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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먼저 2012년임진년을맞이하여학회회원여러분의발전및가내건강과행복을기원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1년 신묘년 한 해가 가고 임진년, 특별히 올해에는 60년 만에 찾아

오는흑룡의띠가다가왔습니다. 용은비바람의조화를부리는신기한상상의동물로서,

‘임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띠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신념이 강한

편이고, 집중력이좋고, 끈기가있으며, 또한상상력도풍부하다고합니다.

금년우리학회는흑룡의띠에창립 30주년을맞이하게되는데, 용이상징하는것처럼

학회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길 바라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기원합니다.

그동안대한내분비학회는학회를이끌어주신역대회장님, 이사장님과임원들, 그리고

특히학회회원개개인의노력으로대내외적으로많은발전을이루었고, 다양한분야에

서많은회원들이참여하게되어타학회의모범이되었습니다. 그러나최근국내외적

으로의료기술, 의료제도및의료환경이급변함에따라우리학회가발전하는데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우리 학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정책개발이필요한때라고생각합니다.

이와더불어세계화를향한일환으로국제학회참여와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고적극

적인학회활동을통해신경내분비, 갑상선, 부신생식기, 당뇨병, 지질, 비만및골대사

등다양한분야가유기적으로교감하며발전하고일선에서일하는클리닉선생님들과

도 허심탄회하게소통할수있는기회가자주있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우리학회회원개개인모두가본인이주인이라는주인의식을갖고합심해

서학회발전에최선의노력을기해야하고, 더 나아가서는학회임원진들의살신성인

자세가필요할것입니다. 

앞으로임기동안내분비학회가조금이나마발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노력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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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골다공증 환자에서 주사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의 지속성 (Persistence with Intravenous

Zoledronate in Elderly Patients with Osteoporosis)

Osteoporos Int, Epub ahead of print, 2011 

지속성의관점에서는주사제비스포스포네이트졸레드로네이트의일년에한번투여는경구제비스포스포네이트의단점을극복하는것

으로생각되고있었다. 그러나일반적인골다공증치료상황에서주사제졸레드로네이트의지속성에대한유용한정보는실제로많지

않다. 본연구에서는주사제비스포스포네이트졸레드로네이트를처음투여한후일년뒤재투여를받는환자의비율을평가하고, 투여

를중단하는데기여하는인자를알아보았다. 2009년1월부터2009년12월까지첫번째주사제졸레드로네이트를투여한259명의환자

에서두번째졸레드로네이트투여에대한질문표를조사하였다. 질문표는두번째졸레드로네이트투여여부와지속성이없었던환자

에서왜두번째졸레드로네이트투여를거부하였는지를물어보았다. 첫번째주사제졸레드로네이트를투여한후1년뒤192명의환자

가외래환자진찰실에재방문하였으며, 94명의환자(36.3%, 94/259)만이두번째졸레드로네이트투여를동의하였다. 136명의질문표

를완료한환자중에서, 47명의환자가두번째졸레드로네이트투여를거부하였으며, 경구제비스포스포네이트로의전환을요청하였

다. 이환자중39명의환자(83%, 39/47)에서두번째졸레드로네이트투여를거부한이유로post-infusion syndrome을기술하였다.

주사제졸레드로네이트는일년에한번투여로효과가일년간지속됨이증명되었으나, 본연구에서는삼분의일의환자에서만두번째

졸레드로네이트 투여에 동의함이 관찰되었다. 졸레드로네이트 투여가 중단된 요인으로는 남성 성별, 부작용(특히 post-infusion

syndrome), 주사제비스포스포네이트에대한설명부족등이연관되었다.

한국인에서 지방량은 Bone Mineral Content와 역 상관 상태이다 (Fat Mas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ne

Mineral Content in Koreans)

Osteoporos Int, Epub ahead of print, 2011 

비만과골다공증은체성분에대한두가지질환으로, 전세계적으로중요도가증가되고있는공중보건문제이다. 그러나골량에대한

지방량의효과에대하여는논쟁이계속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지역사회인구집단에서골량에대한지방량및국소적인지방분포의

효과를조사하였다. 총3,042명(1,284 남성, 362 폐경전여성, 1,396 폐경후여성)을조사하였다. 연구대상에서이중에너지X선흡수

계측법으로fat mass, percent fat mass, lean mass, percent lean mass, bone mineral content(BMC)를측정하였다. 남성, 폐경전

여성, 폐경후여성등세소집단모두에서BMC의삼분위증가에따라fat mass와percent fat mass는유의하게감소하였다. 대조적으

로남성에서는BMC의삼분위증가에따라lean mass와percent lean mass는유의하게증가하였고, 유사한경향이폐경후여성에서

도관찰되었다. 흥미롭게도상관분석에서fat mass와BMC 사이에는양의상관(p < 0.05)이관찰되었으나, 연령과체중을보정한후에

는역상관(p < 0.05)으로전환되었다. 폐경전여성과폐경후여성에서는높은percent fat mass 집단에서낮은waist circumference

(WC) 군은높은BMC를가지고있어(p < 0.05), 복부비만은총지방량과독립적으로BMC와연관됨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는한국

인남성과여성에서지방량은기계적인체중부하효과를배제하고도BMC와역으로관련됨이관찰되었으며, 복부비만은총지방량과

독립적으로BMC와유의하게연관되었다.

E
D

U
C

A
T

IO
N 최신내분비질환

골다공증
오기원-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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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tatus of Testing for Hypothyroidism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J Clin Endocrinol Metab, Epub ahead of print, 2012

갑상선기능저하증은임신의합병증을증가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이에대한대규모자료는제한적이었다. 본연구는502,036

명의임산부에서임신중혹은출산후갑상선기능검사의실시율과검사결과, 그리고TPO Ab 양성률을확인하였다. 전체임산부중

23%(117,892명)가갑상선기능검사를받았고, 그중 15.5%(18,291명)가 TSH가상승되어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확인되었다. TSH가

정상인경우에는0.2%가, TSH가상승된경우에는2.4%가유리T4 감소를보였다. 한편, TSH가정상일때15%, TSH가상승되었을

때 65%가 TPO Ab 양성이었다. 임신중갑상선기능저하증이었던경우출산 6개월이내에재검하면 11.5%에서지속적으로갑상선

기능저하증을보였다. 

Comparison of Calcium and Pentagastrin Tests for the Diagnosis and Follow-Up of Medullary Thyroid Cancer

J Clin Endocrinol Metab, Epub ahead of print, 2012

기저칼시토닌수치와자극칼시토닌수치는갑상선수질암의가장민감하고특이적인종양표지자로, 진단및추적관찰에널리이용

되고있다. 위양성을배제하기위해기저칼시토닌수치뿐아니라자극칼시토닌의측정이필요한데, 약품수급에어려움이있는펜타

가스트린보다는칼슘, 특히25 mg/kg 이상의고농도칼슘주입이펜타가스트린만큼자극효과가뛰어나다는최근보고가있었다. 따라서

본연구는수질암을진단함에있어성별에따른기준치를확인하고칼슘주입검사의효용성을확인하고자하였다. 대상군은수질암

42명(관해상태 24명, 질병지속상태 18명), 무증상 RET 돌연변이 14명, 갑상선종 69명, 대조군(건강한지원자) 16명이었고, 이들에

대해펜타가스트린및칼슘주입(25 mg/kg) 검사를시행하였다. 기저및자극칼시토닌수치가상승함에따라C 세포증식증(C-cell

hyperplasia)와 수질암의 유병률 역시 증가하였고, 증가하는 정도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결과C 세포증식증과수질암을구분하기위한기저칼시토닌기준치는여성에서는18.7 pg/ml, 남성에서는68

pg/ml이었다. 자극칼시토닌이 184 pg/ml(여성) 이상이거나 1620 pg/ml(남성) 이상인경우수질암일가능성이가장높았다. 따라서

칼슘자극칼시토닌농도는성별에따라다른기준치를적용하여판단해야할것이다.

Effect of Postoperative Thyrotropin Suppressive Therapy on bone Mineral Density in Patients

with Papillary Thyroid Carcinoma: A Prospective Controlled Study.

Surgery, 150:1250-1257, 2011 

갑상선유두암으로수술후TSH 억제치료를받은환자에서골밀도변화를알아보고자전향적연구를시행하였다. 여성환자에서TSH

억제치료를하는경우와하지않는경우를나누어매년요추골밀도를측정하였다. TSH 억제치료를하지않는경우에는수술후5년간

T-score에변화가없었으나, TSH 억제치료를하는경우에는수술후1년이후부터골밀도가감소되었다. 특히50세이상에서는1년

이내에골밀도가저하되었고, 5년간TSH 억제치료를한환자 120명중20명은T-score가 -2.0 이하였고, 나머지는그렇지않았다.

T-score가 -2.0 이하로감소한환자들은그렇지않은환자들에비해더나이가많았고(61.7 yr vs 47.2 yr, p<0.0001), 수술전부터

이미골밀도가낮았다(T-score -2.09 vs -0.0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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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이은경-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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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의 사용과골절위험도: 고찰과메타분석

(Use of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and Risk of Fractu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 Bone Miner Res, Epub ahead of print, 2012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s)의사용과골절위험도사이의연관성에대한이전의

연구들은일치하지않은결과를보고하고있다.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등세가지전자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2010년10월20일까지검색하였고, 관련된연구들을두명의평가자가독립적으로확인하였다7개의증례-대조군연구와5개의코호트

연구로구성된12개의연구가확인되었다. 이들12개의관찰연구의메타분석에서는SSRIs 사용자의전체적인골절위험도가높게관찰

되었다(adjusted odds ratio [OR] 1.69, 95% confidence interval [CI] 1.51-1.90, I(2) 89.9%). 골다공증성골절의중요위험인자수를

보정한소집단분석에서는 4개이상의변수(adjusted OR 1.38, 95% CI 1.27-1.49, I(2) 46.1%) 보다 4개미만의변수를보정한경우

(adjusted OR 1.83,95% CI 1.57-2.13, I(2) 88.0%) 골절위험도가높게관찰되었다. 골절의해부학적부위에따른혼합교차비는고관절,

척추골, 손목골이각각2.06(95% CI 1.84-2.30, I(2) 62.3%), 1.34 (95% CI 1.13-1.59, I(2) 48.5%), 1.51 (95% CI 1.26-1.82, I(2) 76.6%)

이었다. 약물노출기간에따른소집단분석에서는지표날짜전SSRIs 투여의공백기간이길었던경우에관련성의강도가감소되었다.

골절위험도는SSRIs 투여의공백기간이6 주이상인경우보다(adjusted OR 1.60, 95% CI 0.93-2.76, I(2) 63.1%), 6주이내인경우

(adjusted OR 3.83, 95% CI 1.96-7.49, I(2) 41.5%)에크게관찰되었다. SSRIs 사용과연관된골절위험도는중요한임상적영향력을가지

고있었다. 임상의들은SSRIs 처방전에골밀도선별검사를주의깊게고려하여야하고, 고위험집단에대한적절한관리가필요하다.

제1형당뇨병환자에서 Intensive Diabetes Therapy와 GFR의관계: The DCCT/EDIC 연구그룹

N Engl J Med, Epub ahead of print, 2011

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의 장애가말기신부전을야기하고, 심혈관계질환과사망의위험도를높인다는것은잘알려져

있다. 제1형당뇨병환자는신장질환의발생위험이높으나, 이환자들에서GFR 감소를막을수있는증명된방법은없는상태이다.

본연구는적극적인혈당조절이GFR 감소에미치는장기간의영향을알아보기위해시행되었는데, DCCT-EDIC 연구에참여했던사람

들을대상으로하였다.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 Trial(DCCT)은1,441명의제1형당뇨병환자를거의정상에가까운혈당

유지를목표로하는intensive diabetes therapy군과고혈당증상예방을목표로하는Conventional diabetes therapy군으로나누어

6.5년 간 추적 관찰했던 연구였으며, 이후 1,375명의 환자들이 Observational Epidemiology of Diabetes Interventions and

Complications(EDIC) 연구에참여하여추적관찰되었다. 22년간의추적관찰기간동안intensive therapy군의24명과conventional

therapy군의46명에서GFR 감소가발생했으며(intensive therapy군에서50% 위험도감소, 95% CI 18~69%, p=0.006), 이중말기

신부전은각각8명, 16명에서발생하였다. DCCT-EDIC 연구기간을통틀어conventional therapy군에비해 intensive therapy군에

서eGFR 감소속도가느렸다(intensive therapy군에서1.27 ml/m/1.73 m2 per year (95% CI, 1.20 to 1.35), conven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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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신미선-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군에서1.56 ml/m/1.73 m2 per year(95% CI, 1.48 to 1.63), p<0.001). GFR 감소예방에대한intensive therapy의효과는HbA1c나

albumin excretion rate를보정했을때상쇄되기는했지만, 제1형당뇨병환자에게초기에 intensive diabetes therapy를시행했을

경우GFR이감소될위험도가뚜렷하게낮아진다는사실은주목할만하다.

당뇨병과파킨슨병의위험도: 전체검토및메타분석

Diabetes care, 34:2614-2623, 2011

파킨슨병은점차적으로진행하면서장애를일으키는운동질환으로중뇌흑질의도파민활성이감소하여발생한다. 파킨슨병은일반적

으로산발적으로발생한다고알려져왔지만지난30년간의연구들에의하면파킨슨병은다양한원인에의해복합적으로발생하고, 유

전적인원인이외에도영양과대사요인이작용하는것으로생각되고있다. 과거부터당뇨병과파킨슨병과의관계를밝히려는시도가

있었으나이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이있는상태로, 저자들은Pubmed, Embase, Scopus 같은전자저널을통해2011년5월까지출판

된 original article과관련된참고문헌을검색하여당뇨병과파킨슨병의관계를분석하였다. 총 9개의연구와 1,947개의인용문헌을

분석하였으며, 후향적연구에서는파킨슨병발생전에생긴당뇨병은향후파킨슨병이발생할위험인자로밝혀졌고(RR 1.37, 95% CI

1.21~1.55, p<0.0001), 혈관질환이있는환자를제외하고분석해도같은결과를나타내었다(RR 1.34, 95% CI 1.14~1.58, p<0.001). 하

지만case-control 연구에서는뚜렷한상관관계가없었다(OR 0.75, 95% CI 0.28~1.15, p<0.089). 이상의결과를종합하면당뇨병은

파킨슨병의위험인자일가능성이높지만이러한관련성에대한확증은없는상태이다.

DPP-IV 억제제가골절에미치는영향: 메타분석

Diabetes care, 34:2474-2476, 2011

제2형당뇨병은골절위험도를증가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고, 당뇨병합병증이나동반질환들에의해위험도가결정된다. 또한, 당뇨

병치료제인Thiazolidinediones는골밀도를감소시키고, 인슐린은골절위험도를증가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 GLP-1 유사체는조

골세포분화를야기하고파골세포를억제하며, 동물실험에서incretin hormone은골밀도를증가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 사람에

서DPP-IV 억제제가골절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아직잘알려져있지않다. 저자들은제2형당뇨병환자에게DPP-4 억제제를24

주이상사용하였고위약이나다른약제와효과를비교한28개연구의11,880명의환자를대상으로메타분석을시행하였고, 총63건의

골절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DPP-4 억제제는 골절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MH-OR 0.6, 95% CI 0.37-0.99,

p=0.045), Thiazolidinediones나 sulfonylurea와 비교한 연구를 제외하고도 골절 위험도를 낮추었다(MH-OR 0.56, 0.33-0.93,

p=0.026). 임상에서혈당강하제를선택할때골절위험도는대개고려대상이되지않으며, 본논문에서분석한연구들이골절과관련된

연구이거나장기간의효과를본연구가아니라는점에서주의가필요하지만, 본논문의연구결과는골절위험도가높은당뇨병환자에게

는여러경구혈당강하제중DPP-4 억제제사용을먼저고려해볼수있음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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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프롤락틴혈증의 치료에 있어서 Cabergoline과 Bromocriptine의 비교 (Cabergoline Versus Bromocriptine in the

Treatment of Hyperprolactinemia: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nd Meta-Analysis)

Pituitary, 14:259-265, 2011

Cabergoline과Bromocriptine은고프롤락틴혈증의치료에가장많이사용되는치료제로프롤락틴수치를정상화시키고, 저하된뇌하

수체성선기능을회복시키며, 종양크기를효과적으로감소시킨다. 본연구에서는특발성고프롤락틴혈증및프롤락틴분비선종의치료

에있어서이들치료제의효과및부작용을비교분석하였으며분석은19개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연구들을바탕으로시행된

메타분석결과를가지고시행되었다. 프롤락틴수치의정상화및성선기능의회복률은 Bromocriptine 사용군에서 Cabergoline군에

비해서낮았으며(각각RR 0.67 [CI 95% 0.57, 0.80] and RR 0.74 [CI 95% 0.67, 0.83]), 오심, 구토의부작용은Bromocriptin을사용한

군에서더높았다(RR 1.43 [CI 95% 1.03, 1.98]). 결과에서보듯이Cabergoline의적은부작용과우월한효과, 그리고복용의간편함을

고려할때임신계획이있는것과같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고프롤락틴혈증및프롤락틴분비선종환자에서Cabergoline이 1차

치료제로고려되어야하겠다. 

쿠싱병 환자에서 뇌하수체종양의 성공적인 수술적 제거 후 ACTH 자극에 급격히 떨어지는 부신반응 (Rapid Decrease

in Adrenal Responsiveness to ACTH Stimulation after Successful Pituitary Surgery in Patients with Cushing’s Disease)

Clin Endocrinol, 75: 602-607, 2011

뇌하수체내ACTH 분비선종에의해발생되는쿠싱병은그병변을완벽히제거하면환자의혈중ACTH 수치는급격히떨어지게된다.

ACTH 결핍상태는부신의스테로이드생성을감소시키고부신피질세포의위축을가져온다. 본연구는쿠싱병환자에서뇌하수체종양의

수술적제거후저용량ACTH 자극검사에대한부신의반응을관찰하였다. 뇌하수체수술을받은45명의쿠싱병환자들에게수술6일째

저용량(1 μg) ACTH 자극검사를 시행하였다. 수술 후 지속적 관해상태를 보였던 28명의 환자 중 24명은 ACTH 자극검사 후 peak

cortisol이28 μg/dl 미만이었으며(86%) 초기관해상태를보였다가재발하였던2명의환자들또한모두peak cortisol이28 μg/dl 미만이

었다. 그러나수술후에도관해가되지않고쿠싱병상태가지속되었던15명의환자들중에서14명은저용량ACTH 자극에peak cortisol

이28 μg/dl 이상이었다. 수술후관해를보이는쿠싱병환자는ACTH 자극에급격히떨어지는부신반응을보였으며이는쿠싱병환자에

서뇌하수체종양의성공적인수술적제거후부신피질내ACTH 수용체가down regulation 된결과로설명될수있겠다. 

ACTH 분비 뇌하수체선종의 크기와 호르몬의 Activity는 상관관계가 없다. (ACTH-Secreting Pituitary Adenomas:

Size does not Correlate with Hormonal Activity)

Pituitary, Epub ahead of print, 2011

ACTH 분비뇌하수체선종(쿠싱병)은쿠싱증후군의가장흔한원인이다. 본연구에서는ACTH 분비선종의크기가고코르티솔혈증의

생화학적및임상양상의정도와연관성을가지는지보았다. 단일기관에서 10년간쿠싱병으로처음진단받았던 53명(미세선종 : 16명; 

거대선종: 37명)의환자들의기본자료를이용하여미세선종과거대선종을가지는환자들간고코르티솔혈증의생화학적및임상증상,

소견의정도를후향적인방법으로비교분석하였다. 평균나이, 체질량지수, 고혈압및2형당뇨병의유병률은두군간차이가없었다. 

그러나고코르티솔혈증의임상증상및소견은거대선종을가지는환자군이미세선종군에비해서더적었다(29.4% vs. 36.1% P= 0.02).

쉽게멍드는증상이나근위부근육약화증상은미세선종환자에서더높은빈도로나타났으나다른증상및증후는두질환군에서차이

가없었다. 거대선종환자군에서는무작위혈청코르티졸값과코르티졸/ACTH 비, 그리고코르티졸/종양직경비가미세선종환자군에서

보다낮게나타났다. 결론적으로ACTH 분비뇌하수체선종의크기가크더라도생화학적및임상적소견은경할수있으며종양의크기

와hormone activity는직접적인연관성이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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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배지철-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Novel Developments in Omega-3 Fatty Acid-based Strategies

Curr Opin Lipidol, 22:437-444, 2011

오메가-3 다불포화지방산(n-3 PUFAs)은 중성지방을낮추고심혈관계질환의위험도를감소시키는등건강상의이점이있는것으로

여겨지고있다. 이논문에서는최근논의되고있는부정맥, 심부전그리고혈소판억제에대한오메가3 지방산의효과에대한연구에대해

정리하였다. EPA(eicosapentaenoic acid)는중증의고중성지방혈증또는혼합형이상지질혈증을가진환자에서LDL-C의유의한증가

없이중성지방을감소시켰다. 제세동기삽입치료를받은환자들을포함한환자군에서심실성및심방성부정맥에대한n-3 PUFA 효과에

대한최근연구에서유의한효과를보여주는데실패하였다. 그러나기름진생선및n3-PUFA 사용의증가는심부전환자에서입원율의

감소와연관되어있다. 보다중요한것은아스피린과클로피도그렐에n-3 PUFA가추가되었을때항혈소판효과가강화된다는것이다. 

비록n-3 PUFA 치료가심혈관계질환의예방및치료를위해지속된다하더라도특정질환에서의역할을설명하기위해더많은연구가

필요하다.

Statins and the Risk of New-onset Diabetes: A Review of Recent Evidence

Curr Opin Lipidol, 22:460-466, 2011

스타틴은주요심혈관계질환을감소시키는것으로증명되어세계적으로가장많이처방되고있다. 최근자료는스타틴치료가새로운

당뇨병의발병위험도를증가시키는것과관련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논문에서당뇨병발생이스타틴의용량의존적인관계가

있음을보여주는결과를포함한새로운자료에대해논의하고자하며관련된임상적연관성을살펴보았다. 9만명이상이참여한위약과

스타틴대조군의임상시험을통한최근의메타분석에서스타틴치료가당뇨병발생의위험도를9% 증가시킴을보여주었다. 새롭게출판

된자료는스타틴고용량치료환자에서중간용량치료환자에비해당뇨병발병위험도가12% 증가하여용량의존적인효과가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메타분석에서는3명의환자에서심혈관계질환으로부터보호될때마다1명의당뇨병환자가발생됨을시사하였다. 당뇨병

에대한높은위험도는동물모델에서는스타틴치료에의한말초인슐린신호전달의장애로인한것일가능성이암시되고는있지만, 현재

충분하게설명하기어렵다. 스타틴의심혈관계이점은당뇨병발생의위험도를명백히상회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이러한자료는

환자들이이러한위험성에대하여인지할필요가있음을암시하며, 특히고용량의치료를하는환자에서는당뇨병발병에대하여유의해야

함을암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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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유발비만에서변이된시상하부기능 (Altered Hypothalamic Function in Diet-induced Obe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5, 1455-1465, 2011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비만이 인간에서 체중 설정치(set point)를 상승시키고, 시상하부에서의 인슐린과 렙틴의 저항성과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SOCS3(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family of proteins), PTP1B(Protein-tyrosine Phosphatase 1B)등과본 review

paper에서 주목하고 있는 염증반응의 JNK(c-Jun-N-terminal kinase), IKK(IκB kinase), serine/threonine kinase protein kinase C-

theta 등은 긴사슬 포화지방산에 의해 유발되며, 뇌 대식세포인 microglia 에 주로 발현되는 TLR4(Toll-like Receptor 4), ER

stress(Endoplasmic Reticulum stress) 등이주요기저가될수있겠다. 신경세포유발속도의변화와신경세포접합및연접의유연성변화

(changes in neuronal wiring and/or synaptic plasticity)가변이된시상하부기능을측정하는지표가될수있음을제시하고있다.

체중 감소 전후의 대조군과 비만 군의 피하지방조직에서의 Endocannabinoid계에 대한 연구 (Investigations of the

Human Endocannabinoid System in two Subcutaneous Adipose Tissue Depots in Lean Subjects and in Obese Subjects

before and after Weight Los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5, 1377–1384, 2011

Endocannabinoid system(ECS)은중추와말초를통해에너지항상성과대사에관여하는데, 카나비노이드수용체(cannabinoid receptor 1

(CB1), cannabinoid receptor 2(CB2), 리간드(arachidonoyl glycerol(2-AG), N-arachidonoylethanolamine /anandamide(AEA)

monoacylglycerols, N-acylethanolamines), 리간드를생산, 분해하는효소(2-AG: synthesised by diacylglycerol lipase & degraded by

monoglyceride lipase(MGL), AEA: produced by N-acyl phosphatidylethanolamine-specific phospholipase D(NAPE-PLD) &

degraded by fatty acid amide hydrolase(FAAH))로이루어져있다. 비만은ECS의과항진상태이며, ECS 억제는체중감소및대사의개선

을가져온다. 대조군의기저와비만군만8주간의식사조절(초저열량식이: 600 calories/day) 후2주간의정상식사과정을거쳐10-12%의

체중감소이후, 피하복부조직(subcutaneous abdominal adipose tissue, SAAT)과피하둔부조직(subcutaneous gluteal adipose tissue,

SGAT)을획득하였다. 2-AG는비만군피하둔부조직에서대조군에비해35% 감소, 피하복부조직에서 19% 감소소견을보이다가, 체중

감소이후유의하게증가함을보여주었다. CB1 수용체는피하복부조직에서대조군에비해감소되어있다가체중감소이후증가함을보인

반면, 피하둔부조직에서는체중감소이후감소함을보였다. 비만에따른ECS의이상조절개념을제시하는논문이라고하겠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NHS, HPFS)를 통해 혈중 25(OH) vitamin D 농도와 adiponectin간의 독립적 상관 관계 및

체질량지수와의 연관성 (The Independent Association Between 25-Hydroxyvitamin D and Adiponectin and Its Relation

With BMI in Two Large Cohorts: The NHS and the HPFS)

Obesity, 20, 186–191, 2012

낮은 혈중 25-hydroxyvitamin D(25(OH)D)와 adiponectin은 비만과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 단면 연구에서 25(OH)D 

농도는adiponectin과양의상관관계를보이면서, 체질량지수가증가함에따라더강한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어왔다. 하지만표본수가적고,

adiponectin에대한혼란변수를설명하지못하였다. 한편, adiponectin은연령, 성별, 인종, 체질량지수, 당뇨병및고혈압상태, 고혈압약제

의사용, 전해질섭취량, 식사패턴, 활동량, 알코올섭취및폐경기상태에영향을받을수있다. 본연구는 1,206명의여성을대상으로한

Nurses’Health StudyI(NHS)와 439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Health Professionals Follow-Up Study(HPFS)를 통한 단면 연구로

가능한여러혼란변수를보정하고도, 혈중25(OH)D 농도는adiponectin과양의상관관계를나타내었다(여성: β= 0.06, p < 0.001; 남성: β=

0.07, p < 0.05). 또한, 체질량지수는25(OH)D와adiponectin간의양의상관관계를유의하게변화시키지못하였다. 향후비타민D 보충후

adiponectin 수치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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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11C-Metomidat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CT for Lateralizing Aldosterone Secretion by Conn's Adenomas

J Clin Endocrinol Metab, Epub ahead of print, 2011

일측알도스테론분비선종(Conn’s)을진단하기위해전통적으로침습적이고기술적으로어려운부신정맥채혈(Adrenal Vein Sampling,

AVS)이 이용되어 왔다. 부신에서 선택적 스테로이스 합성 효소 억제제인 11C-Metomidate은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방사성표지자로Conn’s에선택적으로축적된다고보고된다. 본연구는39명의일차성고알도스테론증환자(Primary Hyperaldosteronism,

PHA)와5명의부신피질우현종을대상으로11C-Metomidate 주사후흡수력을조사하였다. 덱사메타손의전처치는정상조직에비해종양

조직에서 25.6 ± 5.0% SUV(maximum Standardized Uptake Values (max)) 흡수 증가를 보였다. 또한, PET-CT 영상 검사에서

1 cm 이하의작은크기의선종도찾을수있었다. 25명의AVS (+), PHA 환자들(21.7 ±1.6)은정상조직(13.8 ±0.6 )보다통계상유의한

SUV(max) 증가를보였다(p = 0.00003). 이러한증가양상은10명의AVS (-), PHA 및5명의우연종환자에서는관찰되지않았다. 1.25:1

SUV(max) 비율은87% [95% confidence interval (69, 104)]의specificity와76% (59, 93)의sensitivity를보였다. 17 이상SUV(max)는

specificity가100%였다. 이러한결과로11C-Metomidate PET 검사는일차성고알도스테론증진단에AVS를대치할수있는비침성진단

방법이될수있다고저자들은제시하였다.

Aldosterone-producing Adenoma Formation in the Adrenal Cortex Involves Expression of

Stem/progenitor cell Markers

Endocrinology, 152:4753-4763, 2011

알도스테론분비선종(Aldosterone Producing Adenoma(APA))은수술적으로치료가능한가장흔한질환이다. 연구자들은APA 발생의

이해를위해6명의대조군과14명의APA환자를대상으로, 부신줄기세포/전구세포관련물질(β-catenin, Sonic hedgehog(Shh), CD56)

및부신발생및기능에관련된Zona Glomerulosa(ZG)에서주로발현되는핵전사수용체(nuclear receptors)인 CYP11B2, Disabled 2

(Dab2) 발현들에대해연구하였다. Dab2와CD56는Zona Fascilulata(ZF)에서발현되었다. 그러나Dab2는분화된ZG세포에서선택적

으로발현되었지만, ZF로 transdifferentiated 된세포에서는발현되지않았다. CD56는 ZF 및알도스테론분비세포 cluster에서발현

되었고, 이는알도스테론분비세포cluster가 ZG와ZF 세포의중간표현형임을나타낸다. Shh는정상조직의외부ZG에서는발현이되지

않으나, APA세포에서는발현이되고, 특히hyperplastic peritumoral ZG에서급격히증가된다. Wnt/β-catenin는대부분의APA 및부신

피질종양주위부위에서발현된다. 연구자들은APA 및ZG 주위부분은부신의줄기세포/전구세포양상을띤다고제기하였다. 태아부신

발달에관여된유전자들의재발현은ZG 세포증식과APA 생성의기저기전으로생각된다고저자들은기술하였다.

Technical note: CT-guided Paravertebral Adrenal Biopsy using Hydrodissection--a safe and

Technically Easy Approach

Br J Radiol, Epub ahead of print, 2011

부신은일차성혹은이차성질환발생및진행에중요한장소이다. 영상을통한경피적조직검사는정확성및안정성면에서수술적접근을

통한조직검사를대치할수있다. 이러한시술은암병기및치료를규정함에있어정확한병리적진단을위해전이가의심되는암환자에

서 가장 흔히 행해진다. CT를 도움받아 행해지는 접근방식은 다양한 경로이다(전방 접근: transhepatic/transpancreatic, 측면 접근:

transhepatic/transplenic, 후방 접근: transpulmonary/transpleural/paravertebral), 본 연구에서는 hydrodissection 방법을 이용한

13례의CT를이용한경피적조직검사결과에대한고찰이다. 모든조직검사는충분한양의조직과합병증없이시술되었다. 본접근방법

은식염수를후방척추옆공간에주입해서공간을넓힌후, 후방흉막외(extrapleural) 접근을원활하게해서높은정확도와낮은합병증의

결과를나타냈다고저자들은기술하였다. 저자들은이러한방법의접근이부신조직검사에서최상의방법이라고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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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질병또는기능이상이없는환자에서유방암치료후새롭게발생된미만성갑상선 F18-fluorodeoxyglucose

의섭취와관련된인자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new onset diffuse thyroid F18-fluorodeoxyglucose

uptake after treatment of breast cancer in patients without a history of thyroid disease or thyroid dysfunction)

Kim SS, Kim SJ, Bae YT, Lee JY, Kim BH, Kim YK, Kim IJ.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Busan, Korea. Thyroid. 2012 Jan;22(1):53-8.

갑상선질환과유방암과의연관성에대한여러연구들이보고되었으며, 특히F18-fluorodeoxyglucose (F-18 FDG)의미만성섭취

증가는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유방암의 치료와 연관되어 갑상선의 새로운 미만성 F-18 FDG 섭취

증가에대한연구는부족한상황으로, 본연구는이에대한발생빈도및발생관련인자에대해조사하였다. 유방암수술전후모두

PET-CT를시행한 290명의여성중유방암이전에갑상선암, 또는다른암이있거나갑상선호르몬또는갑상선자극호르몬의

이상을동반한44명을제외한246명을대상으로후향적으로연구하였다. 혈장항갑상선항체가모든환자에서측정되지는못하였

으며, 수술전항갑상선항체검사를실시한62명중양성소견은27명에서관찰되었고, 이들도연구에포함되었다. 추적관찰기간

(중간값21.1개월, 3.1~47.3개월) 중 23명(9.3%)에서PET-CT 상새로운미만성갑상선섭취증가가관찰되었다. 다변량분석결과

55세이상의나이(HR=0.15, p=0.012), 양측성유방암(HR=3.87, p=0.046), 수술후방사선치료(HR=3.06, p=0.045)여부는새로운

FDG의갑상선섭취에있어독립적인연관성을보였다. 갑상선 FDG 섭취가증가한모든환자들은만성갑상선염과연관된소견

(항갑상선항체양성또는하시모토갑상선염에해당하는초음파소견또는세포학적소견)중적어도한개이상을보였고, FDG 

섭취가없었던대상에비교하여갑상선기능저하증의발생과도연관성을보였다(52.2% vs. 4.5%, p<0.001). 결론적으로유방암에

서방사선치료는갑상선기능이상과연관된PET-CT 상의새로운미만성갑상선섭취증가의독립적예측인자로생각되며, 미만성

F-18 FDG 섭취는갑상선기능이상의표지자역할을할수있다. 유방암수술후방사선치료를시행한젊은여성은갑상선기능에

대한추적검사가필요하겠다.

말단 비대증 환자에서 수술 직후 측정한 성장 호르몬 농도와 경구 당부하 검사를 통한 장기간 관해 예측 (Predicting

Long Term Remission by Measuring Immediate Postoperative Growth Hormone Levels and Oral Glucose Tolerance

test in Acromegaly)

Kim EH, Oh MC, Lee EJ, Kim SH. Neurosurgery, Yonsei Brain Research Institute,Pituitary Tumor Clinic, Institute of

Endocrinology,Endocrinology, and,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 Severance Hospital Integrative Research Institute for

Cerebral & Cardiovascular Diseases,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Neurosurgery. 2011 Nov 3. [Epub ahead of print]

경구당부하검사후성장호르몬억제소견은말단비대증의관해결정의가장신뢰성있는지표이다. 본연구는수술직후의성장호르몬

농도검사와수술 1주일후의경구당부하후성장호르몬억제검사의말단비대증의장기적관해에대한조기예측인자로서의역할을

평가하고자하였다. 경접형골접근종양제거술을받고 1.5년이상 (3.80 ± .17 년) 추적하면서최소3회의경구당부하검사를시행

받은 194명의말단비대증환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 성장호르몬은수술후2 ,6, 12, 18, 24, 48 ,72시간후에측정하였으며, 경구

당부하검사는수술1주일후, 그리고수술후처음3년동안은6개월마다시행하였고, 그이후로는매년1회시행하였다. 177명이육안

적으로전적출술을시행받았고, 153명이장기적관해에도달했다. 수술24시간후측정된성장호르몬이장기적관해를예측하는가장

강력한예측인자로분석되었다. 수술후조기에시행한경구당부하검사에서nadir GH이1.0 μg/L미만으로측정된127명의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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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에해당되는125명이장기적관해를보였으나, 1.0 μg/L 이상인67명중에서는41.8%에해당되는28명에서만지연성으로장기적

관해에 도달하였다. 수술 1주일 후에 시행한 경구 당부하 검사결과는 관해를 예측하는데 민감도 81.7%, 특이도 95.1%를 보였다. 

결론적으로말단비대증환자에서수술직후에측정한성장호르몬농도는장기적인관해를예측하는좋은지표이며, 또한수술1주일

후에시행한경구당부하검사역시높은특이도를가진좋은지표로서수술후보조적치료를결정할때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새롭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췌장암 선별 검사가 필요한가? (New-onset Diabetes Patients Need Pancreatic

Cancer Screening?)

Lee JH, Kim SA, Park HY, Lee KH, Lee KT, Lee JK, Bae JC, Kim KW. Department of Medicine,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Division of Endocrin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 Clin Gastroenterol. 2011 Dec

14. [Epub ahead of print]

새롭게당뇨병을진단받은환자는췌장암연관가능성이증가되어있으므로, 당뇨병환자에서특히췌장암발생가능성이더높은환자

를선별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새롭게당뇨병을진단받은환자중췌장암이있는환자군(151명), 췌장암이없는대조군(302명)을

정하고, 이들의임상자료를후향적으로분석하였다. 대조군과비교하여췌장암환자군은고령의비율이높고, 체중감소가많았으며,

BMI가더낮았고, 췌장암가족력이높은반면(3.3%, vs. 0.7%; p = 0.044), 당뇨병가족력은낮았다(13.9% vs. 37.4%; p < 0.001). 

새롭게진단받은당뇨병환자에서당뇨병가족력이없고, 65세이상, 2 kg 이상의체중감소, 25 kg/m2미만의BMI 소견은제2형당뇨병

과구별되는췌장암과관련된당뇨병에대하여민감도80.8%, 특이도 67.6%의진단적가치를지니며, 이런소견들은췌장암에대한

양성예측도2.5%, 음성예측도99.7%를보였다. 결론적으로2년이내당뇨병을진단받은환자에서당뇨병의가족력이없고, 고령이며,

낮은BMI, 체중감소소견등이동반되어있다면췌장암에대한선별검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한국건강영양조사를바탕으로비만하지않은한국성인들에서높은혈청 Ferritin 수치는대사성위험인자와관련이

있다. (High Serum Ferritin Levels are Associated with Metabolic Risk Factors in Non-obese Korean Young Adults: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V)

Yoo KD, Ko SH, Park JE, Ahn YB, Yim HW, Lee WC, Park YM. Division of Cardiology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lin Endocrinol (Oxf). 2011

Oct 6. [Epub ahead of print]

이 연구는 비만하지 않은 한국 젊은 성인에서 혈청 ferritin 농도와 대사성 위험 인자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걸쳐시행한4회한국건강영양조사자료중19세-39세의젊은성인들을대상으로비비만(BMI< 25 kg/m2 )의 1,542명

(남성 684명, 여성 858명)에서혈압, 혈중중성지방. 혈당, HDL cholesterol, ferritin 등을측정하고, 아시아기준(복부비만남성

- 허리둘레90 cm이상, 여성- 80 cm 이상)을이용하여대사성증후군을진단하여분석하였다. 대상증후군유병률은남성4.1%,

여성 2.7%였다. 남성에서 ferritin 농도가삼분위가높아질수록높은공복혈당군과대사증후군이증가하였다. 그러나여성은높은

ferritin 농도는높은중성지방군, 낮은HDL cholesterol군및대사증후군과관련이있었다. 나이, 흡연, 음주 BMI, ALT 수치를

보정한후에도비만하지않은한국인여성들에서높은 ferritin 농도는낮은HDL cholesterol, 대사증후군발생과관련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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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비만하지않은젊은성인여성에서증가된ferritin 농도는대사증후군에대한표지자로서사용을고려할수있겠다. 

당화알부민/당화혈색소 비율과 인슐린 분비능과의 연관성 (The Ratio of Glycated Albumin to Glycated Haemoglobin

Correlates with Insulin Secretory Function)

Kim D, Kim KJ, Huh JH, Lee BW, Kang ES, Cha BS, Lee HC.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Clin Endocrinol (Oxf). 2011 Dec 9. [Epub ahead of print]

당화혈색소수치가비슷한제2형당뇨병환자에있어서도, 당화알부민/당화혈색소(the glycated albumin(GA/A1c)) 비율은다양

함을 보인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GA/A1c 비율과 연관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표준화된 유동식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능과인슐린저항성이GA/A1c 비율에대하여미치는영향에대하여후향적연구로진행되었다. 758명의제2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표준화된유동식(500 kcal, 지방 17.5 g, 탄수화물68.5 g, 단백질 17.5 g) 섭취검사를시행하였다. 대상자들은GA/A1c 

비율이 2.5 이하 그룹과(n=414), 2.5 이상인 그룹(n=344)으로 분류하여, 당화 혈색소와 당화 알부민 농도, GA/A1c 비율을 비교

하고, 다른 혈당 관련 지표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인슐린 분비능(HOMA-B, insulinogenic index(IGI))와 인슐린저항성

(HOMA-IR)이GA/A1c 비율에미치는영향도분석하였다. GA/A1c 비율은HOMA-B, IGI 및체질량지수와의미있는연관성을

보였으나, HOMA-IR과는연관성을보이지않았다. 또한, 나이와성별, 체질량지수, 혈색소와혈중알부민농도를보정한후에도

GA/A1c 비율은HOMA-B, IGI와음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었다. 결론적으로, GA/A1c 비율은인슐린분비능과연관성이있으나

인슐린저항성과는연관성을보이지않는다.

** 분기별로대한내분비학회회원의연구현황을소개하고있습니다. 우리학회연구자들의훌륭한연구결과가많이발표가되고있습니다. 

모두소개해드리지못하여죄송합니다. 여러회원님께꼭소개하고자하시는연구결과가발표되신경우저자께서학회로연락을주시면

다음호에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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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와인을생산하기위해포도나무는고통을받아야한다는말

이있다. 토양이비옥하면가지나잎이너무많이자라고, 포도알

로가야할양분이적어져포도송이가빈약해지기때문이다. 또

한뿌리가두꺼워져길게자라지못하기도한다. 반면척박한토

양에서포도나무는물과양분을찾기위하여토양속으로더깊

고더넓게뿌리를내리고, 각지층에있는다양한미네랄과영양

분을흡수해포도송이로보내질좋은포도가열리게하는최고

의역량을보이기때문이다. 

포도나무는와인으로재탄생하기위해매일매일땅아래로조금

씩내려가새로운생존법을배우고,영양분을포도송이로보낸다. 

또한 11월에서부터 3월중순까지는가지치기를한다. 포도나무

는덩굴성식물이기때문에제멋대로자라나는경향이있어가

지치기를해줌으로써포도나무의크기를조절해주어야하기때

문이다. 아울러철사와말뚝을사용하여가지를고정시켜기어

오르도록하고, 봄에가지가성장하여뻗어나는것을철사를죄

어주면가지는고정된다. 이같은작업이마무리되는 3월중순,

포도나무는눈물을흘린다. 가지치기했던자리에서수액이오르

는것을두고, “포도나무가눈물을흘린다”고표현한다. 

좋은와인으로사랑받기위해포도나무는거친땅에서뿌리로스

스로의생존법을배우고, 자신의몸을잘라내며철사로옥죄이는

고통을감내한다. 

포도나무가눈물을흘리는까닭?
세계에서생산되는와인은맛들이제각기다르다. 포도가같은품종이라도생산지역에따라맛이전혀다를수도있

다. 그이유는물론같은품종이라도와인의양조방법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무엇보다도재배지역의총체적자연

환경-‘떼루아르(Terroir)’때문이다. 떼루아르란포도밭의토양, 위치, 지형적조건, 기후등을말하며,와인의품질

을결정하는핵심적인요소라할수있다. 떼루아르에서도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것은토양인데, 일반적으로우

리가상식적으로알고있는알고있는비옥한토양구조는좋은와인을만드는데그다지도움이못된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도 포도나무와 같다. 매일 매일 배우고 다른 기업과 경쟁과 변화의 고통속에서 위기를 겪고, 새롭고 탐스로운 열매를

맺기위해희망으로힘든시간을인내하고극복해야만한다. 

포도나무의 눈물이 좋은 와인이 되듯 우리들 스스로도 생존의 지혜를 찾고 자신을 반성하는 옥죄임으로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를 뛰어넘

어야만한다.  



제81회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2011년 10월 26-30일 5일간에걸쳐제81회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Thyroid Association가 Califonia, Indian

Wells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LA 공항에서 그리 멀지 않은

Indian Wells의리조트에서열린학회로사막을차로3시간정도

달려도착할수있었다. 황량한도시주변과는달리끝없는골프

장과리조트가밀집해있는Indian Wells는상당히쾌적한장소

로학회참석자를제외한대부분의사람들이휴가의여유를만끽

하고있는모습이었다. 

이번학회에는 47개국약 1,000여명이참가하여날로높아가는

갑상선분야에대한학술적관심을실감케하였다. 6시 45분에

Early Riser Symposium을 시작으로 갑상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symposium 그리고 basic research와 clinical study로

나누어져 진행하는 meet the professor workshops과 oral

session이이어져다소힘든스케줄이었으나저녁6시까지참석

자모두들열심히참여하는분위기였다.   

올해관심이집중된주제는FNA cytology 검사로는진단에한계를

보이는 Besthesda class III에 대한 molecular diagnosis와

pathology 진단에 있어서 controversies가 있는 follicular-

patterned lesion(follicular adenoma, minimal invasive follicular

carcinoma, widely invasive follicular carcinoma) 이었다.  

Short Call Oral session에서는 현재 RAI-refractory

metastatic thyroid cancer에 대해 clinical trial이 진행 중인

AZD6244가발표되었는데RAI uptake의증가와thyroglobulin

의감소뿐아니라실제CT 등으로측정한RECIST response에

서도partial response를보이는등고무적인중간결과를발표

하였다. 또한 Pazopanib을비롯한몇몇의 clinical trial의 결과

가발표되었고, 참석자들은열띤토론과질문을하여, 이에대한

높은관심을느낄수있었다.

학회가열린Indian Wells는사막가운데조성된골프장과리조

트로구성된도시로, 상당히강렬한태양과건조한날씨로사실

낮에 학회장을 빼고 밖으로 나갈 엄두는 내기 어려운 곳으로

밤이되어학회에같이참석한교수님들과맛있는저녁을즐기는

것이학회의유일한낙이었던듯하다. 돌아오는일정중방문한

Palm Springs의aerial tramway에서는높은절벽을올라붉은

사막의해가지는아름다운절경을볼수있었다. 

짧은시간이었지만갑상선질환의기초에서임상까지최신지견

을단시간에배울수있던소중한시간이었으며, 많은사람들이

열의를가지고연구하고있음보고, 느끼게해주었던학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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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DF World Diabetes Congress

지난 2011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에서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의 World

Diabetes Congress가 열렸다. UAE로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통틀어최초로이학회를개최하는영광을안았다. 인천국

제공항에서직항으로9시간비행끝에도착한중동의땅은우리

나라의초여름밤같은열기가느껴졌다. 나름이곳기후가운데

겨울철이어서25℃정도의좋은날씨가이어졌지만, 선글라스나

모자없이다니기에는햇볕이강렬했다. 여름철에는수은주가50

℃를웃돈다니간이버스정류장마다에어컨이있을법도하다.

5일간계속된학회기간에는전세계172개국에서15,100여명의

당뇨병관련참가자들이등록하였다. 이전캐나다몬트리올학회

에 비해 20% 증가한 수치로서 단일 학회로 이렇게 많은 나라

에서참여하는학회가있을까싶은만큼인종전시장을방불케

했다. 다른 당뇨병 관련 학회와는 달리 각 국가별 부스가 마련

되어당뇨병올림픽을보는듯했다. 간접적으로나마나라나민족

별로 당뇨병 교육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1,900여 발표 가운데 특히 지속형 인슐린인 detemir의 대규모

임상연구, 암 발생과 관련된 glargine의 안전성 측면, GLP-1 

수용체작용제와DPP-4 억제제를이용한인크레틴기반치료,

SGLT 2 (sodium-dependent 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

제의효능등이주목을끌었다.

두바이라는 도시는 듣던 대로 사막에 서울의 강남이나 뉴욕, 

상하이를옮겨놓은듯한인위적인미래도시의인상이강렬했다.

이슬람국가임에도불구하고두바이인구의80% 이상이외국인

이어서인지호텔, 쇼핑몰등에서크리스마스장식을어렵지않게

찾을수있었다. 오일달러를배경으로무엇이든세계에서가장

크고, 가장높고, 가장비싼것을추구하는욕망의이면에유목

생활때문에그들만의정착문화가뿌리내리지못한한계를엿볼

수있었다. 

UAE 인구 5명 중 1명꼴로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학회는

현지주요언론에서다루었다. 학회전후로UAE 건국40주년과

국제 영화제가 이어지는 등 현지인들에게도 뜻깊은 의미 있는

주간이었다. 중동과아프리카의중심을넘어세계의중심을목표

로하는두바이라지만여러모로불편했던공항의입출국수속과

학회 등록 수속 등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2년 뒤 2013 IDF

World Diabetes Congress는 2013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호주의멜버른에서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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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F
안지현- 중앙의대

사진2 사진 3 사진 4

사진 1

사진 2. UAE 건국 40주년기념장식 사진 3. 칠성급호텔로불리는버즈알아랍(Burj Al Arab)    사진 4. 사막의석양

사진 1. IDF 학회가열린두바이국제컨벤션전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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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학연산심포지엄
원규장- 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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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제1회교육위원회세미나

교육위원회는 2011년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내분비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health care professional을 대상으로

내분비질환에대한교육을진행하고자출범한신설위원회이다.

간호사와영양사들에대한교육내용과교육방법에대해여러

차례논의끝에내분비질환교육에있어서기회가적었던지방

중소도시에직접찾아가서강의를진행하기로하고“교육위원

회세미나”란이름으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게되었다. 

제1회 교육위원회세미나는 2011년 10월 15일 토요일오후에

경남창원 파티마 병원 강당에서 파티마병원 내분비내과 조성

래선생님의많은지원과경남지역내분비내과교수님들의도

움으로성황리에진행되었다. 

내분비학 총론과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등의 4개 분야에

서각각 2개강좌를진행하여총 8강좌를 3시간 40분간진행

되었는데, 경남지역 간호사 협회 및 영양사 협회, 그리고 각

병원 간호부의 많은 협조로 인해 21명의 개원의 선생님들을

포함하여간호사 110명, 영양사 23명등총 154명이참여하였

으며, 주말 오후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 선생님들께서

마지막 강의까지 열의 있게 참여하고 호응해주셔 성황리에

세미나를마칠수있었다. 세미나진행후시행한설문조사에

서도세미나의내용에대한만족도가 70%를상회하는것으로

조사되어세미나개최취지를살리는데부합했다고평가할수

있겠다. 

지난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1년에 2차례이상 지속적인 교육위

원회세미나를개최하려고계획하고있다. 세미나개최장소로

는 내분비질환의 교육 기회가 비교적 적은 중소도시를 중심

으로 할 예정이며 제2회 교육위원회 세미나 장소로 전라남도

순천을 확정하고 2012년 5월 중 개최를 목표로 사전 준비중

에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각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요구

하는 교육내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내분비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치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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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교육위원회세미나
김인주- 교육이사

대한내분비학회

2011년 대한내분비학회

학연산심포지엄을성황리에마치고...

2011년 11월 4일 천년고도의 도시 경주에서 대한내분비학회

학연산심포지엄이개최되었다. 학연산심포지엄은명실공히학계,

연구기관, 산업기관이 함께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연구

분야, 산업분야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깊은 심포지엄이다. 특히 2011년 학연산 심포지엄은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에 대한 시도가 돋보였던 심포지엄으로

이전에비해서훨씬많은참여자로성황리에개최되었다. 

이번2011년학연산심포지엄은오전에2개, 오후에2개의세션

으로구성되었다. 오전첫번째세션에서는흥미로운내분비내과

임상케이스에대해깊은토론과탐구를위한CPC 세션으로마련

되었는데 VIPoma with MEN이라는 흥미로운 case에 대해서

동국의대 이영실 교수님께서 먼저 case에 대해 정리를 하여

주시고 부산의대 김인주 교수님께서 영상자료에 대한 토의, 

그리고계명의대권선영교수님께서조직학적소견에대해설명

하여주심으로써 내분비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

주셨다.

오전 두 번째 세션에서는‘Information

Technology에기반한기초연구에의응용’

이라는주제아래, 보통의학회나심포지엄

에서는경험하기어려운좀더새로운주제

로심포지엄이개최되었다. 특히, 연구분야

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Information

Technology를연구에도입하여, 기초연구

자들이좀더쉽게관련된정보를얻을수

있고 연구자들간의 원할한 소통을 통해

좀더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노력이돗보인세션으로서우리학회

의철학과비전을보여주는새로운시도

였다고 할 수 있겠다. 먼저 가톨릭의대

조재형교수님은‘Social Procuring and

Networking에 기반한 Digital Lab

Note의 소개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SNS에 기반한 Social Producing이 가능한 앱을 소개하여

연구자들간의 원할한 의견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었고 가천대학교 암당뇨연구원의 유웅식 교수님께서는

‘Inform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Genome 검색 및 Data-

Mining’이라는 제목으로 기초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유전자

를 검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세 번째 연자로

나와주신고려의대의최경묵교수님께서는강의와연구를위한

의학자료검색과사용이라는제목으로, 스마트기기나웹을통하

여일반의학자료검색부터전문적인문헌검색과정리에이르는

방대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여주셔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되었으리라생각된다. 

오후세션은주로당뇨병과관련된주제로진행이되었습니다.

먼저 오후 첫번째 세션은 기초분야의 당뇨병 세션으로서

‘Antibody Application for Diabetes Management’라는

주제하에최근대두되고있는항체를이용한당뇨병치료에대한

최근의동향과성과에대해들을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다.

첫연자로성균관의대의김재현교수님이‘Antibod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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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ype 1 Diabetes’라는제목으로발표하여주셨고, 이어연세

의대의 변석호 교수님께서는‘Anti-VEGF Therapy for

Diabetic Retinopath’라는 제목으로 당뇨병성 합병증 치료에

있어서의 항체의 응용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의 박영우 박사님께서는‘Anti-RAGE Therapy for

Diabetes and its Complication이라는제목으로역시당뇨병성

합병증에대한근본적인치료방안에대해강의해주셨다. 

마지막 세션은 임상분야의 당뇨병 세션으로 이루어졌는데,

‘The Role of GI Tract and Metabolism in Diabetes’라는

주제하에서울의대 조영민 교수님께서는 최근 계속 그 작용과

효과에대해이슈가되고있는‘Incretin (Gut hormone) and

insulin secretion & action’에 대해서 강의하여 주셨고 한미

약품의 손지웅 박사님께서는‘Development of long acting

analogue of GLP-1’이라는제목으로현재한국에서개발되

고 있는 GLP-1 analogue제제에 대해 강의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희대 배진우 교수님께서는‘Gut Microbiota

and Metabolic Syndrome’이라는제목으로마찬가지로최근

에새로운이슈로대두되고있는장관내미생물과대사증후군

과의관계에대해강의하여많은관심과흥미를주었다. 

금번 학연산 심포지엄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알차고 유익한

강의와내용으로구성되었을뿐만아니라새로이대두되고있는

분야와 연구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연구 도구를 함께 제시함

으로써 많은 회원여러분의 좋은 호응을 받은 심포지엄이었다.

2012년의 학연산 심포지엄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더 유익한 주제와 강연으로 더욱 발전하는 심포지엄이

될수있기를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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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추계심포지엄
변동원- 학술이사

2011년도대한내분비학회

추계심포지엄을성황리에마치며...

2011년도 대한내분비학회 추계심포지엄이 지난 11월 4일(금)

부터 5일(토)까지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 현대호텔에서 성황리

에열렸다. 이번 추계심포지엄은내분비학의최신지견을중심

으로 국내외의 여러 석학들을 초청하여 최신의 연구 및 임상

지견에대한발표및토론의장이마련된자리였다. 

이번심포지엄에서는2개의Plenary lecture가개최되었는데,

덴마크 Nordic Bioscience의 Kim Henriksen 박사는

골대사에서osteoclast의새롭게밝혀진기능과그Subtype의

역할에 대해서 강연을 해 주었고, 미국 Baylor 대학의 David

Moore 교수는 다양한 Nuclear Receptor 들과 대사질환, 

특히 당뇨병, 지방간, 인슐린저항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최신

지견을 발표하여 청중들과 교감하였다. Main Symposium은

Bone, Thyroid, DM, Lipid and Obesity, Neuroendocrinology

분야로 구성되어 이전과 같이 해당 분야의 많은 연구 경험이

있는연구자들을초대하여최근연구결과및최신지견에대한

발표의 장을 펼쳤다. 특히 대만 Chang Gung 대학의 Jen-

Der Lin 교수는 TNM stage IV의 Advanced Papillary

Thyroid Cancer에대한치료및관리에대한최신임상자료를

발표하여많은관심을받았다. 

‘Hot Topics in Endocrinology’세션에서는 칼슘보충제와

심혈관질환의관련성에대한최근의논란에대해치료에찬성

하는 Pros 및 반대하는 Cons 주장에 대한 Debate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치료에 대한 청중의 의견이 Debate 전과 후에

서로 변화를 보여 열띤 Debate의 장이 되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원전사태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방사선과 갑상선에

대한주제는청중으로부터많은관심을받았다. 당뇨병분야의

‘Clinical Update’세션은 최신의 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학습및토론의장을열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

재단의신약개발지원센터장이신윤석균박사님을모시고신약

개발센터의역할에대한특강을들었으며, 이전행사에서참가

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Meet the Expert’세션에서는

여러내분비질환에대하여참가자들과자유로운형식으로질의

및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DM & Metabolic syndrome,

Bone, Thyroid, Lipid, Adrenal gland 및 기초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을 초빙하여 진료 현장 및

연구실에서 경험하였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총 74편의 포스터가 발표되었다.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주신 학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내분비학회 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부탁드린다. 



대한내분비학회제34회연수강좌를성황리에마치고...

2011년11월20일일요일에세종대학교컨벤션센터에서대한내분

비학회가주최한제34회연수강좌가열렸다. 개원의, 봉직의, 전임의,

전공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내분비질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

부터실제임상에활용되는증례까지각질환별로통합적인강의

가있었다. 

김성운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특수상황에서의

내분비질환이라는주제로진행되었으며김성운이사장과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을 첫 세션에서의 좌장으로 모시고 <임신

동안내분비질환의관리>에대한내용을다루었는데, 문민경교수

의임신동안당뇨병관리, 임창훈교수의갑상선기능이상치료, 

오지영교수의다낭난소증후군, 홍은경교수의불임에대한접근

에대해강의해주셨고, 두번째세션에서는임승길교수와궁성수

교수를좌장으로모시고<노인에서의내분비질환의관리>에대해

서강은석교수의당뇨병, 조영석교수의갑상선, 정호연교수의

골다공증치료및김성운교수의호르몬요법에대한강의해주셨

다. 오후에는 <증례로살펴보는내분비질환>이라는주제로진행

되었으며김광원교수를좌장으로모시고김인주교수의경구혈당

강하제및인슐린치료법, 권혁상교수의당뇨병합병증의관리,

강호철교수의갑상선결절에대한접근법에대해강의가있었고,

마지막세션에는강무일교수를좌장으로모시고이유미교수의

골다공증 진단 및 처방의 실제, 고정민 교수의 부신 우연종의

해결법에대한강의가있었고수련이사의폐회사로마무리하였다. 

총 175명이등록하였고, 참석자들의90% 이상에서강의주제및

내용에만족한다는설문결과를보였다. 다소쌀쌀한가을날씨였지

만내분비질환에대한열정적인강의와참석자들의뜨거운학구

열과토론으로훈훈했던연수강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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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임상시험위원회워크샵을마치며...

대한내분비학회 임상시험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26일 한국사회

복지회관6층대회의실에서최근많은변화를맞고있는다양한부신

질환의진단및특징에대해정리해보고새로운국내기준마련의

필요성을토론해보려는취지에서Guideline Positioning Meeting

형식의제2차워크샵을개최하였다. 

2011년 5월‘올바른 임상시험의 이론적 기반과 임상연구 현장의

목소리’라는주제로1차임상시험위원회워크샵을성공적으로마무리

하였고, 1차워크샵내용을좀더심층화하여연말에2차워크샵을준

비할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올 6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었던

Endo 2011에서 다루어졌던 많은 기초 연구 및 임상 질환 부분 중

특히부신질환의진단및치료에있어서의변화들이눈길을끌었고,

우리학회에서도새로운기준마련에대해토론해보는것이좋겠다

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임상시험위원회에서는 부신 우연종을

포함한부신질환의최신지견과환자증례를위주로한강의를주요

내용으로국내에서관련논문을발표한연구자들을대상으로강사진

을 구성하였다. 워크샵은 대한내분비학회 현 부회장님이신 강무일

교수님의 인사말로 시작하였고 좌장은 서울의대 김성연 교수님이

맡아주셨다. 첫번째강의는이화의대홍영선교수님이부신우연종

의진단방법중Laboratory test를주제로최신검사방법및유용성, 

특성들에대해소개해주었으며, 특히Late-night salivary cortisol

검사의유용성가Subclinical cushing’s syndrome의임상적의의에

대해서강조하였다. 두번째강의는경북의대핵의학과이재태교수님

이부신우연종의영상검사에서PET/CT의유용성에대한내용이었

다. 이 강의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임상 자료들을

증례 영상과 함께 소개해주었고, 일부 환자에서는 dynamic CT나

chemical shift MR imaging에비해PET/CT가보다정확한검사임

을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서울의대 김상완 교수님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CT로검사된387명의국내부신우연종의임상적고찰이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었고, 충남의대 외과 설지영 교수님은

부신 수술의 최신지견이라는 주제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의모든수술방법을총망라해서소개해주었다. 1부마지막강의는

서울의대영상의학과제환준교수님이알도스테론증의진단방법중

부신정맥채혈 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소개해 주었는데, 결과만으로

평가하게되는내분비의사들이이해해야할검사의어려움과고충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2부 워크샵에서는

증례토의가 진행되었다. 첫 강의는 가톨릭의대 유순집 교수님이

쿠싱증후군의 어려운 증례로 Carney complex와 관련된 Primary

pigmented nodular adrenal disease 환자증례를보여주셨고‘진단

이쉬운쿠싱증후군은없다’로강의를정리해주었다. 일산병원송영

득선생님의갈색세포종진단및치료에대한증례는Atypical case

로국내에보고되어있는다양한갈색세포종과유전자검사에대해

내용과 주로 이비인후과 등에서 보고되고 있는 paraganglioma에

대한증례및고찰로진행되었다. 마지막증례는건국대학교의학전문

대학원 송기호 교수님이 국내 부신우연종의 추적관찰 사례보고를

통해부신우연종환자에서필요한검사및추적관찰에대해전반적인

정리를 해주었다. 끝으로 임상시험위원회에서 준비한 연구 제안은

pheochromocytoma의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는 24시간 소변

metanephrine 검사의 cutoff level의 국내기준확인에대한임상

연구로한림의대강준구교수님이진행하였다. 

이번 개최된 워크샵은 부신 질환에 대한 외국의 새로운 기준들을

알아보고, 국내가이드라인재정의필요성에대해전반적으로토론할

수있는장을마련하고자개최되었다. 비록워크샵당일대한당뇨병학

회 경인지회, 대한내분비학회 마스터코스 및 다양한 행사들이

여러지역에서진행된이유로예상보다많은인원이참석하지못한

아쉬움이있었지만, 국내부신관련연구제안을위한전체적인리뷰

의시간이된뜻깊은시간으로생각된다. 향후워크샵에서제안된임상

연구뿐아니라, 이를통해새로이알게된부신질환에대한내용들을

중점으로 임상시험위원회 중심의 국내 대규모 연구를 진행하는 것

또한필요한과제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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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주최첫국제학술대회인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iabetes and

Metabolism 을성황리에마치고...

2011년 대한당뇨병학회의 추계학술대회는 11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iabetes and Metabolism 라는이름으로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동안가을에있었던대한당뇨병학회의추계학술대회

를올해에는국제학술대회로바꾸어개최한것으로대한당뇨병학회

주최로진행된첫국제학술대회였습니다. 총 1,358명의회원이등록

하였고, 목요일오후설원강의를시작으로금요일과토요일에걸쳐서

2개의 plenary lectures와 17개 다양한주제의심포지엄, 구연발표,

포스터전시, 및보험법제위원회공청회가있었습니다. 

목요일오후에있었던설원연구발표에서는연세의대이현철교수가

posttransplantation diabetes mellitus이라는 제목으로 이식 후

발생한당뇨병환자의역학, 임상양상과관련유전자에대해발표하였고

7년이상의장기간관찰후당대사이상의변화에관련된위험인자를

연구하여발표하였습니다. 금요일오전8시30분부터세션별로구연

발표가열렸고오전10시개회사에이어Andrew JM Boulton 교수의

Plenary lecture에서는‘당뇨병 발’이라는 주제로 최신의 진단 및

진료지침과 다양한 치료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어서 Robert R.

Henry 교수는 제2형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제로서 dual PPAR α/γ

agonist, GLP-1 receptor agonist, SGLT2 inhibitor등의 효과 및

부작용에대한특강을하였습니다. 그리고토요일의plenary lecture

에서는 Phillip E. Scherer 교수가 간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adiponectin의역할및Xbp1s 경로에대해멋진강의를하였습니다. 

17개의 심포지엄은 4방으로 나뉘어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베타세포 세션에서는 islet cell death and regeneration, islet

biology라는 주제로, 인슐린 작용 및 비만 세션에서는 brain-

peripheral tissue communication, translational studies on

glucose metabolism, physiology and pathology of lipid

metabolism, novel targets in steatosis and steatohepatitis, 라는

주제로4개의심포지엄이있었고, 임상세션에서는recent advances

in gut hormone and diabetes, NAD biology and metabolism, 

당뇨병의역학세션에서는 juvernile diabetes, diabetes prevention

program in Asia, gestational diabetes 라는주제로, 그리고당뇨병

합병증 세션에서는 insulin resistance and vascular dysfunction,

microvascular aspect of diabetic complication,주제로2개의심포

지엄이있었으며, 영양, 운동, 교육세션에서는 diabetes education

recognision program in Asia-Pacific region라는 주제로 각국의

당뇨병 교육 상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exercise

and prediabetes, introduction to 2011 KDA clinical

recommendation of medical nutrition therapy, diabetes self

management education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저녁

만찬시간에는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ADA) Medicine &

Science 회장인 Robert R Henry,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EASD)의 부회장인 Andrew JM Boulton,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IDF) 차기 회장 Michael Hirst,

As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AASD)의회장Yutaka

Seino를비롯한해외석학들의축사와건배로이번국제학술대회가

앞으로도계속건승하기를비는화목한시간이었습니다.  

초록은국외에서 18건, 국내에서 167건으로총 185개가접수되었고

이중48건의구연발표가있었으며133건의포스터가전시되었습니다.

이중 10명의 우수발표자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었고, Travel

grant 는몽골과미국에서온5명의연자에게시상되었습니다. 

이번학술대회는목요일부터토요일오후늦은시간까지많은국내외

회원들이참석하시어당뇨병에대한다양한주제에대해열띤토론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며, 대한당뇨병학회의 추계학술대회가 국제

학회로발돋움한성공적인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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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학회추계학술대회
김종화- 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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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추계학술대회
정인경- 경희의대강동경희대병원

2011년 대한비만학회추계학술대회

제35차 대한비만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한일비만심포지엄은 가을

정취를만끽할수있는 10월 16일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성의

회관및의과학연구원에서 400여명의회원들이참여하여성황리에

개최되었다. “Obesity Cross Talking to Organs”라는 주제로

plenary lecture, luncheon lecture, session을8개로나누어주제에

합당한소주제를정해서심포지엄을진행하였다. 또한‘2011 Annual

joint meeting of KSSO and JASSO’에서“Obesity cross

talking to organs in Korea and Japan”주제로한일연자2명씩

발표하였다.

Plenary lecture는Obesity and Brain 주제로울산의대김민선교수

님께서고도의비만증에서는예외없이섭식조절의장애가관찰되

므로비만증연구에있어뇌에대한연구가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식욕 조절의 분자생물학적 기전과 비만증에서

뇌에일어나는변화를밝히고자하는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져왔으

며, 그결과식욕조절기전에대한지식이점차확대되고있어식욕

억제호르몬인렙틴의새로운신호전달계와새로이발굴한식욕조절

물질들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기존의 식욕 조절의 기전에 대한

지식과접목하여알기쉽게설명하였다.

Luncheon lecture는비만환자에있어서제니칼의치료효과에대해

서 순천향의대 목지오 교수님께서 발표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영양 실태조사에

의하면비만유병율이1995년 13.9%에서2005년에는31.7%로 10년

동안약2.5배가증가되었다. 비만은신체에지방이과잉으로축적되

어체중이증가된상태로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수면무호흡증등대사성질환의직접적인원인이되며인간의삶의

질을저하시키고수명을단축시키고

비만의 치료 방법으로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및 약물요법이

있다. 약물요법중사용가능한치료

제로 장기간 사용이 허가된 비만

약제로는 오를리스타트(제니칼)가

있다. 오를리스타트는 위장관 및

췌장 리파아제에 대한 억제제로서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장관내로흡수되는것을차단함으로써효과를나타낸다. 여러연구에

서체중감량효과를나타낸오를리스타트의비만치료효과에대해

서발표하였다.

한일비만심포지엄은4개연제로아주의대김대중교수님께서Child

obesity, insulin resistance and dyslipidemia 주제로 국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일본의 미야자끼의대 나까지또 교수님께서

(Nakazato,Miyazaki University) ‘Gut-brain network of

appetite regulation in obesity’주제로발표하였다. 마지막 2연제

는 교토의대 나까오 교수님께서(Kazuwa Nakao, Kyoto

University) ‘Lessons from a novel rat model obesity’주제로

발표하고, 가천의대최철수교수님께서‘Muscle fiber type-specific

effect on obesity and insulin resistance’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또한, 대한비만학회와보건복지부공동으로비만의날행사를개최하

여2011년비만의날수기공모당선작으로보건복지부상: 교사정명

애님, 우수상 : 보건교사 정미영님, 장려상 : 운동처방사 박성건님, 

캠프특별상: 보건교사이운희님이수상하였다.

8개sessions으로나누어‘Obesity Communicate to Organs’소주제

로 고려의대 고병준 교수님‘Adipose tissue remodeling and

obesity’, 고려의대최경묵교수님께서‘Obesity and Liver : Role

of Hepatokines’, 원광의대 김하영 교수님께서‘Relationship

between body fat mass and bone metabolism’으로발표하였다.

비만예방과치료의나아갈길이라는소주제로인하의대허윤석교수

님께서고도비만수술의비용효과분석 : An interim report, 식품

의약품안전청김효정선생님께서식욕억제제사용에대한식약청의

견해, 보건복지부이영일사무관께서보검복지부의비만관련정책

방향에 대해서 학회와 정부의 많은의견 교환을 하였다. 그 외에도

재미있는소주제로“Obesity cross talking to organs”에대한많은

지식을 교환하였다. 또한 구연 10개와

포스터발표13개연제가발표되었고각

각우수및최우수연제를시상하였다.

재미있는 주제로 열린 대한비만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한일비만심포지엄이

높고파란구름사이로붉은태양이저물

며마무리되었다.

Plenary lecture - 울산의대김민선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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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추계학술대회

201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9월 2-3일 양일간“Glucose

Metabolism 이상과 연관된 심혈관계질환”을 큰 주제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개최되었다. 지질동맥경화학회는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치료에 관련된 기초 연구부터 영양/역학연구, 임상연구

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로 심포지엄을 구성한다. 연구원, 학생,

영양사, 의사(개원의 포함) 등 다양한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주제와임상연구뿐아니라기초연구를함께수행하는의사

들에게도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로 접목할 수 있는

기초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는 inflammation과

심혈관질환을연구하는일본Tokyo 대학의Ryozo Nagai 교수와

주로Diabetic heart disease를연구하는미국Columbia 대학의

Ira Goldberg 교수의plenary lecture 를중심으로많은학술연구

발표가있었다. 

심포지엄은 exercise/inflammation 등발표주제로구성된기초

연구위원회와 식약청 위원을 초청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하고계획하고있는식품영양정책에대해서토론한식품영양위원

회의 위크샵이 있었고, 임상연구 세션으로 총 4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VUS, MDCT를 포함한

Integrated CV imaging 세션과 당뇨병 환자에서 HDL-

cholesterol, ectopic fat 침착, microvascular complication을

포함한 이상지혈증 세션, 당뇨병과 관상동맥질환을 재조명한

세션, 그리고임상적으로논란이되는주제에관한Debate 세션이

구성되었다.  특히임상세션에서는현재논란이되고있는‘당뇨병

환자의 intensive 한혈당조절이심혈관계질환의발생에도움이

되는가?’에대한주제와‘당뇨병자체가과연기존심혈관질환자

와같은위험도를지니는가?’에대한토론세션 (debate session)

이 있어 yes/no 로 나뉘어 두 명의 다른 연자가 각각의

관점에서발표하고, 이에청중들의많은질문과토론이있어매우

흥미로웠다. 그외에도영양/역학에서는대사증후군, 당대사이상

의 위험인자와 연관되는 역학연구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2개의

기초 세션에서는 동맥경화증과 연관된 지질대사의 기초 연구와

glucose signaling 과 관련되는기초연구에대한논의가이루어

졌다. 개원의 들을 위한 연수강좌도 시행하여, 주로 PWV와

carotid IMT에관한시연을중심으로하는실용적인강좌도있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내분비내과, 심장내과가 협력하여 임원

진을이루고, 많은기초연구교수들과영양위원회연관영양연구

진들이 협력하여 이루어내는 학회이며, 향후에도 동맥경화증과

지질이상, 심혈관계 질환에 기여하는 여러 분야의 연구를 다양

하게 다루고 접목하여 흥미 있는 주제로 학회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분비학회나당뇨병학회에비해내분비분야내과선생

님들의 참여가 적은 편으로 앞으로 많은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의

참여로더활발한토론이이루어지면좋겠다.

대한내분비학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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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연구위원회워크샵및추계학술대회
이승훈-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대한골대사학회 2011년 연구위원회워크샵및추계학술대회

올해도 뼈의 대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의 임상의 들과 치과 및 기초의학의

연구자들이모여지식을공유할수있는추계학술대회가진행

이되었다. 

올해 진행된 추계학술대회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로추계학술대회하루전날인11월18일(금)에는연구위원회

에서새롭게단장한연구위원회워크샵이열렸으며, 둘째로추계

학술대회인 11월 19일(토)에는 기존 학회 장소인 호텔을 탈피

하여서울아산병원에서진행하였다는점이다.

올해 처음 시도된 연구위원회의 워크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Current Techniques for

Biomedical Research'라는제목으로연구자를위한골대사와

연구와 관련된 연구 기법 중심의 최신지견으로 세포, 유전학

변형 동물, 새로운 bio-imaging 기법,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을 위한 연구 기법들이 소개 되었다. 2부에서는‘해외연자

초청 강연’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에 초빙된 해외 연자의

초청강연이진행되었다.

이번학회는일종의‘Home coming symposium’으로특강으

로 모신 해외 연자 분들이 외국인이 아닌 외국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한국인으로 구성이 되었다. 최용원 교수

(Pennsylvania University), 이선경 교수 (Connecticut

University), 정웅일교수(Tokyo University) 들의강연을들

을 수 있었으며, Plenary lecture는 Salk Institute에 계신

최승현 박사님께‘BMP story’라는 제목으로 BMP에 대한

bioengineering, ex-vivo Stem Cell therapy에 대한 심도

깊은강연을들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미국골대사학회에서 나온 최신 지견들을

임상과기초분야로나누어전문가분들께서review 를해주셔

서 아쉽게도 해외 학회에 참여하지 못한 연구자 분들뿐만

아니라, 참석하셨던 분들에게도 뒤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임상분야는‘Hormonal and

genetic influence on bone’, ‘Old and new management

of osteoporosis’, ‘골다공증 치료와 관계된 debate’의 큰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기초 분야는 서울대

골대사 연구센터 지원 심포지엄이 진행되어‘Signaling in

Bone Metabolism’, ‘Bone and Hematopoietic System’의

큰주제를가지고심도깊은강연을들을수있었다. 

골대사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임상, 기초 연구자 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 참석

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양한 전공자

들이만나서서로의의견을나누고토론하고지식을공유하는

대한골대사학회만의장점과특성이참여자들의호응과노력

으로날로발전해나가는학회가되기를기원하여본다.

사진 1.연구위원회워크샵 사진 2. 2011년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내과

서울대학교병원내과에서는 1960년~70년대부터우리나라의당뇨병, 갑상선질환및기타내분비질환환자를특화

하여진료하기시작하여, 1978년내분비대사분과를국내최초로신설하고내분비특수병동을만들어내분비대사질환

에대한보다전문적인진료와연구의기틀을마련하였다. 이후, 2006년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그리고2011년

갑상선센터가만들어지면서점차체계화된오늘의모습으로이어지고있다.

현재의모습에안주하지않고나날이발전하고자하는뜻을모아, 2011년2월서울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내과의“비전

2020”을새로이마련하였다. “내분비대사학분야에서세계최고수준의교육, 연구, 진료로인재양성, 학문발전과

인류건강증진에공헌하자”는커다란하나의뜻을비전으로하여, “최고의진료- 최상의진료를제공하는내분비

대사내과”, “최고의 교육 -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내분비대사내과”, “최고의 연구 - 

내분비대사분야상위10% 저널에매년10편이상논문을발표하는내분비대사내과”를만들고자함께노력하고있다. 

박경수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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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최고의진료 :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

서울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내과는당뇨병, 갑상선, 내분비및골대사질환의세부분야로나뉘어져각전문분야의교수9 명과임상

강사4명이진료를하고있으며, 6명의외래간호사및직원, 18명의병동간호사, 2명의당뇨병교육간호사, 2명의영양사, 4명의검사

실직원이진료를돕고있다. 이들은매분기별미팅을통하여환자진료프로세스를개선하고진료만족도를향상시키고자노력하고

있다. 맞춤형당뇨병교육을지향하는체계화된교육프로그램들과최신장비들을갖추고진료와의연계성을높인내분비검사실, 

최근개설된갑상선센터는최상의진료를위한바탕이되고있다. 

◈맞춤형당뇨병교육프로그램

당뇨병교육실과내분비특수병동에서는당뇨병전문간호사

와영양사가환자스스로당뇨병관리에대한기본적인지식

을갖출수있도록입원및외래환자를대상으로당뇨병단

체교육과개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당뇨병관리

의길잡이, 임신성당뇨병책자, 인슐린주사교재, 당질계산

법교재, 탁상형달력형태의식사요법교육자료및체중조절

다이어리등다양한교육자료들을발간하고, ‘당뇨병조식회’

를정기적으로운영하여환자들이당뇨병전문간호사, 영양사

와함께아침식사를하고창경궁에서걷기운동을같이하면

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단기간에집중적으로환자개개인의생활습관과치료법을고려한맞춤형교육을제공하고자개개환자의특성에따른 1:1 맞춤형

당뇨병교육입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연간150명이상의환자들이교육입원프로그램에참여하여높은만족도를얻고있다. 

◈다양하고체계적인내분비및당뇨병합병증검사

당뇨·갑상선·내분비센터내에위치한내분비검사실에서는, 내분비임상강사와4명의간호사와직원이배치되어다양한내분비

호르몬검사와당뇨병합병증검사를외래환자를대상으로하여시행하고있으며, 이로써불필요한입원을줄이고외래에서도신속

하고전문적인검사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연속혈당측정검사, dynamic hormone test 및최신장비를이용한자율

신경기능검사, 감각신경기능검사, 경동맥초음파, 맥파전달속도분석, 기초대사율측정, 체지방검사등이시행되고있다. 

◈갑상선환자에대한유기적인통합치료체계구축을위한갑상선센터

갑상선센터는2011년12월보다유기적이고체계화된갑상선진료를위해설립되어,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통합치료 체계를 구현하고있다. 갑상선 결절에대한 수술전신속한 검사를 위해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목표로하고있으며, 센터내에초음파검사실, 갑상선수술후입원실및방사성동위원소치료입원실등을운영하여

통합적인갑상선환자관리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또한격주로갑상선컨퍼런스를열어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핵의학

과, 병리과가한자리에모여갑상선분야의최신의료지식을나누고환자에대한토론과갑상선연구에대한전반적인지식을공유

함으로써최상의갑상선진료및연구를위해함께열정을가지고매진하고있다.

둘, 최고의교육 : 체계적인내분비대사내과분과전문의교육시스템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전공의 전임의를 위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다. 매년 새 학기는 2월에 열리는

‘내분비집중강의’로시작된다. 집중강의를통해전공의전임의들은1년간내분비환자를보기위한기본적인지식들과프로토콜을



2010년 2월말미국로스앤젤레스비행기에가족들과몸을실으

면서이제드디어기다리던연수가시작이구나하는실감이났다.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떠나는 연수이기에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상황이었지만그래도가족들과같이드디어제대로여유

있게오랜시간을보낼수있다는생각은무척나를들뜨게하였다.

◈LA에도착하여적응시작

UCLA 대학교는LA 전체를놓고보면태평양쪽인서쪽에가깝

게위치하고학교가있는지역을West LA 지역이라고부르며더

서쪽으로 태평양과 맞닿은 지역을 산타모니카 지역이라고 부른

다. 그리고UCLA와코리아타운의사이에그유명한원조로데오

거리가있는베버리힐스가있다. West LA는실제로월세도비싸

고학생들을위한거주지는많아도나처럼아이들을데리고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평생 한번 있는 연수

기간이니그유명한베버리힐스에서한번살아보면어떨까하고

베버리힐스에 아파트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버리

힐스에값비싼단독주택지만있는것이아니라우리나라도소형

평형의무제가시행되듯서민형아파트들도있어서West LA 지역

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렌트를 할 수 있었다. 또 연구소가

있는UCLA 근처로도차로20분이내의거리여서앞으로UCLA

로연수를떠나시려는분들에게적극추천하고싶다. 실제로귀국

하면서내가살던아파트를UCLA로연수를오는신경과후배한테

소개하여계약을도와주고여러가구들도넘겨주었는데나중에

해외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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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집중적으로익히게된다. 전공의전임의들이보다깊이있는내분비지식을얻을수있도록매주다양한내분비주제들에

대해교수들이2시간씩강의를하는‘Staff lecture’, 전공의전임의들이관심있는주제에대해리뷰를하거나자신이하고있는연구

에대해발표하는‘수요모임’, 직접최신논문들을정리하여발표하는‘저널모임’이있다. 주 2회내분비병동‘입원환자미팅, 

주 2회‘뇌하수체·부신환자미팅’을통해서는실제적인환자진료에대해토론하는시간을갖는다. 또한, 격주로열리는갑상선

컨퍼런스, 신경내분비컨퍼런스, 부신컨퍼런스, 부갑상선컨퍼런스에도전공의전임의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여다른과와

함께환자에대해토론하고최신지식들을쌓을수있도록한다.

셋, 최고의연구 : 세계적인연구기반시설과연구인력

서울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내과연구실은크게당뇨및대사질환연구실, 대사성골질환연구실, 갑상선연구실로나누어져있다. 약

30여명의대학원생, 연구원, 연구간호사로구성되어있으며매년50편이상의국외논문을발표하고있다. 전공의, 전임의들이기초

연구에활발히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진료실에서품은의문점과가설들을실험실에서규명하고증명할수있도

록하고있다. 서울대병원내분비대사내과는연구활동을통하여내분비를공부하는즐거움을더많은사람들이느낄수있도록지원

을아끼지않고있다.

매년2월에는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의내분비대사내과교수, 전임의, 전공의들이함께1박2일의워크샵

을시행, 지난한해내분비대사내과의모든기록이담긴연보를발간하여함께보면서교육, 연구및진료분야별로지난한해를

정리하고, 미션과비젼을떠올리며새로운한해를계획하는시간을갖는다. 매년새로운얼굴들이들어오는봄과일에지칠즈음한

가을에는연건, 분당, 보라매 3개병원의내분비대사내과의국원과주니어동문, 간호사, 연구원을포함한전직원이함께산행을

하며잠시병원을떠나자연과함께머리를식히면서친목을도모하고함께나아갈원동력을얻는다. 서울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

내과는최고의진료, 최고의교육, 최고의연구라는미션을완수하기위하여모두가한마음이되어뜨거운가슴으로노력하고있다. 



보러가는중노란불을보고정지하는중뒤에서오는차한테

심한추돌사고를당하고말았다. 그런데문제는그차의운전자

가 우리나라로 치면 책임 보험 정도밖에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었다. 다행이우리가타고가던차가토요타의시에나밴중고

차였기때문에뒷부분이심하게망가졌어도앞좌석에앉아있던

우리 부부한테는 심한 충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반 승용차

였으면 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았다. 덕분에 우리 차는 고치는

비용이 차값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수리를 못 해준다고 하여

폐차를하게되었고상대방의보험으로는커버되는부분을이미

벗어나서내가가입한보험회사에서추가로나한테배상을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변호사의

도움을받을수밖에없었고그소송이일년반이걸려서내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야 종결이 되었다. 미국은 정말 변호사

없이는작은교통사고도해결이안되는나라라는것을느끼게

되었고이러한사고하나에붙어서먹고사는사람도참많다는

것도깨달았다. 여기서다음에장기연수를떠나시는분들께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현지에서 의료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가장좋지만가족까지해주는경우는많지않으므로꼭

충분히 의료 및 사고에 대한 보험을 한국에서 잘 챙겨서 들고

가시라고하고싶다. 그리고의료비는가능하면면책금이없는

보험을들어서아파도돈걱정때문에병원을갈까말까망설이

는서러움을겪지말았으면한다. 또미국에서자동차를구입하는

경우중개인들이권하는자동차보험의경우그보상범위를잘

살펴보고너무터무니없이보장범위가낮은경우약간보험료

가 올라 가더라도 보장범위를 상향시키시라고 권하고 싶다. 

미국은우리나라와달리보험을들었다고대인배상무한이아닌

경우가많고대물배상의폭도무척낮게책정되는경우가있는

데 미국의 의료비와 차량수리비를 고려하는 경우 너무 낮은

보상범위는보험으로서가치가반감된다고할수있다. 

◈미국에서만난의대동창들

이번 장기 연수과정에서 졸업 후 거의 18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다. 코리아타운에서Anapa Clinic이라는통증의학클리닉

을하는조형기선생님이다. 졸업후18년만에만났는데도불구

하고얼마안된것같았고무척반가웠다. 조형기선생님은의과

대학을마치고바로도미하여뉴욕에서외과수련을하고마취통

증전문의와펠로우과정을마친후UCSF 에서마취과조교수

를하다가코리아타운에개업을하였는데한국에서의과대학을

졸업하고미국에오는의사후배들을열심히잘챙겨주는것으

로유명하고결국이를정리한“의료유학가이드”라는책을발간

하기도한친구이다. 아이들이아플때그리고어려운일이있을

때 자기 일처럼 열심히 앞장서서 도와준 형기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다시한번고맙다는이야기를하고싶다. 혹시미국에서

의사생활을꿈꾸는분들은조형기선생님이쓴“의료유학가이드”

를보시면많은도움이될것이다.

◈아이들의천국미국

즐거운일도많고어려운일도많았지만그래도미국생활에서

가장큰보람은가족들과오랜시간을보낼수있고같이여행을

다니는것이라고할수있다. 1년반의어떻게보면길고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이에 미국의 교육 환경을 보면서

부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아이들 우선의 교육 시스템과

왕따와bullying 그리고인종차별에대하여매우엄격한면을보

면서적어도미국학교내에서는사회의정의가이루어지고있고

이루려고하는노력이지속이되는것이미국의큰힘이아닌가

생각한다. 중학교 1년과초등학교 2년사내아이모두나름대로

잘적응하여즐겁게학교생활을하여준것이고마울따름이다.

장기 연수를 떠나기 전에 그래도 아이들이 편안히 적응하기

위해서는특히고학년의경우가능하면도착전에영어에많이

노출시켜주는것이아이들한테스트레스가적고결국부모들도

스트레스가적다는점을후배님들께꼭강조하고싶다. 마지막

으로막내아이와헤어지면서눈에눈물을글썽이던러시아소녀

마샤를생각하며다음에장기연수를준비하여떠나시는분들의

학문과가정에건강과발전이가득하기를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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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대하여 무척 만족하면서 고마워하였다. 덤으로 고국이

생각날때는차로 20분만가면또코리아타운이있으니뒤늦게

연수를떠난나에게는마음이놓이는거주지였다고생각된다.

◈VA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at West LA

내가있었던실험실은UCLA 의과대학의affiliated hospital인

West LA VA medical center였는데우리나라로치면보훈병원

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훈병원이

환자진료에중점을두는반면미국의경우VA system이연구

에 투자하는 부분이 매우 커서 VA medical center마다 좋은

연구소를가지고있고지역의좋은대학들과연계를맺고있어

서이곳의Staff 들이대학교의교직을같이가지고있는경우가

많다. 내가 있었던 실험실의 Brent 교수님도 West LA VA

medical center의진료부장직을맡고있으면서UCLA 의과대학

의 교직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UCLA 의과대학 (정식 명칭은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 at UCLA)의주교육병원은

학교바로옆에UCLA medical center 라고따로있다. 재미있는

것은 VA system 의 경우 비록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지만, 이

시설 경내는 연방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에해당하는주마다책정되는 sales tax 가 없다는것이

다. 또한, 의사와연구원을제외한대부분의근로자는유색인종

들로많이구성되어연방정부가minority 의복지를챙겨줄수

있는조직이라할수있겠다. 하지만이곳의직원들은연방공무원

으로인정이되다보니업무의효율성은우리가상상할수없을

만큼 경직되고 뒤떨어져 있었다. 내가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

하려고하여도신원조회와서류수속등을하고교육을받고하는

시간이 한 달 넘게 걸려서 4월이 되서야 실험실에 출근할 수

있었다. 물론뉴욕의9-11 사태이후에미국의연방기구의경우

모두 그렇다고 하지만 창의성과 속도가 중요한 생물학 분야의

연구 특성상 이러한 분위기는 향후 연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향후 VA system으로

연수를떠나시는분들은한번씩고려하였으면좋겠다.

◈고마웠던브렌트교수님

내가있던실험실의PI 선생님이신Brent 교수님은독실한기독교

침례교신자이셨다. 2009년추계내분비학회때연자로모실기회

가있어서그때좋은강의를듣고선생님께연수의사를말씀

드리고 별문제 없이 연수 서류 절차는 진행되었으나 연수를

갔다온사람들이모두경험하듯행정을맡은이들이서류작업

을 뭉개고 있는 바람에 미국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이틀 전에

DS-2019라는대학의연수허가추천서를받아서가까스로미국

행비행기에몸을실을수있었다. 브렌트교수님은일본계미국

인 부인과 슬하에 5남매를 두고 계셨는데 첫째를 낳고 연이어

4명의아이를입양하여모두훌륭히키워서이번에막내가대학

교에입학하였다고무척기뻐하셨다. 그런데감사한것은입양

한 4명의 아이가 모두 한국 출신 입양아였던 것이다. 첫 번째

두명의아이는쌍둥이인데첫번째아이를입양후쌍둥이인것

을알고둘이헤어진체로자라게해서는안된다고하여서둘째

를추가로입양하여쌍둥이둘이같이클수있게하여주셨다고

한다. 그리고막내에는미숙아여서남들이입양을꺼리는것을

입양하여 지금은 무척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여서 작년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Biomedical science 학부

에들어갔다고자랑하셨다. 참사랑을실천하시는분으로참존경

스러웠다. 또 미국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을 당신 집으로 초청

하여서아이들에게좋은이야기를들려주셨는데정말소박하고

순박하게사시는전형적인미국가정의모습을볼수있었다.

◈이국에서의사건사고들

항상연수를떠나면제일걱정스러운것이낯선곳에서의사건

사고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참으로 다양하고 일부는 황당한 사건 사고들이 있는

것같다. 아마다른관습과환경이있는이국에서긴장을하면서

다니는짧은학술대회여행과달리장기거주를하다보면긴장이

풀어지는순간에이러한일들이벌어지는것같다. 나도예외는

아니었던것같다. 도착후3개월이지난어느날wife와시장을

K•E•Sㅣ해외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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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제약R & D 경험을바탕으로, 
국내제약사에서혁신신약개발의
성공을꿈꾸다

대학병원에서내분비내과교수로서환자진료와실험실사이를분주히오가며, 세계적인대가들과어깨를나란히

할수있는연구성과와전문성을이루고자고전분투하던때가그릴울때도간혹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임상

시험연구가세계적인수준으로도약하는데도움이된다면, 그리고우리나라에서특별히빈발하는질환들및우리

나라환자들에게필요한신약들을개발하는데기여할수있다면, 다이루지못한연구에대한열의와갈망및

환자치료에대한의사로서사명감을간접적으로실현할수있다는포부와희망을가지고들어선길이었다.

다국적제약회사의 국내메디칼디렉터로서본사의협조와다른나라메디컬디렉터들의동참을유도한결과, 

국내임상시험연구자가최초로다국적임상시험의총책임자가되어다른여러나라들을이끌고수행한임상시험

결과로인해우리나라에서는물론유럽전지역에서해당신약이위암치료제로허가받아환자치료에도움이된

사실이제약의학의사로서첫발을내디딘이래처음으로긍지를느꼈던순간으로가장기억에남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담당하면서여러나라들의임상시험센터들과병원들을돌아볼기회가많이있었다. 아시아

지역에서우리나라만큼정부, 학계, 산업체가일체가되어임상시험의가치와필요성을인식하고긴밀한협력과

공동의노력으로, 단시간내에임상시험을세계수준으로끌어올린나라가없음을새삼깨달았다. 또한, Bristol-

Myers Squibb (BMS), R & D center (미국뉴저지프린스턴소재)에서글로벌메디컬디렉터로일하면서우리

나라가다국적제약회사들의임상시험대상국중우위를차지하여, 아시아에서가장우선적으로방문하고싶어

하는대표국가로지목되는것을보면서감격을맛보기도하였다. 

귀국 전 지난 3여년 동안 BMS, R & D Center, Discovery Medicine이라는 신약개발 부서에서 과제 책임자

(Study Director)로서연구개발팀을이끌고다수의신약개발과제를진행하면서, 글로벌제약사에서진화하고

있는신약개발의패러다임을직접경험하고, 다양한지식을습득할수있었다.  

신약개발책임자는새로운기전에대한신약개발의필요성, 임상적유효성및안전성, 신약의혜택을최대로받을

수있는대상환자선별, 전임상단계의결과들이환자들에서어떻게translation 될것인지등신약개발전략의

핵심적인많은부분들을이해하고, 연구개발방향을정하는데임상의사들의실제진료경험에따른임상적지식과

환자치료의unmet medical needs에대한통찰력이필수적이다. 이와같은이유로, 글로벌제약회사에서신약

개발책임자역할을의사가담당할뿐아니라, 해당분야의임상권위자(key opinion leaders)들이외부자문가로

서활발한참여가이루어지고있다.

신약개발과정에서필요한지식의범주와‘know-how’는현재의학교육과정에서배울수없는것이우리나라

의학교육의현실이다. 또한제약회사에서일하는국내의사들의수가100여명에이르지만대부분의경우다국적

제약회사에서한국지사에요구하는임상시험수행을관리하고, 대학병원의임상의사들은주어진임상시험계획

서대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data generator’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 실제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early discovery, 임상개발전략의수립, 전임상및임상시험결과에대한분석 (translational research) 등에

대한전문성과경험이부족한실정이다.  

최근국가적차원에서의신약개발에대한적극적인지원및국내제약기업들의신약개발에대한열망이그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훌륭한 임상의사로, 혹은 뛰어난 기초 연구자로서의 길 이외에도 임상적 경험이 기초

연구와접목되는신약개발이라는미개척분야의길을추구하는의사들이많아졌으면하는바램이다. 전세계고통

받는수많은환자들을치료할수있는혁신적인신약을개발한다면, 의사로서이보다더보람되고가치있는

일이어디있겠는가.

글로벌신약연구개발의경험을바탕으로, 국내제약사에서혁신신약개발성공의꿈을안고귀국한지어느새

1년반이다. 아직국내신약개발의역량이글로벌수준에미치지못하지만, 범국가적인관심과지원하에, 필요한

기초지식과전문성을배양할수있는교육과정의확립및산학협력및인력교류가활발해지고, 특히이분야에

서활동하는의사들이많아질수록환자, 의사, 그리고기업모두에게가치창출이될수있는신약개발의성공

확률이비례적으로향상될수있으리라생각된다.

남수연

유한양행 R&D 상무

* 약력

•학력 1995 - 1998  연세의대박사,  1993 - 1995  연세의대석사,  1985 - 1991  연세의대학사

•경력 2000년3월- 2001년 6월 : 연세의대내분비내과조교수

2001년 1월 - 2001년 6월 : Karolinska Institute, Obesity center(스웨덴) 연수 Post-Doc, Researcher studying obesity

2001년 6월- 2004년 6월 : Roche Korea(한국)  Country Medical Director  

2004년 7월- 2004년 12월 : Bristol-Myers Squibb Co.(한국)  Country Medical Director

2005년 1월 - 2006년 12월 : Bristol-Myers Squibb Co.(싱가폴)  Asia-Pacific Regional Medical Director  

2007년 1월 - 2010년 5월 : Bristol-Myers Squibb Co.(뉴저지, 미국) Global Medical Director, Discovery Medicine & Clinical Pharmacology

2010년 5월- Present : 유한양행R&D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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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의이름은법당안에모신불. 보살에따라다르다. 석가모니부처님을모시면

대웅전 또는 대웅보전, 비로자나불을 모시면 대적광전 또는 대광명전, 대적전, 

비로전, 화엄전이라고부르며, 아미타불을모시면무량수전또는극락전, 약사여래

를모시면약사전, 미래에오실부처인미륵불을모시면미륵전, 지장보살을모시면

지장전, 관세음보살을모시면관음전또는원통전이라고부른다. 

현존하는 불전은 대부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건물이고, 고려시대에

건축된법당은몇개에불과하다. 이중가장오래된것으로는안동봉정사극락전

이다(사진1). 1972년해체. 수리할때고려공민왕12년(1363년)에지붕을수리했

다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목조건물은 통상 150년 전후해서 중수하는 것이 통례

이므로 12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 봉정사 극락전과 더불어 고려시대

건축으로영주부석사무량수전을들수있다. 부석사무량수전은 13세기에만들

어진것으로추정되어봉정사극락전다음으로오래된목조건물이다. 맞배지붕에

주심포(柱心包) 건물로서기둥의높이와굵기, 사뿐히고개를든지붕추녀의곡선

과그기둥이주는조화, 배흘림기둥, 간결하면서도역학적인기능에충실한주심

포의아름다움, 주변경치와어우러짐등현존하는목조건물중가장아름답다고

평가된다(사진2). 예산수덕사대웅전은고려충렬왕34년(1308년)에지은건물

로, 지은시기를정확히알고있는우리나라목조건물중가장오래된것이다(사진

3). 수덕사대웅전은백제계통의목조건축양식을이은고려시대건물로특히건

물옆면의장식적인요소가매우아름다워건축물이라기보다는공예품에가까울

정도로섬세하게잘짜인가구같다(사진4). 또한건립연대가분명하고형태미가

뛰어나한국목조건축사에서매우중요한문화재로평가받고있다. 수덕사대웅

전에대한임석재교수의글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한국전통건축의목구조는건물전체에참으로아름다운한편의추상화를그려

놓는다. 수덕사 대웅전의 측면 추상 입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만 위쪽의

처마곡선과함께어우러지면더욱아름답게느껴진다. 수덕사대웅전은맞배지붕

이므로화려한맛은적다. 그러나추상입면에표현된목구조특유의경쾌하고가벼운

멋이 더해지면서 맞배지붕은 은근하고 편안한 멋을 준다. 수덕사 대웅전에서는

기획연재물

한국전통사찰보기
제6편 - 법당(法堂)Ⅰ

사진 3. 예산 수덕사대웅전

사진 2. 영주 부석사무량수전

대한내분비학회36

K•E•Sㅣ기획연재물

사진 1. 안동 봉정사극락전

사진 5. 부안 개암사대웅전측면(팔작지붕)

사진 4. 예산 수덕사대웅전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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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의 독특한경쾌감이느껴진다. 첫번째는사뿐한자태를뽐내는지붕처마곡선

덕분이고, 두번째는군더더기없이솔직하게표현된노출골조의명쾌함덕분이며,

셋째는 목구조 특유의 경량성 덕분이다. 수덕사 대웅전의 처마 곡선은 은근하며

섬세하다. 처마는 휜 듯 안 휜 듯 은근한 곡선을 그린다. 얇게 처리된 서까래와

기와가섬세한두겹선을그으면서살짝휜곡선의은근함은더해진다.”(임석재

저, 우리옛건축과서양건축의만남. 대원사, 80-82 쪽, 1999)

전통사찰건축은지붕의모양에따라맞배지붕, 팔작지붕으로나뉜다. 맞배지붕은

옆에볼때사람인(人)자모양으로간결하면서단아한모습이며 (사진4, 5) 고려

시대에서조선초기사이에유행하던양식이다. 팔작지붕은지붕의선이팔(八)자

모양으로내려오다부채살모양으로퍼지는형태로조선중기이후에유행하던

형식으로건물이화려한모습을보인다(사진2, 6).  

한국 전통건축은 처마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내민 처마를 받치며 그 무게를

기둥과 벽으로 전달시켜주는 조립부분을 공포(拱包)라고 한다. 기둥 위에서부터

보(樑)의 아래까지 여러 부재를 짜 맞추어놓은 것을 일컫는다. 공포는 구조적

기능뿐아니라의장적으로도매우중요한역할을하며, 한국의전통목조건축은

공포가놓이는위치에따라주심포(柱心包) 형식, 다포(多包) 형식으로분류된다.

주심포형식은기둥위에만공포를두는것으로맞배지붕건물에주로사용된다

(사진7). 다포형식은기둥과기둥사이에도공포를두는양식으로팔작지붕에서

많이사용하며, 여러층을두어겉모습이매우화려하고장식적이다(사진8). 사찰

의주불전이나궁궐에서주로사용되던양식이다.  

강화전등사대웅전은귀기둥위에인물상 (나부상)을배치하여추녀의무게를받

치도록한점이특이하다 (사진9). 대웅전건축책임을맡은목수의돈과정을취

하여도망간객줏집여인내로하여금평생추녀를받치는벌을받도록나부상을

조각하여설치했다는전설이재미있다. 

사진 6. 영주 부석사무량수전기둥과공포(주심포) 사진 7. 공주 마곡사대광보전

사진 9. 전등사대웅보전처마나부상(확대 사진)

사진 8. 강화 전등사대웅전처마나부

조보연

중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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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한때뭔가이루어보려천방지축헤매다가다부질없는것같아조용히잠수하여있는듯없는듯, 

그저누가손을내밀면잡아주고, 누가오르고싶다면양보하여나누고, 하며살자고했었다.

그러나나는아직도광야를헤매는어리석고유치한어린양.

이나이에무엇이그리궁금한지, 아직도여기저기헤매고다닌다.

아주어릴때증조부께서나에게주신兒名이正成
이다. 

당시유학자이셨던분이주신字이기에꽤나의미가있었으리라생각되고또집안에서

그렇게부르라고하셨다.

아무쪼록바르게이루라고모든사물을편견으로보거나, 듣거나, 판단하지말라고, 

그러면옳고그름을판단하는그기준은무엇일까?

나는그기준을성경의말씀으로하기로하였다. 그래서오직그길을따라여생을보낼까한다.

아침에일어나면첫기도가주님오늘하루또허락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당신께서저에게주신소명을다하도록몸과마음을다바치겠습니다. 

아무쪼록저에게용기와능력을주시옵소서.

다행히도저에게주신소명이그리복잡하거나힘에부치지않는다.

가족들화목하게이끌고, 특히어린손주들올바르게교육하고, 

나에게도움을청하여오는모든환우들정성을다하여도와주고, 

또이를행할때함께하는우리기관의각분야동료들께늘감사하고감사하면된다.

“무거운짐지고힘든이들아! 다나에게로오라, 

내가너희를잔잔한물가풀밭으로인도하여편히쉬게하리라”

수필

나(我)

강성구

순천향의대부천병원

K•E•Sㅣ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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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고마운말씀이냐? 

그저믿고의지하면모든것이해결된다는것을어렴풋이나마깨달은것이얼마안된다.

각종운동선수, 특히야구의투수, 골퍼들의스윙, 배구선수들의공격력등등.

힘을빼지않으면좋은결과를얻지못한다. 즉, 힘을뺀다는자체가주님을믿고의지함을

뜻한다고생각한다.

불가(佛家)에
서는下心이

라고하여나를한없이다루고머리가슴에서힘빼면

부처가된다고하였다.

아무쪼록많이안다고스스로생각하는자를많이가졌다고생각하는이들, 

스스로높은지위에있다고생각하는이들.

힘빼고, 낮은곳에임하면세상은살만할것같다.

그리하여주님께서우리에게주신평화를마음껏누려봅시다.

잠자리에들어오늘하루주님의발자취를얼마나밟았나?

나에게주신소명을행(行)함에얼만큼정성을쏟았나?

정말오직한길을따라갔었나, 만일내일또하루가허락된다면더열심히하겠는가?

자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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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당시 의국에서 가장 신참인 우리 1년 차들은 의국

역사상처음으로혁신적(!)인장비를컨퍼런스에도입하여많은

의국원들의주목을받을수있었다. 한사람당무려6만5천원

(단체구매해서5천원씩깎았다)의거금을투자하여용산전자

상가에서구입한 32메가USB. 이 USB를이용해파일을처음

열었을때모든의국원들이웅성거리던순간은필자에겐내과

1년차에대한여러기억중꽤재미있었던순간의하나로아직

남아있다.

필자에게는USB 메모리이전에사용되었던몇가지저장장치들에

대한오래된기억들이아직남아있다. 필자가가장처음사용했던

데이터 저장 매체는 카세트테이프였다. 카세트테이프는 1962년

필립스사에의해처음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1980년대중반

8비트컴퓨터에서널리사용되었다. 일반카세트테이프가동작하는

속도대로 재생과 저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를불러오거나저장하는데에도수십분에달하는많은시간이소요

되는불편함이있었다.

그다음세대매체로플로피디스크가있었다. 플로피디스크는1971

년 IBM사에서 8인치디스크가처음개발된이래, 일반사용자용으

로가장많이사용된5.25인치, 그리고 3.5인치디스크가 1976년과

1982년에각각개발되었다. 플로피디스크는카세트테이프에비해

매우빨리, 많은양의자료전송과보관이가능하였다. 하지만디스크

한장당보관할수있는데이터의양이많지않아여러장의디스크

를필요로했으며, 플로피(floppy)라는이름에걸맞게내구성이약해

데이터를장기간안정적으로보관하는데문제가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지난 2010년 4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플로피디스크를생산해온소니사에서그생산을중단하여

역사의유물이되어버렸다.

이외, 최근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CD, DVD 드라이브나 대용량

USB 메모리라고도 할 수 있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이르기까지

지난수십년간자료를기록하고, 운반하고, 보관하는방법에여러

변화와발전이이루어졌다. 하지만기술적발전과무관하게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내 손으로 직접 데이터를 매체에 담아 운반한다는

2. 저장장치의변천

필자는 지난 2001년 모교인 경희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처음

시작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1년 차 전공의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하나는컨퍼런스준비였는데, 정해진시간에컨퍼런스가시작

되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하고까다로운일이었다. 스크린과프로

젝터, 그리고플로피디스크와노트북을잘준비해두었음에도일부

노교수님께서는OHP나옛방식의슬라이드트레이를가져오셨기에

이를준비하느라의국을뛰어다니기도했고, 어떤교수님은‘집(Zip)

드라이브’라는최신장비를들고오셔서처음장비를다루는전공의

들이어떻게사용하는지몰라당황스러워하기도했다. 특히, 집드라

이브는 왜 그리 인식이 안 되고 쉽게 디스크가 망가지는지... 정말

우리를애먹이던요물이었다.

최신이슈

플로피디스크, 

아니괘도에서클라우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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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이상열

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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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개인이 어느

한단말기에서데이터를수정/변경하였을경우이를인위적으로전송

하기 전까지 변경된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다른 단말기에 반영

되지않는다는한계가있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면서 기존의

데이터 저장 및 보관 방법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역시

많은사람들의주목을끈것은애플이아이클라우드(iCloud)를소개

한 이후일 것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은 특정 회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러 IT 업체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술이다. IT 강국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포탈

사이트와통신회사등에서다양한종류의유, 무료클라우드서비스

를제공하고있다.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은 인터넷기반(cloud)의 컴퓨팅(computing) 기술을의미한다. 인터넷상의데이터

서버에프로그램을두고그때그때컴퓨터나휴대폰등에불러와서사용하는웹에기반한소프트웨어서비스를말한다.

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에서는클라우드를 "정보가인터넷상의

서버에영구적으로저장되고데스크탑이나테이블컴퓨터, 노트북, 벽걸이컴퓨터, 휴대용기기등과같은클라이언트에

는일시적으로보관되는패러다임이다." 라고정의한다.

일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된다. 컴퓨터 네트워크

구성도에서인터넷을구름으로표현하는데이때

구름(클라우드)은 숨겨진복잡한인프라구조를

의미한다. 사용자들은관련분야에대한전문지

식이없거나, 혹은제어할줄모르더라도인터넷

을 이용하여 손쉽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료를 서버에 두어 운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사용자의

단말기비용이저렴해지고, 휴대성이높아지며,

그가용률을높일수있다. 아울러, 컴퓨터이외

에스마트폰등다양한단말기의사용이가능하

게되어한가지자료를다양한포맷으로활용이

가능하게되고, 사용자의데이터를신뢰성높은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장점이있다.

하지만클라우드서비스에도몇가지단점이존재한다.

우선, 서버가공격당하면개인정보가유출될수있으며,

재해 등으로 인해 서버의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손상될

경우 미리 백업하지 않은 정보를 되살리기 힘들다. 

또한, 특정업체고유의규격을사용해야하므로사용자

가원하는애플리케이션을설치하는데제약이따른다. 

아울러, 웹기반의통신환경이열악하다면원활한서비스

를이용하기힘들다는문제가있다. 

슬라이드트레이, OHP, 그리고집드라이브를사용하여컨퍼런스준비를시작했던필자는문득그이전에는어떠한방식

으로컨퍼런스를준비했는지궁금해져서지도교수님께여쭈어본적이있다. 지도교수께서전공의를하던시절에는‘괘도’

라고불렸던커다란전지묶음이컨퍼런스준비를위한필수품이었다는말씀을해주셨다. 컨퍼런스준비를한번하려면

몇날밤을새워서괘도를작성해야했으며, 글씨를잘쓰는인턴이나전공의들은색색의매직과사진들을쌓아두고발표

자료만들기에동원되어야했었다고한다. 전지에매직을이용하여정성스럽게쓴괘도는마치하나의예술작품같았다

는말씀까지도들었다.

불과수십년밖에되지않았지만, 자료의저장과전송을위해괘도에서USB, 그리고클라우드컴퓨팅까지놀라운발전

이 일어난 것이다. 새삼스레 이런 발전을 직접 체감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참 축복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들었다. 아직클라우드컴퓨팅의저변이널리활성화되지않아, 누구나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단계에이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수년 동안 관련된 기술이 계속 발전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이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세상이곧이루어질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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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3.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의모식도 (위키피디아에서발췌)



2011 2012년도지회소식 / 유관학회행사안내

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3월 10일(토) 제5차 내분비마스터코스 강릉아산병원강당

3월 25일(일) 제35회 연수강좌 세종대학교컨벤션센터

4월 20일(금)~21일(토) 춘계학술대회 & APDO(Asia Pacific Diabetes Obesity Study Group) 2012 그랜드힐튼호텔컨벤션센터

5월 19일(토) 제6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창원파티마병원강당

6월 1일(금)~2일(토) 연구워크샵 미정

6월 30일(토) 제7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제주대학교병원강당

7월 6일(금)~7일(토) 제10회 전임의연수강좌 하얏트리젠시인천

7월 9일(월) 30주년기념행사 CJ인재원

9월 9일(일) 제36회 연수강좌 세종대학교컨벤션센터

11월 2일(금)~3일(토) 학연산및추계심포지엄 제주라마다호텔

11월 24일(토) 제8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원광대학교병원강당

*교육위원회세미나- 일정, 장소 미정

2011, 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강원지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2011년 11월 24일(목) 학술집담회 원주인터불고호텔

2012년 3월 10일(토) 학술집담회및내분비마스터코스 강릉아산병원

2012년 6월 16일(토) 학술집담회 원주기독병원

2012년도 대한골대사학회 행사일정

2012년도 대한갑상선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2월 24일(금)~25일(토) 춘계학술대회 건국대학교새천년관

2012년도 대한당뇨병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4월 21일(토) 제15차 당뇨병교육자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성의회관마리아홀

5월 10일(목)~12일(토) 제25차 대한당뇨병학회춘계학술대회 대구인터불고엑스코호텔

7월 1일(일) 제18차 당뇨병연수강좌 세종컨벤션센타컨벤션홀

7월 7일(토) 제21차 하계워크샵및심포지엄 가톨릭의대의과학연구원대강당

7월 13일(금)~15일(일) 제13차 2030캠프

9월 8일(토) 제23차 당뇨병교육자세미나 서울성모병원성의회관마리아홀

9월 22일(토) The 3rd Young Diabetologist Forum 세종컨벤션센터광개토홀

10월 20일(토) The 11th Postgraduate course 백범기념관대회의실

11월 8일(목)~10일(토) 2012 ICDM 미정

11월 12일(월)~18일(일) 제21차 당뇨병주간

2011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대전충청지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2011년 12월 16일(금), 오후 6시 연구세미나및송년모임 건양대학교병원 11층 대강당

- 강 사 : 관동의대제일병원박소영

2012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행사일정

*제4차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 지질관리전문가과정 (Lipid Management Course)

•일시및장소 - 2012년 1월 11일(수) 오후 7시-10시 / 광주 전남대학교의과대학명학회관소강당

•평점 - 대한의사협회 2점

•목 적 - 개원의를 대상으로 2차 이상지질혈증 치료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진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수있는지식과정보를제공하며참석하신선생님께수료증을수여예정

2012년 1월 겨울호 47

K•E•Sㅣ2011·2012년도 지회소식 / 유관학회 행사안내

대한내분비학회46

*2011년도강릉 Clinical Osteoporosis Update 개최성료

•일시및장소 -  2011년 12월 3일(토) / 강릉 아산현대병원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 Clinical Osteoporosis Update (COU)는 골다공증 진료에 실제적으로 도움

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골다공증 전반에 걸친 리뷰와 최신정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최신 지견을 정리하고 진료

실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골다공증 전문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서, 지난 12월 3일(토)

강릉에서 개최되었다. 강릉 및 인근 지역의 개원의 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활발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참석하신 개

원의선생님께는수료증이수여되었다.

*골다공증진단및치료지침 2011 전국순회발표회 (부산지역) 개최성료

•일시및장소 -  2012년 1월 6일(금) / 부산 롯데호텔

•골다공증 환자를 진료하시는 의사분들께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최신 지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진단과 치료 지침 -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지침 을 발간하고 있다. 이에 2011년도 개정판 발간과 함께

전국순회강연회를개최하였으며, 지난 1월 6일(금)에는 부산지역에서발표회를개최하여, 부산 및 인근지역의많은참여

가있었다.

날 짜 행사명 장 소

2012년 2월 24일(금) 2012년도상반기연구위원회워크샵 중앙대학교병원동교홀

2012년 4월 8일(일)  골다공증지방연수강좌 순천에코그라드호텔

2012년 5월 26일(토) 제24차 춘계학술대회(일반연제초록접수 2월 20일부터)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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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ㅣ2012년도 해외학회 일정

2012년도해외학회일정

기간 학회명 장소

15~19 (ISE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dovascular Therapy Miami, USA

1 January

기간 학회명 장소

8~12 (ADA) 72nd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Philadelphia, USA

15~17 (WCD) BIT'S 1st Annual World Congress of Diabetes 2012 Beijing, China

17~22 (ASMBS) 29th American Society for Metabolic & Bariatric Surgery San Diego, USA

23~26 The Endocrine Society - (ENDO) 2012 Houston, USA

6 June

기간 학회명 장소

4~7 (CRT) Cardiovascular Research Technologies Washington DC, USA

8~11 (ATTD)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Technologies & Treatments for Diabetes Barcelona, Spain

23~25 11th Genoa Meeting on Hypertension, Diabetes and Renal Diseases Genoa, Italy

21~24 IOF and ESCEO12 European congress on osteoporosis and osteoarthritis Bordeaux, France

2 February
기간 학회명 장소

9~12 ICAO 2012 3rd International Congress on Abdominal Obesity Quebec, Cananda

7 July

기간 학회명 장소

8~11 (ESPEN) 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Barcelona, Spain

19~23 (ATA) 82nd Annual Meeting of the ATA Quebec City, Canada

20~23 (ESPE) European Society for Pediatric Endocrinology 2012 annual meeting Leipzig, Germany

20~24 The Obesity Society 29th Annual Scientific Meeting San Antonio, USA

26~30 (EUGMS) European Union Geriatric Medicine Society-8th congress Brussels, Belgium

9 September

기간 학회명 장소

1~5 (EASD) 48th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Berlin, Germany

3~6 (NAMS) North American Menopause Society Orlando, USA

10~13 (ISPAD) 38th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 Adolescent Diabetes Istanbul. Turkey

12~15 (ASBMR) American Society for Bone & Mineral Research Minneapolis, USA

16~18 (ISBM) 12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Bone Morphometry Minneapolis, USA

20~22 (ACC) Acute Cardian Care 2012 Istanbul, Turkey

21~24 (AOTA) Asia Oceania Thyroid Association Bali, Indonesia

10 October

기간 학회명 장소

4~7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 Los Angeles, USA

7~9 40th Meeting og the British Society fro Paediatric Endocrinology and diabetes Leeds, UK

11~15 (WCIM) World Congress of Internal Medicine Santiago, Chile

25~27 (IDF)(AASD) Exploring Diversity of Diavetes in the WPR: Science -Navigated Care and Education Kyoto, Japan

11 November

기간 학회명 장소

4~6 (ADA)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m Middle East Congress “Diavetes Prevention and Treatment” Dubai, UAE

12 November

기간 학회명 장소

2~3 (JDS) 46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 Diabetes Society Iwate, Japan

7~9 (ENETS) 9th European Neuroendocrine Tumor Society Copenhagen, Denmark

16~18 (JCS) 76th Japanese Circulation Society Fukuoka, Japan

22~25 (CODHY) The 2nd Latin America Congress on Controversies to Consensus in Diabetes, Obesity and Hypertension Rio De Janeiro, Brazil

27~30 (PACD) Pan Arab Conference on Diabetes Cairo, Egypt

27~31 (ACMG)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Charlotte, USA

29~31 (AMWC) 10th Anti-Aging Medicine World Congress & MediSpa Monte-Carlo, Monaco

3 March

기간 학회명 장소

14~17 (ACRP) Association of Clinical Research Professionals 2012 Houston, USA

8~21 (AAE) American Association of Endodontists Boston, USA

28~1 (PES) 2012 Pediatric Endocrine Society Boston, USA

29~1 (AAES) American Association of Endocrine Surgeons Iowa City, USA

4 April

기간 학회명 장소

5~9 (ICE)(ECE)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the 14th European Congress of Endocrinology Florence, Italy

9~12 (ECO 2012) 19th European Congress on Obesity Lyon, France

16~20 (MSDA) 8th Metabolic Syndrome, type II Diabetes and Atherosclerosis Congress Marrakesh, Morocco

19~22 (ASH) 27th American Society of Hypertension New York, USA

19~23 (ECTS) European Calcifide Tissue Society Stockholm, Sweden

24~26 (ESES) European Society of Endocrine Surgeons Gothenburg, Sweden

5 May



이 사 김덕윤
경희의대 경희대병원

홍홍보보위위원원회회
명명단단

회원여러분의여름과관련한사진과사진에얽힌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재미있는 사진 몇장과 함께 사진에 얽힌 사연을 적어(자유

형식) 학회이메일로보내주세요.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 중 재미있는 사진과 내용을

선정해서이번봄호의표지에실어드리고

학회에서마련한소정의선물을보내드립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내분비소식지에서는 회원님들의 의견이나 진료중 있었던

사연, 주변이야기등, 회원님들과 공유할만한좋은내용이나

아이디어를받습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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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기바랍니다.

K•E•Sㅣ홍보위원회 명단K•E•Sㅣ홍보위원회 명단

위 원 고정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간 사 박철영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위 원 김경욱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위 원 김경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위 원 김재택
중앙대학교병원

위 원 김재현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위 원 김지훈
홍익병원

위 원 오기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위 원 이병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위 원 이우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위 원 이윤정
홍익병원

위 원 장혜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위 원 전 숙
경희의대 경희대병원

위 원 정인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위 원 정찬희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위 원 황유철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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