병용투여해야할때는주의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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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용및주의할점은?

메트포르민이포함된약제이므로, 이와관련된주의점은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장애(크레아티닌 수치가 남자에서 1.5

mg/dL 이상, 여자에서는 1.4 mg/dL이상)가 있거나심한울혈

성심부전환자등에서는사용하지말아야합니다. 시타글립틴과

관련되어서는박리성피부질환을포함하는과민반응, 상기도감

염, 간효소치상승및급성췌장염에대한부작용이보고되고있

습니다. 

1. 인히베이스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을억제하여강력한혈

관확장작용을보입니다. 인히베이스는심부전, 심근경색후, 관

상동맥질환고위험군, 당뇨병및만성신장질환등을갖고있는

환자에서우선적으로추천되는항고혈압제이며, 재발성뇌졸중

의예방등에도적응증을갖고있는약물입니다.

2. 이 약제의장점은?

ACE 억제제중가장높은ACE 친화력은갖고있어, 가장강한

potency를보이며따라서가장적은용량인2.5 mg을사용합니

다. 혈압조절이외에도심실비대및심실이완기능을개선하고,

고혈압으로인한여러합병증(만성신질환, 뇌졸중등)을예방하

며, 경피적관상동맥시술후사망률과이환률을감소시킵니다.

또한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내피세포 기능을 호전시키며, 인슐

린감수성을증가시킵니다. Prostacyclin 생성을증가시켜항응

고작용을보인다는보고도있습니다. 그 외만성신질환환자에

서사구체여과율을증가시키고, 뇌졸중환자에서뇌혈류예비능

을개선시키는효과도갖고있습니다. 따라서고혈압치료이외

에혈관, 신장, 심장등말초장기를보호하는효과를갖고있다고

생각할수있습니다.

3. 사용방법은?

본태성고혈압의경우1회2.5~5 mg을하루1회투여하며, 신성

고혈압의경우에는1회0.5 mg으로시작하고이후개인별로용

량을조절합니다. 정상혈압을보이나단백뇨가있는당뇨병환

자에서는1 mg의소량부터투여합니다. 식사와는무관하게복용

할수있습니다.

4. 부작용은?

다른ACE 억제제와동일하게마른기침이가장흔한부작용입

니다. 마른 기침은 bradykinin의 증가로 인한 것이지만,

bradykinin의증가는혈관확장등의주된기전이기도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angiotensin 수용체 차단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수있습니다.

1. 레스콜엑스엘은?

HMG-CoA reductase 억제제로고콜레스테롤증치료제입니다.

그리고최근에는관상동맥질환환자의경피적관상동맥삽관술

후심혈관사고의재발을예방하는데도사용되고있습니다.

인히베이스(InhibaceⓇ) 제일약품
*성분: Cilazapril 0.5, 1, 2.5 mg.
*제형: 각각 백색, 미황색, 담홍색의원형필름코팅정

레스콜엑스엘(Lescol XL) Novartis
*성분: Fluvastatin 80 mg
*제형: 황색의원형필름코팅서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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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길교수

신임대한비만학회회장으로CHA의과학대학교최영길교수가선출되었다. 

임기는2010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 1년동안대한비만학회를위해활동하게된다. 

정민영교수

신임대한당뇨병학회회장으로전남의대정민영교수가선출되었다. 

임기는2010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 1년동안대한당뇨병학회를위해활동하게된다. 

박성우교수

신임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으로성균관의대박성우교수가선출되었다. 

임기는2010년1월부터2011년12월까지이며, 2년동안대한당뇨병학회를위해

활동하게된다. 

회
원
동
정

K•E•Sㅣ내과분과전문의제도소개및 2010년도고시위원회연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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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분과전문의인정자격시험및갱신안내•

1. 분과전문의인정자격시험

1) 일정 : 매년 7월 두번째주토요일시행

2) 응시자격 : 내과전문의로서 지정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내과분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동안 실무에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자 (단, 해외연수로인하여자격인정시험에응시하지못한자는증빙

자료를제출하여심사후응시자격을부여함.)

3) 자격인정시험기준

※“내과분과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동시행규칙”

재개정판7판참조<2009년 3월 발행>

4) 시험 배점 : 필기시험은 80점 만점, 구술시험은 20점 만점으로 한다.

합격 결정은 필기시험 40점 이상, 구술시험 10점 이상 합하여 60점

이상으로한다.

2. 분과전문의자격갱신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한다. 단, 60세 이상은 평점취득및 갱신관련의무를면제한다. 1년

이상의장기해외체류자의경우는그기간을계상하지아니하며해당자는

별지제15호 서식에의한증빙서류를이사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2년간 자격갱신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2년간

신청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내과분

과전문의자격을다시인정받을수있다.)

* 자격갱신의서류전형에불합격한자는내과분과전문의자격을상실하며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

격한 자는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

받을수있다.)

3. 평점및인정학회/인정학회지

1) 평점

①연수교육 : 국내학회/연수강좌는평점카드사본, 국제학회는명찰또는

참석확인증제출

사전승인된연수강좌, 실습 1평점/1시간 (1일 상한 6평점)

인정학회 2평점/1일, 관련학회 1평점/1일 ; 단, 학술대회제1발표자

(구연, 포스터)는 1평점가산.

②논문 : 인정 혹은관련학술지에게재된논문(원저, 종설, 증례)에 한하여

인정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계산.

공저인경우제1저자와교신저자는가산점수 2평점을더준다. 

종설 및증례보고는원저평점의 50%를계산한다.

2) 인정/관련학회및인정학회지

* 국내관련학회는대한의학회인정학회중내분비대사분야학회에한한다. 

기타관련학회및연관학술지는문의시분과전문위원회심사를통하여결정됨

수련내용 기 준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 1년 중 10평점 이상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간 20평점 이상 (학술대회 참석평점

불인정)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이내에 제 1발표자로서 내과학회 또는 인정

학회에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발표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이내에 규정집(별표2)에 명시된 학술지로 제 1

저자 논문(원저·증례)을 게재. 8평점이상 취득

(단, 2011년도부터는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

의 학회지 1편을 포함하여야 함) 

학술회의

수련기간 1년 중 분과위원회 인정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8평점 이상) 또는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전 2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참석

인 정 학 회 관 련 학 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

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내분비외과학

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한일당뇨병심포지엄, IDF-

WPR, 세계당뇨병학회, 미국당뇨병학회, 유럽당뇨병

학회, 아세안내분비학회, 미국내분비학회, 유럽내분비

학회, 세계내분비학회, 세계갑상선학회, 세계비만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갑상선학회, 미국골대사학회, 유럽

갑상선학회, 일본내분비학회, 미국갑상선학회, 일본당

뇨병학회, 일본갑상선학회, 세계골다공증학회, 북미폐

경학회, 미국비만학회, 유럽골대사학회, Immunology

of Diabetes Society

학 술 지

대한내과학회지, 대한의학회지, 당뇨병, 대한내분비학회지, 대한비만학회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골대사학회지, 대한노인병학회지, 대한폐경학회지, 

대한내분비외과학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Diabetes, Diabetes Care,

Diabetologia, Diabetes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Thyroid,

Endocrinology, Clinical Endocrinology,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Journal of Bone and Mineral

Research,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su

에 등재된 학술지

••2010년고시위원회연간계획••

2010. 06.    분과전문의수련병원심사

2010. 07. 10  제 14회 분과전문의자격인정시험

2010. 10. 대한내과학회추계학술대회전임의연수강좌

2010. 11.       분과전문의자격갱신심사

회
원
동
정

장학철고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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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ㅣINFORMATION2009년도하반기수상자명단/  2010년도행사일정 2009, 2010년도지회소식/  유관학회 행사안내

2009년도 대한내분비학회대구/경북 지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12월 2일(수) 11월 집담회 대구파티마병원 3층제1 세미나실

2009년도 대한내분비학회충청지회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9월 26일(토) 정기모임및특강 대전리베라호텔

10월 17일(토) 등반 홍성용봉산

12월 18일(금) 정기모임및증례토의 건양대학교병원

2010년도 대한내분비학회 행사일정

남곡학술상

소속및성명 : 서울의대내분비내과장학철

논문제목 : Subsequent pregnancy after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frequency and risk factors for

recurrence in Korean women 

국외학술상

소속및성명 : 울산의대내분비내과김원구

논문제목 : Change of Serum Antithyroglobulin Antibody Levels Is Useful for Prediction of Clinical

Recurrence in Thyroglobulin-Negative Patients with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국내학술상

(1) 최우수상

소속및성명 : 영남의대생리학교실배장호

논문제목 : OLETF 쥐에서 Naloxone의 MTII에 의한식욕억제증가효과

(2) 우수상

소속및성명 : 계명의대내분비내과윤태승

논문제목 : 알파-리포산이 HepG2 간세포에서 SREBP-1c 발현에미치는효과

소속및성명 : 경기대학교이과대학화학과신철호

논문제목 : 스트렙토조토신유발당뇨병백서의산화스트레스에대한 S-Allylcysteine의 영향

소속및성명 : 전북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구강생리학교실바타라이저나던

논문제목 : 성선자극호르몬유리호르몬신경세포에서성장에따른키스펩틴의효과

소속및성명 : 울산의대내분비내과최현정

논문제목 : 심바스타틴이미분화갑상선암세포주의성장및침습에미치는영향

날 짜 행사명 장 소

3월 14일(일) 제30회연수강좌 중앙대학교병원동교홀

4월 29일(목)~5월 2일(일) 춘계학술대회및제31회 연수강좌 그랜드힐튼호텔컨벤션센터

7월 2일(금)~3일(토) 제8회전임의연수강좌 미정

11월 18일(목)~21일(일) 학연산/추계심포지엄및제32회연수강좌 대구엑스코

3월, 5월, 7월, 9월, 11월 2010 학술집담회 미정/세부일정은해당월공지, 홈페이지참조

날 짜 행사명 장 소

2월 20일(토)~21일(일) 골다공증전문가교육과정 인천송도쉐라톤호텔

4월 25일(일)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구 강남성모병원) 성의회관

9월 연수강좌 미정

12월 4일(토)~5일(일) 추계학술대회및연수강좌 그랜드힐튼호텔

2010년도 대한골다공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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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충청지회

2009, 2010년도 대한내분비학회부산/울산/경남지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9월 29일(화), 10월 27일(화), 
2009년 하반기집담회 부산롯데호텔 42층

11월 23일(월), 12월 3일(목)

매월 마지막주화요일 2010년 집담회

2010년 3월 7일 (일)
영남지회연수강좌

부산대학병원응급센터

2010년 3월 14일 (일) 영남대학교강당

6월예정 당뇨병교육자연수강좌

9월예정 당뇨병교육자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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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행사명 장 소

2009년 11월 19일~21일(목~토) 제15차 한일심포지엄및제35차 추계학술대회 제주 ICC

2010년 1월 23일~24일(토,일) 제8회 2030캠프 대웅경영개발원

5월 6일~8일(목,금,토) 제23차 대한당뇨병학회춘계학술대회 그랜드힐튼서울호텔

10월 16일~17일(토,일) 제36차 대한당뇨병학회추계학술대회 부산벡스코

10월 18일~20일(월,화,수) 8th IDF-WPR 부산벡스코

2009/2010년도 대한당뇨병학회

날 짜 행사명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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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00 여명의 국내, 외국 학자들이 참석하여 '염증과 동맥경화' 주제로 6 session의 심포지움과 2개의 워크샵, 또한 구연 및 포스터 발표를

통해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첫날 기초연구 워크샵에서는 심혈관질환 치료물질 개발을 위한 활성 측정

및진단을위한연구기법들이논의되었고, 식품영양워크샵에서는심혈관질환관리를위한식이조절에대한활발한토론이있었으며, 산화 스트

레스, 지방 섭취와동맥경화에대한심포지움이있었다. 

둘째날에는동맥경화와관련된지방대사, 혈관 염증, 염증과관련된지질대사그리고동맥경화에대한역학자료등이발표되었고, 토론과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둘째날 오후에는“이상지질혈증의 적절한 치료지침”에 대하여 유관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장학회, 한국영양학회) 토론회가열렸다. 

이외에도학회에서전국적으로실시예정인개원의사를대상으로하는이상지질혈증치료교육에대한학회프로그램소개와논의가있었다.  

8월 29일, 11월 14일 2009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조선대학교의성관, 

=> Lipid Management Course 연수교육 분당서울대학교병원대강당

2009년 8월 29일 조선대학교 의성관, 11월 14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개원의를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치료를 위해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트렌드를전파하는 '지질관리전문가과정' 연수교육을개최하였으며참석한선생님들께수료증을발부하였다.

2009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당뇨병학회 제15차 한일심포지엄 및 제35차 추계학술대회

1월 - January

11~15 (ACC) 41st Annual Cardiovascular Conference at Snowmass Snowmass, Colorado, USA

17~21 (ISE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dovascular Therapy Hollywood, FL

28~30 1st International Congress on Abdominal Obesity Hong Kong, China

28~30 (CCT) Complex Cardiovascular Therapeutics 2010 Kobe, Japan

2월 - February

10~13 (ATTD)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Technologies & Basel, Switzerland

Treatments for Diabetes

21~23 (CRT) Cardiovascular Research Technologies Washington DC, USA

3월 - March

4~6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ypertension, Lipids, Diabetes Berlin, Germany

& Stroke Prevention 

5~7 (JCS) 74th Japanese Circulation Society Kyoto, Japan

9~12 (ISCD) 16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Densitometry San Antonio, Texas, USA

14~16 (ACC) 59th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tlanta, Georgia , USA

15~18 (BES) Society for Endocrinology BES 2010 meeting Manchester, UK

15~19 (NCOA-ASA) National Council on Aging and American Society on Aging Chicago, USA

17~20 (ACOOG) American College of Osteopathic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New Orleans, USA

20~25 (WCIM) World Congress Of Internal Medicine Melbourne, Australia

24~28 (ACMG)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lbuquerque, New Mexico

26~30 (ICE)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 the 83rd Annual Meeting Kyoto, Japan

of the Japan Endocrine Society (ENDO)

4월 - April

8~10 (AMWC) 8th Anti-Aging Medicine World Congress Monte-Carlo, Monaco 

8~11 (WCPD) 6th World Congress on Prevention of Diabetes and its Complications Dresden, Germany

9~11 107th Japanese Society of Internal Medicine Tokyo, Japan

18~22 (AAES) American Association of Endocrine Surgeons Pittsburgh, PA, USA

22~24 (ACP)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Internal Medicine 2010 Toronto, Canada 

23~27 (ACRP) Association of Clinical Research Professionals 2010 Tampa, FL, USA

24~28 (ECE) 12th European Congress of Endocrinology Prague, Czech Rep.

5월 - May

1~3 (LWPES) 2010 Annual Meeting of the Lawson Wilkins Pediatric Endocrine Society Vancouver, Canada

1~4 (ASH) 25th American Society of Hypertension New York, USA

5~8 (IOF) (WCO)-(ECCEO10)- World Congress on Osteoporosis and 10th European Florence, Italy 

Congress on Clinical and Economic Aspects of Osteoporosis and Osteoarthritis

12~16 7th Metabolic Syndrome, type II Diabetes and Atherosclerosis Congress Marrakesh, Morocco

13~15 (ESES) 4rd Biennial Congress of European Society of Endocrine Surgeons Vienna, Austria

날 짜 행사명 장 소

1월 24일(일) 2010년도울산 Clinical Osteoporosis Update 울산(롯데호텔샤롯데룸) 

1월 26일(화) ‘한국인의골다공증역학’대한골대사학회 서울신라호텔(본관3층 라일락룸)

-건강심사평가원공동연구과제 발표회

2월 26일(금)~28(일) 동계 발전세미나

3월예정 2010년도골대사지방심포지엄 창원, 마산지역

5월 15일(토) 대한골대사학회제22차 춘계학술대회 쉐라톤워커힐호텔

6월예정 Korean ISCD (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Densitometry) course 추후공지

2010년도 대한골대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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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디자인공모

회원여러분의봄과관련한사진과사진에얽힌에피소드를공모합니다.

재미있는사진몇장과함께사진에얽힌사연을적어(자유형식) 학회이메일로보내주세요. 

학회이메일로보내주신내용중재미있는사진과내용을선정해서이번봄호의표지에실어드리고

학회에서마련한소정의선물을보내드립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내분비소식지에서는회원님들의의견이나진료중있었던사연, 주변이야기등, 회원님들과공유할만한좋은

내용이나아이디어를받습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분은학회E-mail(endo@endocrinology.or.kr)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

6월 - June

16~19 (WCC) World Congress of Cardiology Scientific Sessions 2010 Beijing, China 

19~22 The Endocrine Society - (ENDO) 2010 San Diego, USA

20~23 (EAS) The 78th European Atherosclerosis Society Hamburg, Germany

25~29 (ADA) 70th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Orlando, Florida, USA

7월 - July

11~15 (ICO) 11th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Stockholm, Sweden

21-23 (JSBMR) The 28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society for bone and Tokyo, Japan

mineral research

8월 - August

28~1 (ESC)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Congress 2010 Stockholm, Sweden

9월 - September

5~8 (ESPEN) 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Nice, France

11~16 14th International Thyroid Congress Paris, France

20~24 (EASD) 46th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Stockholm, Sweden

21~24 (EFIM) 9th Congress of the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 Stockholm, Sweden

22~25 (ESPE) European Society for Pediatric Endocrinology 2010 annual meeting Prague, Czech Republic

22~25 (ISA) International Symposium on Atherosclerosis Istanbul, Turkey

23~25 (EGREPA) European Group for Research into Elderly & Physical Activity Prague,  Czeque Republic

26~28 6th Amsterdam Menopause and Women's Health Symposium Amsterdam, Netherlands

29~1 (EUGMS) European Union Geriatric Medicine Society Dublin, Ireland

10월 - October

6~9 (NAMS) 21st North American Menopause Society Chicago, USA

8~12 The Obesity Society Annual Scientific Meeting San Diego, USA

17~20 8th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Western Pacific Region Congress (IDF-WPR) Busan, Korea

21~23 (IDOF) 2010 - 1st International Diabetes and Obesity Forum Athens, Greece

27~30 (ISPAD) 36th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 Adolescent Diabetes Buenos Aires, Argentina

11월 - November

13~17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 Chicago, USA`

12월 - December

2~5 (AOCE) The 14th Asia-Oceania Congress of Endocrinology Kuala Lumpur, Malaysia

10~13 IOF (the 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Regionals 1st Asia-Pacific Singapore

Osteoporosis Meeting

이 사 김덕윤 (경희의대)

간 사 박철영 (성균관의대)

김경원
(서울의대)

이우제
(울산의대)

조재형
(가톨릭의대)

김경욱
(연세의대)

노정현 오기원
(인제의대) (성균관의대)

김종화 김지훈
(부천세종병원) (홍익병원)

원종철
(인제의대)
원종철
(인제의대)

전 숙
(경희의대)



“좋은농부의채소가
맛도있고영양도있다”

남을배려하는마음을가진사람만이리더가될수있다. 

리더는남의어려움과아픔을자신의아픔과같이느낄수있는따뜻한마음을가지고있다. 

불교에서는이를자비(慈悲)라하고, 유교에서는남을불쌍히여기는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한다. 

자비나측은지심은바른인성을가진사람에게서나온다. 

우리가먹는농작물역시좋은성품을지닌농부가정성과사랑을가지고재배한것이라야몸에도좋고, 맛도있다. 

상추농사로 100억원대매출을올리고있는장안농장의류근모사장은“좋은성품을지닌농부가좋은땅에서재배한채소가

맛도좋다. 나쁜마음으로기른채소는질기고맛이없다. 이런채소아무리먹어봐야우리몸에좋을리가없다.”고말한다.

그는“채소를기르는사람이너그럽고기쁜마음을지닐때, 그채소역시건강에도좋고맛도좋은채소로자란다. 

특히나유기농재배는자신의양심을걸고하는일이므로스스로엄격한기준을적용할줄알아야한다”고강조한다.

컴퓨터의황제로불리며, 세계최대의갑부로불리는빌게이츠가가장행복한때를물었더니아프리카의질병퇴치에힘쓰며

자선단체를운영하고있는지금이라고대답했다. 

석유왕으로억만장자가된록펠러는55세에불치병으로1년이상살지못한다는사형선고를받았다. 그리고그가최후검진을

위해병원을방문했을때병원로비에걸린한액자의글이눈에들어왔다. 

‘주는자가받는자보다복이있다'. 

이글을보는순간그의마음속에전율이흐르고눈물이하염없이흘러내렸다. 잠시후，시끄러운소리에정신을차려보니

입원비 문제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환자의 어머니가 입원을 울면서 애원하고 있었다. 록펠러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지불하고이사실을아무도모르게했다. 얼마후은밀히도움을받은소녀가기적적으로회복하자이를조용히지켜

본록펠러는얼마나기뻤던지그의자서전에이렇게썼다. '나는살면서이렇게행복한삶이있는지몰랐다. ' 그때부터그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신기하게 그의 병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는 그 뒤 98세까지 살며

이렇게회고했다. '인생전반기55년은쫓기며살았지만，후반기43년은행복하게살았다.고

엊그제아이티의지진으로 100만명의사상자가생겨세계모든사람들이함께

힘을합쳐이들을돕고자구호품과기부금을모으고있다.

좋은농부가맛좋은채소를만들듯반듯한마음을가진CEO들이

직원들과함께나눔과베품을실천한다면그기업과병원은

저절로좋아질것이라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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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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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의중요한목표는

혈당조절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입니다. 

첫번째목표는

조기에혈당을낮추는것이고, 

오직 아반디아만이설포닐우레아*와 메트포르민보다우수한

장기간‡의 혈당조절효과가증명되었습니다.1

*
설포닐우레아:글리벤클라미드 ‡ADOPT연구에서 4~6년간로시글리타존, 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의혈당조절효과를비교하였을때, 로시글리타존군이가장우수한효과를보였습니다.1

Prescribing Information 아반디아(rosiglitazone maleate) ■주성분 1정 중 말레인산로시글리타존… 5.30mg (로시글리타존으로서 4mg) ■효능·효과 인슐린 비의존성(제2형) 당뇨병에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단독요법, 설포닐우레아 또는 메트포르민과 2제요법,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과 3제 요법 ■용법·용량 초기용량 1일 4mg, 최대 8mg, 1일 1회 또는 2회로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 ■경고 로시글리타존을 포함한 치아졸리딘디

온계 약물은 일부 환자에서 울혈성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약으로의 치료를 시작하거나 투여용량을증가시킨후에심부전의증상및징후(과도하고급속한체중변화, 호흡곤란, 부종포함)에 대하여환자를주의깊게

관찰하여야한다. 대부분의시험이위약대조시험인 42건의임상시험(평균시험기간 6개월총피험자수 14,237명)에 대한메타-분석결과, 이 약이협심증또는심근경색과같은심근허혈성이상반응의위험성증가와관련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약과몇몇다른승인된경구용당뇨병치료제또는위약의비교임상시험인다른 3건의임상시험(평균시험기간 41개월총피험자수 14,067명)에서는이러한위험성이확인되거나배제되지않았다. 전체적으로, 심근허혈의

위험성에대해현재이용가능한자료로서는결론을내릴수없다. 인슐린요법에이약을추가투여한시험에서, 이약은울혈성심부전과심근허혈의위험성을증가시켰다. 이약과인슐린의병용투여는권장되지않는다.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을나타내는환자는대조임상시험에서연구되지않았다. 급성관상동맥질환이있는환자에서의심부전발생가능성을고려할때, 급성관상동맥질환이있는환자에서이약의투여를시작하는것은권장되지않으며, 이러한급성

기동안이약의투여중지가고려되어야한다. 이약또는다른경구용당뇨병치료제와관련하여대혈관위험성감소의결정적인증거가확립된임상시험은없다. ■금기사항 1) 이 약의성분에과민증환자 2) 인슐린의존성당뇨병(제1

형) 또는당뇨병성케토산혈증(ketoacidosis) 환자 3) 활동성간질환또는혈장트랜스아미나제가상승한 (치료초기에ALT가정상상한치의 2.5배이상일경우) 간기능장애환자 4) 중증의심부전환자(뉴욕심장학회 (NYHA) 분류 3,4 심장

상태환자). NYHA 분류 3, 4 심장상태인환자(울혈성심부전이있거나없는)는대조임상시험에서연구되지않았으므로NYHA 분류 3, 4 심장상태인환자에서이약의사용은권장되지않는다. ■신중투여 1) 다른경구용혈당강하제와병

용투여되는환자 2) 폐경전여성 3) 부종이있는환자 4) 간기능장애가있는환자■이상반응상기도감염, 상해, 두통, 빈혈, 부종, 당뇨병성황반부종등■일반적주의혈당조절효과에대한 4~6년간의비교임상시험에서이약을복용

한여성환자에게골절의빈도증가가관찰되었다. 이 약과인슐린의병용투여는권장되지않는다. 이 약과질산염제제의병용투여는권장되지않는다. ■약물상호작용 CYP2C8 저해제또는유도제와병용투여시에는혈당조절에대한

자세한모니터링이필요■임부및수유부에대한투여이약은임부와수유부에투여되어서는안된다. ■과량투여시처치환자의임상상태에따라적절한보조적처치, 혈액투석으로제거되지않는다. ■최종개정년월일 2009년 5월 14일

■개정일자이후변경된사항은www.gsk-korea.co.kr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References 1. Kahn S, Haffner S, Heise MA, et al. Glycemic durability of rosiglitazone, metformin, or glyburide(glibenclamide) monotherapy. N Engl J Med 2006;355:242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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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 2가 191 (LS용산타워 9층) TEL(02)709-4114, FAX(02)3785-2163, 학술정보(수신자요금부담) 080-901-4100   

•더 자세한사항은글락소스미스클라인아반디아담당자에게문의하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