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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phosphonate 사용과대퇴골간의비정형골절

N Engl J Med, 364:1728-1737, 2011

비스포스포네이트사용이대퇴골간비정형골절의위험성을증가시킨다는연구결과들은아직논란의여지가있다. 2008년스웨덴에서

55세이상의전자하골절이나골간골절을입은1,234명의여성들중에서, 59예의비정형골절을확인하였다. 증례군을일반적인전자하

골절이나골간골절을입은263명의대조군과비교하여위험도를평가하였다. 코호트분석에서비정형골절의연령보정상대위험도는

47.3이었다. 절대위험도는 10,000명-년당 5건의증례가증가하였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사용한비율은증례군의 78%와대조군의

10%였으며, 다변량보정교차비(Odds Ratio)는33.3이었다. 약을중단한후에는마지막으로약물을사용한시점부터매년70%씩위험

이감소하였다. 비정형골절환자들중에서현재비스포스포네이트를사용하는비율이높더라도, 절대적위험도는낮았다. 골다공증골절

의위험성이높은환자들에게서, 비스포스포네이트의비정형골절에대한절대적위험성보다약의효과가우위에있는것으로사료된다.

폐경후골다공증에서 Zoledronic Acid 정맥주사와 Teriparatide [rhPTH(1-34)] 피하주사의병용요법효과

J Bone Miner Res, 26:503-511, 2011

임상 연구들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부갑상선 호르몬(PTH)의 병용요법이 PTH의 골형성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제시하였으나, 동물

실험에서는비스포스포네이트를가끔씩사용할경우PTH에대한억제효과가다르게나타났다. 412명의폐경후골다공증여성을대

상으로Zoledronic Acid 5 mg 정맥주사와Recombinant Human (rh)PTH(1-34) (Teriparatide) 20 μg을동시에사용하는경우와한가

지약제만사용하는경우에골밀도와골표지자에미치는영향을비교하였다. 52주후에요추의골밀도는병합요법군, Teriparatide군,

Zoledronic Acid군에서각각7.5%, 7.0%, 4.4%씩증가하였다. 대퇴골골밀도는병합요법군, Teriparatide군, Zoledronic Acid군에서

52주후에각각2.3%, 1.1%, 2.2%씩증가하였다. 병합요법군의경우, 골형성표지자인P1NP는치료첫4주경에증가하다가8주경에

감소하고이후서서히증가하는양상을보였으며, 골흡수표지자인CTX는첫 8주경에감소하다가서서히증가하여 6개월이후에는

기저치보다높게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Teriparatide+Zoledronic Acid 병합요법은단독치료보다요추와대퇴골모두에서보다

빠르고많이골밀도의증가를얻을수있다.

골조직내에서의 LRP5의골밀도조절기능

Nat Med, 17:684-691, 2011

사람의골격계는Low-density 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5(LRP5)의변이에영향을받는다. LRP5가뼈의특성에미치

는영향을확인하기위하여, 골세포(osteocyte)에특이적으로LRP5의변이를유도함으로써높은골밀도와낮은골밀도의표현형을갖

는쥐모델을제작하였다. 골세포특이적인LRP5 변이쥐에나타난뼈의특성은, 유전적으로LRP5 변이를갖는쥐모델의뼈와유사

하였다. 중축골격(Axial skeleton)이아닌, 부속골격(Appendicular skeleton)을형성하는세포에서LRP5의변이를유도하면, 요추

에서는변화가없었지만, 다리뼈의골밀도는증가하였다. 5HT를합성하는장세포에서LRP5의변이를유도하였을때, 골밀도에대한

영향은보이지않았다. 이러한결과는LRP5 신호전달이국소적으로작용한다는것을의미하며, 성숙한골세포에서LRP5 신호전달

의증가는골다공증과같은낮은골밀도를보이는질환에대한치료전략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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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박소영- 관동의대제일병원

대한내분비학회2

갑상선분화암환자에서외인성불현성갑상선기능항진증과단기간현성갑상선기능항진증이모두심근에영향을미친다

(Both Exogenous Subclinical Hyperthyroidism and Short-Term Overt Hypothyroidism Affect Myocardial Strain in

Patients with Differentiated Thyroid Carcinoma)

Thyroid, 471-476, 2011

갑상선분화암 환자의 방사성동위원소 치료 시 불현성 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 단기간의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심혈관계에미치는영향은명확히알려져있지않다. 연구자들은갑상선분화암으로수술후갑상선호르몬억제요법중인14명의환자

들을대상으로방사성동위원소치료를위해4주동안갑상선호르몬을중단하는과정에서호르몬을중단하기전, 호르몬중단1주후와

4주후에2차원Speckle Tracking 심장초음파를시행하여심장기능의변화를평가하였다. 환자들의좌심실수축기능은갑상선호르몬

억제요법을하고있는상태에서대조군에비하여감소되어있었고, 갑상선호르몬중단후불현성갑상선기능항진증에서현성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이행해가는시기에유의하게호전되었다가, 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상태에서는다시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이러한

갑상선기능과심근기능간의U자형태의상관관계는중등도의불현성갑상선시능항진증과단기간의갑상선기능저하증상태에서도심근

의취약성(Vulnerability)이증가함을시사한다.

중증 비만환자에서 갑상선호르몬 약물 동력학의 변화 (Impaired Pharmacokinetics of Levothyroxine in Severely Obese

Volunteers) 

Thyroid, 477-481, 2011

갑상선호르몬처방용량은활성성분이흡수되는정도와속도, 그리고제지방체중에의해영향을받는다. 본연구에서는38명의중증

비만환자와24명의대조군(BMI 23.3±1.7 kg/㎡)에서갑상선호르몬600 ㎍을경구투여하기전, 투여0.5, 1, 1.5, 2, 2.5, 3, 4시간후

에갑상선기능(T3, T4, TSH)을측정하여갑상선호르몬의약물동력학을평가하였다. 중증비만환자군에서기저T4, TSH농도는대

조군보다높았고T3는차이가없었다. 갑상선호르몬투여후중증비만환자군에서최대T4 농도와Area Under the Curve는대조군

보다낮았고, 기저치에서최대치까지도달하는데에걸리는시간은더길었다. 갑상선호르몬투여후T3 농도가대조군에서는점차증

가하였으나, 중증비만환자군에서는점진적으로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중증비만환자군에서혈장량이대조군에비하여더많았다.

결론적으로중증비만환자는정상체중환자보다많은양의갑상선호르몬이필요하며, 이는혈장량과다, 위장관흡수지연, T4의T3

로의전환장애등에의한갑상선호르몬의약물동력학손상에서기인한다하겠다. 

셀레늄과경증그레이브스안병증의경과 (Selenium and the Course of Mild Graves’Orbitopathy) 

NEJM, 1920-1931, 2011

활성산소와 싸이토카인은 그레이브스 안병증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산화제인 셀레늄(600 ㎍ 일 2회)과 항염증제인

Pentoxifylline(600 mg 일 2회)의경증그레이브스안병증에대한효과를확인하기위하여무작위이중맹검위약대조군연구를시행

한결과, 6개월동안복용하였을때셀레늄을복용한군에서대조군과비교하여유의하게환자들의삶의질이개선되고안병증의진행

속도가둔화되었다. 이러한효과는약물복용중단6개월째까지지속되었다. Pentoxifylline 복용군은대조군과유의한차이가없었다.

셀레늄복용에따른부작용은없었으며, Pentoxifylline은위장관부작용이흔하였다. 본연구는경계성(Marginal) 셀레늄결핍지역

에서시행된것으로, 셀레늄결핍시셀레늄보충이그레이브스안병증에유익한영향을가져올수있음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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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장혜원-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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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뇌하수체 우연종에 대한 임상권고안 (Pituitary Incidentaloma : an Endocrine Society Clin

ical Practice Guideline.)

J Clin Endocrinol Metab, 96:894-904, 2011

임상권고안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병력과호르몬분비에연관된증상에대한철저한조사.

2) MRI에서 시신경압박이 의심되면 이에 대한 평가(시야검사)

가필요.

3) 뇌CT에서발견되었다면뇌하수체MRI로확인.

4) 뇌하수체우연종의크기가1 cm 이상이면6개월후뇌하수체

MRI로 확인하고 1 cm 미만이면 1년 뒤 MRI로 확인한다. 

그 후 크기변화가없다면 1 cm 이상의뇌하수체우연종은

매 1년마다, 1 cm 미만의 뇌하수체 우연종의 경우 1~2년

간격으로총3년간추적검사한후이후에는좀더MRI 촬영

하는간격을늘일수있다.

5) MRI에서시신경압박이의심되면이에대한평가(시야검사)

가필요하나MRI에서시신경압박이일어날것같지않다면

시야검사를할필요는없다.

6) 1 cm 이상의거대선종의경우첫1년간6개월간격으로뇌하수체기능검사가필요하며, 1 cm 미만의뇌하수체우연종의경우호르몬

과다/결핍관련증상이없으면굳이뇌하수체기능검사를반복할필요가없다.

7) 뇌하수체우연종과관련된증상이생기거나추적검사도중크기가커진다면이에대한평가를더자세히해야한다.

8) 수술의적응증은다음과같다. 시야장애(혹은시력저하)를만드는뇌하수체우연종, 시신경손상이우려되는뇌하수체우연종, 프롤

락틴선종을 제외한 호르몬과다분비 선종, 추적검사도중 크기가 증가, 뇌하수체기능저하증을 유발할 때, 임신을 시도하고 있으나

시신경가까이뇌하수체우연종이있을때.

미국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고프롤락틴혈증(hyperprolactinemia)에 대한 임상권고안 (Diagnosis and Treatment of

Hyperprolactinemia: an Endocrine Societ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J Clin Endocrinol Metab, 96:273-88, 2011

임상권고안에대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고프롤락틴혈증의 진단을 위해 수차례 채혈검사(Dynamic Test 포함하여)는 필요없다. 증상이 없는 고프롤락틴혈증은

Macroprolactin에대한검사를시행해본다. 뇌하수체종양의크기에비해혈중프롤락틴수치가크게높지않다면Hook Effect를

배제하기위하여혈청을희석하여재검하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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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주기리듬은에너지대사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Circadian Rhythms, Sleep, and Metabolism.)

J Clin Invest, 121:2133-41, 2011

유전자수준에서하루주기리듬조절기전의규명은생리학의수준을끌어올렸다. 하루주기에관여하는유전자그물은진정세균부터

사람까지거의모든생명체에존재하며거의모든세포가시계유전자를발현하는것이확인되었다.

빛을감지하는SCN(Auprachiasmatic Nucleus)과시상하부의ARC(Arcuate Nucleus)는서로연결되어있어외부자극(빛) 및내부

자극(영양소) 모두에반응하여수면주기와발열반응, 섭식행위를중추신경계수준에서조절한다. 말초조직의영양감지자와분자시계

는세포안에서복잡하게연결되어있어유리지방산은PPARα-Bmal 1 경로로영향을주고NAD+/NADH는SIRT1-PGC1α-Bmal 1

발현에관여하며AMP/ATP는AMPK-CRY를통해CLOCKgene을조절한다.

신경계, 분자및개별세포수준에서앞서언급한시계유전자를방해하면대사조절기전이제대로작동하지못한다. 그러나뇌시계와

말초시계의상호작용이나전신적인영향이어느정도인지는아직미지의영역으로남아있다.

하루주기리듬을이용한에너지대사조절 (Prospective Influences of Circadian Clocks in Adipose Tissue and Metabolism.)

Nature Review Endocrinology, 7:98-107, 2011

하루주기리듬은지방조직에영향을주는내분비기능에계통수준, 장기수준및줄기세포수준에서지대한영향을미친다. 지방축적이

나말초조직의대사활성에관여하는전사인자및효소중하루주기리듬과관련된것들이드러나면서에너지대사와하루주기조절기

전간관계는잘구조화되었다. 하루주기리듬이엉클어지면제2형당뇨병을비롯한비만과각종동반질환의위험이뚜렷하게증가하

는것이동물실험과 인체실험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일부를 소개하면, siRNA로 Bmal 발현을 억제하면 Adopogenesis가 억제되며

Bmal-/- mice는췌도의크기가작고인슐린분비가줄어내당장애를보인다. 인체에서는시간대를넘는장기간비행후에식사시간

을조절함으로써광자극에의한일주기변화를더빨리조절할수있었다. 따라서이러한하루주기리듬을조절함으로써에너지대사를

원하는방향으로조절할수있다고여겨지므로이런결과를바탕으로하루주기조절기전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대사질환치료제를

기대한다. 

브로모크립틴 - 제2형 당뇨병 치료제 (Bromocriptine: a Sympatholytic, D2-dopamine Agonist for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es.)

Diabetes Care, 34:789-94, 2011

브로모크립틴은D2 도파민효현제로, 최근FDA에서제2형당뇨병의치료제로승인되었다. 동물및인체실험결과에따르면기상후

2시간이내에브로모크립틴투여시시상하부의도파민농도를높여중추신경계내교감신경의과도한활성화를억제하는데, 이로써

간의당신생을효과적으로억제하고결과적으로식후혈당감소효과를나타내는것으로여겨진다. 그러나인슐린분비및근육의인슐린

감수성에는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제2형당뇨병환자에서위약군과단순비교시당화혈색소0.7% 감소효과를보였으며

이후다양한약제조합으로진행된4번의3상실험에서도일관되게당화혈색소0.5~0.7 % 감소효과를나타냈다. 그외에공복및식후

유리지방산과중성지방농도를감소시켰으며52주간진행된이중맹검실험에서는제2형당뇨병환자의복합심혈관계연구종료목표

(End Point)을 40%나줄였다. 이러한심혈관계질환의강력한억제효과는단순히당화혈색소나대사지표개선만으로해석이안되며,

향후밝혀야할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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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에서도스타틴치료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27% Reduction, 99% CI 11-40, p<0.0001; 295 [15.6%] vs 400 [20.9%]).

이러한결과는기저CRP 수치가스타틴치료의혈관보호효과를중재한다는기존의연구결과와일치하지않는것으로CRP 수치와

관계없이스타틴치료로LDL 콜레스테롤을낮추면낮출수록심혈관계질환발생위험을줄여준다는기존의사실을재확인시켜주었으나,

추가적인분석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당뇨병 환자에서 Pioglitazone의 효과 (Lowering the Triglyceride/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Ratio Is Associated With the Beneficial Impact of Pioglitazone on Progression of Coronary Atherosclerosis

in Diabetic Patients: Insights From the Pioglitazone Effect on Regression of Intravascular Sonographic Coronary

Obstruction Prospective Evaluation Study, PERISCOPE)

J Am Coll Cardiol, 57:153-9, 2011

당뇨병은관상동맥의죽상경화증진행을촉진한다고알려져있다. Pioglitazone은당뇨병환자에서Glimepiride에비해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진행을늦추는것으로알려져있다. 본연구는Atheroma 진행억제에있어Pioglitazone의유익한효과와관련된인자를

알아보기위해계획되었다. 360명의관상동맥질환을가진당뇨병환자에게 18개월동안Pioglitazone 혹은Glimepiride를투여하여

관상동맥의Atheroma 진행정도를연속적인혈관내초음파를통하여평가하였다. Pioglitazone을치료한환자군에서유의하게HDL

콜레스테롤의증가와당화혈색소, Triglyceride와CRP가감소하였다. Atheroma의Regression과관련된인자들로는HDL 콜레스테

롤의증가, Triglyceride의감소, Triglyceride/HDL-C 비율의감소및당화혈색소의감소와관련이있었다. 추가적인다변량분석을

통해pioglitazone 치료로Triglyceride/HDL-C 비율의감소효과가Atheroma의변화량과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

다(P = 0.03). 결론적으로Pioglitazone은Triglyceride/HDL-C 비율을낮추어줌으로써, 당뇨병환자에서관상동맥질환의진행에유

익한효과를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이는관상동맥질환을가진당뇨병환자에서혈당조절뿐만아니라Atherogenic Dyslipidemia

와같은다른위험인자들을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시사해준다. 

Atorvastatin을 사용하는 환자에서 당뇨병 발생의 예측인자 (Predictors of New-Onset Diabetes in Patients Treated

with Atorvastatin : Results From 3 Large Randomized Clinical Trials)

J Am Coll Cardiol, 57:1535-45, 2011

스타틴치료가당뇨병발생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는것이최근보고된바있다. 본연구는Atorvastatin을사용한3개의대규모무

작위연구결과들에서당뇨병의발생률과임상적인예측인자들에대해분석하였다. TNT(Treating to New Targets) 연구에서80 mg

와10 mg의Atorvastatin 투여는각각9.24%와8.11%로당뇨병이발생하였다(9.24% vs. 8.11%, Adjusted Hazard Ratio [HR]: 1.10,

95% Confidence Interval [CI]: 0.94 to 1.29, p=0.226). IDEAL(Incremental Decrease in End Points Through Aggressive Lipid

Lowering) 연구에서는80 mg의Atorvastatin과 20 mg의 Simvastatin 투여가각각6.4%와 5.59%로당뇨병이새롭게발생하였다

(6.40% vs. 5.59%, adjusted HR: 1.19, 95% CI: 0.98 to 1.43, p=0.072). SPARCL(Stroke Prevention by Aggressive Reduction in

Cholesterol Levels) 연구에서도 80 mg의 Atorvastatin 투여는 위약군에 비해 8.71%로 새롭게 당뇨병이 발병하였다(8.71% vs.

6.06%, Adjusted HR: 1.37, 95% CI: 1.08 to 1.75, p=0.011). 3개의주요연구결과에서기저공복혈당, BMI, 고혈압과중성지방수치

가당뇨병발생에독립적인예측인자로서의미가있었다. 이러한연구결과는고용량의Atorvastatin 사용이제2형당뇨병발생의위험

을약간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생각되나, 당뇨병발생의주요예측인자들로는공복혈당과대사증후군의위험인자들이가장중요한

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 Atorvastatin 사용은새로운당뇨병발생의위험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지만, 심혈관계질환의발생위

험을줄여주는유익한효과를상회하지는않는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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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을알기위해철저한병력청취가필요하다. 약제에의한고프롤락틴혈증이의심되면3일간투여중지(혹은다른약으로대체)

한후재검을해본다. 정신과환자의경우신경정신과의사의협조하에약을대체(혹은중단)할수있으며, 투약중단이어렵고시간차

순서상고프롤락틴혈증과약제가무관하다고생각된다면뇌하수체MRI를권고한다.

3) 치료로는무증상약제유발고프롤락틴혈증은치료하지않고, 만약약제유발고프롤락틴혈증으로인해성선기능저하증(혹은그로

인한부작용：골감소등포함)이있으면성호르몬(여성호르몬및남성호르몬) 치료를제안한다. 원칙적으로약제의의한고프롤락틴

혈증은원인약제를중단하는게원칙이나이게어려우면투약대체혹은조심스레도파민촉진제를투여해볼수있다. 치료제로는

혈중프롤락틴수치도떨어뜨리고, 종양의크기감소및성기능회복등의효과를가지는도파민촉진제(미국에선 Carbegoline을

처음치료로)를권고한다. 증상이없는Microprolactinoma는치료하지않는다. 무월경이동반될경우피임제나도파민촉진제를

투여하기를제안한다. 치료중단을위해서는도파민촉진제를적어도2 년간투여하였으면서혈중프롤락틴수치가정상이고고프롤

락틴혈증과관련된증상및징후(뇌하수체MRI 상 잔여종양) 등이 없어야한다. 도파민촉진제에반응하지않는경우(Resistant

Prolactinoma)에도수술보다는투약용량의증량을권고한다. 특히이경우에Bromocriptine을쓰고있다면Cabergoline으로바꿔본

다. 만약Cabergoline의부작용또는도파민촉진제치료에반응하지않아서경접형동접근으로뇌하수체절제술을제안할수는있으

며,Bromocriptine을못먹겠다고한다면질내로투여해볼수도있다. 수술도실패한경우또는종양의성상이악성이라면방사선

치료를고려한다. 악성프롤락틴선종에Temozolomide를투여해볼수있다.

4) 임신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다. 일단임신을확인하면투약중이던도파민촉진제는끊도록교육한다. 임신중에크기가자라는

프롤락틴선종의 경우 Bromocriptine을 투여한다(Carbergoline자체가 임신 기간 중 못쓰는 것은 아니나 안정성 면에서

Bromocriptine에대한연구가더많음). 수술이나방사선치료를하지못한증상이있는거대선종환자의경우도파민촉진제의투여

중단없이투여해볼수있다. 도파민촉진제의투여가필요한상황이지만약을먹을수없거나약에반응하지않는다면수술을고려

할수있다. 임신중에는혈중프롤락틴을재볼필요는없다. 왜냐하면, 임신자체가프롤락틴수치를올리고혈중프롤락틴수치와종양

의성장사이에크게연관이없기때문이다. 시야장애등의뇌하수체종양의크기변화가의심되지않는한정기적인뇌하수체MRI

를촬영할필요는없다. 심한두통과시야변화를호소한다면조영제없이뇌하수체MRI를촬영하고안과에서시야검사를시행한다.

C-반응 단백질농도와스타틴치료의혈관보호효과 : Heart Protection Study 연구의 20,536명 환자들에대한분석결과

(C-reactive Protein Concentration and the Vascular Benefits of Statin Therapy : an Analysis of 20,536 Patients in the Heart Protection Study)

Lancet, 377:469-76, 2011

스타틴치료는 Inflammation을중재하여혈관보호효과를나타낸다는가설이제시되었으며, 특히 CRP 수치가증가된환자군에서

CRP와LDL 콜레스테롤수치가낮은환자군에비해효과가있었다고보고된바있다. 본연구는이가설을검증하기위해계획되었다.

저자들은20,536명의환자군에게Simvastatin 40 mg과위약을무작위할당하여5년간주요심혈관계사건발생여부를분석하였으며,

기저CRP 수치에따라환자들을분류하였다. 연구결과, Simvastatin 투여는주요심혈관계사건발생을24% 정도감소시켜주었다. 그

러나기저CRP 수치에따른스타틴치료의심혈관질환발생위험감소효과에있어서는차이가없었다. 기저CRP 수치가1.25 mg/dL

이하인대상군에서도오히려스타틴치료로주요심혈관계사건이29%나감소되었다. 또한, 기저LDL 콜레스테롤과CRP 수치가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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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ology, Aging-associated Vascular Disease Research Center,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Research Institute

for Aging and Metabolis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 Cell Mol Med. 2011 Mar 1.

혈관석회화는만성신부전환자에서심하며심혈관계질환의이환율과사망률증가를유도한다고알려져있다. 일부연구에서미토콘

드리아의기능장애와만성신부전및심혈관계질환의관계에대하여보고하였으나혈관석회화와의관련성은아직명확하지않다. 본

논문에서는 in Vitro와 in Vivo 모델에서 자연 항산화제인 Alpha-Lipoic Acid(ALA)이 혈관 석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Inorganic Phosphate(Pi)으로 처리된 Calcifying Vascular Smooth Muscle Cells(VSMCs)는 ATP 생산의 감소, 세포벽의 전위

감소, 미토콘드리아구조변형, 활성산소의증가등의미토콘드리아기능장애를보인다. Pi에의해유도된미토콘드리아의기능적, 구조

적 결함은 미토콘드리아 의존성 세포자멸사를 동반하며 이는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세포질로의 Cytochrome C의 분비와 그에 따른

Caspase-9,-3의활성화및염색체DNA의분절등을포함한다. 흥미롭게도ALA는미토콘드리아의기능을정상화시키고산화환원

반응을조장해서Pi에의한VSMCs 세포자멸사와석회화를막았다. 뿐만아니라ALA는Akt활성화를억제하여세포자멸사를감소시

키고생존을최대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ALA는쥐모델에서비타민D3에의한혈관석회화와미토콘드리아손상을의미있게

개선시켰다. 결론적으로 ALA는 항산화작용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보존과, Gas6/Axl/Akt survival pathway의 회복이라는

두가지기전을통하여VSMCs 세포자멸사를억제함으로서혈관석회화를늦추는것으로생각된다. 

제2형당뇨병환자와당뇨병전단계환자들의혈청 Selenoprotein P 농도 : 인슐린저항성, 염증반응, 동맥경화에서의

의미 (Serum Selenoprotein P Level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Prediabetes: Implications for Insulin

Resistance, Inflammation, and Atherosclerosis.)

Yang SJ, Hwang SY, Choi HY, Yoo HJ, Seo JA, Kim SG, Kim NH, Baik SH, Choi DS, Choi KM.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J.Y., H.Y.C., H.J.Y., J.A.S., S.G.K., N.H.K., S.H.B., D.S.C., K.M.C.),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nd

Department of Biostatistics (S.Y.H.),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J Clin Endocrinol Metab. 2011 Jun 15. 

제2형당뇨병에서인슐린저항성은Hepatokine 조절기능장애와관계가있다. 최근연구들에따르면새로운Hepatokine의일종인

Selenoprotein P(SeP)가당대사와인슐린민감성에관여한다고보고하고있다. 본연구는사람에서혈청SeP 농도와인슐린저항성의

관계에대하여연구하였다. 다양한당대사이상이있는100명의환자에서혈청SeP 농도와hsCRP, carotid IMT와같은심장대사질환

의위험인자와의관계에대해연구하였다. 제2형당뇨병환자와당뇨병전단계환자들에서SeP 농도가현저히높았으며정상인으로

갈수록감소하였다(P<0.01). 비만, 과체중인사람이마른사람보다 SeP 농도가높았다(P=0.01). 나이와성별을보정한 Spearman's

Partial Correlation Analylsis 결과SeP 농도와심장혈관질환요인(BMI, 허리둘레, sBP, TG, 혈당, HbA1C, AST, 인슐린저항성)은

높은관련성을보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SeP은hsCRP와더불어, 경동맥IMT와도독립적연관성을보였으며, 이는혼란변수를교정

한후에도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혈청SeP 농도는당대사조절의장애가있는환자에서상승되어있으며, 이는인슐린저항성, 염증

반응, 동맥경화등의다양한심장대사위험요소등과관계되어있는것으로생각된다. 

** 분기별로대한내분비학회회원의연구현황을소개하고있습니다. 우리학회연구자들의훌륭한연구결과가많이발표되고있으나

모두소개해드리지못하여죄송합니다. 학회회원님께꼭소개하고자하시는연구결과가발표되신경우저자께서학회로연락을주시면

다음호에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제2형당뇨병발생에대한비알코올성지방간(NAFLD)과 공복혈당장애(IFG)의 복합효과 : 4년 장기적후향적연구

(Combined Effec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on the Development of Type 2

Diabetes : a 4-year Ret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Bae JC, Rhee EJ, Lee WY, Park SE, Park CY, Oh KW, Park SW, Kim SW.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angbuk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iabetes Care. Mar;34:727-9, 2011 

본논문은공복혈당장애(IFG)에서당뇨병으로진행하는데 NAFLD가영향을미치는지에관한연구이다. 5년 동안매년정기검진을

시행받은당뇨병이없었던 7,849명(남자 5,409, 여자 2,440)을 IFG의유무, NAFLD의유무에따라 4군으로배정하여정상혈당과

IFG군에서각각당뇨병발생과NAFLD와의연관성을분석하였다. 4년의후향적연구결과, 초기NAFLD(+)군에서당뇨병발생률은

9.9%, NAFLD(-)군에서3.7%였고, 다변량보정후Hazard Ratio 1.33(95% CI 1.07-1.66)이었다. 그러나, 당뇨병발생위험도증가는

초기 IFG가있던군에서만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NAFLD는인슐린분비능장애가있는조건에서당뇨병발생에있어독립적이며

가중적위험인자임을시사한다.

Foxc2(Forkhead Transcription Factor2)는 Intergrin β1의 발현을 상향조절시켜 Osteoblastogenesis를 조장

한다. (The Forkhead Transcription Factor Foxc2 Promotes Osteoblastogenesis via Up-regulation of Integrin β1

Expression.)

Park SJ, Gadi J, Cho KW, Kim KJ, Kim SH, Jung HS, Lim SK.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Endocrine. Research Institut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Bone. 2011 May 25.

Forkhead/Winged Helix Transcription Factor 계열중하나인 Foxc2 단백질은신진대사조절, 동맥분화, 혈관발달에관여하는

것으로알려져있다. Foxc2가없는Null mutants는태아기또는주산기에사망하며, 척추발육부전과골화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

내부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Osteoblastogenesis에 있어서의 Foxc2 역할은 아직 확실치 않다. 본 연구에서는 동화 작용을 가지는

hPTH(1-34)나 BMP2과 같은 물질에 의하여 Foxc2 발현이 점진적으로,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Ex Vivo Mouse Calvarial

Organ Culture에서 siFoxc2에의한Foxc2 발현의감소는현저한세포증식과분화의억제및세포자멸사를유도하였다. MC3T3-

E1와Primary Mouse Calvarial Cells에서siFoxc2에의한Foxc2 발현의Knockdown 또한현저한세포증식과분화의억제및세포

자멸사를유도하여 Ex-Vivo 소견과일치하였다. siFoxc2 처치는혈청박탈과 Akt와 ERK의인산화에의해유도된세포자멸사에

대한저항성도현저히감소시켰다. 반면Foxc2의과발현은MC3T3-E1과Primary Mouse Calvarial Cells의세포증식을증가시켰다.

또한Foxc2는 Integrin β1 Promoter의 Forkhead-Binding Element에직접결합하여 Integrin β1 발현을증강시키는것으로나타

났다. 종합적으로Foxc2는 Integrin β1의상향조절을통하여Osteoblast 증식과생존, 분화를촉진시킴으로서Osteoblastogenesis에

있어중요한역할을하리라생각된다. 

Alpha-lipoic Acid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 및 Gas6/Axl/Akt Survival Pathway를 회복시켜서 혈관 석회

화를 막는다. (Alpha-lipoic Acid Attenuates Vascular Calcification via Reversal of Mitochondrial Function and

Restoration of Gas6/Axl/Akt Survival Pathway.)

Kim H, Kim HJ, Lee K, Kim JM, Kim HS, Kim JR, Ha CM, Choi YK, Lee SJ, Kim JY, Harris R, Jeong D, Lee IK.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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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ADA Scientific sessions

2011년6월24일부터28일까지미국캘리포니아주샌디에고에

서제71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Scientific Session

이개최되었다. 필자에게는처음참석하게되는ADA 학회여서

여느때보다높은기대를안고출발하였다. 이르게찾아온쏟아

지는 장마비를 맞으며 출국을 하였는데, 도착한 샌디에고의

날씨는청명그자체였고, 그야말로완벽에가까웠다. 학회장은

San Diego Bay 바로옆에위치하고있어서너무많은정보에

머리가 혼란해 질 때나 시차 때문에 점심 식사 후 어김 없이

졸음이밀려올때, 몇발자국만나가도눈부신태양과살랑살랑

부는바람에기분을전환할수있어서좋았다. 

이번학회에는약17,500여명이참가하였고, 2,000여개의구연

과포스터발표가있었다. 전체세션은 1) Acute and Chronic

Complications, 2) Behavioral Medicine, Clinical Nutrition,

Education, and Exercise, 3) Clinical Diabetes/Therapeutics,

4) Epidemiology/Genetics, 5) Immunology/Transplantation,

6) Insulin Signaling/Insulin Action, 7) Integrated

Physiology/Obestiy, 8) Islet Biology/Insulin Secretion과

같은여덟개의주제로구성되었다. 포스터도위의 8개의주제

로 나뉘어 전시되었는데, 좌장이 헤드셋을 착용한 청중들을

이끌고 1시간가량포스터투어를하는‘Guided Audio Poster

Tour’는다른학회에서는경험해보지못했던것이었고, 신선했

으며넓고소음이많은포스터전시장에서발표와토의에집중

할수있게하는데아주좋은방법이었다.

이번학회에서는아이폰이나블랙베리, 안드로이드폰과같은스

마트폰유저를위한어플리케이션을선보였는데, 세션시간표가

찾아보기쉽게수록되어있고, 이를이용하여자신이듣고싶은

강연을모아스케줄을짤수있도록되어있으며, 발표자정보

및초록을쉽게찾아볼수있고, 트위터를통해서로쉽게커뮤

니케이션을할수있도록한점등이인상깊었다.

대한내분비학회10

Korean-Taiwan Pituitary Experts Joint

Symposium에관한소개

신경내분비연구회는 2011년회장이현재대한내분비학회의이

사장님인경희대김성운교수님으로바뀌면서, 각지회의활성

화와국제적인협력에중점을두고, 기존의신경내분연구회회

원분들 외에도 신경내분비학에 관심 있는 신경외과, 영상의학

과, 기초의학분야쪽으로좀더영역을확대하여회원수를늘

리고신경내분비연구회의위상을높일계획이다.

신경내분비연구회 주관의 국제적인 협력과 지식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2011년4월23일(토)과24일(일)에서울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Korean-Taiwan Pituitary Experts Joint

Symposium”이 개최되었다. 한국과 대만의 내분비내과, 신경

외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대만과 한국의 말단비대증의

수술적인 치료와 약물치료에 관하여 깊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된 내용으로는 김선호 교수님과 Jen-Der Lin

교수님이 한국과 대만의 말단비대증 치료의 알고리즘에 관하

여, 김성운 교수님이 한국 말단비대증의 특징에 관하여,

Chiung-Chyi Shen 교수님이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수술 전

약물치료의 효과에 관하여, Yuh-Min Song 교수님이 효과적

인치료와조절을위한약물용량조절방법에관하여, Alberto

Pedroncelli 교수님이 뇌하수체 질환의 새로운 치료 약제들에

관하여, 이은직 교수님이 말단비대증 치료제의 현재 임상연구

상황에 관하여, 그리고 김병준 교수님이 말단비대증 치료제

사용후의생긴DKA에관한증례에관하여발표가이루어졌다.

발표와토의는신경내분비질환중가장특징적인질환인말단

비대증을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 참석한모든분이적극적으로

토론에참가해서말단비대증의전반에관한지식을넓힐수있는

좋은자리가되었다.

신경내분비연구회는향후에도적극적으로해외연자와국내의

신경내분비분야의좋은연구자들을초빙하여신경내분비를연

구하는 많은 회원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예

정이며, 아시아국가간의신경내분비전문가모임을지속적으

로개최하려는노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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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ocrine Society’s 93rd Annual Meeting & Expo

미국 보스턴에서 2011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제93차 The

Endocrine Society’s Annual Meeting & Expo(ENDO)가

개최되었다. 같은 도시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Pituitary

Congress 참석을위해이미3일전에보스턴에도착했기에시차

적응은어느정도된상태에서강의를들을수있었다.

이번학회에서는평소에관심을가지고있었던중추신경계의식

욕조절기전에관련된내용을많이공부할수있었다. 특히많은

관심을받았던연구로, Thaler 박사는쥐에게High Fat Diet를

제공하면24시간이내에시상하부에서염증반응의증가가관찰

되고, 3일이내에Microglia의수와크기가증가하며, 8달후에

는신경세포들의수가감소한다는연구결과가있었다. 이연구

는High Fat Diet와같은특정음식의섭취로인해일차적으로

초기에시상하부식욕조절기전의변화가발생하고, 이런시상하

부식욕조절기전의변화가비만과대사질환발생의근본적인원

인으로작용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생활습관의변화와동

반하여급증하고있는비만, 당뇨병등대사질환의발병에있어

서중추신경계의식욕조절기전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을강조하는결과라고할수있겠다. 이외에도다양한식욕조절

기전에대한연구결과들이발표되었다. 식욕촉진효과로유명한

Ghrelin에대한임상연구도발표되었다. 일본의Kangawa 박사

등은Anorexia Nervosa 환자에게Ghrelin을투여하여, 배고픔

을 더 느끼게 하고, 음식섭취량을 증가시키는 성공적인 임상

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또다른임상적인내용으로“The Year

in Obesity”강의에서 Schwartz 박사는, 새로운비만치료제에

대한많은연구가시행되었고, 다양한임상연구들이진행되었지

만, 최근에 개발된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미국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받지못하고있고, 기존에사용하던약들도퇴출되어현

재비만치료에사용할수있는약들이별로없다는임상가의고

민을호소하였다.

골대사유전체연구에서도다양한접근방법들을접할수있었

다. Rosen 박사는이전에알고있던일반적인전장유전체연관분

석(GWAS)과 후보유전자접근법(Candidate Gene Approach)

뿐만 아니라, Inbred Mice와 이들 간의 교배를 통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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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대한내분비학회12

ADA에서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Banting 메달은

Barbara E. Corkey에게돌아갔다. Corkey 박사는베타세포의

대사변화에의한Ca2+ flux의변동이인슐린분비에영향을줌

을밝혔고, Malonyl-CoA, Long Chain Acyl-CoA Ester나활

성산소족 등이 베타세포에서의 영양소 대사 및 인슐린 분비와

연관되어있음을밝혀냈을뿐아니라Glucolipotoxicity 의개념

을정립시켜당뇨병에대한이해를넓힐수있게한공로로이상

을수여받았다. Outstanding Scientific Achievement Award

는 ghrelin의 작용을 밝히고, GLP-1과 글루카곤에 대한 Co-

Agonist가체중과혈당조절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Matthias

Tschöp에게돌아갔다. 

놀라웠던것은China Medical Tribune Symposium이라고이

름붙여진중국인에서의제2형당뇨병을주제로하는세션이따

로마련이되어있었다는것이다. 당뇨병연구에있어서의중국

의위상을새삼느낄수있게한계기가되었다. 이번학회에서는

4명의한국인이구연발표를하였고, 일일이세보지는못하였지

만 다수의 한국인 포스터 발표자가 있었다. 언젠가는 우리도

ADA 학회에서‘Diabetes in Korea’와같은제목으로심포지엄

을열수있는날이오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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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의유전적인차이를분석하여, 골대사에관여하는중요유

전자들을발굴하는방법을소개하였다. 또한, Watts 박사는이

미 이런 유전학적인 연구결과와 관련된 상용화된 검사들이

(Athena Diagnostics, LRP5 Gene Sequencing 등) 시장에나

와있으며, 이런유전학적인연구가환자진료에영향을줄수

있는여러새로운가능성들을제시하였다.

유전자발현조절기전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microRNA와Epigenetic Change에관련된내용들도많이찾아

볼수있었다. Klinge 박사는Estrogen과Estrogen Receptor의

작용기전에관여하는다양한microRNA들에대한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Christakos 연구팀은Vitamin D가Vitamin

D Receptor를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전에 대해

ChIP-seq 방법을사용한연구를통해Histone Methylation과

같은 Epigenetic Change 기전을 증명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ChIP-seq과 같은비교적새로운실험방법과기존의연구분야

의창의적으로접목되면강력한결과를만들수있다는것을배울

수있었다. Ogawa 박사는쥐의성장과정에서, 자궁안에서유

발된 DNA Methylation이 이후에 성체가 되었을 때지방간을

유발할수있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대사질환에있어서

Epigenetic Memory의역할이라는새로운연구분야를맛볼수

있는기회였다.

이번 ENDO 학회는기본적으로 8개의 Tract으로나누어져있

으며, 한 Tract에대해서도같은시간에 2개방에서Session이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최대 11개의 Session이 동시에

다른방에서진행되기때문에미리다음날각각시간별로어떤

방에들어갈지면밀하게준비해두지않으면정신없이시간을보

내고, 정작듣고싶었던내용들을놓칠위험이있었다. 다행하게

도 이번 ENDO 학회는 스마트폰용 학회 안내 어플리케이션을

미리제공하였다. 이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면, 미리Session의

내용들과강사들을검토해볼수있었고, 강사들이름별로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바탕으로미리듣고싶은Session들을골라서자신만의학

회수강일정표를계획해볼수있었기에매우유용했다. ENDO

학회는 내분비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분야에 대해 최신 연구

경향을배울수있어내분비학회회원들에게가장폭넓은배움

의기회가되리라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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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학회장앞에서바라본화창한보스턴.

사진 3. ENDO 2011 Grand Ball Room.

사진 4. Charles river and Boston.

사진 2

사진 3 사진 4

제12차 International Pituitary Congress

2011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제12차

International Pituitary Congress가개최되었다. 2년마다개최

되는학회로보통ENDO 학회직후에같은도시에서열리는데,

올해는ENDO 직전에개최되었다. 2009년에는참석하지못하고

4년만에참석했더니초록집의내용이충실해진것이가장눈에

띄었다(이전에는 모든 구연과 심포지엄의 제목만 있고 초록이

없었다!). 6월 1일 첫날에 Plenary Session으로 Cabergoline의

안정성에 대해서 강연이 있었으나 비행기 환승 문제로 첫날은

학회에참석하지못하고이틀째부터듣게되었다. 이학회는뇌하

수체에대한최신지견등을종합해서듣는곳으로중요질환별로

구분해서듣게된다. 작고가족적인학회로한번에한가지강연

만하기때문에각강연당참석률도높고질문도활발하다. 일반

적인구연은없으며발표자(결국은심포지엄)의연령도높은편이

다. 구연대신에 포스터 발표만 있어 다른 학회와 달리 포스터

앞에서있으면상당히많은사람들이질문을하는편이다. 올해는

47개의포스터를게시하였다.

둘째날은말단비대증에대한심포지엄이있었는데새로운약제

인 먹는 Somatostatin Peptide에 대한 약리학적 임상연구가

소개되었다. 주사제대신먹는약이면좋을것같기는한데, 식후

에흡수가떨어진다는점및피하주사에비해약 200배정도의

용량이필요한점(0.1 mg SC vs 20 mg PO)이단점으로생각된

다. 아직 우리나라에 없지만 Pegvisomant이 Somatostatin

Analogue와같이쓰면종양의크기도줄어들고Pegvisomant의

용량도감량할수있다는좋은점도소개되었으나간기능이상이

15%까지나타난다는점을고려할때병합요법의큰제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간기능 이상은 당뇨병환자에서

잘나타난다고한다. 문제는약값인데병합요법에연간 100,000

유로(한국돈으로1억원이상)정도든다고하니과연Pegvisomant

을쓸수있을까싶다. 두번째심포지엄에선뇌하수체종양을일

으킬수있는각종유전자의돌연변이를, 세번째심포지엄에선

뇌하수체종양의재발요인(유전적, 병리학적, 임상적조건) 등을

소개하였다. 핫토픽으로Dr Cushing(쿠싱병의그Cushing 이시

다)의 초창기(1896~1912) 수술법에 대한 역사적인 리뷰가 있었

다. 그당시에는뇌하수체병에대한기전을잘몰라서뇌하수체

수술하고나서동물의뇌하수체추출물을넣어주었다는다소충격

적인 내용으로 뇌하수체추출물의 이식 여부와 임상적 경과는

무관하였다는내용이었다. 미국에서인기있는스포츠인미식축

구의은퇴한선수를대상으로우울정도를비교했을때, 총40%의

선수가호르몬결핍에해당하였다는연구를발표하였다. 아직까

지호르몬결핍의기전은알려지지않았으나(즉, 경기출전일수나

프로선수기간등은호르몬결핍군과비결핍군간의차이가없었

음) 미식축구의격렬함을고려할때뇌의외상성장애와연관되었

을것으로생각된다. 학회마지막날인6월3일에는Cushing병과

Pituitary Carcinoma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Pituitary

Carcinoma는 아직 진단 기준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Mitosis,

MIB-1, p53 Immunostatin 등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아직은 Atypical Pituitary Adenoma와 구분이

명확하지않은듯하다). 치료제로MGMT Immunoexpression이

낮은군에서Temozolomide를쓸수있다고소개하였다. 마지막

심포지엄으로는 GH, IGF-1, Corsitol 측정 Assay에 대한것을

소개하였다. 

이학회의가장큰특징은항상공식적으로Gala Dinner가무료

로 제공되는데, 보통 6시 30분부터 10시 넘어서까지 진행된다. 

중간 중간에 외국인들은 나가서 춤도 추는데, 우리는 부끄러워

조용히식사만했다. 국제뇌하수체학회가끝난후같은도시에서

ENDO 2011을연달아들었는데, ENDO CME에서뇌하수체쪽을

많이강연하였다. 뇌하수체쪽내용이새로운것이많았던듯하

다. 평소에 뇌하수체에 대해 따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나 이

학회를통해서많은지식을습득하게되어매우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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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Pituitary Congress
김경원- 서울의대강남센터

Gala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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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atologist가 Niche Initiated Oncogenesis라는다소생소

한 내용의 강의를 하였다. 이후 Cartilage Development and

Engineering, the Musculoskeletal Unit: from Development

to Ageing, Advances in Immunology, Hypoxia Signaling,

Male Osteoporosis, LRP5 and Wnt Signaling 등의심포지엄

이있었고, 임상적인내용과기초적인내용이적절하게조화를

이루었었다.

Workshop은첫째날에는Three Approaches to Antiresorptive

Treatment(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맵, 오다나카티브의 임상

결과와 각각의 차이점 등에 대한 강의)와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in Osteoporosis, 둘째 날에는 Three

Approaches to Anabolic Treatment(Teriparatide, Calcium-

sensing Receptor Antagonist, Sclerostin Inhibition에 대한

강의)와 Epigenetic Regulation of Gene Transcription, 셋째

날에는Cancers and Bone, Fracture Risk in Childhood가있

었는데두Workshop이동시에열려서둘다참석할수는없었

기때문에임상적인강의를주로들었다.

최근매스컴에서많이보도된것처럼그리스의경제상태가불

안해서학회시작다음날부터공항직원이파업을할예정이고,

지하철과 버스가 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학회마지막날공공운송수단이정지되고, 공

항이오후4시간동안폐쇄되었다. 미리공지가되긴했지만그

시간에출발하기로예약되어있던참석자들은비행기출발시간

을변경시키느라고학회에대한집중도가떨어졌고많은참석자

들이미리아테네를떠났다. 향후해외학회에참석할때에는이

러한점도고려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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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S

사진 3. Welcome Reception의 하피스트와기타리스트.

사진 4. 아크로폴리스의파르테논신전.

사진 5. 의학의신아스클레피어스의신전으로아크로폴리스의파르테논신전근처에있음.

사진 4 사진 5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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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S
민용기-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3rd Joint Meeting of European Calcified

Tissue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Bone

and Mineral Society

3rd Joint Meeting of European Calcified Tissue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Bone and Mineral Society가 2011년 5월

7일에서 11일까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되었다(2001년

Madrid, 2005년 Geneva). 직항이 없어서 터키의 이스탄불을

경유해서도착하였는데선글라스없이는다니기어려울정도로

하늘이맑았고, 기온은우리나라보다조금높은정도로지내기

에는쾌적하였었다.

학회는5일간진행되었으며, 심포지엄, Workshop, 구연, 포스

터, Meet the Professor 등의 프로그램은 다른 학회와 유사

하였으나, 분위기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있었다. 이번학회는미국에서매년열리는 Americ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그내용은임상의에게만족스러운것이었다. 학회에

참석한우리나라임상의사들의수가이전의학회에비해매우

적어서최근의료계의상황을반영하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

이들었다.

첫째 날의 Biochemical Assessment of Bone Health에 관한

Educational Symposium에서는 골형성 표지자로 Bone-

Specific Alkaline Phosphatase나 Osteocalcin 대신 P1NP를

권하는 변화가 있었고, 골흡수 표지자로 임상에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혈청 CTX의 사용을 권장하였다. Opening

Ceremony 직후에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문제가될수있는Atypical Femoral Shaft Fractures에관한

Debate가있어많은참석자들이흥미를가지고늦은시간까지

자리를지켰다. 강의시작직전참석자의약54%가연관이있다

고 투표하였고, 약 20%가 연관이 없다고 투표를 하였다. 이후

정형외과 전문의 T. Einhorn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Atypical

Femoral Shaft Fractures가 연관이 있다는 강의를 하였고, 

이어서 내분비내과 전문의 B. Abrahamsen이 연관의 없다는

내용의강의를하였다. 강의를들은후다시참석자들이투표를

하였는데 연관이 있다는 참석자는 41%로 감소하였고, 연관이

없다는 참석자는 33%로 증가하여, B. Abrahamsen이 승자로

선정되었고, 상품으로Golden Femur Award를받았다.

첫번째심포지엄으로는Stem Cells, Bone and Bone Marrow

이라는 제목으로 ECTS Excellence in Research Lecture로

사진 1. 학회가열린Megaron Conference

Center의 입구.

사진 2. 학회의 Opening Ceremony.

사진 1 사진 2



2011년 7월 여름호 19

The 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Prediabetes

and the Metabolic Syndrome

올레(Olleh)!

스페인의수도마드리드에서2011년4월6일부터9일까지열린

제4회 Prediabetes and Metabolic Syndrome 학회는정열적

인 플라멩코 댄서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귀신을 부를 듯한

처량한노랫소리, 기타줄이끊어지도록뜯어내는연주, 마룻바

닥을울리는구두굽, 손뼉, 장단…이성적이고차분해야할학

회의 시작을 이렇게 정열적으로 만들어도 되는가하고 따지는

사람은당연히없다. 지극히스페인다운시작일뿐이고, 이방인

들은마냥즐겁기만할뿐.

이전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제2회Prediabetes and Metabolic

Syndrome 학회에 다녀왔던

기억이 생생한데 격년으로 열리

는 학회인지라 4년의 세월 동안

많은변화가있는것을실감하였

다. 제2회 학회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PPAR

Gamma가 키워드였다면, 이번

제4회 학회는 대사증후군,

GLP-1 and gut Hormones,

Bariatric Surgery가 키워드

였다. 이 학회는 주지하다시피

George Alberti, Paul Zimmet,

Bernad Zinman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학회인데, 당뇨병

치료제시장의판도와현재임상

의사들의주된관심을크게반영

하고있는모양이다. 그것도일관

성이라면 일관성, 주관이라면

주관일터. 

대한항공이 매일 운항을 하지 않아 하루 일찍 도착한 덕에

반나절을벌수있었다. 어디로갈까? 스페인의문화를엿보려

면미술관을우선봐야지. 유명한 Prado 미술관에가서고야,

벨라스케즈, 리베라등거장들의그림을볼수있었는데, 내분비

특히산부인과내분비를하시는분이라면익숙할법한유명한

“수유중인수염난여자(The Bearded Woman Breastfeeding)”

를그냥지나칠수는없지(그림1). 

리베라가 그린 이 그림은 막달레나 벤투라(Magdalena

Ventura)라는 여인과 그녀의 가족 초상화이다. 왠 머리가

벗겨진 영감님이 아이를 안고 있나 싶지만, 복장은 여성의

것이고 가슴이 있고 아이를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고

있다. 안고있는아이외에도여럿의

아이가 있다는 점에서 불임은 아니

고 따라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가능성은 낮고, 아마도 난소의 호르

몬 분비 종양에 의한 이상일 것이라

는 진단을 같이 학회에 참석한 산부

인과교수님이일러주셨다. 

이번 학회에서 많은 세션이 Gut

Hormone, Bariatric surgery에 할

애되어최신지견을넓힐수있었고,

이러한음식물과장의내분비세포의

상호작용을 몸소 체험하고자 저녁

시간에는 현지 음식을 찾아 나서지

않을수없었다. 특히GLP-1 수용체

에 직접 작용하는 Small Chemical

Agonist가 구연 세션에서 소개되었

는데, 이러한약이나오면주사를맞

지 않고도 몸속의 GLP-1 수용체를

충분히 자극하여 혈당과 체중을 조

절할수있으리라. 더군다나GLP-1 수용체Agonist가보이는

오심, 구토도거의없다고하니말이다. 여하튼스페인에왔으

니 빠에야(Paella)를 꼭 먹어야 하는데, 같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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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abetes and the Metabolic SyndromeⅡ
조영민- 서울의대

그림 1. The Bearded Woman Breastfeeding,

Jusepe de Ribera (1931)

Oil on Canvas 158*113 / Prado Museum, Madrid

대한내분비학회18

IS
S

U
E 최신학회이슈 - 국제

Prediabetes and the Metabolic SyndromeⅠ
김종화- 세종병원

The 4th International Congress on Prediabetes

and the Metabolic Syndrome

4차 International Congress on Prediabetes and the

Metabolic Syndrome 학회가4월6일부터9일까지4일간스페인

마드리드에서개최되었다. 마드리드까지직항이없어인천공항

에서출발하여프랑크푸르트를경유하여밤11시가넘어서도착

했다. 스페인은 유럽의 서남부의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프랑스, 서쪽으로는 포르투갈을 접하고 있는

두번째로큰나라이다. 마드리드는1561년펠리프2세(FelipⅡ)

가 수도를 똘레도(Toledo)에서 마드리드로 천도한 이래급속한

발전이룩하였으며현재까지남아있는구시가는주로 17-18세

기에건설된원형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 특히18세기후반카

를로스3세(CarlosⅢ) 때많은건물및도로(Paseo del Prado) 등

을건설하게(프라도박물관, 스페인왕궁등)되어수도로서의면

모를갖추게되었다.

이번학회는Epidemiology,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주제로 국내(약 20명)

및국외참가자1천명정도가참가해서성황리에개최되었다. 

4월6일오후부터본학회는The Global Epidemic of Obesity,

Prediabetes and Diabetes can the Link be Broken? 주제로

시작하였다. 인크레틴의베타세포에

작용하여인슐린분비작용과심혈관

질환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서 Beta-cells and Incretins:

Preservation and Protection, The

Dysglycemic Continuum, Diagnosis

and Cut-points: What Parameters

should we ues?, Prediabetes

Intervention: What is working? -

Evidence from Long-term Follow-

up Studies, The potential role of

GLP-1 at the intersection of

metabolism and cardiovascular

disease이란소주제로발표를했다.

4월7일오전부터9일까지심포지엄,

구연및포스터등본격적인발표가

이어졌다. Opening Plenary Sessions : Metabolic Syndrome

and Prediabetes : Where are we in 2011? 이란 주제로

G. Alberti는 Harmonizing the Metabolic Syndrome이란제

목으로 Metabolic Syndrome의 역사 및 변천사를 이야기하면

서 여전히 심혈관질환에 있어서 Metabolic Syndrome은 존재

한다고 역설하면서 Metabolic Syndrome의 Controversy에

관한내용을일축했다.

재미있고흥미로운세션으로The Therapeutic Potential of the

Intestines이란주제로장내호르몬분비에영향을미치는인자

및 환경을 변화시켜 대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해서

J.J Holst는 The Metabolic Relevance of Gastrointestinal

Physiology, N. Delzenne는 Can we Change Metabolism by

Changing the Gut Flora? 등을 발표하였는데 대사증후군의

Gut Microbiota는Lipopolysaccharides(LPS)를통해염증이나

인슐린저항성을유발시키는비만및당뇨병에나쁜영향을미치

고, Bifidobacteria, Faecalibacteria Prausnitzii 등의 Gut

Microbiota에서는 항염증 작용으로 비만 및 인슐린저항성에

좋은영향을미친다. Prebiotics로 Inulin-Type Fructans (ITF)

는Jejunum과Colon에있는L-Cell의수를증가시켜서GLP-1

과 2를 생성을 향상시킨다. GLP-1은 지방세포와 간 인슐린

저항성(Hepatic Insulin Resistance)

을 감소시키고, GLP-2는 비만과

관련된 Gut Permeability와

Endotoxemia를 감소시키는데

Specific G-coupled Receptors인

Endocannabinoid System(GPR41

/43)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Diabetes와Cardiovascular Disease

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많은 내용

들 특히 인크레틴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중세 화려했던 마드리드의 역사를

뒤로한채이번학회도 2년후열릴

장소인 그리스 아테네에 만날 기약

을하며마무리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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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글루타메이트의맛이 T1R, T3R로구성된미뢰의Umami

Receptor를유린하면서, 쫄깃거리는치감까지느낄수있다고

하면 될 것이다. 콜레스테롤을 분해한다고 하여“다리 달린

올리브로불린다”고하는데…믿거나말거나!

학회는막바지로치달아비만과당뇨병의수술적치료에대한

세션이 열렸다. 이제 단지 체중을 줄이는 목적으로서의 체중

조절 수술(Bariatric Surgery)이 아니고 대사 이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사 수술(Metabolic Surgery)로 개념이 거듭

나고있는시점에중요한강의들이많았다. 특히 IDF의비만한

제2형당뇨병치료에대한성명발표가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체질량지수 35 kg/㎡ 이상인 경우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이 되고 있지만, 체질량지수가 30-35

kg/㎡인경우에도수술적치료를고려할수있고, 아시아인에

서는2.5 kg/㎡를낮춰서 27.5 kg/㎡부터수술적치료를고려

할수있다고하였다. 이에대해서는우리나라에서도임상시험

과임상경험을통해증거를축적해나가야할것이다. 하지만,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그냥 넘길 수는 없기에, 비만,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미식가의

행보를멈출수는없었다. 이날저녁의메뉴는코시도(Cocido)

라는스페인전통요리로서풋콩, 채소, 고기를함께푹삶아서

만든다고 한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담은 그릇 자체가 매우

특이하다. 나무로된작은항아리속에들어있는데, 우리식의

소면에 국물을 먼저 따라서 먹고, 이후에 건더기를 부어서

먹는다. 스프의 맛은 뭐랄까? 굳이 비유하자면 불도장의 맛이

라고하면삼분의일의사람들은고개를끄덕일것같다. 양이

많아서인지 낮에 들은 강의 때문인지 다 먹는 것은 포기하였

다. 앞으로 스페인을 방문하는 분들은 한 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하고싶다. 레스토랑에서나오는길에거리의맥주집에발걸

음을멈추고올리브안주에시원한맥주를들이키며학회에서

공부한것은좌뇌에잊지못할스페인의추억은우뇌에고스란

히간직하였다. 아디오스에스파냐(Adios Españ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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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스페인전통요리의하나인코시도(Coc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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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잘하는집을수소문하여찾아가서여러종류를시켜

놓고 맛을 음미해 보았다. 샤프란으로 고운 노랑 옷을 입은

쌀과 듬뿍 들어간 신선한 재료들이 우선 눈을 즐겁게 하고, 

구수한풍미가코를간지럽히고, 기름이반지르르흐르는음식

이미뢰를훑고지나갈때Taste Receptor를진동시키고삼차

신경을 통한 미각 아닌 미각이 또한 대뇌피질을 즐겁게 한다.

이놈들이 소화흡수될 때 GIP, GLP-1을 분비시킬 것이라는

생각을음식을먹는도중에하게된다면빠에야의맛을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리라. 샤프란과 함께 쌀에 스며드는

스프의 풍미야말로 빠에야의 핵심인데, 서울에서는 참다운

맛을느끼기힘든까닭에아뿔싸과식을하고말았다(그림2). 

화려한학회개막식을뒤로하고, 다음날부터본격적인세션이

시작되었다. George Alberti가 대사증후군에 대한 최근의

이슈들을 정리하였고 강의 말미에 많은 학자들이 대사증후군

이라는개념자체에대한비판을하고있는것에대해“대사증

후군의개념은필연적으로실용적인것이다. 따라서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순수주의자들에게는 눈엣가시일

것이다. “It is inevitably pragmatic and will irritate some

nit-picking desk-bound purist”라고 촌평하였는데, 나는

역시 대사증후군이라는 개념 자체는 과학적인 면에서는 문제

가있다는것을 Alberti가 시인한것이라고생각하였다. Paul

Zimmet은 강의의 시작을“There are known knowns;

there are things we know we know. We also know there

are known unknowns; that is to say we know there are

some things we do not know. But there are also

unknown unknowns - the ones we don't know we don't

know.”라는도날드럼스펠드전미국국방장관의말을인용

하면서 대사증후군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Known Knowns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Known

Unknowns는어떻게해결할것이며, Unknown Unknowns

를 깊은 관심으로 어떻게 잘 찾아내어 밝힐 것인가에 대한

화두라고 생각하였다. 공자도 이전에 이르지 않았던가? 知之

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也(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천하의 공자도

Unknown Unknowns에대한통찰은없었던모양이다. 대사

증후군 대가들의 강의는 차치하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Gut Endocrinology 특히인크레틴의대가인Dr. Holst

와 Dr. Nauck의 강의도무척이나큰도움이되었다. 이 분야

는 Unknown Unknowns에 대한 것은 둘째 치고라도

Known Knowns보다 Known Unknowns가 더많기에앞으

로해야할일이무한정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 

저녁에는학회에참석하신이홍규선생님과함께바르(bar)에

가서시원한맥주와함께스페인식의안주인타파스(tapas)를

즐겼다. 하몽(jamon)은 스페인어로햄인데, 정말다양한햄이

눈과 혀를 즐겁게 하였다. 바르의 천장에 매달려 있는 돼지

뒷다리는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전용 칼로 날카롭게 베어낸

하몽은 그 맛 또한 날카롭게 미뢰를 울려왔다. 그중 Jamon

Iberico는 도토리를 먹고 자란 최상급 이베리코 돼지로 만든

햄인데, 굳이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맛에 비유한다면 참다랑

어로 만드는 가이바시라의 풍미가 더해진 햄이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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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스페인의명물음식, 빠에야

그림 3.

마드리드 시내의 한 바르 (Bar)의 패티오

(Patio)에서 즐긴 하몽 종합 세트! 바르는

주로 술을 파는 곳이고 다양한 종류의 안

주인 타파스 등 가벼운 음식을 취급한다.

대개아침부터밤늦게까지문을연다.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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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대한당뇨병학회춘계학술대회를성황리에마치고

제24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11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렸습니다.

당뇨병에대한진료와연구에힘쓰는모든회원과유관단체및

의료관련정책입안자들이모여당뇨병에대한최신지견에대해

열띤 강의와 토론을 나눈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총 1,409명의

회원이등록하였고, 목요일오후에시작하여토요일오후늦은

시간까지진행되었습니다. 목요일오후 Satellite Symposium

을 시작으로 2개의 Plenary Lectures와 16개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의 특강, OLETF rat 연구

세션, 간행위원회및보험법제위원회공청회가있었고, 149편

의포스터가전시되었습니다. 

Plenary Lecture에서금요일오전에연세의대이현철교수는

단삼에서추출한Magnesium Lithospermate B의 혈관보호

효과에 대해서 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세포, 그리고 동물

실험을통해증명된결과를발표하였고, 토요일오전에프랑스

의 Foufelle 교수는 지방간 형성에 있어서 ER 스트레스에

의한SERBP1C 전사인자의활성에대해강의하였습니다. 

16개의심포지엄에있어서1) Islet biology, Insulin Secretion

& Immunology 세션에서는 베타세포의 재생, 분화, 이식후

비관헐적관찰에대한강의가금요일오전에있었고, 오후에는

베타세포의기능이상에대한아밀로이드, 싸이토카인, 포도당

및 지질독성에대한강의가있었습니다. 2) Insulin Action &

Obesity 세션에서는금요일오전에골격근에서의인슐린저항

성에 대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 Sucrose Non-

Fermenting AMPK-related Protein Kinase(SNARK), 새로

운 AMPK 활성제 Ampkinone에 대한강의가있었고, 금요일

오후에는 미토콘드리아와 대사질환 및 인슐린 작용에 대한 강

의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환경호르몬과 대사장애에

대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 내분비계 기능의 교란현상 및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POPs를 동물에 투여 시 비만과 지방간이

발생한다는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 토요일오후에는내분비의

여러기관과인슐린분비및작용에대한상호작용이라는주제

로Osteocalcin, Myokine, BMP, 비타민K, 비타민D와당뇨

병에 대한 연구결과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3)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세션에서는 금요일 오전에 비알콜

성간질환과인슐린저항성에대한임상적, 기초적기전에대한

연구결과가발표되었고, 토요일오후에는제2형당뇨병의새로

운 치료제로 SGLT2 억제제, 11-Beta-HSD Type 1 억제제,

Bromocriptine, Colesevelem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4) Epidemiology & Genetics 세션에서는토요일오전에장과

당뇨병이라는주제로에너지대사에있어장의역할, 장내세균

과비만, 인크레틴, 엔도카나비노이드시스템에대한강의가있

었고, 토요일오후에는당뇨병의치료제가암의발생을증가시

키는가에대한찬반의견을듣고이에대한열띤토론이있었습

니다. 아직까지는당뇨병의치료제가암의발생을직접증가시

킨다는 몇몇 보고에도 혈당을 정상화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들과 최근 메트폴민이 암 발생의 위험성도

감소시킨다는내용으로정리되었습니다. 5) Acute & Chronic

Complication 세션에서는 토요일 오전에 당뇨병 합병증의

새로운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당뇨병성 망막증에 Anti-VEGF

치료, 당뇨병성 신증에 새로운 약물들, 당뇨병성 허혈성 하지

괴사에자가줄기세포치료, 그리고관상동맥질환에골수줄기세

포치료에대한연구결과발표가있었습니다. 금요일오후에는

당뇨병성신경병증의진단과치료라는주제로신경병증의진단

과치료에대한최신견해와다양한치료약제, 심혈관계자율

신경병증, 그리고최근전국규모로진행된국내당뇨병성신경

병증의 역학연구를 토대로 국내 실정과 문제점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6) Behavioral Medicine & Education 세션에서

는제2형당뇨병환자의운동후뇌기능및대사에좋은효과,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식사 지침, 당뇨병 환자의 성기능장애,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교육과 자가관리 향상을 위해 자가혈당

측정법에 대한 근거와 혈당관리를 위한 실제 사례가 논의되었

습니다. 그 외 다양한 특강이 마련되었는데 OLETF rat 연구

세션에서는 OLETF 쥐를 개발하고 연구한 Kazuya Kawano

박사가 올해 은퇴를 앞두고 그간 쌓아온 연구결과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국내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던 실험결과들이

IS
S

U
E 최신학회이슈 - 국내

대한당뇨병학회춘계학술대회
정인경- 경희의대강동경희대병원

대한내분비학회22

IS
S

U
E 최신학회이슈 - 국내

대한내분비학회춘계학술대회
변동원- 학술이사

2011년 대한내분비학회춘계학술대회

대한내분비학회춘계학술대회가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학회기간 동안 85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 개원의, 전공의, 

간호사 및 영양사,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시도가새롭게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개의 Plenary lecture를 개최하였습니

다. 미국 Northwestern 대학의 교수이며 Polycystic Ovary

Syndrome(PCOS) 연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Andrea Dunaif 교수는 PCOS 질환의 기전연구와 관련하여

성호르몬및PCOS Susceptibility Genes들이생식및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신지견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Ohio 

대학의 John Kopchick 교수는 성장호르몬(GH)의 작용과

당 대사 및 Aging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특히Meet the Expert 세션에서성장호르몬과Aging Process

와관련하여청중과질의응답시간을갖기도하였습니다. 이탈

리아나폴리의 Federico II 대학의Massimo Santoro 교수는

갑상선암의 치료제로서 개발중인 BRAF, MEK 및 RET 억제

제들의작용기전과최신연구결과를발표하였습니다.    

Main Symposium은 총 10개의 세션으로 각 분야별로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많은 연구경험을

지닌 연구자들을 모셔서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당뇨병, 갑상선, 골대사 분야는 Clinical 및 Basic/

Translational 세션을선정하여심포지엄의임상과기초세션

이 서로 엇갈리도록 배치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선호에 맞춰

들으실수있도록시도하였습니다.

또한, 3개의 Meet the Expert 세션을 준비하여 여러 내분비

질환에 대하여 각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 교수님을 초빙하여

진료현장의폭넓은경험을청중과공유하였습니다. 학회회원

여러분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기초분야로는 Endocrine

Research 세션, 임상분야로는 당뇨병, 골다공증 및 갑상선에

대한Clinical Update 세션을마련하여최신연구결과및내분비

질환의치료지침에대한최신지견이참가자들께전달되는기회

를가졌습니다.  

학회에서는11월초에열리는추계학술대회에서도새로운연구,

진단및치료에대한최신지견을소개해드릴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많은격려와관심, 참여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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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골대사학회춘계학술대회소개

2011년 대한골대사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전년도와 같이 임상과

기초트랙을나누어진행되었다. 약2년전부터임상과기초를나

누어 미국골대사학회처럼 학회의 특성을 변화하려는

노력이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처음시도되던때에많은

분들이기초분야의참여도에대한우려와는달리올해도많은

연구자들이참여하였고임상과기초를합쳐서구연21편과포스

터9편이발표되면서활발한토론이진행되는것을느꼈다. 

매년춘계대회는한국과일본의합동심포지엄이열리는시기이

다. 올해도양국에서각각2인의연자가발표를하였다. 한국에

서는최근비스포스포네이트치료동안에발생되어관심이모아

지고 있는“Subtrochanteric Fracture During Osteoporosis

Treatment in Korea”제목의 발표가 있었다. 연제 발표를 한

연세대의 양규현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시에

측정하는대퇴골골밀도결과에서대퇴골의피질골이두꺼워지

는것을관찰한대상에서후에전자하부골절이많이관찰되었

다고 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하였다. 기초 연구로는

“Genes Involved in Enamel Matrix Defects”라는 제목으로

서울치대김정욱교수의발표가있었다. 한편, 일본의Tottori 대

학의 Hiroshi Hagino 교수가“Fragility fracture secondary

prevention”을, Keio 대학의 Takeshi Miyamoto 교수는

“Regulation of Osteoclast Differentiation and Cell-Cell

Fusion”을발표하였다. 비록양국간에많은인원의교류가이루

어지고있지는않지만, 국제적인교류를위한초석이될것으로

생각하였다. 

해외 초청연자로는 미국의 Mayo 클리닉의

Sundeep Khosla 교수의“Sex Steroids and the

Skeleton”발표가 있었다. Khosla 교수는 현재

미국골대사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골다공증의

병태생리에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임상적 연구

결과를발표하고있는분중에한분이라할수있다.

강연 내용으로는 여성에서 발생되는 골다공증에서

에스트로겐의 역할과 남성에서 에스트로겐 결핍의

역할을 정리하여 1998년 제기한“Unitary Model

for Involutional Osteoporosis”에서부터 최근에는

에스트로겐결핍에대하여해면골보다는피질골이더욱예민하

다는내용의변형된Unitary Model까지의소개로, 골다공증의

병태생리에관한에스트로겐의역할을잘정리할수있었던강연

으로기억된다. 뿐만아니라최근골세포에서생산되며골형성

억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Sclerostin에 관한 임상 연구도

소개하여최근연구동향을살펴볼수있었던좋은기회였다. 올

해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윤현구 회장은 강연을 통해

심사평가원과의 그동안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던 역학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대규모 역학조사 자료가 아직 부족한 우리

실정에 좋은 자료 제공과 함께 대한골대사학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임상 심포지엄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칼슘

섭취의 적절한 용량과 척추압박골절환자에서 Vertebroplasty 

치료, 젊은 여성의 낮은 골밀도에 대한 치료 등을 다루었으며

기초심포지엄에서는조골세포에서WNT-BMP 신호, RUNX2의

역할, 파골세포에서의최근연구동향을정리하는시간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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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춘계학술대회
정호연- 경희의대강동경희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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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었습니다. 

또한간행위원회에서준비한특강에서는당뇨병학회지의발전

방향에대한논의가있었고보험법제위원회에서준비한공청회

에서는최근이슈인당뇨병약제의새로운보험급여기준에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참석한자리에서많은학회위원들의뜨거운토의와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특히이번학술대회에서는포스터전시및토론을

활성화시키고자작년과달리전시된포스터앞에서각세션별

로선정된발표자들이발표하고토론하는자리가마련되었습니

다. 바로앞에서좀더친밀하게질문과토의가가능했던반면

에다소너무많은회원들이몰린세션에서는잘들리지않거나

1시간이상을서서진행하다보니힘들어했던회원들도있었지

만 좀 더 발표자와 청중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토론을

나눌수있었던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광주에서 개최되어 더욱더 지방회원과

친밀한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당뇨병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넓고 깊은 지식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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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허윤석 교수님,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그래야

체중이 바뀐다”주제로 먹는 습관을 바꾸는 행동요법 - 분당

차병원이지선선생님, 활동습관을바꾸는행동요법- 아주의대

주남석 교수님, “Birth Weight & Metabolic Risk”주제로

Small for Gestational Age and Metabolic Consequences in

Children - 한림의대황일태교수님, Metabolic Syndrome in

Childhood: Association with Large for Gestational Age and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 울산의대최진호교수님,The

Effect of Birth Weight on Adult Adiposity, d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 인제의대 윤영숙 교수님, “Hot

Topics in Obesity Therapy”주제로 Antidiabetic Drugs for

Treating Obesity - 고려의대 서지아 교수님, Experimental

Drugs in Obesity - 가천의대김경곤교수님, Safety Issue in

Obesity Drugs - 한림의대 강준구 교수님, “Nutritional

Approaches to Obesity in a Changing World”주제로Use of

Technology in Dietary Assessment - 가톨릭대학교식품영양

학과송윤주교수님,  IT & Weight Management Program -

가톨릭대학교 유헬스케어사업단 이진희 선생님, Where can I

Find Obesity Statistics - 질병관리본부만성병조사과오경원

선생님,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

Metabolic Disease”주제로 The Effects of Accumulation of

Physical Activity on Blood Pressure Reduction - 체육과학

연구원 박세정 선생님, Effects of Different Sequences of

Combined Exercise on Energy Expenditure and

Physiological Variables Associated with Fatigue - 대구대학교

이종삼교수님,  Types of Exercise and Metabolic Disease -

아산생명과학연구소 전병환 선생님께서 발표해주셨다. 또한,

구연발표10개와포스터발표13개연제가발표되었고각각우수

및최우수연제를시상하였다.

재미있는 주제로 열린 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화창한 봄날

석양의붉은빛을받으며따뜻하고포근하게마무리되었다.

IS
S

U
E

최신학회이슈- 국내

대한비만학회춘계학술대회

대한내분비학회26

IS
S

U
E 최신학회이슈 - 국내

대한비만학회춘계학술대회
김종화- 세종병원

2011년 대한비만학회춘계학술대회

춘계학술대회가화창한봄날인4월 17일일요일오전부터오후

까지코엑스에서500여명의회원들이참여하여성황리에개최

되었다. “Hot Topics of Obesity”라는 주제로 2개의 Plenary

Lecture, Session을 8개로나누어주제에합당한소주제를정

해서심포지엄을진행하였다.

Plenary Lecture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Glucocorticoid

Hormone의일주기적분비와Multimodal Hormone으로생체

대사에관련되어신경생물학적관점에서우울증, 행동장애등에

영향을미친다는내용으로오전세션에“Circadian Control of

Metabolism-Cortisol in Neurobiologic Aspect”주제로서울

대학교자연대생명과학부김경진교수님과문학작품에서비만

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묘사되었는지를“문학과 의학-비만의

상징성”이란주제로한림의대유형준교수님께서오후의첫세

션을열어주셨다. 최근Gut Hormone의혈당조절및체중조절

하는 기능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Gut

Hormone 분비에영향을미치는인자들에관한내용으로“Gut

Nutrient Sensing in the Regulation of Body Weight”주제

로 오전 첫 세션을 열었다. 위장관내분비 세포는 장관의

상피에 존재하며 Microvilli를 내강 쪽으로 내밀고 분비과립은

Basolateral 측면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해부조직학적 특성은

장관내강의영양소존재를감지하여호르몬을혈관속으로적

절히 내보내기 위함이다. 위장관내분비세포의 영양소 감지

메커니즘과장관내영양소및기타물질존재여부에따른변화

에 대한 내용으로“Gut Uutrient Sensing and GLP-1

Secretogogues”- 서울의대 조영민 교수님과 장관내에서는

식욕의 조절에 관하여는 CCK, PYY, GIP, GLP 등 여러 가지

위장관내분비호르몬이분비되고, 이러한호르몬은소화라는과

정에관여하여분비되는경우도있지만, 장관내에존재하는소

화물에서의당의농도, 지방의농도혹은답즙의농도에따라호

르몬의분비를조절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이러한가능성

의 한가지가 미각 수용체의 존재, 지방산 수용체의 존재 혹은

답즙산수용체가식욕의조절에관여하는호르몬의분비에도연

관되어있고, 소화후에혈중에분비된인슐린이나혈당또한이

러한 수용체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Taste

Receptors in Gut Regulate Endocrine Function”- 건양의대

김병준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셨다. 두 번째 심포지엄의 주제는

“Hot Topics in Obesity Mechanisms”으로SQ fat과Visceral

Fat 에서의PPAR의발현및Hepatic Steatosis와PPAR Gene

의 발현 및 Sirt 6 Role for CNS PPARgamma in the

Regulation of Energy Balance에 대한 내용으로“Role of

PPARgamma in Obesity”- 성균관의대박철영교수님과지방

조직에서는 이미 다양한 cytokine이 분비되어 중추신경계를

포함하여타장기와신호교류가있음이많은연구를통해밝혀

졌지만 간조직과 타 조직과는 최근 연구에서 부교감신경계를

통한신호전달이나간에서분비되는FGF21 등이보고되고있어

이에 관한 내용으로“Communications Between Liver and

Other Insulin-Sensitive Organs in Obesity”- 제주의대

이대호 교수님과 비만 동물의 지방 조직 내 변화와 그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과의 상관관계를 기전 중심으로 특히, 지방조직

내염증반응의증가와대식세포의변화가정상과비만인동물의

지방조직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데 이에 대한 실험실 연구

결과내용으로“Adipose Tissue Dysregulation in Obesity”-

서울대학교자연대생명과학부김재범교수님께서발표해주셨다.

그 외에도“From Bariatric to Metabolic Surgery”주제로

Evolution of Metabolic Surgery - 가톨릭의대 외과 이상권

교수님,  Remission of Hyperglycemia with Modified Mini-

Gastric Bypass for the Patients with BMI Less than 30

kg/m2 - 순천향의대외과허경렬교수님, Metabolic Surgery

for the Diabetic Patients with BMI less than 30 - 인하의대

“문학과비만”주제로강의하시는유형준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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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5월 29일(일) 임상시험위원회 워크샵이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에서 80여 명의참석속에성대하게개최되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임상시험위원회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과정에서 꼭 견지해야 할 윤리 문제를 포함한

올바른연구방법을제시하고실제연구를진행하면서경험하는

문제점들에대한공유의장을마련하고자하였다.

워크샵은두세션으로진행되었으며 <세션 1>은올바른임상시

험의 이론적 기반이란 주제하에 임상시험윤리의 역사적 흐름

(남문석, 인하의대), 임상연구방법론의기초(박민수, 연세의대),

임상연구 계획서 작성요령(김난희 교수, 고려의대)등의 강의와

패널토의로진행되었다. <세션2>는2011년임상연구현장의목

소리란주제하에회사주도연구의사례분석(김향림, 사노피아벤

티스),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현실과 고민(권혁상, 가톨릭

의대), New R&D Paradigm to Translate Technology

Innovation into Value Creation(남수연, 유한양행) 등강의와

패널토의가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남문석교수는2차세계대전이후독일나치정부

의인체실험에참여한과학자및의사에대한재판에서뉘른베

르크강령이채택되고 1947년 세계의사회의제네바선언을통해

인체실험에 대한 연구자의 원칙이 발표되었고, 1954년 헬싱키

선언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1979년 미국국가인권위원회의

벨몬트보고서에서 인간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간

존중의3 원칙, 즉인간존중의원칙, 선행의원칙, 정의의원칙을

위해각각피험자동의서, 위험대비이익평가, 피험자의공정한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996년 ICH-GCP (Good

Clinical Practice) 기준이발표되면서우리나라도KGCP 기준

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의사가

진료를함에있어통상적인진료행위와연구자의관심사에따라

진행하는임상연구의경계를구분할필요가있음도강조하였다.

박민수 교수는 임상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연구설계과정에서고려해야할점, 연구계획서작성

시 고려할 점, 데이터 수집방법, 자료의 분석 방법 등에 대해

소개를하였다. 특히임상시험에있어서비뚤림현상(Bias)으로

부터 자유롭기 위해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과 맹검

(Blinding)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김난희 교수는 임상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일반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계획서를 심사하는 IRB 위원으로, 그리고

실제 계획서를 작성하는 연구자로서 경험한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설명해주었다. 연구목적이명확하고구체적으로기술되

어야한다는점, 피험자보호를위해필요한사항, 특히피험자

동의서에담아야하는중요한내용에대한소개를하였다. 실제

IRB에서류를제출하면서많이범하는잘못에대한사례도소개

하였다.

<세션 2>에서 김향림 실장은 사노피아벤티스 회사의 경험을

통해 최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상시험관련인프라나질적수준면에서많은발전이

있었다고 하였다. 성공적인 임상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임상시험계획서가개발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잘계획된

연구계획은회사에서도승인을잘받고있으며, 한국이중심이

되어진행하고있는다국가임상시험도소개하였다. 대상자모집

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 연구책임자의 리더쉽이

필요함을강조하였고, 연구진행과정에대한관리소홀과과다한

위임으로인해FDA에서신약허가를받지못하는심각한상황

을 가져왔던 사례도 소개하였다. 한국이 과거 10여 년의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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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춘계학술대회

：순환기관련학회통합학술대회

201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성균관의대 이문규

교수, 회장：채성철 경북의대 교수) 춘계학술대회(학술위원장：

박경수서울의대교수)는2011년4월 15일부산벡스코에서순환

기관련춘계통합학술대회(2011년 4월 15일-16일)로개최되었다.

춘계학술대회는 4개의심포지엄으로구성되었다(참조： http://

circulation.or.kr/workshop/2011spring). Nutritional

Prevention 심포지엄에서는심혈관질환을예방하기위해이상

체중에맞는전체열량을기반으로한개별화된건강식단을강조

하였고, 탄수화물과지방섭취에따른지단백질분포가인종마다

어떤차이가있는지등에대한연구결과를통해, 고탄수화물식단

이 낮은 고밀도지단백질혈증과 공복 시 고중성지방혈증과 연관

이있고, 이는한국인에서심혈관질환의위험도를높일수있음

을 제시하였다. Cardiovascular Risk Factor Management 

심포지엄에서는 주로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의 선별이나 위험

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소개와 최근 연구결과들에

대한발표와토론이있었다. 특히, 연세의대장혁재교수는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촬영을 이용한

Calcium Scoring 방법이심혈관질환의무증상환자에서예후를

예측하는데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2011년

미국심장학회에서 발표된 다기관 임상연구결과(CONFIRM

Registry)를통해관상동맥전산화단층촬영이증상이없는대상

군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전통적인 위

험도평가에비해추가적인이득이없을수있음을제시하였다.

New Challenges in Atherosclerosis 심포지엄에서는동맥경화

증발병기전에서산화스트레스, Vitamin D, 그리고Adipokines

등이 관여하는 병인적 기전이나 역학적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

다. Mechanisms for the Prevention of Atherosclerosis 심포

지엄에서는 University of Saarland(Germany)의 Christoph

Maack 박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반응성산소기 생성으로 인한

동맥경화증발생의기전에대한연구결과발표와함께, 국내연구

자들의 지질대사물이나, 혈관신생성, Wnt 경로 등을 통한 병인

론적 기전에 대한 강의와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Stem

Cell에서 혈관계 세포로 분화 과정 조절을 통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가능성을제시하였다.

이번 학회기간을 통해 본 학회의 치료지침위원회에서 1971년

일본 Akira Endo 박사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스타틴제제가

1994년 Scandinavian Simvastatin Survival Study(4S) 연구

에서 콜레스테롤 저하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부터최근 20여 년간시행되었던다양한임상연구결과

들을 정리한 <스타틴 : 임상연구의 근거>를 발간하였다. 또한, 

식품영양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심혈관계 질환의 영양치료와

관련된연구결과및자료, 외국의사례등을검토하여근거중심

의<심혈관계질환영양치료지침>을발간하였다.

춘계학술대회 이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개원의를

대상으로2차고지혈증치료전문가를양성하고자체계적인교육

프로그램과함께진료현장에서실제적용할수있는임상기술에

대한교육과정인‘지질관리전문가과정’을개최할예정이고, 7월

16일에는“Recent Update of Randomized Clinical Trial

Focused on Dyslipidemia Treatment”라는 주제로 하계 심포

지엄을개최할예정이며, 추계학술대회는, ‘당대사와동맥경화증’

이라는 주제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할예정이다(참조: http://www.lip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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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춘계학술대회
원종철- 인제의대상계백병원

사진 1.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사장이신 이문규교수(성균관의대)의 인사말.  사진 2. 201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춘계학술대회‘New challenges in

atherosclerosis’심포지엄패널토론모습.  사진 3. 201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춘계학술대회시발간된출판물

사진 1 사진 2 사진 3사진 1 사진 2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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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경험으로global standard에맞는인프라는구축되었으며,

앞으로는다양한연구아이디어를구체화하여Well-Designed

Protocol이개발되고연구자주도임상시험이활성화될수있기를

기대한다고하였다.

권혁상교수는2009년식약청(KFDA)에등록된임상시험198건

중 76건이연구자주도임상시험 (IIT)이라고소개하였고, IIT는

의뢰자로서의의무와연구자로서의의무를모두수행해야하기

때문에매우어렵다고현실을토로했다. IIT는 연구설계, 과정,

경험, 우선순위, 연구비면에서도열악한여건에서진행되고있

다고 했고,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초치료약제 비교 임상으로

진행된PEAM 연구를설계하고진행하는과정에서겪었던어려

움도소개하였다.

남수연상무는전세계적으로R&D에연간40-60조원이투자

되고있으며, 신약개발과정에서Paradigm Shift가필요함을강

조하였다. 전통적인신약개발과정이후보물질을찾고실험실적

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후 동물실험을 거쳐 임상시험(1-3상)을

진행한다면 최근 경향은 Data Generator와 Data Translator

기능이 동시에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또한, 신약개발과정에서새로운후보물질을찾고, 상업

화전략을짜고, 임상시험을계획하고수행하는과정에서의사

들이많은역할을할수있음을강조하였다.

정리해보면그간임상시험과관련한인프라는많이개선, 발전

되어 왔다. 특히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강화를 통해 연구자의

인식 전환도 이뤄졌으나 더욱 철저한 임상시험윤리의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임상시험의 진일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는연구자와제약회사의다양한교류와연구자주도임상시험의

확대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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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제9회전임의연수강좌를마치고

2011년7월1일(금)부터2일(토)까지인천공항하얏트리젠시호텔

에서내분비학회전임의선생님을대상으로연수강좌가열렸습

니다. 올해 내분비분과전문의 시험을 치를 37명의 선생님들과

현재 전임의 1년 차, 2년 차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총 114명의

전임의선생님이등록하였습니다. 

이번 PG course는현재내분비학회수련이사인건양의대김병

준선생님을중심으로정인경, 고정민, 권혁상, 김경아, 김보현,

김재현, 김형진, 박영주, 안철우, 임동미선생님이프로그램을구

성하였습니다. 금요일첫세션은<신경내분비및뇌하수체세션>

으로뇌하수체종양에대한접근, 프롤락틴선종, 그리고뇌하수

체후엽질환에대해, <갑상선세션>은방사선과갑상선의관계,

갑상선을비롯한부갑상선및경부림프절의초음파소견, 그리

고불현성갑상선질환의치료에대해강의가있었습니다. 점심

식사후에는<특강>이마련되어급변하는보건의료정책에따른

의사의자세에대해날카롭고적극적인논의가있었고, 논문해

석을 통한 연구기법 해석에 대해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에 대한

강의가있어연구설계부터논문작성까지도움이되는시간이었

습니다. <골대사와골다공증>세션에서는골다공증의진단, 치료

와골연화증, 부갑상선질환에대한자세한강의가있었고<저녁

특강>시간에는성균관의대김광원선생님을모시고한국과중국

에대한역사적흐름을짚어보고앞으로미래에진취적인아시

아의리더로우뚝서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 금요일저녁에는

<친교의 시간>으로 등록한 선생님들을 8명씩 15조로 나누어

내분비또는무한도전등의주제로팀별창의적인사진을찍고

저녁식사후에사진과함께각조를소개하고친목을도모하는

시간이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의도움으로종일공부로뜨거워

진몸과마음을웃음으로풀수있는즐거운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은아침8시부터시작하여<당뇨병과지질대사>세션에서

는당뇨병의병태생리및합병증과새로운치료제인인크레틴,

그리고동맥경화성이상지혈증에대한강의가있었고, 그 다음

시간에는<내분비기관간의소통>이라는주제로뇌와장, 간과지

방, 지방조직과혈관간의상호신호전달에대한강의가있었습

니다. 오후에는<부신세션>에서증례를중심으로불현성쿠싱증

후군, 일차성알도스테론종, 갈색종에대한강의가있었습니다.

이번연수강좌는훌륭한내분비교수님들의 강의와열정이넘치

는내분비전임의선생님들의심도깊은학문적문답과친목을

도모할수있는뜻깊은자리였습니다.

최신학회이슈 - 국내

제9회전임의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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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지은별관‘다정관’2층에여러과가한공간에모여협진할수있는진료실4개와초음파실3개이외에도판독

실, X-ray 및 CT를 촬영할수있는영상검사실, 환자상담실, 교육실, 채혈실및수납할수있는공간이한곳에

있어, 환자들이언제병원을방문하든지여러곳을돌아다닐필요없이편하게당일진료및당일검사를받을수

있다. 또한, 갑상선암수술후재발률을낮추기위해시행하는방사성요오드치료를하는차폐병동을최근‘나비

사랑방’이라는이름으로확장오픈했다. 이‘나비사랑방’은방사성요오드치료실로국내에서는2번째로1인실2병상

외에2인1실을추가로확장하여총4개의차폐병상을운영하여환자의경제적인상황까지고려하여, 수술후필요

하면곧바로치료를받을수있게했다. 

세계 제일의 갑상선센터를 추구하는 우리병원 갑상선센터는 센터장이신 조보연 교수님을 중심으로 내분비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안과, 산부인과, 병리과, 핵의학과전문의 14명과전문간호사, 방사선사, 의무기록

사등총25명의전문인력이모여세계최고의센터가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특히그동안관심을많이받지

못한갑상선안구병증환자를위한‘안클리닉’을개설하여, 내과및안과의사가모여유기적이고전문적인약물치료

와수술적치료를하고있으며, ‘갑상선질환임산부클리닉’을개설하여내과및산부인과의사가협력하여건강한

임신유지및분만후관리를하고있다. 또한, 갑상선수술전후이비인후과의‘음성클리닉’을통하여갑상선질환

의진단및치료뿐만아니라환자의삶의질향상을위한노력들도하고있다. 갑상선질환에대한모든문제는중앙

대학교병원갑상선센터에서다해결해줄수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조보연선생님께서우리병원갑상선센터장으로오시면서세가지꿈중에이루지못한한가지가있었는데, 환자의

마음까지진정으로살펴줄수있는환자중심의갑상선센터를만드는거라고하셨다. 선생님의꿈과더불어시작한

우리병원갑상선센터는각과의선생님들의열정과환자를가족처럼여기는직원들의노력이더해져서좋은환경과

설비, 질높은의료행위, 이에따라자연적으로수반되는임상연구를통해서국내, 아니세계최고의센터로우뚝설

것이라고자신한다.

중앙대학교병원갑상선센터

우리병원갑상선센터는 2008년 갑상선종양클리닉을개설하여갑상선암의진단에서수술까지복잡한절차를

최소화해단 2회의방문으로수술날짜를정할수있는‘원스톱서비스 (One-Stop Service)’를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에 확대해‘갑상선 센터’로 재출범하면서 우리 병원 특성화 센터로 지정되었다. 우선 환자가 병원을 찾은

당일, 가능한모든검사를시행함으로써재차병원을찾지않도록한다는점에서대학병원에서유일하게실제적인

원스톱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다. 구체적으로갑상선기능이상의경우혈액검사를통해 2시간만에결과가확인

가능하고, 내원당일정확한진단과치료를받을수있다. 그리고갑상선결절의경우엔내원당일진료와함께초음파

및세포흡인검사를시행한다음 1주후에방문하여결과를확인하게된다. 또한, 세포흡인검사결과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경우도바로당일에외과의사의진료를받은후수술날짜를정할수있다.

이지인

중앙의대

K•E•Sㅣ병원탐방

대한내분비학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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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ㅣ개원가에서 보는 내분비질환

대한내분비학회34

내분비질환이외에가장흔히접하는문제는감기, 천식등의기관지문제와배탈등의위장관증상이가장흔한

데, 소화불량배탈을호소하는환자중에서편두통을자주진단하게됩니다. 클리닉위치상위장장애를호소하

는젊은환자를자주접하고이들중상당수는편두통을진단처방하게되는데, 치료받은환자가주위비슷한문

제를가진환자들에게소개해서편두통환자도적지않게축적되고있는상태입니다.

혼자서클리닉을운영하다보니국내외에서열리는학회모임에참석하기어렵고, 주중에진료를오후6시까지

진료하니서울시내에서주중에열리는여러가지학술행사참석도못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다행히요즘에

는인터넷을통해서정보를접하기쉬워지고, 제약사에서도개원의를위한다양한학술행사나자료지원이있어

많이도움이되고있습니다.

종합병원이나대학병원에서진료만담당하고진료이외의부분은전혀신경쓰지않다가개원해서모든부분을

다신경쓰려니의료사고예방에서부터직원선발관리등어려움이많지만자기나름대로의독특한진료스타일

을만들어가는것도좋습니다. 저개인적으로는목이굵어서예전에는넥타이매는것이고역이었는데, 지금은

넥타이없이와이셔츠만입고진료하고있는데, 이보다더편한것이없는듯합니다. 일주일내내진료시간에

매이는것이단점이기는하지만이전대학병원에서짧은시간에환자를몰아치듯이보며환자들에게미안하기도

하고불안한점도많았는데, 이제는가능한한환자의증상과불편함을충분히들어주고이러한문제들을해결해

가는과정을즐기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어언분당서현동에서클리닉오픈한지9년째에접어들고있어아산병원에서의교수생활기간보다개업의로서

의기간이더길어졌습니다. 내분비환자를위주로진료하겠다는욕심에엔도내과라는간판을걸었지만, 개업의

라는속성때문에환자가필요로하는대부분의문제를해결해주려고노력하다보니개인주치의나가족의사노릇

도자주하게됩니다. 

당뇨병진료를위해안저촬영기기, Microalbumin과HbA1c를측정하는기기를운용하고있고, 초음파장치를

이용한Carotid artery IMT 측정, Velocity를측정하면서당뇨병신환이나연1회당뇨병합병증검사환자에게

20여분이내에합병증에대한검사와설명을끝내고있습니다. 

개업초기에는망막병변을확인하기위한안저촬영기기가폴라로이드필름을사용하고있어안저촬영에시간도

많이들고필름소모품비용도많이들었지만4년전에Digital Camera로바꾼이후에는촬영및저장이간편해

졌고직원이바뀌어기기를새로익히는데에도훨씬용이해졌습니다. DCA2000+라는기기를이용해당화혈색

소및뇨미량알부민을측정하는데측정시간이5분정도걸리고측정치도비교적정확히나타나고있어현장에

서결과를바로확인하고판단할수있어매우유용하게쓰고있습니다.  

현재진료하는환자분포는당뇨병, 갑상선질환을주병명으로하는환자가50% 정도, 고혈압, 고지혈증환자가

25%, 갱년기, 뇌하수체통풍부신질환등이5% 내외정도로생각되며, 나머지20% 환자가호흡기질환, 소화기

질환, 어지러움, 편두통등으로생각됩니다. 내분비질환이아닌다른문제로방문하는환자라도이중반은부모

형제자녀가제클리닉을다니기때문에가족의권고로방문한환자이고나머지반은클리닉이대로변에위치

하다보니지나가다가들른그야말로지나가는환자들로생각됩니다. 건강검진에서발견되는혈당이상, 갑상선

기능검사 이상 등의 문제로 방문하는 환자가 자주 있는 것은 아산병원 내분비클리닉 근무 때나 비슷하지만, 

감기배탈로방문한환자를진료할때에도갑상선을관찰하거나촉진하는것이습관화되어갑상선비대나기능

이상을발견하게되는경우가흔하고, 환자나함께온가족중에서쿠싱증후군이나말단비대증도간혹찾아내게

됩니다. 

개업기간도길어지고클리닉을오래다니던환자들이늘어나면서환자가족중에건강상의문제가생기면가족

환자의나이나문제소견과상관없이일단저희클리닉을데리고오는경우를자주접하게됩니다. 결국, 가족의

역할을하게되는데이런문제로내분비질환이아닌부분에대해서도공부해야할필요성을자주느끼고있습니다.

이글을준비하며되돌아보니개원의로서의타성에젖어서무엇이아쉬운지불편하지느끼지도못하

는구나생각하기도하지만이제제나이50도넘었는데긴장과초조함에서벗어나하루하루의조그

만여유에감사하는마음으로지내고싶습니다.

학회활동을같이하면서만났던분중개업이후뵙지못한그리운분들이많습니다. 

이자리를빌려서안부전해드리고이전의같이했던만남과추억들에감사드립니다.

부족한글에지면을할애해주신분들에게도감사드립니다.

개원가에서보는

내분비질환제4편 홍성관

서울엔도내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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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 이외의 여러 다른 멘토들이 각기 연구팀을 이루어 서로

기계, 장비, 실험실 등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2009년부터

2011년초까지연구실의한일원으로서Mary의지도하에나만

의프로젝트에몰두할수있었다.

Mary가 관여하는 널리 잘 알려진 Framingham Cohort

Osteoporosis Study와 인연이되어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University와 Hebrew SeniorLife 등의

여러 협력 병원 선생님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큰 코호트

연구에일부소연구로참여할수있는기회도얻게되었다. 여러

대규모 병원들과 각 분야의 대가들이 모여 있는 보스턴이라는

큰장점이나에게도많은도움을주었다. 역학연구에대한표면

적지식만있던나에게말로만듣던유명한코호트연구를엿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연수 중 가장 큰 성과로 생각되었다. 

멘토들은 혼자만의 독립적인 연구보다는 협력 연구와 코호트

연구에더많은비중을두는경향이었다. 따라서훌륭한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인 멘토들이

지속적이고 탄탄한 협력 구조를 이루어 수차례 연구 진행에

대해토의하고계획하는모습들이인상적이었으며본받아야할

점들이라느꼈다.

보스턴은지역특성상겨울이길고눈이많이오며겨울엔 4시

경부터어두워지는도시로지금돌아와생각해보면항상추웠던

기억들만머리에떠오른다. 또한, 이번연수를통하여미국에서

의 동양인 특히 한국인 의사로서의 입지가 그리 크지 않음을

피부로느끼며다소실망스럽기도했다. 미국에있는동안미국

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장점만을 받아들이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다. 미국인이 흔히들 개인주의적이라고

단점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남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각자의

생활을 열심히 영위하려는 모습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배려심등은우리가더발전하기위하여배워야할점들로

생각된다.

가족끼리 같이 오순도순 지내면서 힘들었지만 서로 도와가며

미국생활을잘헤쳐나갔던짧다면짧고길다면긴2년. 그동안

의값진경험들은내삼십대후반인생에주어진큰행운이었으

며앞으로의내의사생활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리라기대한

다. 눈이오는겨울이되면하얀눈이내키만큼높게오랫동안

쌓여있던보스턴의거리와찰스강이그리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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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에는 이번 연수로 처음 발을 내디뎌 보았다.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은 Harvard University, MIT, Boston University, Tufts

University, Boston College 등 좋은 학교들과 더불어 여러 Harvard 

계열병원들이있어의사뿐만아니라문과계, 이과계교수들의연수지로

도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다. 보스턴의 첫 느낌은 그야말로 교육의

도시였다. 도시전체가참소박하고교육시설이나병원시설에많은공을

들인것같다는인상이지배적이었다. 서울과비교해보면보스턴시자체

의 크기는 작지만 주변 타운들이 주거지로 잘 발달되어 있고 찰스 강을

중심으로강남과강북이나누어져있어구조적으로약간의동질감을느낄

수있었다.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는Longwood medical area에

위치하고 있는 Harvard 계열 병원 중 하나이다. 내가 있었던 연구실은

Mary Bouxsein 교수(이하Mary)가멘토로있는골절생체역학을주로

연구하는곳이었다. Mary는골다공증분야에서micro CT를통한골질의

평가, QCT에기초를둔Finite Element Analysis와Factor-of-Risk에

대하여심도있게연구하여골절생체역학분야에서명성이높고다수의

관련업적을보유하고있는실력가이다. 의사가아님에도불구하고의사

인나보다더의학적지식이풍부하며진취적이고전세계적인네트워크

를보유하고있는참으로본받고싶은여교수이다. 연구실에는각기다른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박사후 과정 연구원 2-3명과 여러 명의 테크니션,

그리고 3-4명의 박사과정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동에는

해외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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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종각(범종루)

사찰에들어서면제일먼저만나는전각이범종각(梵鐘閣) 또는범종루(梵鐘樓)인

경우가많다. 범종각은불이문과동일선상에위치하는데, 부처님을모신전각에서

볼때오른쪽에위치하게된다. 범종을걸어두는건물이므로범종각이라하지만

이층누각형태로만들어위층에법고, 운판, 목어등사물(四物)을보관하기도하며

범종루로부르기도한다. 현존하는범종각은대부분최근에지은것이며, 문화재적

가치가있는범종각은몇개남아있지않다. 가장아름답고유명한범종각으로는

완주 송광사의 종각을 들 수 있고, 영주 부석사의 범종각, 서산 개심사의 범종각

등이볼만하다.

전라북도완주송광사종각은열십(十)자모양을하는2층형누각이다. 종이걸려

있는중앙칸을중심으로동·서·남·북에각각 1칸씩덧붙여이루는모양인데,

지붕역시중앙에서모아지는화려한모습을하고있다. 가운데칸에는종을두고

목어·북·운판은돌출된칸에각각보관되어있다. 조선시대의유일한열십(十)자

형 2층 누각으로 그 가치가 크다(사진 1).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범종루는 이층

누각으로되어있고입구쪽에서보면팔작지붕이지만반대편안양루쪽에서보면

맞배지붕으로되어있어지붕형태가다르게지어진점이특이하다(사진 2). 충남

서산개심사범종각은축대위에누각형태로지은건물이다. 특기할점은사모지붕

을받치고있는네개의기둥이다듬지않은휜재목그대로사용한것이다(사진3).

개심사들어가는길이자연그대로인점, 대웅전앞의심검당기둥과더불어인공적

가식없이자연친화적건축이라는점이눈에띠는대목이다. 

누각

누각은사방을바라볼수있도록마룻바닥을지면에서높게지은다락형식의집을

말한다. 누각이사찰구성요소의하나로자리잡은것은조선시대부터이다. 누각은

보통법회나강설, 또는대중집회장소로활용되고있다. 사찰의누각은자연경관

을감상하기위한목적으로조성한것이아니므로일반누각처럼사방이확트인

경우보다 전면을 제외한 나머지 삼면이 판벽이나 여닫이문으로 마감된 경우가

많다. 누각은 보통 일주문과 중심 법당을 잇는 일직선상에 위치하므로 참배객은

무의식적으로 누각 밑을 통과하여 법당 앞마당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영남지방의사찰(신라계사찰)에서두드러진다(사진 4). 한편, 백제계사찰에서는

누각옆으로난작은문을통해서법당앞마당으로진입하게되어있다(사진5).

사찰누각중문화재적가치가높은건물로완주화암사의우화루(雨花樓 - 보물

662호)가있다(사진5). 조선광해군때지어진건물로주법당인극락전과마주하

며정문과같은기능을하는고색창연한건물이다.  

사찰누각은萬歲, 普濟, 德輝, 天保, 雨花, 安養, 九光, 九龍, 枕溪, 映月, 寶華등

이름이다양하다. 이러한누각의이름은불교적인것보다도교, 유교적정서가강한

데, 이는 한국 사찰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누각 이름 중 가장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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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완주송광사종루

사진 5. 완주화암사우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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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당뇨병진료에서심리적문제의해결”을번역하

다가“Burnout”이라는 단어를 만났다. 당시 의학사전에

적당한번역어가없어탈진(脫盡)이라고썼는데요즘책을

읽다보면소진(消盡) 이라는표현을자주보게된다. 소진

의 소(消)에“불이 꺼지다”라는 의미가 있어 보다 적당한

번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처음에 썼던 대로 탈진

이라고해본다.   

탈진 상태란 원래 어렵고, 불만이 많은 일에 장기간 종사

하면서매일열심히일하지만, 그런노력이아무런변화를

일으키지못한다고느끼는상태에대한반응이라고개념화

되어 있다. 사람들은 장기간 계속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

된다고느끼거나, 자신을소모하고있다고생각하면, 자신

은이일에맞지않다는부적응감을느끼게된다. 또무력

감, 절망감, 초조감, 적대감등도만성적인감정고갈상태

에서일어나는감정이다. 

당뇨병과더불어평생살아가야하는환자는탈진상태가

되기쉽다. 엄격한당뇨병관리를위해서소비하는매일의

걱정이나노력은, 환자에게너무나번거롭고, 불만을일으

키게한다. 그런노력에도불구하고얻어지는결과는크게

가치가 없으며, 성취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당뇨병에압도되어어떻게할방법이없다든가, 완전히패

배했다고느끼면서도, 환자는아직당뇨병이충분히관리

되지못하고있다고걱정한다. 자신의변화에는무력감을

가지며,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마음도 내키지 않는다고

느끼는상태가탈진이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뿐 아니라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료인

에게도탈진상태가생긴다는것이다. 당뇨병관리를효과

적으로 하려면, 환자에서처럼 의료인에게도 상당한 에너

지와인내가요구된다. 당뇨병관리가잘된다는것은개개

인에적합한자기관리목표가설정되어있고, 환자가직면

하는문제에대해해결노력이계속되며, 또의료인의지원

이현재진행형으로시행되는경우이다. 의료인이이러한

지원 행동을 계속해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연속성, 열성,

그리고환자의요구에대응할수있는유연성이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 결과가 의료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때 의료인의 실망, 

욕구불만, 좌절 등의 감정이 의료인을 탈진하게 만든다.

이때환자도동시에똑같은스트레스나좌절감을느끼게

된다. 의료인의탈진으로환자와의치료관계가손상되면

수필

의료인의번아웃

김영설경희의대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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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만세루(萬歲樓)이다. 현존하는만세루유적으로는안동봉정사(경북유형문화

재325호)(사진4), 통영안정사(경남문화재자료145호), 영광불갑사(전남문화재

자료 166호), 태안 흥주사(충남 유형문화재 133호), 고창 선운사(전북 유형문화재

53호), 달성남지장사, 청도운문사, 고령반룡사, 양산통도사의만세루등을들수

있다. 안동봉정사는덕휘루라고도한다(사진4).

만세루 다음으로 흔한 것이 보제루(普濟樓)다. 현존하는 보제루 중 구례 화엄사

보제루(전남 유형문화재 49호)가 유명한데(사진 6), 자연 상태의 나무를 그대로

기둥으로삼고있어좋다. 이외에도속초신흥사보제루(강원유형문화재 104호),

동래범어사보제루, 김제금산사보제루, 포항보경사보제루등이있다.  

누각가운데는영주부석사안양루, 서산개심사안양루처럼안양이란말을사용한

경우도있다. 안양이란말은모든일이원만구족하여괴로움이없는극락정토를

의미하며무량수전이나극락전앞에있는누각의이름으로사용한다. 부석사안양

루는법회나강학보다는주변경치를감상하는곳으로더어울린다(사진7). 이외에

도 하동 쌍계사엔 팔영루, 화성 용주사엔 천보루, 연주 신륵사엔 구룡루(九龍樓), 

합천해인사엔구광루(九光樓) 등여러종류의이름이붙은누각들이있다. 도교적

풍류가넘치는이름의누각으로는해남대흥사, 울주석남사, 순천송광사의침계루

(枕溪樓)가있고, 부안내소사엔봉래루(蓬萊樓)라는이름의누각이있다. 이 밖에

신선사상과관련이있는‘구름을탄다’는뜻의의성고운사가운루(駕雲樓)(사진8),

‘신선이내려오는곳’이란뜻의선암사강선루(降仙樓), 낭만적서정이가득한통도

사극락암의영월루(映月樓)가있다.   

사진 6. 화엄사보제루

조보연

중앙의대

사진 7. 부석사안양루

사진 8. 고운사가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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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문제이다. 

탈진이란누군가를보살피거나도와주는사람또는사람을대상

으로 일하는 전문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만성적 업무상 스트

레스에 대한 심리적 및 신체적 반응이라고 한다. 만성적 업무

스트레스는, ① 업무상의 비현실적인 기대나 요구, ② 스트

레스가 큰 상황에서 보답 없이 계속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흔히나타난다. 이러한탈진은의료인의태도나행동에부정적

변화를일으킬수있으며, ①감정고갈, ②탈인격화, ③업무상

실적 저하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료인을

탈진에 이르게 할까?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은

다음과같은경우탈진상태에빠져들기쉽다고알려져있다. 

☞환자와의료인의사이에비현실적목표나기대의설정,

☞ 환자에게일관되고, 긍정적인의료를시행할수없을때,

☞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의료인이 문제

해결에많은책임을지고있을때,

☞ 적절한자원을이용할수없을때. 

이상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 의료인의 탈진을 방지

하기위한대책은, 자신을걱정해주는가족이나동료의피드백

을받는다, 환자의변동은너그럽게보아주도록현실적인목표

를정한다, 환자지원네트워크를만들도록도움을준다, 생활

습관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사용한다,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최근 당뇨병을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경증 질병

으로분류하여3차의료기관진료를제약하겠다는구상이발표

되는것을보면서환자뿐아니라의사에게도탈진이일어나지

않을지우려된다. 의사는당뇨병관리를성공시키기위한필수

불가결한구성요소라고할수있다. 의사는환자를교육하고,

지원, 격려및강화하는등에종사할뿐아니라, 자신의탈진을

회피하기위해전문적지식이나기법을동원하고, 환자의생활

에 지원적 인간관계를 쌓아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뇨병관리를잘하기위해서는환자나의료인이받는경제적

및정신적부담을감소시키기위한국가수준의노력이필요하

지만이에대한배려가부족함에항상아쉬움을갖는다.

부메랑이 두렵다ㅣ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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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어려운가! 우리네사정이. 더어려워질까두렵다.

의사는건강한육신과정신을위해아픈것은치료해주어

야하고아플가능성이있으면미리막아주어야하고그를

위해선 약물도, 수술도, 건강식품도, 조금이라도 연관이

닿는 모든 종목의 검사도 닥치는 대로 살펴야 한다. 어떠

한어려움을헤치고라도그렇게해야의학의본연을온전

히 수행하는 참다운 의사다.’라고 굳이 설명하는 동료의

가슴을사랑해야할지, 동일업종종사자의손발을부러워

해야할지. 

‘의사는건강한정신과육신을위해모호한치료도, 어정

쩡한 약물도, 뭔지 모르지만 신묘(神妙)하게 느껴지는 건

강식품도, 조금이라도연줄이닿는모든의료행위를살펴

야 한다. 골똘히 살펴 여러모로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

의사의이름아래다스려져야한다. 어떠한고난을겪더라

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그래도 안전하다.’고

설득하는동요의사의가슴에기대어든든함을느껴야할지,

동일분야종사자의가벼운경영능력을부러워해야할지.

의학의 본질을 철저히 구현한다는 성심(誠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것이요, 사람을살리는것만이아니라세상을구하

는 일이 의술의 전체임을 되짚고 싶지는 않다. 그저 일반

적깊이로이해할수있는정도의의료윤리를전문교수의

말로잇는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환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회복될가능성이적을때주치의가그사람의고통을

덜어주기위해어떤치명적인약품을처방할것을고려한다

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의 한 분야인 의학을 근거로

삼아내린결론이다. (구영모, 생명의료윤리란무엇인가?)』

구교수는의학적사실과그약을투여해야하는가를판단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강조를 보태고 있다. 과학은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고윤리는규범적으로올바른판단을내리는데목적을

두고있기때문에이처럼과학과윤리의목적은바탕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도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한다. 그러나앞에인용한경우에서와같이약을

투여해야 할지를 윤리적으로 정확히 판별하려면 의학적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한다. 비록 의학과 윤리가

같지않지만, 윤리적판단을이해서는의학적정보가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근거 없이

일반화시켜 남의 육신과 정신에 넣고 바르고 덧칠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 된다. 의학용어를 섞은 화려한

수사만큼비의학적인건없다. 

이러한설득에도불구하고, 사람의육신과정신에연계된

일을의사가담당하는것은당연지사라고강변하며, 또한

지금은 치열한 들판의 형국이라고 두려워 긴장하는

유형준

한림의대한강성심병원

수필

부메랑이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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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행사명 장 소

9월 24일(토) 제3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충북대학교의과대학강당

11월 4일(금)~5일(토) 학연산및추계심포지엄 경주현대호텔

2011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대전충청지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5월 27일(금)           연구세미나및증례토의, 증례집발간보고 충북대학교병원 1층 강의실

* 대한내분비학회대전충청지회증례집

2011년도 지회소식 / 유관학회 행사안내ㅣK•E•S2011년도 지회소식 / 유관학회 행사안내ㅣK•E•SK•E•Sㅣ부메랑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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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명의 의사에게 부메랑을 쥐어준다고 치자. 어김없이

부메랑의 용도에만 매달려 두려운 초조함 떨어내고자 보이는

모든것, 들리는모든기척에부메랑을던질것이다.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사냥감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쉴 새 없이

더러는꽤쓸모없이던질것이다. 

잘 알고 있듯이, 부메랑은 호주 원주민들이 작은 짐승을 사냥

하기위해만든도구로목표물을향해던지면회전하면서일정

거리를돌아다시제자리로돌아오는도구를일컫는다. 이러한

부메랑의 원리를 따다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나

자본투자를 한 결과, 현지생산이 시작되어 마침내 그 제품이

현지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선진국에 역수출되어

선진국의해당산업과경합을벌이는현상을부메랑현상, 부메

랑효과라칭한다. 부메랑효과의본디뜻이다. 이뜻이응용되

어 개인의 돌출된 행위가 결국 자신에게 문제를 안겨주게 될

때 부메랑 효과라고 말한다. 나아가서 한 개인의 독특한 행동

이 자신은 물론 그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에 불리한 영향을

몰고올때에부메랑효과가더욱커질가능성이높다. 

‘치자일각(癡者一覺)’이란 말이 있다. 한 가지 얻어 배운 일을

때와 경우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써 먹는 하나만 아는 바보가

저지르는개인적사회적폐해, 개인적사회적건강상의손실을

경계하는 말이다. 의술이라는 부메랑 하나들고 세파(世波)가

두려워마구던진다면‘닥치는대로’의부메랑, ‘어려운형편’

의부메랑이되온다. 두렵다고마구던지는게아니다. 세파가

무서워 던지고 싶다면 돌아올 효과를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이미 잘못 던진 게 있다면 솔직히 두려워만 할 뿐 그 다음의

대응책을 제대로 몰라 무턱대고 던졌노라고 자복(自服)하자.

어느의료인하나의의무수행과권리행사로의료계의정체성

이반듯해지는것이아니다. 개인의돌출행위를채찍과꾸지람

으로지혜로운행동으로변화시켜공동의의무와권리를함께

할수있도록다듬을수있을때비로소정당한자세를갖추게

되는것이다.

9. 11 사태당시미국뉴욕시시장이었던루디줄리아니 (Rudy

Giuliani)의 말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다. 두려움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울

일이없다면용기를보여줄일도없는것이다.”

의사가 지녀야 할 기본 요건은 형편이 변한다고 닥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 바로 지(智, Medical Knowledge), 술(術,

Medical Skill), 인(仁, Human Understanding)이다. 지(智)

도 술(術)도 인(仁)도 독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비겁해서는

안된다. 아무리많은지식을가지고있다해도기술이시원치

않아치료행위결과가만족스럽지못하다면, 아무리치료결과

가 뛰어나더라도 치료를 위한 치료, 자신의 공명을 위한 치료

라면 그것은 의학을 빙자한 오만임에 틀림없다. 설혹 육체에

병이 들어 허약하다 할지라도 심지(心志)를 곧게 세우면 다소

나마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허약(虛

弱)과침착(沈着)」의일부를옮겨본다.

『가끔 불쾌한 기분이 되기 쉬운 허약한 육체와 침착성을 잃고

고민하며 기죽는 연약한 마음과는 별개의 문제다. 마음이 동요를

일으킬때에도조용하고도온화한기분을변치않는침착성은그

품위에대한존경을금치못하게된다.』

그렇다. 우리는막연하고힘들수록기본적바탕을딛고용감하

게서있어야한다.

2011년도 대한골다공증학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4월 1일(금) 제11회 Mini-Expert Symposium 개최

Major Osteoporosis Fractures in Orthopaedic Surgery-After Surgical Intervention를 제목으로 서울의대 보라매

병원의 이재협 교수가 수술적 치료 후 routine Ⅳ bisphosphate의 상용에 대한 연제를, 연세의대 이유미 교수가 대학병원

에서의골다공증환자의 Evaluation에 대한강의를하여참석자들과열띤토론을벌였다.

5월 1일(일) 춘계연수강좌및 Expert Symposium 개최 서울아산병원대강당

일본 JSBMR 소속의 Norio Amizuka 교수, Toshimi Michigami 교수,

Noriyuyki Tsumaki 교수의 Bone biology강의가 있었으며, 골다공증의 내

과적, 외과적 처치와 특수 상황하의 골다공증, Sarcopenia, Monoclonal

antibody를 이용한 Biotherapy에 대한강의가있었다.

10월 9일(일) 지방연수강좌개최 대구인터불고호텔

12월 11일(일)  추계학술대회및연수강좌 서울아산병원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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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3차춘계학술대회성료

본 학회에서는 지난 5월 28일(토)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제23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별 강연에는 미국 골대

사학회 회장 Dr. Khosla 교수의 뼈와 호르몬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 (Topic : Sex steroids and skeleton)가 있었으며,

일본골대사학회와 학술교류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양국간의 기초와 임상분야에서 각각 강의가 있었

다.  아울러, 일반 연제 발표를 오전, 오후에 각 세션마다 기초와 임상분야를 나누어 시간을 갖고, 심포지엄도 임상 (Debate

in osteoporosis management)과 기초(Current topics in skeletal biology)로 나누어 최신 지견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신임 회장에장재석교수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정형외과)가 선출되었다.

*2011년 제3차 Clinical Densitometry Course 개최

지난 6월 19일(일) 서울아산병원 아산교육연구관에서 제3차 Clinical Densitometry Course를 개최하였다. 골다공증 진단에

서 가장 중요한 골밀도 측정에 대하여 그 원리부터 실제 적용의 내용까지의 포괄적인 강의가 있었으며 임상의 및 의료

기사들의높은관심과참여가있었다.

*“골다공증진단및치료지침”발간및전국순회강연회개최

골다공증환자를진료하시는의사분들께서최선의진료를할수있도록국내외의최신지견을충분히반영하여국제적인기준

에 부합하는 진단과 치료 지침 -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지침 2011”을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을 순회하며“골다

공증진단 및 치료지침 2011”발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6월 28일(화)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서울지역 강연회가성황

리에개최되었다. 

날 짜 행사명 장 소

9월 4일(일) 제14차 골다공증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마리아홀

9월 24일(토) “골다공증진단및치료지침 2011”발표회 대전

10월 8일(토) “골다공증진단및치료지침 2011”발표회 부산

11월 19일(토) 제24차 추계학술대회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대강당

12월 3일(토)  Clinical Osteoporosis Upadte  울산 or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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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46

회원여러분의여름과관련한사진과사진에얽힌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재미있는 사진 몇장과 함께 사진에 얽힌 사연을 적어(자유

형식) 학회이메일로보내주세요.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 중 재미있는 사진과 내용을

선정해서이번여름호의표지에실어드리고

학회에서마련한소정의선물을보내드립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내분비소식지에서는 회원님들의 의견이나 진료중 있었던

사연, 주변이야기등, 회원님들과 공유할만한좋은내용이나

아이디어를받습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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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기바랍니다.

표표지지디디자자인인공공모모

홍홍보보위위원원회회명명단단

직 위 이 름 소 속

이 사 김덕윤 경희의대경희의료원핵의학과

간 사 박철영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내과

위 원 고정민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내과

김경욱 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내과

김경원 서울대학병원강남센터내과

김재택 중앙대학교병원내과

김재현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내과

김지훈 홍익병원내과

오기원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내과

이병완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내과

이우제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내과

이윤정 에버원의원

장혜원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내과

전 숙 경희의대경희의료원내과

정인경 경희의대강동경희대병원내과

정찬희 순천향의대부천병원내과

황유철 경희의대강동경희대병원내과

K•E•Sㅣ유관학회 행사안내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는 기술은 한국이 최고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은 전체 세계 조선수주 물량의

56.7%(2010년1월기준)를차지함으로써조선업분야세계1위

에올랐다. 하지만올해8월22일이같은한국의자아도취감은

무참히깨졌다. 중국다롄(大連)의중위안촨우(中遠船務) 조선

소가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장궈바오(張國寶) 차관을비롯

한중앙·지방정부의고위관료, 회사관계자등 2000여명이

모여‘대련개척자호’건조착수기념식을가짐으로써, 세계조

선업계에서‘한중역전(韓中逆轉)’의현상이나타나세계 1위

자리를중국에내줬기때문이다.

해운시황분석기관클릭슨에따르면 2010년 1월-8월까지한

국은 760만톤,중국은 870만톤으로뒤졌고, ‘대련개척자호’가

한국이 2000년이후올상반기까지전세계에서발주된해양

시추선(드릴십) 47척을 전량 수주한 분야였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우리나라는2차대전이후후발산업국으로서는거의유

일하게 조선·메모리 반도체·LCD·TV·휴대폰·자동차산

업등주요제조업분야에서선진국을제치고, 세계 1위에올

랐거나‘글로벌 강자’로 부상한 국가다. 어떻게 성공했을까?

반도체·조선·LCD·TV에서우리에게1위를내준일본이분

석한‘한국의성공방정식’이있다. 

일본의학자와언론, 정부가분석한결론은▲불황기에과감한

투자▲신속한의사결정▲신흥·개도국시장(Volume Zone)

에대한적극적인공략이다. 제2차세계대전을연합군이승리

로 이끈 여러가지 이유중에헨리카이저라는인물을빼놓을

수없다. 그는독일의공포잠수함U보트가침몰시키는전쟁

물자수송선보다더많은상선을가장빠른시간안에만들어낸

리버트(자유) 프로젝트의총책임자였다. 

헨리카이저는제2차세계대전당시미국과영국사이를오갔

던전쟁물자수송선을포틀랜드조선소에서원래계약150일

이내제작보다빠른 10일만에완성해놀라게했다. 선박의각

부분을따로따로만들어조립해4일15시간30분만에1만8천

톤의배한척을만들기도했다. 카이저는“싸게빠르게”를외

치며, 전쟁기간동안항공모함, 유조선등을포함해 1,490척

의배를건조했다. 하루한척이상건조한셈이다. 

결국그는독일의U보트가가라앉히는상선보다더많은전쟁

물자수송선을건조해서제2차세계대전의승리를이끌었다. 

어느날끊임없이공기단축에몰두하는카이저에게누군가충

고했다. “로마는하루아침에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그러자,

카이저는답했다. “그것은내가로마에없었기때문입니다.”

전쟁만큼‘승리’라는확실한경영목표를가진것은없다. “어

제는지나버렸고(history), 내일은알수없지만(mystery), 하지

만 오늘은 선물이다(present). “그래서 오늘을 현재라고 말하

며, 현재라는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미래에도 없다.

빠른변화의속도에응전하며,끝까지살아남는기업이강한기

업이다. 

www.drnews.co.kr

History, Mystery, 그리고현재는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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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가이드라인에서권고한
유일한1차선택약제! 50년동안전세계인이
믿고찾은당뇨병치료의대명사입니다

Diabex는미국, 유럽가이드라인에서권고한유일한1차약제입니다. 

Diabex는인슐린저항성을줄여지속적인혈당강하가가능합니다. 

Diabex는UKPDS에서합병증및사망률예방이입증된약물입니다. 

Diabex는저혈당및체중증가부작용이극소화된 매우안전한약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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