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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김성래(가톨릭의대)

몇년전이탈리아의베네치아를방문하여리알토다리에

서대운하를바라보며담은사진입니다. 베네치아는 117

개의섬과 400여개의다리로연결이된수상도시이고,

하늘색과 바다색이 모두 아름답고 운하 사이를 지나는

곤돌라까지정취를더해줘서멋진여행사진을우리들에게

제공해주는 도시입니다. 곤돌라에서 듣던 사공의“산타

루치아”가아직들리는듯하네요. 언젠가다시베네치아

를방문하여다시이런사진을담을날을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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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갑상선암 환자에서 방사성 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의 치료전략 (Strategies of Radioiodine Ablation in Patients

with Low-risk Thyroid Cancer)

N Engl J Med, 366:1663-1673, 2012

외과적으로완벽하게절제된저위험군갑상선암환자에있어추가적인방사성요오드투여가어떤이익이있을지는명확하지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능한 최소 용량의 방사성 요오드를 투여하는 것이 환자 케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프랑스 국립암연구소(the

French National Cancer Institute)와 프랑스 보건부(the French Ministry of Health)의 지원으로 진행된 무작위 3상 임상연구로서, 

방사성 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시행을 위해 이용되는 두 가지 TSH 자극 방법(갑상선호르몬 중단 및 재조합 인간 갑상선자극 호르몬

(rhTSH) 사용)과 함께 두 가지 방사성 요오드(131I) 용량(1.1 GBq 및 3.7 GBq)을 비교하였다.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

받은18세이상의환자로, 수술후병리조직검사를통한Tumor-Node-Metastasis(TNM) 병기에서종양직경이1 cm 이하인pT1, N1 또는

NX로판명되고, 원격전이가없으며최근요오드에오염된적이없는피험자가연구대상으로선정되었다. 방사성요오드투여8개월후에

경부초음파검사와rhTSH 투여를통해자극된갑상선글로불린측정을통하여잔여갑상선제거여부를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752명의 환자들이 피험자로 등록되었는데, 그 중 92%가 갑상선유두암 환자였다. 연구기간

중예상치못한심각한부작용은보고되지않았다. 연구결과의분석이가능했던총684명의환자중95%인652명에서경부초음파검사상

정상소견을보였으며, 그652명중95%인621명의환자들에서는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가없는상태에서자극된갑상선글로불린수치

가1.0 ng/mL 이하로측정되었다. 평가결과, 전체684명중92%인631명의환자에서완전한잔여갑상선제거가이루어졌는데, 제거율은
131I용량및TSH 자극방법간에동등한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저위험갑상선암의치료에있어서는rhTSH 사용과저용량(1.1 GBq)

방사성요오드를이용한수술후잔여갑상선제거술이충분한치료전략일수있다. 

갑상선암에서 저용량 방사성 요오드와 티로트로핀알파를 이용한 잔여갑상선절제술 (Ablation with Low-dose Radioiodine

and Thyrotropin Alfa in Thyroid Cancer)

N Engl J Med, 366:1674-1685, 2012

분화갑상선암환자의치료에있어저용량방사성요오드(1.1 GBq [30 mCi])가고용량방사성요오드(3.7 GBq [100 mCi])만큼효과적인지,

그리고특히저용량방사성요오드의경우에그효과가‘재조합인간갑상선자극호르몬(티로트로핀알파, rhTSH)의사용’과‘갑상선호르몬

중단’중어떤방법을선택하느냐에따라영향을받는지에관해서는알려져있지않다. 

본 연구는 영국 암연구협회(Cancer Research UK)의 지원으로 영국 내 29개 기관에서 진행된 무작위 비열등 임상시험(Randomized

Noninferiority Trial)으로저용량과고용량방사성요오드의효과를비교하였는데, 각용량별로rhTSH 투여및갑상선호르몬중단중한

가지방법에무작위로배정하여방사성요오드잔여갑상선제거술을시행하였다. 연구대상환자들의나이는16세에서80세사이였으며, T1

에서 T3 사이의 병기를 갖고 있었고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은 있었으나(N0, NX, N1) 원격전이는 없었다(M0). 평가변수(end points)는

6개월에서9개월후의잔여갑상선제거성공률, 부작용, 삶의질(QoL), 재원일(Length of Hospital Stay)로하였다. 

무작위배정된총438명의환자들중최종적으로421명의데이터를분석한결과, 잔여갑상선제거성공률은저용량방사성요오드투여군에서

85.0%, 고용량투여군에서 88.9%로나타났으며 rhTSH 사용군에서 87.1%, 갑상선호르몬중단군에서 86.7%로나타났다. 각그룹간의

차이는95% 신뢰구간에서연구설계단계에서가정된차이값을넘지못하여비열등성이입증되었다. ‘rhTSH 사용후저용량방사성요오드

투여군(84.3%)’과‘갑상선호르몬 중단 후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투여군(87.6%)’또는‘rhTSH 사용 후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투여군

(90.2%)’을비교하였을때에도비슷한결과를얻었다. 저용량에비해고용량방사성요오드를투여한경우, 더많은환자가3일이상병원에

입원하였다(36.3% vs. 13.0%, P<0.001). 저용량의 경우 21%, 고용량의 경우 33%의 환자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P=0.007), rhTSH 

사용시 23%, 갑상선호르몬중단시 30%의환자에서부작용이발생하여두군간의차이는없었다(P=0.11). 결론적으로 저용량 방사성

요오드와티로트로핀알파(rhTSH)의조합은고용량방사성요오드와동일한치료효과와더낮은부작용발생률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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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3 Versus 6 Years of Zoledronic Acid Treatment of Osteoporosis: A Randomized

Extension to the HORIZON-Pivotal Fracture Trial(PFT)

J Bone Miner Res, 27:243-254, 2012

HORIZON-PFT(Health Outcomes and Reduced Incidence with Zoledronic acid Once Yearly-Pivotal Fracture Trial)은

Zoledronic acid(ZOL) 5 mg을매년1회씩3년간정맥에주사하는것이폐경후골다공증여성에서척추, 비척추및고관절골절의위험을

낮추고골밀도를높인다는것을입증한연구이다. 최근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의장기적인사용에관한효용성및안전성

문제가대두됨에따라, 본연구에서는기존의HORIZON-PFT에서ZOL을3년간투여받았던1,233명의환자를대상으로3년간더ZOL

을투여하거나(Z6 군, 616명) 3년간위약으로변경하여투여하여(Z3P3군, 617명), 총 6년간의장기적인 ZOL 투여의효과와안전성에

대해검증하고자하였다. 연장연구가진행된4~6년사이에Z6 군의대퇴경부골밀도변화는+0.24%로증가하였으나Z3P3군에서는

-0.80%로감소하여두군간에1.04% (95% CI, 0.4 - 1.7)로유의한차이를보였고, 고관절및요추골밀도에서도유사한변화양상을

보였다. 그러나총6년간의변화를분석하였을때에는3년간ZOL 투여후위약으로변경한Z3P3군에서도치료전에비해대퇴경부골밀도

+3.1%, 요추골밀도+10.1%로유의하게높은상태가유지되었으며, 이는Z6 군의대퇴경부+4.5%와는유의한차이는있었으나정도가

크지않았고, 요추+12.1%와는유의한차이가없었다. 혈중골대사표지자도Z3P3군에서치료이전에비해유의하게낮은상태가6년까

지유지되었다. 연장연구기간의척추골절발생률은Z6 군에서Z3P3군에비해유의하게낮았으나(OR 0.51; 95% CI, 0.26 - 0.95), 

고관절및비척추골절에서는차이를보이지않았다. 비교적흔한부작용인투여후근육통, 감기유사증상, 발열과부정맥, 뇌졸중등의

심각한부작용발생에차이는없었다. 본연구결과는3년간의ZOL 투여후투여를중단한군(Z3P3)과3년간지속해서더투여한군(Z6)

간에골밀도와골대사표지자의큰차이를보이지않아ZOL의잔존효과가중단3년이후까지지속된다는점을시사하며, 이를통해3년

간의ZOL 투여후상당수의환자에서는최소3년까지투여를중단하여도될것임을제시한다. 그러나3년이후지속투여시척추골절

발생을유의하게낮출수있다는점에서골절의고위험군(특히척추골절)에서는3년투여이후지속적인투여가이득이될수있겠다.

Five Years of Denosumab Exposure in Women With Postmenopausal Osteoporosis: Results From

the First Two Years of the FREEDOM Extension

J Bone Miner Res, 27:694-701, 2012

Denosumab은조골세포계열이나면역세포에서생성되는RANKL(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κB Ligand)에대한사람

단클론항체로, RANKL이파골전구세포및파골세포에발현되는수용체인RANK에결합하는것을차단하여파골세포의분화, 활성및

생존을억제하는기전을가지는골다공증신약이다. FREEDOM(Fracture Reduction Evaluation of Denosumab in Osteoporosis

Every 6 Months) 연구는Denosumab을6개월마다1회씩3년간피하주사하는것이폐경후골다공증여성에서척추, 비척추및고관

절골절의위험을낮추고골밀도를높인다는것을입증한제3상연구이다. 3년의FREEDOM 연구종료후, 기존에Denosumab 투여군

은지속해서 Denosumab을투여하고(장기투여군, 2,343명), 위약군은 Denosumab으로변경하여투여하면서(변경투여군, 2,207명) 

7년간의 추가적인 연장연구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고(FREEDOM Extension), 본 결과는 2년까지의 연장연구 결과이다. 5년간의

Denosumab 장기투여시, 혈중골대사표지자는치료전과비교하여지속해서감소된상태로유지되었고, 골밀도는연장연구기간에도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여(연장 2년간 요추 +3.5%, 고관절 +1.4%, 대퇴경부 +1.3%), 총 5년 투여 후에는 투여 전과 비교하여 요추

+13.7%, 고관절+7.0%, 대퇴경부+6.1% 증가소견을보였다. 연간골절발생률도기존의FREEDOM 연구위약군에비해유의하게

낮게유지되었으며, 의미있는부작용도증가하지않았다. 위약투여후2년간Denosumab으로변경투여군에서골대사표지자는첫

Denosumab 투여직후빠르게감소하여지속투여군과차이없이유지되었고, 골밀도는2년간요추+7.7%, 고관절+4.0%, 대퇴경부가

+3.3% 증가하였으며, 연간골절발생률역시기존의 FREEDOM 연구위약군에비해유의하게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본연구를

통하여폐경후골다공증환자에서5년간Denosumab 장기투여시에도지속적인골밀도증가및골절감소효과를확인하고추가적인

부작용증가없이안전하게약제를사용할수있음을확인하였다. 

E
D

U
C

A
T

IO
N 최신내분비질환

골다공증
안지현- 건국의대



대한내분비학회4

당뇨병자가관리교육효과의장기지속여부에대한연구 (Effectiveness of a Diabetes Education and Self Management

programme(DESMOND) for People with Newly Diagnosed type 2 Diabetes mellitus: Three year Follow-up of a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 Primary Care) 

BMJ, 344:e2333, 2012

당뇨병자가관리교육은당뇨병치료의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당뇨병을처음진단받았을때자가관리교육을시행하는것은저혈당

없이효과적으로혈당을조절하고다양한합병증을예방하는데필수적이다. 이러한자가관리교육의효과는적어도1년정도는지속되는

것으로알려져있다. 본연구는자가관리교육이3년후에도그효과가지속되는지살펴본연구이다. 영국에서당뇨병을처음진단받은

환자824명을대상으로진단당시6시간동안교육을받은군과그렇지않은군으로무작위배정하여전향적으로추적하였다. 3년뒤

자가관리교육을받은군은HA1c가-1.32% 감소하였으며대조군에서는-0.81% 감소하여양군간에유의한차이는없었다. 그외체중,

혈중지질, 혈압, 약물복용, 흡연, 운동습관등에도차이가없었다. 다만자가관리교육을받은환자들이당뇨병의심각성과이를위해

본인이해야하는일등에대한이해도가높았다. 본연구의의의는당뇨병자가관리교육의효과가장기적으로지속되지않음을밝혔다

는데있다. 이러한결과는환자들에게적절한시기에당뇨병자가관리에대한재교육이필요함을시사한다. 하지만어느정도의주기

로어떤내용에대해서교육을할지에대해서는더욱많은연구가필요하다.   

초장기지속형(Ultra-long Acting) 인슐린의효과와안전성에대한연구 (Insulin Degludec, an Ultra-long Acting Basal

Insulin, Versus Insulin Glargin in Basal-bolus Treatment with Mealtime Insulin Aspart in type 2 Diabetes(BEGIN Basal-

Bolus Type 2): a Phase 3, Randomized, Open-label, Treat-to-target Non-inferity Trial)

Lancet, 379:1498-1507, 2012

초장기지속형(Ultra-long Acting) 인슐린으로 개발된 Degludec은 반감기가 약 25시간 정도 되며 효과는 40시간 이상 지속된다. 

이러한초장기지속형인슐린의장점은체내에서보다안정적으로유리되기때문에효능의변동이적고저혈당의빈도가낮을수있다

는것이다. 본연구는지속형인슐린인glargine에비하여degludec 인슐린의혈당강하효과와저혈당발생위험을비교한연구이다.

총 744명의환자가인슐린 degludec 투여군에, 248명의환자가인슐린 glargine을 투여군에무작위배정된후 1년간추적되었다. 

1년뒤인슐린degludec을투여받은환자들은당화혈색소가1.1% 감소하였으며인슐린glargine을투여받은환자들은당화혈색소가

1.2% 감소하여degludec은 glargine에비하여효능면에서열등하지않았다. 저혈당은인슐린degludec을투여받은군에서저혈당

전체 횟수나 새벽 저혈당 횟수가 유의하게 적었다. 저혈당은 보다 철저한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위해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인슐린

degludec은저혈당이보다적은초장기지속형인슐린으로써향후인슐린을이용한보다철저한혈당조절에도움이될가능성이높다.

하지만새로나온인슐린에대한장기적인안전성과심혈관계합병증에대한연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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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Safety of Pegvisomant in Patients with Acromegaly: Comprehensive Review of 1,288

Subjects in ACROSTUDY

J Clin Endocrinol Metab, 97:1589-1597, 2012

ACROSTUDY는성장호르몬수용체의길항제인pegvisomant를사용한말단비대증의장기간치료에대한효과및안정성확인을

목표로 진행된 global study로 본 논문은 2009년 12월까지 모집된 1,28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확인된 데이터에 대한 중간

분석결과를보고하였다. 전체대상환자들이pegvisomant로치료받은기간은평균3.7년이었으며ACROSTUDY를통한추적기

간은평균2.1년이었다. 전체환자의37%인447명의환자에서총1,147건의부작용발생(adverse events, AE)이보고되었으며이

중에서전체환자의 9.6%인 124명의환자에게서발생한 192개의 AE는 pegvisomant의 사용과연관이있는것으로생각되었다.

심각한부작용(serious AE)의경우 159명의환자(12.3%)에서발생하였으며pegvisomant의사용과연관된 serious AE는 26명의

환자(2.0%)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환자는 15명이었으나 pegvisomant의 사용과 관련된 사망은 없었다. 2회 이상의

MRI를시행받은936명의환자들중에서뇌하수체종양의크기가증가한환자의비율은3.2%였다. 주사부위의이상반응은28건

이보고되었고30명의환자에서AST 또는ALT가정상최대치의3배이상증가하였음이보고되었으나간부전은한건도발생하지

않았다. 5년간의pegvisomant 사용후63.2%의환자에서평균용량18 mg/d로사용시정상범위내의IGF-I 수치를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ACROSTUDY를통해 pegvisomant는 말단비대증의내과적치료에있어효과적이고안전한약물임을알수있었다.

또한, 뇌하수체 종양의 크기가 증가한 경우나 간 수치 증가, 주사 부위의 지방 이상증 등의 발생 건수가 높지 않았던 점도 향후

약제사용에있어긍정적인결과라할수있겠다.

Quality of Life is Impaired in Association with the Need for Prolonged Postoperative Therapy by

Somatostatin Analogs in Patients with Acromegaly

European Journal of Endocrinology, 166:585-592, 2012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최초 뇌하수체 수술 이후 사용하는 지속성 소마토스타틴 유도체(Long-acting Somatostatin Analogues,

SSTA)가장기간의disease control과관련하여삶의질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기위해네덜란드의2개의3차병원에서

진행한연구이다. 총 108명의대상환자중94%인 101명이경접형동수술을받았고7명의환자가경두개골수술을받았다. 46명의

환자가추가적인방사선치료를받았고31명의환자가SSTA를사용한내과적치료를받았다. 전체대상환자들은건강상태와관련

된삶의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에대한표준화된설문지를작성했다. 연구진행당시의disease control

여부는 IGF-I SDS 수치에기초하여판단하였다. SSTA로치료받은환자군에서그렇지않은군에비해 IGF-I SDS 수치가다소

높았으나(0.85±1.52 vs 0.25±1.21, P=0.026), IGF-I SDS 수치가2 이상의 insufficient control을보인환자의비율은양군에서

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17 vs 9%, P=0.208). SSTA로치료받은환자들은RAND-36의대부분의 subscale 및 acromegaly

QoL 그리고multidimensional fatigue inventory-20의모든항목에서그렇지않은환자들에비해낮은점수를보였다. 유사한

IGF-I 수치를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subgroup analysis에서도(SSTA+, n=26, IGF1 SDS 0.44±0.72 vs SSTA-,

n=44, IGF1 SDS 0.41±0.65) SSTA로치료받은환자군의HR-QoL 설문결과그렇지않은군에비해신체기능과피로도에서더

낮은점수를보였고신체활동과활력및건강지각에서낮은수준을보였다. 결론적으로유사한 IGF-I 수치를보이더라도수술후

장기간의SSTA 치료가필요할경우삶의질이악화됨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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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 Monoclonal Antibody to PCSK9 on LDL Cholesterol

N Engl J Med, 366:1108-1118, 2012

Serine Protease의일종인 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9(PCSK9)은 2003년상염색체우성고콜레스테롤혈증환자에게서

처음gain of function의변이가발견되었고, 이러한환자들에서높은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관상동맥질환발생률의증가를보였다.

이후여러연구를통해PCSK9은간에서합성되며전신순환을거친후간의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수용체에결합하여이것을가수분해

하는역할을가진것으로밝혀졌다. 이러한과정은간에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결합하는것을저해하고,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

상승을 초래한다. REGN727/SAR236553(REGN727)은 PCSK9에 대한 특이 단클론항체이고,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과 그 수용체의

상호작용을방해한다. 이에저자들은REGN727에관한3건의제1상연구들을보고하였다. 건강한지원자를대상으로한2건의무작위단일

상승용량(Single Ascending-dose) 연구에서는 정맥(40명) 또는 피하(32명) 투여하는 REGN727과 위약을 비교하였다. 이후에 이형접합

가족성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아토바스타틴치료를받고있는성인환자(21명)와 비가족성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아토바스타틴치료를

받고있는환자(30명)(치료전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100 mg/dL) 또는식이조절만받는환자(10명)(치료전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130 mg/dL)를대상으로무작위, 위약대조복합용량(Multiple-dose) 연구를시행하였다. 1일, 29일, 43일째에REGN727 50 mg, 100 mg

또는150 mg을피하투여하였다. 모든연구의일차결과변수는이상반응발생률로정하였다. 주요이차결과변수는REGN727이지질수치

에미치는영향으로정하였다. REGN727을투여한피험자에서이상반응으로치료를중단한환자는없었다. REGN727은모든연구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수치를유의하게감소시켰다. 복합용량연구에서REGN727 50 mg, 100 mg, 150 mg을투여했을때아토바스타틴

치료를받는환자의경우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수치가77.5 mg/dL, 61.3 mg/dl, 53.8 mg/dL로감소하였고, 위약군과비교하여치료

후각각-39.2%, -53.7%, -61.0% 차이를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3건의제1상연구결과, PCSK9에대한단클론항체는건강한지원자와

가족성또는비가족성고콜레스테롤혈증피험자에서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수치를유의하게감소시켰다. 

The Effects of Lowering LDL Cholesterol with Statin Therapy in People at Low Risk of Vascular

Disease: Meta-analysis of Individual Data from 27 Randomised Trials

Lancet, Published online, 2012 

스타틴은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낮추고, 혈관사건을예방하지만, 혈관질환위험도가낮은사람들에게는그효과가명확하지않았다. 

이에저자들은혈관질환저위험군환자에서스타틴의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감소효과를파악하기위해메타분석을시행하였다. 메타분석

은스타틴과대조군을비교분석한22개의임상연구(총환자수13만4,573명, 평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차이41.7 mg/dL, 평균관찰기

간4.8년)와스타틴고용량, 저용량을비교한5개의연구(총환자수3만9,612명, 평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차이19.6 mg/dL, 평균관찰

기간5.1년)의환자데이터가본연구에사용되었다. 환자들은5년간의주요혈관사건(비치명적심근경색증, 관상동맥원인의사망, 뇌졸중, 관상

동맥재관류술) 위험도에따라5% 미만, 5~10%, 10~20%, 20~30%, 30% 이상으로분류됐다. 스타틴은연령, 성별, 기저저밀도지단백콜레

스테롤혹은혈관질환과거력등과상관없이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40 mg/dl 감소할때마다주요혈관사건을감소시켰다(상대위험도

0.79, 95% 신뢰구간 0.77~0.81). 환자 그룹별로 살펴볼 때 5% 미만, 5~10% 그룹이 주요 혈관사건(상대위험도 0.57, 99% 신뢰구간

0.36~0.89, P<0.001; 상대위험도 0.63, 99% 신뢰구간 0.51~0.79, P<0.001)과 관상동맥 재관류술(상대위험도 0.52, 99% 신뢰구간

0.35~0.75, P<0.001; 상대위험도0.63, 99% 신뢰구간0.51~0.79, P<0.001)을다른그룹들보다더많이유의하게낮추었다. 뇌졸중위험의

경우주요혈관사건의위험도가10% 미만인그룹은위험도가높은그룹과비슷한정도의감소효과를보였다(상대위험도0.76, 99% 신뢰구간

0.61~0.95, P=0.0012). 혈관질환과거력이없는환자들의그룹에서는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40 mg/dl 감소할때마다혈관질환위험도

(상대위험도0.85, 95% 신뢰구간0.77~0.95)와사망률(상대위험도0.91, 95% 신뢰구간0.85~0.97)이유의하게감소하였다. 이를통해연구

진은5년혈관사건위험도가10% 미만인환자에게서40 mg/dl의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감소를통해1,000명당11명꼴로주요혈관사건을

막을수있다고결론내었다. 이러한이점은알려진스타틴요법의위험성을크게상회하는것으로현재의가이드라인에서는이와같은낮은

위험도의환자들은스타틴치료가부적합하다고규정하였지만, 본연구결과에의하면이에대한재고가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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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갑상선기능을가진대상에서낮은티록신혈청농도와관상동맥석회화와의연관성에대한연구 (Association Between

Low Serum Free Thyroxine Concentrations and 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in Healthy Euthyroid Subjects)

Kim ES, Shin JA, Moon S, Shin JY, Han JH, Son H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Korea. Thyroid. 2012 May 24. [Epub ahead of print]

갑상선기능저하증이동맥혈관의석회화를유발시킬수있다는여러연구가있다. 본연구에서는정상갑상선기능을가진자를대상

으로혈청유리티록신(FT4) 또는갑상선자극호르몬(TSH) 수치와관상동맥석회화와의연관성이있는가를조사하였다. 본원에건강

검진을위해방문한자를대상으로교차단면분석을시행하였다. 총1,849명중에서정상FT4와TSH 수치를가진자를대상으로하였

으며, 당뇨, 현재 흡연자, 심혈관계 병력이 있는 자, 혈압약, 갑상선호르몬제제, 항갑상선제제를 투여하는 자를 제외한 669명(평균

나이 55.3 ± 8.8세, 남자 392명)을분석하였다. 관상동맥석회화점수(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CACS)는 multi-detector

computed tomography로 측정하였다. CACS가 100보다 클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낮은 FT4 수치를 보였으나(p=0.017),

TSH는CACS에따른차이를보이지않았다. FT4는심혈관질환의위험요소를보정한후, 높은CACS에서odd ratio 0.06(95% 신뢰

구간 = 0.01~0.74, p=0.028)을 나타내었다. 다중 회귀 분석에서 CACS는 FT4 수치와 음의 상관관계(β=-0.823, p=0.032)를 보였

으며, 이러한상관관계는남성에서만유의하였다(p=0.011). 정상갑상선기능을가진남성에서 FT4 수치는관상동맥석회화와음의

상관관계를나타내었고, 이는심혈관위험인자와독립적인연관성을나타내었다. 향후낮은FT4 수치에서심혈관위험도의증가여부

및불량한심혈관결과를나타내는가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카나비노이드1 수용체의차단이db/db 쥐에서인슐린저항성, 지질대사및당뇨성신병증에미치는영향(Blockade of Cannabinoid

Receptor 1 Improves Insulin Resistance, Lipid Metabolism, and Diabetic Nephropathy in db/db Mice)

Nam DH, Lee MH, Kim JE, Song HK, Kang YS, Lee JE, Kim HW, Cha JJ, Hyun YY, Kim SH, Han SY, Han KH, Han JY, Cha DR.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Ansan City, Kyungki-Do,, Korea. Endocrinology. 2012 Mar;153(3):1387-96. 

Epub 2012 Jan 10.

엔도카나비노이드시스템(Endocannabinoid System)은비만과연관된대사질환의병인에있어중요한의미가있다. 그러나당뇨성신병증

에서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차단하였을 때의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나비노이드(CB)-1 수용체의

길항체인SR141716이db/db 쥐에서인슐린저항성및당뇨성신병증에미치는영향에대해알아보고자하였다. 6주령의db/db 쥐에게

CB-1 특이길항체인SR141716(10 mg/kg)을 3개월간투여하였으며, SR141716을투여한그룹에서인슐린저항성및지질대사가유의

하게개선되었다. 또한, CB-1 길항작용을통해심장기능및형태이상, 그리고지방간소견이호전되었다. 지방세포의작은분화형태로

의형질변화또한감소하였는데, 이는adiponectin 발현의증가와lipid hydroperoxide의감소와연관이있다. CB-1 수용체의발현은

db/db 쥐의신장에서증가하였으며, 특히다리세포(podocyte)에서많이발현되었다. SR141716의투여로소변의알부민배출과사구체간질

(mesangium)의 팽창이 감소하였고,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합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SR141716의 투여로 신장의

지질 대사가 호전되었으며, 소변의 8-isoprostane 수치와 신장의 lipid hydroperoxide 성분, 지질 성분이 감소하였다. 배양 족세포

(cultured podocytes)의경우고농도의포도당자극을가했을때CB-1 수용체의발현이증가하였으며, SR141716을처리하였을때포도당

자극시증가하였던콜라젠과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의합성이저하되었다. CB-1 수용체발현을stealth small interfering

RNA를 통해 knonkdown 시킨 모델에서는 고농도의 포도당으로 유발된 다리세포에서의 sterol-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1의 발현이 저하되었다. 이러한 소견은 CB-1의 차단이 인슐린 저항성의 호전과 제2형 당뇨병에서 신병증시 나타나는

신기능손상을대사및항섬유화반응을통해억제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CB-1의선택적차단은제2형당뇨병의신병증

예방의새로운치료법을제시한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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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서의나이-연관골밀도변화(KNHANES IV) (Age-Related Bone Mineral Density Patterns in Koreans(KNHANES IV))

Lee EY, Kim D, Kim KM, Kim KJ, Choi HS, Rhee Y, Lim SK.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xecutive Healthcare Clinic,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H.S.C.),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lsan, Korea. 

J Clin Endocrinol Metab. 2012 Jun 14.

골감소증은여성에서폐경시에시작되고, 남성에서는더늦게시작된다고알려져있다. 그러나최근여러연구에의하면골감소는젊은

성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이에 따른 골밀도의 변화는 여전히 연구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비척추성골에서더심한양상이다. 한국인을대상으로나이에따른골밀도의변화를조사하고자하였다. 본연구는한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를기초로한인구기반연구이며, 교차단면분석을시행하였다. 10세부터80세에해당하는총10,575명(남성

4,731명, 여성5,844명)의한국인을대상으로하였다. 척추와대퇴부의골밀도는dual X-ray absorptiometry로측정되었다. 남성에서

대퇴경부에서의나이와연관된골밀도감소는최대골량(peak bone mass) 달성이후에지속적으로일어났다. 반대로, 남성과여성모두

에서의 대퇴골 및 여성에서의 대퇴 경부 골밀도 감소는 세 가지 형태를 보였는데, 가속기, 안정기, 최대 골량 도달 이후의 두 번째

가속기가그것이다. 흥미롭게도골밀도감소의이러한패턴은대퇴부에서더분명하였으며, 20대후반까지의가속기와40대후반까지의

안정기를나타내었다. 요추에서는대퇴골에서일어났던초기가속기에서의골밀도감소가남성과여성모두에서보이지않았다. 비록

체질량지수와체지방률이다른임상지표들에비해골밀도와더밀접한연관성을보이고있지만, 이는대퇴골의골밀도감소의초기

가속기를설명하지못하였다. 성인초기에남성과여성에서대퇴부의골밀도가감소하는가속기가있었으며, 50세이전에서60%가량의

골감소가있었다. 

Sphingosine 1-Phosphate 농도는낮은골밀도및높은골흡수표지자와관련성이있다. (Higher Circulating Sphingosine 1-

Phosphate Levels Are Associated with Lower Bone Mineral Density and Higher Bone Resorption Marker in Humans)

Lee SH, Lee SY, Lee YS, Kim BJ, Lim KH, Cho EH, Kim SW, Koh JM, Kim GS.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Asan Institute for Life Sciences,Seoul, Korea;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uncheon, Gangwon-do, Korea. J Clin Endocrinol Metab.

2012 Jun 7. [Epub ahead of print]

이전연구들을통해Sphingosine 1-Phosphate(S1P)가osteoclastogenesis를촉진하고osteoclast precursors의혈액과뼈사이의이동

을조절하며osteoblast의증식, 이동및생존을촉진한다고알려졌다. 혈중S1P 수치를측정할목적으로어떤과정들이사람에서S1P에

의해 1차적으로영향을받는지를연구하였다. 한국의2개의임상센터에서cross-sectional study를진행하였다. 남자(n=86), 폐경전

여성(n=94), 그리고 폐경 후 여성(n=357)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S1P 수치와 골밀도, 생화학적 골흡수 표지자들 그리고 uncoupling

indices의관계에대하여측정하였다. S1P 수치는폐경전여성과남성보다폐경후여성에서유의하게높았다. 높은S1P 농도는여러

공변량들을보정한후에도폐경후여성에서일부대퇴골부위(P=0.015 to 0.049)와폐경전여성에서요추부위(P=0.017), 남성에서

모든부위(P=0.001 to 0.036)에서낮은골밀도과유의한관련성이있음을확인하였다. S1P 수치는폐경후여성에서골흡수표지자와

관련이있었으나(P=0.003 to 0.049), 골형성표지자와는관련이없었다. 높은S1P 수치는폐경후여성에서낮은uncoupling indices와

관련있었다. (P=<0.001 to 0.048) 이번연구는S1P가일차적으로골흡수에영향을미쳐골소실을유발할수있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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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유두암의미세침흡인세포표본에서Galectin-3 면역염색음성은더예후가좋은병리소견과관련성이있다.(Absence of

Galectin-3 Immunostaining in Fine-needle Aspiration Cytology Specimens from Papillary Thyroid Carcinoma is Associated with

Favorable Pathological Indices)

Kim ES, Lim DJ, Jung CK, Lee K, Bae JS, Jung SL, Baek KH, Lee JM, Moon S, Kang MI, Cha BY, Lee KW, Son H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Korea. Thyroid. 2012 Jun 6.

[Epub ahead of print]

갑상선결절에서미세침흡인검사(FNA)를시행하여얻은검체에서시행하는Galectin-3(G3) 면역염색은악성종양을진단하는데매우

유용하다. 이연구의목적은수술전FNA 검체에서G3 면역염색음성이갑상선유두암에서림프절전이를포함한임상적, 병리적으로

좋은예후를반영하는변수로사용될수있는지를결정하는데있다. 2006년1월에서2009년12월에걸쳐수술전초음파유도FNA를

시행하여G3 면역염색을시행한갑상선유두암환자868명의기록을후향적으로검토하였다. 종양세포에서세포질면역염색이5%를

초과하는경우를G3 면역염색양성으로정의하였다. FNA 검체에서G3 면역염색결과음성으로판정된환자들을G3N 그룹으로분류

하였고양성으로판정된환자들을G3P 그룹으로분류하였다. 갑상선결절에서시행한수술전FNA 검체에서G3N 그룹은92명이었다

(10.6%). G3N 그룹과G3P 그룹사이갑상선유두암subtype의비율은유사하였다(P=0.376). G3N 그룹은G3P 그룹에비하여갑상선

피막 침범(46.7% vs. 66.5%, P<0.001), 갑상선 외부로의 침범(28.3% vs. 48.5%, P<0.001), 그리고 림프절 전이(22.2% vs.48.7%, 

P<0.001)의발생빈도가낮았다. 다변량회귀분석결과G3N의경우에서다른임상병리학적변수들을보정한후에도낮은림프절전이

위험률을예측할수있었다(odds ratio = 0.37, 95% confidence interval 0.18-0.78). 33개월의추적관찰에서G3 음성과무병생존율

사이에연관성은없었다. 갑상선유두암환자의FNA 검체에서G3 면역염색음성은G3 면역염색양성인경우에비해림프절전이가

없음을예측할수있는음성예측도등을포함하는덜공격적인병리학적변수이다. 그러나G3 면역염색음성환자들의재발률과사망률이

낮은지여부는장기간추적관찰을통하여지속적으로연구되어야한다. 

혈중 Free Fatty Acid(FFA) Level 감소는혈중포도당의독립적인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체계를촉진한다 : 혈중 FFA를

뇌가감지한다는증거(A Fall in Plasma Free Fatty Acid(FFA) Level Activates the Hypothalamic-Pituitary Adrenal Axis Independent

of Plasma Glucose: Evidence for Brain Sensing of Circulating FFA)

Taek Oh Y, Oh KS, Kang I, Youn JH. Department of Physiology and Biophysic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Keck School of

Medicine, Los Angeles, California; Department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Kyung He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Endocrinology. 2012 Jun 5. [Epub ahead of print]

뇌는감소된혈당을회복시키기위하여신경내분비체계를활성화시킨다. 뇌가감소된혈장유리지방산(FFA)에대해서도신경내분비

체계를 활성화시켜 이를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혈장 내 유리지방산이 감소할 때 혈중 corticosterone 혹은

catecholamine 레벨이상승하는지, 그리고뇌가이런반응에관여하는가에대하여연구하였다. 혈장유리지방산수치는쥐에서기본

레벨로 고정된 혈중 포도당 농도에서 3가지 독립적인 항지질 분해성 물질들(nicotinic acid(NA), insulin, A1 adenosine receptor

agonist SDZ WAG 994)을사용하여감소시켰다. 이렇게감소한혈장유리지방산수치는모두혈장corticosterone을증가및1시간이내

혈중ACTH 증가를동반하였으나catecholamine은증가하지않았다. ACTH 혹은corticosterone 증가는NA 혹은인슐린투여중혈중

FFA 감소가 intralipid에의해억제되면발생하지않았다. 추가적으로NA로인한혈중ACTH 증가는arginine vasopressin receptor

antagonist인 SSR149415의투여로억제되었으며이과정에시상하부가관여함을보여준다. 결론적으로뇌가혈중FFA 감소를감지

하고혈장유리지방산농도회복을위하여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체계를촉진시켜혈중ACTH와corticosterone 농도증가를유발함

을보여준다. 따라서뇌는혈장유리지방산농도에대한감지및조절에관여하고있을가능성이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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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회원님께꼭소개하고자하는연구결과가발표된경우학회로연락을주시면다음호에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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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내분비학회(European Congress of Endocrinology)

참관기

이번 유럽내분비학회(European Congress of Endocrinology)

는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차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와 같이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열렸다. 

장소는바소요새(Fortezza da Basso)라는평상시에는제한구

역이라는곳에서열렸는데, 메디치가문의요새였다고한다.

학회에 등록할 때 당연하지만 유럽내분비학회(ESE) 회원이면

학술대회 등록비가 싼데, 조기에 등록만 한다면 먼저 ESE 

학회회원 등록을 한 후 학술대회 등록을 해도 nonmember로

학술대회만등록하는것보다더비용이저렴하다. 다만유럽내

분비학회 회원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므로

적어도1월전에는회원등록을마치는게좋겠다. ESE 등록에

는대한내분비학회에서영문으로회원증명서를받아서제출하면

된다. ESE 회원등록비는 70유로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 회원

이되면ESE 관련저널에온라인으로접속할수있다.

학회에서 준비한 책자나 팸플릿은 미국내분비학회(ENDO

2011)보다훨씬좋았다. 최종프로그램책자는A4 절반크기로

휴대성이뛰어났다. 요즘디지털추세에맞추어프로그램앱이

공개되어있기는했지만, 이탈리아는법적인제한사항때문에

학회 참가자에게 WIFI는 제공되지 않았다. 학회장에 인터넷

카페는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학회에서 제공한 유선 PC에서

만인터넷이되어가져간태블릿PC로할수있는게별로없었

다. 이탈리아학회에올때참고해야할사항이다.

학회가 5월 5일에 오후에 시작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으로는

5월 6일오전 8시 30분 Plenary lecture를시작으로심포지엄

- meet the expert 1/2 등이 진행되었고, 구연은 5월 7일과

5월 8일에있었다. meet the expert는 32개의강의를하루에

16개씩진행했는데, 일요일과월요일, 화요일과수요일에같은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이번 학회는 심포지엄이나 debate

session 등도임상적인내용이많았다.

심포지엄에선 최근 이슈인 비만과 암에 관한 내용을 이틀에

걸쳐소개하였다. Metformin으로cancer stem cell을죽이고,

전립선암의cancer stem cell이나유방암cancer stem cell에

대해서도 항암제에 부가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Src oncoprotein이활성화되면NF-kB의염증반응도활성화

되는데 metformin이 이 과정에 작용하여 염증반응을 억제하

는것으로가정하였다. 임상적환자데이터로metformin 쓰면

암환자의 예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한다. 같은

주제하에비만환자에서인슐린저항성이있으면서혈중IGF-I

이 높다고 하였다. 혈중 IGF-I이 높으면 암이 생길 확률이

높고, 종양조직에서 IGF-I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IGF-I 수용체에 대한 표적치료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슐린 수용체-1이 암세포에서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데일부암의dedifferentiation과도연관이있다고한다.

역학연구에서 보았을 때 비만환자에서 암환자가 많을 것을

보여주면서 중심부 비만(즉, 허리둘레가 더 두꺼운) 환자에서

암 발생률이 더 높은지에 대해 연구해보았으나, 아직까지 그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비만 자체가

암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한다. 

이러한심포지엄이총 70개가열렸는데한번에 8~9개씩동시

에열리기때문에많이들어야10개남짓들을수있다. 

최근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에 대한 빈도(전체 고혈압 환자의

6~11%)가늘어난것때문인지수술적기법과약물치료에대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M. Walz라는 분이 요즘 외과의 추세인

minimally invasive adrenalectomy(대부분 posterior

retroperitoneal approach)를소개하였다. 이수술을하게될

경우 1년후에는상처도볼수없을정도이고수술시간도40분

에불과하고혈액손실도20 ml 미만이라2일만입원하면된다

고 한다. 확실하게 부신에 단일 결절만 있다면 부분 부신절제

술을시행해도고혈압의완치율이전절제술과다를바없다고

하는데, 단일 결절만 있는지의 유무는 수술장 내에 초음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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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하는 듯하다. 교과서에 단지 부신절제술이라고만

소개되어있던것을동영상을통해보니신기하였다. 

첫째날은meet the expert 대신에debate session에들어갔

는데, ‘당뇨병에 비만인 경우 BMI가 30이 넘으면 바로

bariatric surgery를 권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주제

에 들어가기에 앞서 청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자설문을

시행했는데 80%가 bariatric surgery를 권고하지 않는다

였다. 수술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수술한 군에서 많은 환자가

투약 없이 HbA1c가 6~7% 미만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하지만수술을반대하는쪽에서는1) 최근나온NEJM

연구가 BMI 35 kg/m2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 최다

추적기간이 2년 정도이어서 더 오랜 기간 추적관찰을 하면

수술의 효과는 더 떨어질 수 있고, 3) 수술에 대한 합병증을

고려할 때, BMI 30 kg/m2로 수술 적응증을 낮추기에 위험

하다고하였다. 찬성과반대의견을듣고보니그래도역시반대

쪽이더와닿는다. 

또다른 debate로칼슘이심혈관계질환을일으키는지에대해

I.Reid와C.Weaver 분이각각발표하였다. I.Reid는전향적인

연구에서 칼슘복용 등이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발표

하였다. C.Weaver는1) 앞서발표한연구들은칼슘의심혈관계

영향을보려고계획된것이아니었다는점, 2) 다른연구결과에

서칼슘복용이심혈관계에무관하다는연구를소개3) 동물실험

에서 토끼의 경우 칼슘을 복용시켰을 때 동맥경화증이 줄었다

는점등을소개하면서반대견해를보였다. 청중들은심혈관계

에악영향을미치지않는쪽을더많이생각하고있었다. 

이외에도정규심포지엄이끝나고제약회사의후원하에진행되

는심포지엄이열렸다. 일례로갑상선호르몬제제(Tablet)를복용

시식사외에도커피, H.pylori 감염, 복용하는약(proton pump

inhibitor 등)에의해흡수가저해되는것을소개하면서새로운

재형(softgel capsule, TirosintⓇ)의 약제의 뛰어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소아에게 쓰기 편한 물약 제형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약제가싼것을고려할때수입이될지는의문이지

만식사나다른약제의영향을덜받는다는점에서좋아보였다.

이런 제약회사 후원의 심포지엄은 오후 6시 반에 시작해

8시에 끝나는 데도 불구하고 미국학회와는 달리 저녁을 제공

하지 않았다. 아마도 미국학회와는 달리 매번 저녁마다 social

activity가 있어서인 듯하다. welcome reception, congress

dinner, congress concert 등이있으며welcome reception을

제외하곤유료이다.

피렌체는 한국에서 직항은 없고 파리 경유 편으로 피렌체에

들어왔다. Santa Novella Maria 역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벽에 벽을 맞댄 서로 다른 이름의 호텔과 건물이 너무 신기

했다. 길이미국처럼 1번가 2번가이런식은아니지만, 도시가

작아서인지 두오모(Santa Maria del Fiore 성당, 피렌체의

상징)을바라보고가면정말두오모가나온다. 대충대충다녀도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적고, 설사 조금 헤맨다 하더라고

주변이바로유적지이니손해가아니다. 날씨는아침에는춥고

우중충한듯하여도낮만되면아주예쁜하늘을볼수있었다.

역사적인건물들(주로교회)과주변에있는건물(상가, 음식점,

호텔등등)들이잘어우러져정말르네상스시대에온것같은

기분이었다. 주변경치도매우아름답고학회내용이아주흥미

로워서무척유익한시간을보내고돌아가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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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장소였던 바소 요새. 평상시에는 제한구역이라고 하며, 성벽을 둘레로 해자가
파여져있다. 학회 장소 자체는현대식건물이나안쪽에막사로추정되는낮은건물
들이많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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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ICE 참관기

2012년 5월 5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제14차

European Congress of Endocrinology(ECE)가 열렸다. 

제15차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ICE)와

같이 개최되었으며 서울에서 피렌체까지 직항로가 없는 관계

로 밀라노에 도착 후 기차를 타고 피렌체로 들어가는 긴 여정

끝에 도착할 수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지로서 많은

역사적유물을간직하고있는도시답게학회장도Fortezza da

Basso라는원래성이었던건물을컨벤션센터로개조한장소에

서 열렸는데 main lecture hall의 경우 기존의 성벽에 가

건물을 세워 만든 건물로 스크린 뒤쪽에 성벽이 있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었다. 호텔이나 삼성동 코엑스와 같은 현대적

시설에서 열린 학회에만 참가해봤던 필자로서는 새로운 경험

이었다. 

공식 학회는 최근 급증하는 갑상선 결절 환자 수를 반영하듯

급증하는 갑상선 결절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한 pre-

congress course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plenary lecture 및 symposium이있었고또한기초와임상의

여러분야를다루는meet-the-expert session이동시에열려

듣고싶은강의가같은시간대에있을경우에는안타깝게하나

를포기해야하는경우도종종있었다. 개인적으로뇌하수체분야

를 전공으로 하고 있어 관련 분야 강의를 주로 들을 생각을

하였으나 국내학회에서는 쉽게 듣기 어려운 분야의 강의들도

많아고민하지않을수없었다. 그중하나가2012년하계올림픽

이 런던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Endocrinology and the

Olympics라는제목으로운동선수에게서호발하는내분비질환

및호르몬보충의필요성, 그리고도핑과관련된검사및금지

약물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필자에게

는도저히피해갈수없는강의였다. 이런분야에서도전문적

으로연구하는외국학자들이다수있다는사실에놀랐으며덕분

에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시상하부와 craniopharyngioma에

대한(필자의 전공 분야 중 하나로 반드시 들어야 했던) 강의

역시꼭듣고싶었으나아쉽게포기하고독학으로더열심히공부

해야겠다는생각을해보기도했다.

이외에도 최근 말단비대증에서 새로운 치료제로 기대되고

있는 pasireotide에 대한 연구의 데이터를 정리하여 발표한

prof. Colao의강의역시그동안의발표된관련데이터를총정

리할수있는기회가되었고뇌하수체의소마토스타틴수용체

활성도를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말단비대증 약물에

대한반응과소마토스타틴수용체발현사이에관련성에대한

강의역시매우흥미로웠다. 독일의prof. Nauck는“Diabetes

as a gut disease”라는제목의plenary lecture를통해그동안

본인및다른연구자들이발표한incretin에대한연구데이터및

12 대한내분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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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욱- 경희의대

사진 1.학회장정문 사진 2.학회장main hall 스크린뒤쪽에보이는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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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에서의유용성에대한연구결과를일목요연하게강

의하여 필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incretin과 관련된 궁금증

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외에도 low risk

thyroid carcinoma 환자에게서의치료및추적검사의유용성

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진행한

debate에서 이런 환자들에게 현재의

치료나검사가적절하다는의견과그렇

지 않다는 의견이 강의 참석자들의

현장투표결과 51:49로나와앞으로도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것이라는생각을할수있었다.

국외 학회에 가보게 되면 국내 학회에

비해어떤것이더좋고나쁜지를비교

해보는것은인지상정이라고생각된다.

출국 전 학회에서 E-badge라 하여

개인마다 bar code가 부여되어이메일

로 보내왔으며 이것을 프린트해가면

빠르게접수과정을끝낼수있다하여

챙겨갔으나 E-badge 소지자들이접수

하는 창구의 대기시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기시간보다 오히려 훨씬

오래 걸리는 황당한 일도 있었고 학회

첫날 12시부터 포스터 부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보안상의문제(?)로준비가덜되었다며아무런사전

공지없이오후5시부터포스터홀을개방하는등다소어설픈

진행을보이기도했다. 

오랜역사와전통을간직한도시답게

거리 곳곳에 성당을 비롯한 유적들

과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된

박물관이 많아 학회 중간마다 이들

을둘러보는기회도가질수있었다.

이탈리아 음식하면 파스타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티본스테이크도

매우 유명하여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는 주위의 권유가 있어 시도해

보았으나 너무 크고 고기 안쪽은

하나도익지않은상태로나와거의

날고기를 먹는 경험도 해보았으며

파스타는 역시 우리나라에서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된 파스타가 제일

맛있다는사실도이번에확인하였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내분비학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되었고 또한 앞으로 더

열심히공부해야겠다는자극과동기부여가된학회참가였다. 

피렌체산타마리아델피오레성당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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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유럽경조직학회연례학술대회

지난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39차 유럽경조직학회(European Calcified Tissue

Society) 연례학술대회에4회째(바르셀로나, 비엔나, 글래스고우) 

참석하였다. 전체적인학회의일정중첫날인 19일에는임상의

사위주의“골다공증의관리”, “만성신장질환과뼈”, 그리고“골

질환각분야의전문가강연”의제목으로유료코스가진행되었다.

개회식에 이은“임상토론”세션에서 ECTS와 ASBMR(미국

골미네랄연구학회)에서 각각 한 사람의 연자가 나와서“골교체

표지자”가개개인의골다공증약물치료의평가에사용될수있

는지에대한열띤토론과참석자들의투표가있었다.

둘째날부터본격적인학술행사가진행되었다. 학술행사의가장

핵심인심포지엄은“ATP와뼈”, “미네랄화”, “RANKL의새로

운 전망”, “프로톤 펌프 억제제, 위산 그리고 뼈”, “산화질소와

뼈”, “뼈노화과정”, “치사율에골다공증치료가미치는영향”이

라는7개가진행되었는데, 이중에서오스트리아의페닌저박사

의“RANKL의새로운작용”이청중들의매우큰흥미를끌었다.

페닌저박사는캐나다의터론터대학에있을때부터유전자변형

마우스를 이용하여 RANK와 RANKL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많은이바지를하였고, “Cell”을비롯한많은잡지에그결과를

발표한이분야에서는세계적인대가인데, 이번에는RANKL이

파골세포뿐 아니라 임신 시에 유선의 발달, 유방암의 골전이, 

그리고흥미로운것은체온조절에도관여한다는것을제시하여

RANKL을조절하는치료제가골질환뿐아니라여러가지질병

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골연구에

필요한 방법론 세션인 워크숍은 6개가 이루어졌는데, 기초와

임상으로 나누어서“뼈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희귀골질환

치료를위한생물학제재”, “뼈와NF-kB”“비타민D와비골격계

질환”, “단백질변이, 항상성, 병리”, 그리고“허약한환자의골

질환치료”라는제목으로진행되었다. 최근의연구방향과관계

된 전체 구연은 3개로“조골세포 분화”, “Wnt 신호전달경로”, 

그리고“골다공증”이라는제목으로진행되어서이분야의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연구자들이 발표하였다. 그 외 일반구연으로는

“골다공증과생활습관”, “희귀골질환”, “조골세포”, “임상증례”,

“골다공증의 위험인자와 치료”, “골격계 발달과 종양”이 진행

되었는데, 이제는“파골세포”는하나의세션이형성되지않는것

으로보아“파골세포”연구가상대적으로축소된것을알수있었

다. 또한, 앞으로학회의주축이될신진연구자를위한세션으로

“논문작성과적당한잡지에투고요령”, “동물과인간을대상으로

한실험시골밀도측정과조직형태학측정법”그리고, “박사후

연구원후의생활- 평생직장을구할수있는요령”이진행되어

신진연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신진연구자들이학회에관심을갖도록유도하는것이매우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학회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

으로받아들이는노력이필요할것같다. 그밖에임상과기초로

나누어 포스터 중에 괜찮은 것을 골라 간단히 설명하는“Oral

poster" 세션과 3일에걸쳐점심시간에점심을제공하며포스터

를볼수있는세션이있었으며, 제약회사가간접적으로자사의

치료제를 선전할 수 있는 3개의 위성 심포지엄이 릴리, 암젠, 

엠에스디지원으로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잘 짜진 학회이며, 앞으로의 골질환 연구방향에

대한흐름을이해하는큰도움이되었다. 아쉬운점은학회장소

가 스톡홀름 시내에서 남쪽 외곽에 있어서 기차만을 이용해서

갈수있기때문에교통이불편하였고, 엄청나게비싼호텔비와

물가에 약간의 고생을 하였다. 참고로 내년에는 포르투갈의

수도인리스본에서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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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을다녀와서

올해로 72번째가 되는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이

2012년6월8일부터6월12일까지미국필라델피아에서개최되

었다. 학회가 개최된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제1, 2차대륙회의개최및미국독립선언과독립전쟁이

선포된곳으로유명하다. 필라델피아는1682년청교도정착지로

세워진이후미국독립의중심이되었으며, 자유의종을비롯하

여독립과관련이있는많은유적이있는역사가깊은도시라고

한다. 

제72회 ADA는예년과마찬가지로여전히여러임상과기초연

구들이많이발표되어깊은학술교류의장을이루었는데, 이번

에는 <meet the expert session> 및 <networking reception>

등이 새로 추가되었고, 모든 포스터 옆에 QR 코드가 있어

application을통해해당포스터및추가상세내용등을보거나

토의할수있도록하였다. 개인적으로는올해의여러수상자들

이 인상 깊었는데‘Banting Award’는 adipocyte biology에

지대한공헌을한하버드대학의Bruce Spiegelman가수상하였

고, Irisin과 beige fat cell의 발견및그의실험실에서발견한

여러 가지 adipose tissue regulator(PPARγ, PDB1α/β,

PRDM16) 등에대해서강연하였다. 또한, HbA1c를혈당조절상

태의 지표로 발견한 Samual Rahbar가‘Samual Rahbar

Outstanding Discovery Award’를수상하였다(이상은특별히

1회로 만들어진 National Scientific Achievement Award로

상의이름은수상자의이름을따서명명하였다). 

이번 학회에서는 TODAY trial, TINSAL-T2D trial, Cancer

Link with Insulin-data, ORIGIN trial(final result) 등의

여러임상연구가발표되었는데그중한가지인TINSAL-T2D

trial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다. TINSAL-T2D는‘Targeting

INflammation using SALsalate for Type-2 Diabetes’의

약자로 말 그대로 제2형 당뇨환자에서 고용량의 salsalate를

투여하고혈당강하효과및여러가지영향에대해조사한연구

이다. 연구의배경은 inflammation이당뇨의발병기전에관여

하고 있기 때문에 anti-inflammatory drug인 salicylate가

사진 1.펜실베니아컨벤션센터전경

사진 2.자유의종

사진 1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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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에서 효과를 나타내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실제

연구는위장관출혈등의부작용을고려하여salicylate의 pro-

drug인salsalate를사용하였다. 연구는2단계로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Phase IIb trial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연구를 통해

salsalate 용량을 3.5 g으로 정하였고, 이 용량에서 0.5%의

HbA1c 감소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감소 및 adiponectin증가도

관찰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는 Phase III에 해당하는 연구로,

282명의제2형당뇨환자에서salsalate 3.5 g을48주간투여하여

대조군과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salsalate 투여군에서대조군

과 비교하면 HbA1c가 0.24%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hypoglycemia가 더 많이 발생하여 복용 중이던 당뇨약제를

감량하는결과를가져와 inflammation이제2형당뇨에서유효

한치료목표가될수있음을보였다. 그러나safety 측면에서는

salsalate 투약 군에서 대조군보다 약간의 체중 증가와 LDL-

cholesterol 및 뇨단백 증가를 보여 좀 더 장기간의 risk-

benefit에대한연구가필요함을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ADA에 두 번째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참석했을 때는 너무 다양한 주제에 듣고 싶은 것이 많아

선택이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여러 다양한 주제 중 관심 있는

강의를선별해서들을수있었던것같다. 또한, 여러대가들의

강의를통하여임상및기초연구들을접하는것만으로도좋은

경험이되었다. 내년에는시카고에서제73회ADA가개최될예정

으로, 관심있는연구자및임상의들에게좋은경험이될것이라

생각된다. 

IS
S

U
E

최신학회이슈- 국외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IS
S

U
E 최신학회이슈 - 국외

ENDO
안화영- 중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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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분비학회(The Endocrine society’s 94th Annual

meeting & Expo)에다녀와서

제94회Endocrine society’s annual meeting이6월23일부터

26일까지미국휴스턴에서개최되었다. 휴스턴은미국텍사스주

남동부에위치하고있으며시내에는많은병원, 의과대학등이

있는데 1945년에 설립된 텍사스 의료원은 병원, 베일러 의과

대학(1903)을 비롯한 여러 의과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의료기관으로 주(州) 의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외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 관제센터

가있는것으로도유명하다. 

6월의휴스턴날씨는매우더워서한낮에는38~40도까지올라

가며, 아침저녁에도 30도이상을유지하지만, 실내에는에어컨

시설이잘되어있어서학회장이나호텔등의실내에서는오히려

겉옷을입고있어도추위를느낄정도였다. 

2012년 올해는 National Institute for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NICHD) 창립 50주년으로 이 협회의

director인 Alan E. Guttmacher가 presidential plenary

session에서NICHD가내분비학에미칠중요성에대해첫강의

를하였고, 이외에도새로운genome-wide association study,

insulin resistance의 cellular mechanism, energy

homeostasis의 transcriptional control, heart에 인슐린이

미치는 영향, 방사능에 의한 갑상선 결절의 위험, chronic

disease와 cancer에스테로이드호르몬및수용체의기능등에

관한내용이plenary lecture에서다루어졌다. 이외에도내분비

학의 각 분야(adrenal and pituitary, thyroid, bone,

reproduction, pediatrics, diabetes and lipid)에 대한 심포

지엄및구연발표가각방에서동시에진행이되어관심분야에

따라심포지엄및구연발표를들을수있도록구성되어있었다.

또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포스터 세션이 있어

발표자에게질문도하고서로의생각을토의할수있었다. 워낙

포스터수가많다보니매일다른포스터가전시되었는데, 나는

주로갑상선분야포스터를집중적으로보았고, 며칠간포스터

를 보다 보니 여러 번 만나서 낯을 익히게 된 사람들도 생겨

재미있었다. 새로운사람들을만나고, 내가잘알지못하던내용

의새로운연구결과들을보면서많은자극을받을수있었다. 

미국에서의아쉬운4일간의일정을보내고내년에있을학회를

기약하며 귀국하였다. 내년 미국내분비학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서개최될예정이다. 

┃Plenary lecture가 있었던 George Bush grand ballroom(왼쪽), 포스터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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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대한내분비학회춘계학술대회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APDO(Asian-Pacific

Diabetes and Obesity study group)와함께개최되는국제학회

로 성황리에 열렸다. 내분비학의 최신지견을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행사에는국내외의손꼽히는각분야의전문가분들을초청

하여최신연구및임상지견에대한발표및토론의장이마련되었

으며, 국내외연구자, 개원의, 전공의등이참여한이번학술대회

는처음으로국제학회로진행되는등많은새로운시도가이루어

졌다.  

특히 APDO와의 Joint Meeting에는 국내 및 국외 8개국으로

부터 40명 이상의 연자가 참석하여 당뇨병, Inflammation,

Metabolic disorders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대한 36편의

구연발표가있었으며, 지방조직과관련된대사이상연구권위

자인 Michael Czech(USA) 교수와 최근의 hot topic인

Autophagy 연구 전문가인 Noboru Mizushima(Japan) 교수의

Keynote Lecture가진행되어그어느때보다풍성한학술교류

의장이마련되었다. 

이번학술대회에서는 4개의 Plenary Lecture가진행되었는데,

비타민 D 연구로 명망이 높은 Michael Holick(Boston Univ.,

USA) 교수는비타민D가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한최신지견

을 신경호르몬 분야의 권위자인 Hubert Vaudry(Univ. de

Rouen, France) 교수는neurosteroid생합성에대한최근연구

결과를갑상선분야의세계적인석학인Antonio Bianco(Univ.

of Miami, USA) 교수는 deiodinases에 의한 갑상선호르몬

조절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당뇨병 연구업적

으로 탁월한 연세대 안용호 교수는 TFE3에 의한 포도당 대사

조절에관한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Main Symposium은 Bone, Thyroid, DM, 기초 &

Neuroendocrine, Lipid & Obesity 등의총7개의session으로

마련되어각분야별로최근이슈가되는주제가폭넓게다루어

졌다. 또한, APDO Symposium session에서는당대사및내분비

분야에서 저명한 연구자인 David James(Australia) 교수와

Masato Kasuga(Japan) 교수가각각인슐린신호전달과PGC-

1α의 역할에 대한 최신지견을 발표하였다. 특히 내분비질환의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Special Lecture

session이 새롭게 마련되어 부신 연구로 명망이 높은 Franco

Mantero(Italy) 교수가 알도스테론증에 대한 강연을,

Metabolism 연구 권위자이신 Silvia Corvera(USA) 교수가

지방조직 연구의 최근 결과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Andre van Wijnen(USA) 교수가osteoblast 분화에관한연구

결과를발표하였으며, Umut Ozcan(USA) 교수는새로운비만

치료물질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더불어 총 6

session, 44편의구연발표중 3 session의 22편이영어로발표

되었으며, 총 80편의포스터가발표되어그어느때보다폭넓고

풍성한학술교류의장이되었다. 

오는 11월초에제주도에서열리는추계학술대회에서도최신의

연구결과와다양한내분비질환의진단및치료에대한최신지견

을소개할예정이므로회원여러분의많은격려와관심, 참여로

봄학회와같이성황리에행사가진행될수있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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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최신학회이슈 - 국내

대한내분비학회춘계학술대회
변동원- 학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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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춘계학술대회
고은희-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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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대한당뇨병학회춘계학술대회를마치고

5월 10일부터 12일까지대구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제25차

대한당뇨병학회춘계학술대회가열렸다. 목요일오후부터시작

되었지만, 첫 강의부터 많은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그 뜨거운

열기를느낄수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개의 plenary lecture와 12개의

symposium이 있었으며, 이번 학회에 처음으로 대한미토콘드

리아연구의학회와공동으로진행한 joint symposium, 그리고

in-depth symposium, meet the experts, 보험법제위원회, 

임신성당뇨병연구회 및 노인당뇨병연구회에서 주관하는

symposium이열렸다.  

첫번째Plenary lecture에서는가톨릭의대손호영교수가수년간

한국인당뇨병유병률및발생률의급증에따른현저한당뇨병

역학의변화와대사증후군관련연구인충주코호트연구결과

를중심으로발표하였으며, 국내당뇨병의역학및특징을40분

만에이해할좋은기회가되었다. 두번째는울산대생명과학부

정헌택 교수가 비만에서 대사증후군에 걸친 inflammation과

ER stress와의연관성에대하여기초강의를해주셨다.  

심포지엄들은6개의주제에대하여진행되었으며특히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세션에서는최근당뇨병환자치료에

서논란이되고있는저혈당문제에대하여기전, 임상적의의및

예방법에대한전반적인강의가진행되었고, 두번째로최근관심

이 초점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한 debate session이 있었다.

Bariatric surgery는 고도 비만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있으나, 약물로서치료가어려운고도비만환자의당뇨병

치료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국내에서 이

수술을 비교적 많이 시행하고 있는 교수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띤토론의장이되었다. 두번째debate session에서는당뇨병

의주된병인인인슐린저항성과분비장애에있어한국에서의

두병인에대한견해에대해연구들을정리하는유익하고도흥미

진진한 토론의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 주제 epidemiology &

genetics session에서는최근전장유전체연관성분석및차세대

염기서열분석등의등장으로성장하고있는당뇨병유전자연구

에 많은 최신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외에도 Islet biology &

insulin secretion session에서는 췌도의 기능을 항진시키고, 

췌도생존을여러위해요소로부터보호하는기전연구및특히

췌도베타세포의재생연구에대한최신지견들을보여주었다.

네번째주제로는diabeteic complication으로첫번째는한국에

서의대혈관합병증의current status and management에대한

강의들이 있었으며, 당뇨병성 혈관합병증의 기전을 탐색하고

새로운타겟연구를위한좋은기회를제공하였다. 다섯번째는

인슐린저항성관련하여최근제2형당뇨병치료의새로운타겟

으로제안되는microRNA의임상적중요성을재조명하기위해

microRNA의 기본개념, 기초연구그리고임상적용가능성을

소개하였다. 비만관련주제로는만병의근원이라고불리는비만

에대한지방대사산물들의최근연구동향및지방세포대사의

중요한인자들을알좋은기회였다. 마지막behavioral medicine

& education session에서는비만과대사증후군에대해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방법으로 대사증후군 환자를 교육함에 있어

보다 차별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두번째로당뇨병관리의목표ABCD - A당화혈색소(A1C), B혈

압(Blood pressure), C(Cholesterol), D(Deal with weight) - 를

근거에기반을두어살펴보고, 우리나라당뇨병환자의목표도달

실태를점검해볼좋은기회가되었다. 

이번학술대회에서는작년과마찬가지로포스터전시및토론을

활성화하기위해각세션별로선정된발표자들이포스터앞에서

직접구연하는자리를마련되었다. 점차다양한주제의흥미로운

젊은연구자들의발표에더욱더당뇨병관련공부에집중하여야

겠다는생각이들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당뇨병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고

넓은지식을공유하고나눌수있는활발한토론의장이었다고

생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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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춘계학술대회

5월 25일과 26일에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대한골대사학회

제24차 춘계학술대회와 연구위원회 춘계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춘계학술대회 Plenary Lecture의 연자로 보스턴대학의

Thomas A. Einhorn 교수가 초청되어 골절 치유의 세포 및

분자생물학적기전에대하여발표하였다. 임상심포지엄의주제

는부갑상선호르몬의새로운분야의치료시도로임신및수유

와연관된골다공증에대해연세의대이유미교수, 비스포스포

네이트관련턱뼈괴사에대해경희의대김덕윤교수, 비전형적

고관절골절에대해서울의대이영균교수가발표하였다. 기초

심포지엄의주제는연골세포와연골에대한분야로관절염에서

의HIF-2a의역할에대해광주과기원전장수교수, 연골세포에

서 Nkx3.2-Barx1 crosstalk와 골관절염에 대한 영향에 대해

연세대김대원교수, 연골형성에서의MicroRNA-34a에 대해

원광대 진은정 교수가 발표하였다. 올해의 한일심포지엄(대한

골대사학회-일본골대사학회 합동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골대사

학회의 연자로 히로시마대학의 Kazunori Imaizumi 교수가

골격계의세포질세망스트레스반응에대해발표하였고, 시마네

대학의 Toshitsugu Sugimoto 교수가 골다공증과 생활습관

관련질환의상호작용에대하여발표하였다. 대한골대사학회의

연자로는싱가포르국립대의이태용교수가뼈의점탄성을이용

한골절예측에대한내용으로, 경북대김현주교수가뼈에대한

부신피질호르몬의 효과

에대한내용으로발표하

였다. 

연구위원회 춘계워크숍

은“역학/ 골면역/ 골절

치유 / 골생역학”총 4부

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고관절주위

골절의 발병률, 이환율,

사망률에대하여중앙의대

하용찬교수가, 골다공증의유병률과유전학에대하여충북의대

최형진 교수가 발표하였다. 제2부는 파골세포 형성에서 Btk의

역할에대해한국한의학연구원의김태수박사가, 파골세포형성

에서사이토카인의역할에대한연구를원광의대곽한복교수가

발표하였다. 제3부는골절치유를촉진하는새로운기법에대해

보스턴대학의Thomas A. Einhorn 교수가, 신연골형성에서골

형성과혈관형성의협동과정에대해서울의대이동연교수가

발표하였다. 제4부에서는 골격계 수술 기법의 생역학적 예측

모델에대해인제대이성재교수가, 골다공증성골조직의점탄성

에 대한 약물 효과 평가에 대하여 싱가포르 국립대의 이태용

교수가발표하였다.

이번 대한골대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좀 더 활발한 연구

교류의토론및최신지견을서로공유할수있도록폭넓은학문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임상 심포지엄 및 연제와 기초 심포

지엄및연제를분리하여2개의Room에서임상과기초를독립

적으로동시에진행하였다. 또한, 임상및기초의연제구연및

포스터 발표 시간에는, 골대사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둔 다양한

분야의 기초 연구자들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치과등광범위한임상분야연구자들이연제를발표

하여, 1년간연구한결과를서로공유하는뜻깊은자리가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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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학회춘계학술대회

2012년도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는 4월 22일(일), 서울

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라는주제로plenary lecture, 10개의심포지엄및

구연과포스터발표를하였다.

비만은 에너지대사의 항상성의 장애가 발생하여 나타나며, 

에너지항상성은섭식과에너지대사에의해서조절된다. 섭식을

조절하는물질이많이발견되었지만, 최근에너지대사및지방

세포를조절하는NUCB2에서생성되는네스파틴-1(Nesfatine-

1)이 발견되어 피하지방뿐만 아니라 내장지방도 조절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plenary lecture 연자로 초청된

일본의모리교수는대사증후군과비만유발단백질“네스파틴-

1(Nesfatin-1)”발견이라는제목으로Nesfatin-1의섭식조절기능,

에너지대사기능을포함하여대사증후군을해결할수있는가능

성에대해발표하였다.

Obesity and diabetes 주제로ER Stress and liver metabolsim

의내용으로경북의대박근규교수가, The metabolically healthy

but obese phenotype in Koreans로 고려의대 김난희 교수가,

Weight-Friendly Drugs Important in Type 2 Diabetes

Management에대해한림의대김철식교수가발표하였다.

Obesity and hypertension 주제로 국내유병률을 포함하여

Obesity and Hypertension: A Growing Problem으로가톨릭

의대박용문교수, Salt sensitive hypertension으로동국의대

이무용교수, Therapeutic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Obesity Hypertension으로 고려의대 김선미 교수가 발표

하였다.

Obesity and dyslipidemia 주제로 lipin1,2를 포함하여

Mechanisms of Fatty Acid-Induced Insulin Resistance로

성균관의대 구승회 교수, Two sources of triglycerides;

fasting and non-fasting state로 울산의대 한기훈 교수,

Reducing Residual Vascular Risk in Patients with

Atherogenic Dyslipidemia: Where do we go from here?라

는내용으로한양의대이창범교수가좋은강의를해주었다.

그외에도식품영양부분, 운동요법, 행동요법및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청소년 운동프로그램에 관한 국내연구가 발표되

었고, 베리아트릭수술후대사이상의향상에대한국내연구도

발표되었다. 

흥미로운주제로약 450여 명의회원이참여하여비만과대사

증후군을이해할수있는기초적인연구, 국내임상연구및실제

임상에서활용할수있는내용으로성황리에개최되었다.

2012년대한비만학회춘계학술대회 2012년대한비만학회춘계학술대회, Plenary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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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연구워크숍을듣다.

지난6월2일가톨릭의과대학의과학연구원에서대한내분비학회

연구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연구워크숍은 2년 만에 열린

워크숍으로그의미가더욱남달랐다. 이번연구워크숍은주로

연구를시작하려는임상강사나연구원에게좋은정보를제공한

다는취지에맞게내용이구성되었는데초기연구자들뿐만아니

라기존연구자들에게도많은도움이될수있었던워크숍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session I에서는기본적인 gene research에

대해서울의대박경수교수가강의하였고, 가천대암당뇨연구소

의오병철교수님은논문검색및실험디자인을위한 database

이용방법에대해소개하였다. 영남의대생리학과의박소영교수

님은 동물모델을 이용한 기초실험방법에 대해 강의하였는데, 

기회가된다면꼭다시듣고싶은유익한강의였다. 다음session

II에서는내분비내과의사를위한영상진단법에대해정리하는

시간을가졌다. 먼저서울의대문우경교수가췌도이식에있어

서MR imaging에대한최신의연구를소개해주었고, 부산의대

김인주교수는최근그사용이증가되고있는PET/CT를이용한

갑상선질환진단에대해강의해주었다. 또한, 연세의대최병욱

교수는죽상동맥경화증진단을위한다양한영상진단법을정리

해주어많은도움이되었다. Session III에서는대한내분비학회

회장이신연세의대이현철교수께서새로이발견된천연마그네슘

lithospermate B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소개하여 주셨는데

앞으로이물질의임상적활용에대해큰기대가모이는소중한

업적과강의였다. 이후오후에열린session IV에서는골대사와

갑상선질환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충북대 김근형 교수는 bone and cartilage 연구를

위한 surgical animal model에 대해, 원광대 이완 교수님은

동물모델에서 bone quality와 quantity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해 주었다. 이어 갑성선 연구를 위한 orthopedic

model에대해연세의대고윤우교수가소개해주었고, 중앙의대

김재택교수는갑상선여포세포에서인슐린과 IGF-1 수용체의

역할에대해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session V는당뇨병연구

에대한자리였다. 가톨릭의대임상현교수는당뇨병환자에서

혈관 합병증 진단을 위한 비침습적 방법들에 대해 정리해주어

특히 임상강사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철호 박사가 당뇨 합병증

연구를위한실험모델에대해강의하여이또한여러연구자들

에게큰도움이되었다. 마지막으로성균관의대이원영교수는

방대한 metabolic adipokines과 hepatokines에 대해 정리해

주어큰도움이되었다.

이번연구워크숍은2년만에열린만큼그간목말랐던여러가지

내용을 담았고, 이는 연구를 시작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되었으리라생각된다. 앞으로도이러한워크숍이지속해

서개최됨으로써특히초기연구자들이효과적으로다양한지식

과경험을습득해이것이실제적으로도좋은연구로이어져나갈

수있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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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전임의연수강좌를성공리에마치며

6월29일부터30일까지인천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내분비내과

전임의를 대상으로 제10회 전임의 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총

106명의전임의가등록하였고, 각 세션별로최신지견, 진단이

나치료가어려운증례들, 연구동향의내용이담기도록구성한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골다공증 및 부갑상선의 6개

세션과두분원로교수님의특강으로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당뇨병의 새로운 약제에 대해 제주의대 고관표

교수가, 당뇨병환자에서심혈관질환에대한위험도평가및예방

을 위한 치료에 대해 차봉수 교수가 강의해주었고, 베타세포의

생리에 대한 기초연구에 대해 강의한 영남의대 원규장 교수는

glucolipotoxicity, oxidative stress에대해강조하였다. <특강 I>

으로는올해정년을맞이한김선우교수께서제2형당뇨병의여전

히풀리지않는문제로베타세포의기능회복은가역적인가, 비가

역적인가, 베타세포의기능저하가문제인가아니면베타세포양

의감소가문제인가, 그리고인슐린저항성과인슐린분비능저하

중어느것이더문제인가에대해기존의많은데이터를정리하며

강의해 주셨다. <세션 2>의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 세션에서는

울산의대김민선교수가섭식에관여하는장호르몬과체중조절

수술의 효과에 대해 정리하면서 gut-brain axis를 강조하였다.

부산의대김인주교수는다양한증례를통한말단비대증에대해

강의 하였고, 서울의대 최성희 교수가 sitagliptin의 안전성에

대해 점심 강의를 해주었다. 오후에는 <세션 3>에서 경희의대

김덕윤 교수가 내분비질환의 다양한 핵의학적 검사법과 증례를

보여주었으며, 연세의대 병리과 홍순원 교수는 갑상선 결절의

세침흡인검사결과의판독지침과양성부터 악성까지의 다양한

병리소견에대해강의해주었다. 가톨릭의대조재형교수는내분비

영역에서 사용하기 좋은 다양한 APP로 miniatlas, focus on

diabetes & endocrinology, 미국당뇨병학회나 내분비학회의

ADA APP, ENDO APP을소개하였다. <세션4>의갑상선분야에

서는울산의대송영기교수가갑상선암의수술후치료에대해

동위원소치료가이드라인과경부림프절의재발, 뼈나폐전이가

있을때의다양한증례를통한치료법을정리해주셨고, 국립암센

터의이유진교수는현재임상연구가진행되고있는갑상선암의

새로운항암치료제에대해소개하였으며, 전남의대강호철교수

는진단이나치료가난해했던갑상선항진증의다양한증례를통해

진단과치료시주의할점을정리해주었다. <특강 II> 역시올해

정년퇴임을맞이한가톨릭의대이광우교수께서전공의1년차때

진단했던Sheehan syndrome 증례부터스승이셨던민병식교수

님에 대한 추억,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오셨던 혈당측정기기 등

그간내분비내과의사로서살아오셨던30년간의역사를보여주셨

다. 저녁<친교시간>은대한내분비학회고시이사인인제의대박정현

교수의분과시험대비를위한서류및지침, 변경사항에대한설명

을 시작으로 106명의 전임의와 강사 및 학회 임원들이 15조로

나뉘어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대한내분비학회 30년’이라는

주제로찍은창작사진을각조별로소개하는등멘토-멘티의친목

을다지는시간을가졌다. 다음날인30일에는오전8시이른시간

부터<세션5>의부신세션이시작되었다. 연세의대이은직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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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종양에의한쿠싱병의다양한증례를보여주며최근에

IPSS 시행할 때 추가로 prolactin을 같이 측정함으로써 이소성

쿠싱과의감별에도움이된다는점을강조하였다. 고려의대김난희

교수는갈색세포종에대한진단과수술전전처지에대한강의와

함께백혈구증가증과흉통을주소로온갈색세포종의특이한증례

를소개해주었다. 인제의대고경수교수는최근일차성알도스테론

과다 상태의 원인으로 부신 증식증이 늘고 있어 수술 이외에도

약물치료가필요한경우에대해강의해주었다. 가톨릭의대유순집

교수는흔히보기어려운primary polyglandular syndrome 증례

를보여주었고, 부신기능저하증의진단과스테로이드치료에대한

팁을강의하였다. <세션6>의골대사세션에서는인하의대홍성빈

교수가일차성부갑상선기능항진증, 신세포암에서분비된PTHrP

에의한경우등의다양한고칼슘혈증의증례와무증상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치료가이드라인, 그리고경련을주소로온저칼슘

혈증증례를통한칼슘대사이상을강의하였고, 서울의대김상완

교수는항 RANKL 항체인 Denosumab, Cathepsin K 억제제인

Odanacatib, 항 sclerostin항체, tryptophan hydroxylase 

1 억제제, nitric oxide 등의새로운골다공증약제를소개하였다.

성균관의대민용기교수는골다공증치료약제를투여해도골밀도

가증가되지않는난해한증례를보여주었는데, 그원인으로대부

분은골밀도검사기계가바뀌거나측정부위가달라졌거나, 측정자

의경험, 환자의약제에대한순응도, 그리고효과가입증된약제

라면골밀도수치의약간증감이있더라도충분한기간약제치료

를유지할것을강조하였다. 

이번제10회전임의연수강좌는2주후에있을분과전문의시험

을준비하는전임의뿐만아니라올해처음내분비내과를시작하

는전임의들모두에게내분비질환에대한전반적인지식과경험

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내분비내과 선후배 사이의

친목을다질수있는좋은만남의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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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학회이슈- 국내

대한내분비학회제10회전임의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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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제2회교육위원회세미나
이재혁- 교육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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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는 2012년 5월 26일 제2회 교육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

되었다. 교육위원회세미나는내분비질환에대한교육기회가적

었던중소도시지역간호사, 영양사들을대상으로내분비질환및

환자관리에대한최신지견을공유하는자리이다. 2011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진행되었던 제1회 세미나는 160여 명의

간호사, 영양사가참여하여성황리에마쳤고, 제1회세미나에서

나왔던 많은 의견들과 순천지역 간호사, 영양사 선생님들의

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내분비총론,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4분야 8강좌로 진행하였다. 세미나 개최시기에 인근 여수에서

엑스포가열리고있고, 일요일오전강의임에도불구하고180여

명이 사전등록하였고, 당일 200여 명이 참석해주셨다. 순천

성가롤로병원 내분비내과의 김정민 선생님과 간호부의 이명숙

선생님의 적극적인 홍보와 도움으로 순천지역의 10여 개 병원

간호사,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셨고, 4시간의 강의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셨다. 김성운 이사장님의

인사말로 세미나를 시작하였고, 내분비질환의 소개 및 다양한

내분비질환에대한검사방법들에대해연세의대김광준선생님

과순천향의대전성완선생님이강의해주셨고, 당뇨병과관련

하여가천의대이시훈선생님이당뇨병치료약제에대해, 그리고

전남대병원이혜정간호사가인슐린교육의실제와저혈당대처

방법에대해강의하셨는데간호사들에게가장실질적으로도움

이 되었던 강의였다는 의견을 주셨다. 이후 갑상선 관련해서

연세의대신동엽선생님이갑성선결절의관리란주제로, 전남

의대김희경선생님이임신과관련된갑상선기능이상이란주제

로 강의해주셨고, 골다공증의 관리에 대해 동국의대 최한석

선생님과조선대병원박세영영양사가강의를해주셨다. 대부분

의 참석자가 강의 마지막까지 강의에 참여해주셔서 성황리에

제2회세미나를마칠수있었다. 세미나전날에는광주지역에서

김성운이사장님과김인주이사님, 전남의대정동진, 광주기독

병원김순호선생님을비롯한광주-호남지역여러선생님들과

연자 선생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교의 자리를 가졌고

여러선생님들로부터세미나발전을위한좋은의견을듣는자리

가되었다. 추후에 8월중교육위원회에서논의후제3회교육

위원회 세미나 지역선정과 강의주제를 논의 예정이다. 향후

지속적으로 각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최대한수용하면서내분비질환의효율적인관리와치료를위한

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교육하도록할예정이다.



충남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내과

구본정

충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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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1976년 개설되어 갑상선질환, 당뇨병 및 기타 내분비질환의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여대전충청지역에서전문적인내분비의료서비스를제공하였다. 명예교수이신노흥규교수님과김영건

교수님께서 각각 갑상선 및 당뇨병질환의 전문적 진료 시스템의 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하셨다. 현재는 8명의

전문의가갑상선, 당뇨병, 골대사, 노인내분비등의전반적인영역에서진료를수행하고있다. 또한, 축적된진료

인프라를바탕으로내분비계암및대사질환영역에서병인해결을위하여최신의연구방법론을이용하여지식을

축적하고있다. 대표적인내분비계암인갑상선암을대상으로마우스모델개발, 세포주개발및암화과정에작용

하는치료제의스크리닝등을통하여국내갑상선연구에서중요한축을이루고있다. 대사질환영역에서는독자

적인인슐린저항성마우스모델을개발하여지방조직, 췌장베타세포, 및근육의미토콘드리아대사기능을조직

특이적으로변화시킨마우스모델로대사이상및합병증의병인연구에이용하고있다. 2010년부터는한국연구재단

및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하여 내분비대사질환 특성화 연구센터로서 산학연 지식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을수행하면서국내최고수준의진료와내분비대사영역의미해결문제에대하여과학적접근을통한새로운

지식의축적을지향하고있다.

2012년 7월 여름호 27

1. 갑상선암환자의체계적인데이터베이스구축- 갑상선센터

갑상선결절및갑상선암환자가점차증가하고있어그수요에부응하기위해갑상선센터에서는

매일오후갑상선초음파를시행하여갑상선진료, 초음파및세침흡인검사가원스톱으로시행될

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 정기적으로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의

갑상선분야전문의가모여서갑상선연구회를가지고있으며병원에서연구비를지원받아갑상선

암환자에대한체계적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어추후갑상선암연구에좋은성과를이룰

것으로기대하고있다.

2. 외래및입원환자의적극적인혈당관리- 당뇨병센터

충남대학교병원당뇨병센터는당뇨병전문의사와당뇨병교육간호사, 영양사가함께하여

입원및외래당뇨병환자의혈당조절및합병증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다. 내분비대사

내과에등록된당뇨병환자는환자의유병기간과치료의특성에따라기본/심층교육및

단체/개인교육으로나누어맞춤형당뇨병교육을받게되고필요한합병증검사를시행하

게된다. 타과에입원한당뇨병환자의경우해당병동및주치의와긴밀한연락을통하여

매일인슐린용량및경구혈당강하제투약을결정해주고있으며퇴원시외래방문을통하

여혈당관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3. 내분비대사질환특성화연구센터

내분비계암및대사질환영역에서병인해결을위하여분과가개설

된이후로지속되어왔던연구활동을바탕으로2010년도에는내분비

대사질환특성화연구센터로선정되어활발히연구가진행중이며

그성과가국내외학회에서관심을받고있다. 또한, 산학연연구

네트워크의구축을위하여2012년도국가연구센터사업에서최우수

등급을 받은 충남대학교 기초의과학연구센터와의 협력연구 및

충남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내과, 카이스트그리고생명공학연구소가 함께하는내분비대사연구모임을 통하여정기적으로서로의

연구내용을토론하고연구에필요한정보를공유하고있다.

4. 다양한컨퍼런스와외부초청강연

대학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매주 다양한 컨퍼런스와 교수님들의

강의, 외부 초청 강연 등을 통하여 전공의와 학생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신 임상논문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월요 journal, 기초실험

논문을발표하고함께토론하는수요journal이있으며자신이하는연구의

과정및결과를토의하는data meeting, 자신이연구하고있거나관심있는

주제를 리뷰하는 토요 review 등을 통하여 학위 지도를 받고 있다. 매주

목요일 topic 시간에는 실습학생과 전공의 및 교수님들이 함께하여 병동

환자중한명을선정하여토의하는시간을가지고있다. 이외에도월1회이상국내뿐아니라국외의유능한연구기관및병원에서

활발히활동하고있는연자를초청하여임상진료및연구의현방향을익히고이를통해서우리의진료및연구를지속적으로발전

시키고있다.

이처럼진료및교육, 연구에서의사, 간호사, 영양사및연구원들이각자의노력을다하고있는바앞으로도국가지정연구센터로서

병원연구문화를확립하고중개의학연구지식의임상적용문화를정착시킬것이며이를바탕으로세계적수준의대사질환특성화

센터로거듭날것이다.



# 솔트레이크시티에서의생활

중년의 나이에 혼자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했지만, 정체된듯한생활에작은터닝포인트가되기를

기대하며 연수를 떠나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솔트레이크시티는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매우

인상적인곳이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는거대한소금호수인

Great Salt Lake와 로키산맥의 서쪽 끝 지류인 와사치

(Wasatch)산맥사이에있는곳으로1847년종교적자유를찾아

이주한 몰몬교도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약

100만명정도이며2002년동계올림픽을개최한것으로도유명

합니다. 연수지를이곳으로정했을때많은분이혼자지내기에

는너무적적한곳이아니냐는걱정을해주셨는데, 저는도착하

는순간부터아름답고평화로운이도시가정말마음에들었습

니다. 유타주에는아치스, 브라이스캐니언, 캐니언랜즈, 캐피탈

리프, 자이언등아름다운국립공원이5개나있고, 솔트레이크시

티는 미국의 최초 국립공원인 Yellowstone 국립공원 여행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Yellowstone 국립공원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항공편으로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해서 차로

이동해가기때문입니다. 유타주는국립공원뿐만아니라주변에

아름다운 협곡과 산들이 많고, 솔트레이크시티 도심에서 30분

거리에7개의스키리조트가있어가족들과의여행을즐기고캠핑

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경우 좋은 연수 후보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대도시와는달리문화생활을충분히즐길수없다는단점

이 있지만, 여름이면 스키 슬로프에서 열리는 야외음악회나, 

야생화들로뒤덮인스키슬로프를산책하는들꽃축제등은솔트

레이크시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유타

대학교로연수를오신교수님들은의대뿐만아니라타과를모두

포함해서약 15~20명정도로비교적적은편이고, 유타주한인

사회는이민자와유학생들이주를이루며약5천명의한인들이

솔트레이크시티주변에거주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이매우친절

한것도인상적이었는데, 도착한지2일째사회보장국사무실을

찾아시내를두리번거리던저를50미터도넘는거리에서전력질주

로뛰어와도와주고자했던공사장인부가잊혀지지않습니다.

# 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

흔히 줄여서 U of U로 부르기도 하는 유타대학교는 1850년에

University of Deseret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1892년에

현재의이름으로개명된공립대학교입니다. ‘Deseret’라는단어

는몰몬경에나오는단어로꿀벌을의미한다고하는데요, 꿀벌

노정현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필자는2010년5월부터2012년4월까지미국유타주의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에위치한유타대학교(University of Utah)로연수를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기

University of Utah로연수를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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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실한 유타 인을 상징하는 공식 곤충이기도 합니다. 유타

대학교 의과대학은 유타주에서는 유일한 의과대학으로 1905년

에설립되었습니다. 연구분야에서는특히유전학과biomedical

informatics가 뛰어나며 미국 내 최초로 department of

biomedical informatics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82년

도에는세계최초로인공심장이식을시도하였으며환자는이식

후112일간생존하였고, 이때이식에이용된인공심장은유타대

의과대학학생이고안하였다고합니다. 유타대학교의과대학에

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물 중 한 명은 embryo-derived

stem cell에gene targeting 방법으로knockout mouse를만드

는기술을개발한공로를인정받아2007년노벨의학상을수상

한 마리오 카페키(Mario Capecchi) 박사입니다. 학교에서는

카페키박사가노벨의학상을수상한후학교내대로의이름을

Mario Capecchi Drive로개명하여기념하고있습니다. 카페키

박사의 연구실이 제가 근무했던 연구실과 같은 건물에 있어

가끔얼굴을뵐수있었는데, 올해75세의나이에도여전히정열

적으로연구를이어가고있는모습이존경스러웠습니다. 유타대

학교의또한명의자랑스러운과학자는 drug delivery 분야의

개척자인약학대학의김성완박사님입니다. 이분의연구실에서

550개가넘는논문을발표하고 100명이넘는과학자들을배출

하였다고합니다. 한인인구가비교적적은도시에서한국인의

위상을높여주신자랑스러운한국인이라할수있겠습니다. 

# Dale E Abel 연구실에서의생활

Abel 교수의 연구실은 1) 당뇨병에서 심부전을 일으키는 분자

생물학적기전, 2) 심비대발생에서미토콘드리아의대사적응과

정에 관여하는 분자생물학적 기전, 3) 스트레스에 대한 심장의

미토콘드리아대사적응에관여하는인슐린과성장인자의신호

체계, 4) 인슐린저항성, 당뇨병및그합병증에서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의역할등에대해연구하는곳입니다. 이연구실에는

6명의박사후연구원, 4명의박사과정대학원생, 4명의연구원,

8명의학부생들로구성되어비교적규모가큰편입니다. 박사후

연구원과대학원생들은미국인보다는브라질, 일본, 독일, 중국,

네팔등다양한나라에서온외국인들이더많아서로의입장이

나 언어문제를 잘 이해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Abel 교수님은

‘심장 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

으로, 올해Endocrine society에서Gerald D. Aurbach Award

를수상하고기조강연을할예정입니다. Abel 교수님의연구실

은매우단출해서연구실집기는책상, 노트북과모니터하나가

다입니다. 바쁜 외부일정으로 연구실을 비우는 때를 제외하면

항상이단출한연구실에서모니터에서눈을떼지않고연구하는

모습이인상적이었고, 바쁜일정에서도항상사소한작은의견

에도 귀 기울이고 토론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멘토의 모습에서

많은것을배웠습니다. 저는이곳에서 1) 운동유발생리적심비

대에서미토콘드리아대사적응에대한Pdpk1의역할, 2) 병리적

심비대에서미토콘드리아대사적응에대한PI3K의역할, 3) 압력

과 부하에 의한 심부전에서 Sirt1의 효과 등의 3가지 주제에

대한연구를진행하였습니다. 제연구내용을간단히소개하면,

첫 번째연구에서는심근세포-특이 pdpk1 knockout mice에

서 운동 훈련으로 생리적 심비대를 유발하여, pdpk1이 운동-

유발심비대발생에필수적이지만운동에대한미토콘드리아의

대사적응과는무관하다는결론을얻었습니다. 두 번째연구에

서는 PI3K 활성이 증가한 caPI3K mice에서 횡행대동맥 부분

결찰로좌심실에압력과부하를유발하여, PI3K가압력과부하

에의한심비대에서심장의수축기능이나동반되는미토콘드리아

대사 적응에는 이로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결론을, 마지막

연구에서는Sirt1 transgenic mice에서횡행대동맥부분결찰로

좌심실에 압력과 부하를 유발하여, Sirt1의 과발현이 압력과

부하에 의한 심부전에서 해로운 효과를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

습니다. 마지막으로부족한지식과경험으로좌충우돌하며시작

한연수기간을무사히마칠수있도록지도해주신Abel 교수님

과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연구실의 동료 친구들, 그리고 연수를

무사히 떠날 수 있고, 2년이라는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도와주신많은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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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인력

‘김용기내과’는진료의사의수를기존의4명에서7명으로확충하였다. 김영민, 남대근, 이수형, 김미라, 최보광, 김지량과장

이모두김용기교수의부산대학교의과대학의제자들이다. 과장들이서로선후배관계이기때문에활발하게의학지식을공유

하고, 형제처럼우애를나누며진료에매진하고있다.

6명의방사선기사가갑상선초음파, 갑상선스캔, 131I 전신촬영, 골밀도검사등을시행하고있으며, 5명의임상병리기사가

생화학검사및방사면역측정등의각종검사를하고있다. 현재간호사를포함한총40여명의직원이환자의진료업무에

최선을다하고있다. 

# 첨단내분비검사장비

갑상선스캔, 갑상선섭취율검사, MIBG 스캔, 골스캔, 골밀도측정(DEXA), ABI, 안저촬영등을시행할수있는장비는물론

방사성옥소스캔과치료시설도갖추고있다. 그리고6대의최신초음파장비를갖추어갑상선질환을정확하고신속하게진료

할수있도록하고있다. 

김용기┃김용기내과

부산서구충무동에위치한김용기내과는

1992년개원한‘김동수내과’가그모체로서현재약20년의역사를가진내분비전문클리닉이다. 

‘김동수내과’는부산지역에서내분비질환및핵의학분야의초석을닦으신부산대학교병원김동수교수가

1992년에정년퇴임후에설립하여, 내분비질환만을전문적으로진료해온병원이다. 

2010년에부산대학교병원김용기교수가은사님의진료실을물려받아‘김용기내과’로재탄생시켰다. 

개원가탐방

김용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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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서비스

‘김용기내과’는 전자 차트,

OCS, PACS 등을 모두 갖추

고하나의진료공간에서진료

와 각종 검사를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이로써환자의대기

시간 및 이동시간을 최소화

하여 일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시스템은부산이외의지역에서내원하는환자의비중이

높은‘김용기내과’에서환자들의진료만족도를높이는데에큰

기여를하고있다. 

# 직원친절교육과직업의식

환자들이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의사

이외의직원들이고, 진료시에부족할수있는부분을채워주는

것도직원이기때문에직원교육에많은투자를하고있다. 내원

하는 환자분들이 긴장을 풀고 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전문업체에서 친절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서울에소재한친절아카데미에서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내분비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의 직원으로서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고 내분비질환에

대한지식도쌓을수있도록직원교육에대한여러가지지원도

아끼지않고있다. 

# 환자교육

매주화요일에는당뇨병환자와보호자를대상으로4주프로그램

의당뇨교실을운영하고있다. 당뇨병환자의교육에서기본이

되는 운동 및 식사요법과 같은 생활습관에 관한 내용에서

시작하여, 혈당관리, 당뇨병성합병증에대해전문인력이알기

쉽게설명을해주고간단한실습을할수있도록교육하고있다. 

또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당뇨병 전문 간호사가 처음

인슐린주사를시작하는환자와보호자를위해인슐린의적절한

주사방법이나청결관리, 자가혈당측정이나혈당관리에관한

교육과상담을실시하고있다.

# 의료진교육

의료진의경우지속적인전문지식의향상을위해매달2~3회씩

여러 관련 분야의 전문의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내분비대사내과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환자들의 다양한

의문점과 요구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내분비대사질환과관련된다양한내, 외과계열의전문

가를 초빙하여 시행하는 특강은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을주고있다. 

해외학술교류를위해일본의내분비대사전문병원과의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저널

리뷰모임에매주참석하고, 자체적으로도과장별로관심분야에

관해업데이트된지식을공유하는시간을매주가지고있다. 

# 내분비대사질환종합센터

현재‘김용기내과’는 향후 내분비대사질환의 내과적 치료뿐만

아니라외과적치료를포함한모든진료가한곳에서이루어지

는내분비대사질환종합센터를건립하고, 의료진의전문분야를

세분화하는마스트플랜을구상중이다. 또한, 수준높은진료를

바탕으로임상연구와함께기초연구도할수있는전문화된병원

으로성장하기위해오늘도힘찬발걸음을지속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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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의료계 현실과 임상연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현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이신 김성운 이사장님에 의해 2011년 임상시험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였다. 제2대 이사로 홍은경 교수(한림의대

내과)가 위촉되었고, 11명의 위원이 임상시험위원회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시험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첫째 임상

시험 워크숍 : 학회 내 우수 임상시험 연구자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둘째 학회 주관의 다기관 임상연구 계획 및 수행, 평가,

셋째내분비질환코호트구축및관련연구계획이다.

위원회소개

임상시험위원회(Clinical Reasearch Committee of Korean Endocrine Society)의

취지및활동소개

K•E•Sㅣ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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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진행중인활동으로작년에이어제3회임상시험위원회워크숍이7월에개최될예정이다. 총3개의세션으로구성하였으며,

올바른임상시험의이론적기반, 국민건강영양조사를이용한임상연구의실제및연구관련법률에대해발표될예정으로특히3

번째 세션인 법률 부분에서는‘쌍벌제 이후의 임상시험’, ‘개인정보보호법 이후의 임상연구’,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주요내용’등이다루어질예정이다. 

현재위원회에서진행하고있는또다른사업으로다양한분야에서연구에임하고있는원로연구자들부터새롭게시작하는젊은

연구자들까지서로의연구분야를공유하여좀더쉽게정보를얻을수있고, 더나아가임상연구를기획하는제약회사와참여를

원하는연구자간의연결고리역할을할수있도록임상연구자리스트를구축, 작년에참가자명단및분야를확인받고, 올해내

학회홈페이지에관련사이트가운영될예정이다.

내분비질환 코호트 구축 및 관련 연구 진행에 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2007년 당시 이사장이셨던 김영설 교수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내분비질환의국내임상진료지침마련을위한TFT가시작되었고, 이로인해첫대한내분비학회주도가이드라인인말단

비대증책자가발간되어지난2011년추계학회에서발표되었고이를학회지에게재예정이다. 이어 2011년 11월에개최된제2차

임상시험위원회워크숍에서는다루어진‘부신질환의최신지견’이라는주제에대해위원회주도로진행해볼수있는부신관련

임상연구가논의되었고, 그초안으로현재각병원에서시행되고있는다양한내분비검사들의측정방법과정상범위를공유하기

로결정하고이또한올해사업계획의한가지로정하여진행중에있다.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은 위원회 주관의 다기관 임상연구로 작년부터‘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에서 DP-R206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평가하기위한이중눈가림, 다기관, 무작위배정, 활성대조군제3상임상시험’이현재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올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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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경

임상시험이사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환자에서케어트로핀주(성인성장호르몬)의안전성과유효성을평가하기위한다기관, 공개, 단일군,

제4상임상시험’이진행될예정이다. 

다변화하고있는임상시험환경속에서2011년새롭게시작한 <임상시험위원회>는과거 <임상연구위원회>의활동을계승하면서

임상시험과관련한내용으로회원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워크숍등을진행함으로써, 여러연구자들이좀더편하고

안전하게 임상연구에 임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회원들의 내분비 관련 질환들에 대한

임상시험의아이디어를수집하고제약회사의임상시험에대한요구를파악하여연결해주는역할을효과적으로진행해갈수있을

것으로기대한다. 마지막으로다양한내분비질환에대한국내가이드라인을만들기위한연구자들의참여를돕고, 연구계획을

진행할수있도록다양한역할을대신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말단비대증가이드라인(2011년 11월 2일)임상시험의기본과실제(2006년 12월 31일)



1. 강원지회의역사

강원지회는2009년 3월 18일강릉에서창립모임을갖은이후학회에서정식승인을받아학회산하지회로등록하였다. 지회

창립이전에도강원도내대학병원에근무하는내분비학을전공하는의사들간에정기적인집담회를통해친목과학술교류를

도모하였다. 그러나이러한모임은내분비학전공자들의모임으로지역사회일선에서환자를진료하는개원의사, 봉직의사들

과교류하고소통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러한문제점들을공유해가면서자연스럽게대한내분비학회강원지회의필요성을

인식하게되었고지회로서거듭나게되었다. 강원대학교병원, 울산의대강릉아산병원, 원주의대원주기독병원, 한림의대춘천

성심병원등 4개대학병원에근무하는내분비학전공자로회원이구성되었으며, 지회장은한림의대최문기교수, 학술이사는

원주의대정춘희교수가맡아내분비강원지회를꾸려나가고있다. 2009년 3월창립모임이후9월 19일강릉에서제1회창립

기념 연수강좌를 진행하였고 100여 명의 의료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강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연수강좌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일차진료를담당하는지역사회의료인들의내분비학에대한높은관심을확인할수있었고, 내분비지회의필요성을

다시한번확신하고지회활동에대한자부심을갖게되었다. 이후춘천에서제2회연수강좌, 원주에서제3회연수강좌를시행

하였다. 매년 5차례강릉, 원주, 춘천을순환하며집담회를개최하고있으며, 2012년 9월에춘천에서제4회연수강좌를계획

하고있다. 대한내분비학회강원지회는아직역사도짧고회원이적다는어려움을갖고있다. 하지만, 회원들의참여와끈끈한

정으로강원도지역사회의의료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더욱노력할것이다. 향후지역에서일차진료를담당하는

선생님들께도지회의문을활짝열어지역사회의료와내분비강원지회의동반자로함께성장해가겠다.

2. 강원지회구성목적

본 지회의 목적은 내분비학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 내의 의사들 간에 학술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료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개원의사, 봉직의사들에게 내분비학과 관련된 질환의 표준진료지침과 최신지견을

소개하고함께토론하며궁극적으로내분비학의외연을넓히며지역사회의료발전에기여하는것이강원지회의목적입니다. 

3. 사업내용

- 회원의학술적발전을위한사업

- 개원의및전공의연수교육

- 학술대회, 강연회및집담회개최

-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지회소개

강원지회소개

K•E•Sㅣ지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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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활동및계획

류옥현

대한내분비학회강원지회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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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0일 강 릉 제5차 내분비마스터코스

2012년 3월 22일 강 릉 집담회

2012년 6월 16일 원 주 집담회 갑상선학회연수강좌

2012년 9월 15일 춘 천 연수강좌 제4회

2012년 12월 1일 원 주 집담회 EGDM

일자 장소 내용 비고



특집

검도 윤현구
(대한검도회공인 5단) 

관동의대제일병원

취미로 시작한 검도가 23년째로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다. 

대학시절산악부활동을시작으로계속해온등산다음으로오래하는

취미활동이다. 전문의로서병원에근무하면서정신적, 신체적으로힘

들때스트레스를조절할방법이없을까고민하던중선택한것이검도

였다. 지금도그당시선택을잘했다고생각한다. 환자진료, 학회일등

으로피곤할때주중에검도도장에가서운동하고땀을빼고나면몸

이 재충전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가끔 주위에서

아직도 검도를 하고 있는지, 검도가 무엇에 좋은지 질문을 듣는다. 

검도관련문헌을찾아보아도주로검도수련으로인한피로골절, 근골

격계문제, 귀의손상, 피부질환등부정적인연구보고들이대부분이고

도움이된다는보고는드물다. 이처럼의학적으로많은긍정적인자료

가있는것은아니지만, 취미활동을함으로써특별한손상없이스트

레스를조절할수있으면목적을달성한다고생각한다. 요즘도주중에

는집근처도장에서, 토요일에는검도를같이하는동문들과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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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하고있다. 본인이좋다고다른사람에게권하는것은무리일수있으나의사생활을하면서해볼만한

운동이라고할수있다. 검도를하는의사들이모여한국의사검도회를만들어2개월한번씩서울과경기도

에서주말에모여같이검도운동을하고, 1년에한번씩의대생검도대회를개최, 후원하고있다. 의사들에게

검도는먼곳에있는것은아니다. 처음검도를시작하고자하는분들은대한검도회홈페이지에들어가면

직장 혹은 집 근처에 위치한 공인도장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확인해보면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필자에게연락하면도움을줄수있다. 검도를처음시작하면기본동작, 죽도사용법등을익히고나서보호

장비인5 kg 정도의호구를착용할수가있다. 어떤운동이던기초가중요하듯이호구를착용하기전에기본

동작을잘습득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호구를 착용하면서부터 신체적으로 더 힘들어지지만

어느정도검도에흥미를갖게된다. 검도를하면서민첩

성, 체력증강, 지구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기합을함으로서기력이좋아지고기검체(氣劍體) 일치

즉, 기합, 칼, 몸이일치되어상대방을공격함으로써몸

자세도 바르게 된다. 검도에서 경계하여야 할 4가지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당황하지않는것

이다. 즉, 항상평상심을가지고마음이동요됨이없어야상대방을이길수있다는의미로, 검도수련을하면

서이러한마음가짐을얻으려고노력하고있다. 

검도를간단히소개하였지만, 실제로해보는것이좋은방법일것이다. 검도는때리고막고찌르고하는격렬

한운동이지만무엇보다도예절을중시하는운동이다, 연습하면서때릴수도있고맞을수도있지만, 시작과

끝날때에는반드시예를갖추는것이검도이다. 자유대련을하고나면몸에멍이안생길수가없지만, 본인

의부족함으로알고더욱검도수련에정진하는기회로생각하면된다. 검도의또하나의매력은교검지애

(交劍之愛)로칼을부딪힘으로써친해지게되는것이다, 가끔운동후생맥주를곁들여갈증을해소하면서

대련할때잘못쳐서보호대부위밖을때렸느니, 네가잘못해서맞았느니하면서검도이야기를하다보면

시간가는줄모르게된다. 검도를20년넘게하다보니상대방을무조건타격하는것보다는적절한거리, 바른

자세에서기검체일치로한번이라도공격에성공하면그날의운동을잘했다고생각한다. 집중력에초점을

두고운동을하는데이것이검도의묘미일것이다. 평생검도라고할정도로앞으로도계속운동을하면서,

의학적으로검도가호르몬및골대사등에미치는영향을관찰하여건강에도움이되는객관적자료를얻고

자하는것이앞으로의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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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History
고대사회에서의내분비질환’

Duran은그의논문「마야의의술」에서Kaminal Juya의작은조각에있는양측성안구돌출을기술

하였다. Wells는Mochica 시대의두상의페루도기주전자에서비슷한경우를발견하였다(그림).

Tielze-Contrat은잉카제국에서곱사의예를발견했다. 그는마야의6세기곱사등모양의주전자

를제시하였다.

구약성서에서많이묘사되었던거인은그린랜드에서도볼수있었다. Keith는그린랜드남쪽끝에

있는Gardar의성당묘지에서발견된말단비대증과관련된12세기두개골에대해자세히기술하였

는데그린랜드에처음으로정착한Norse의후손것으로생각된다고한다. 

북유럽의전설에서는종종거대한키와이상한용모의인간을자세히묘사하고있는데이러한서사

는성서에서도확인되는바와같이유전적특성에의한거인의묘사일가능성이있어, 모두를말단

비대증으로추정할수는없을것으로판단된다. 거인증은노르웨이의Fyrdafjord 지방에빈번하게

기술되었고, 성격변화와동반되어정신및신체적으로조기성숙하고, 쇠퇴하여뇌하수체기능저하

와도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경우가 스웨덴 남부 Tanum 지방에서 발견되는데

거구의해양침입자들이있었던바위흔적과구약성서의거인종족과같은기술이아직남아있다.

일반적으로말단비대증환자는불임이많고, 근무력증과시각장애가있는경우가많아(골리앗은

시야장애로다윗의행동을볼수없었다), 힘있는용사나항해사처럼지속적인신체적힘을지탱할

수없었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고대의기록은유전적으로성장호르몬생성이증가된거인종족

이존재했을가능성을시사한다. 이러한거인의존재는비록산발적이지만, 오늘날에도계속확인

되고있다.

김주영

동수원병원

필자가 의학을 전공하기 전에는 신화와 전설, 그리고 고대인들의 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의사가 되어

내분비내과전문의로근무하고있지만이러한옛이야기들을듣게되면아직도호기심이발동하고는한다. 최근필자는은사이신

최영길교수님께서편찬하신‘임상내분비학역사’라는책을읽고오늘날과같이임상의학이눈부시게발전하기전고대인들이

각종 내분비질환을 어떻게 서술했는지 알게 되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흥미 있었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페루Mochica시대의 도기화
병, 안구돌출의 외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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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r는 화석종족이소멸된것처럼거인종족도사라졌을것이라는개념을주장하였지만, Moore는

“장신의크로마농인이결국쓰러졌듯이오늘날의Shilluck족(수단의흑인)도그들의운명을따라야할것

인가?”하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Mahoudeau 역시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47:1009, 1984)에 근거하여 Larger의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odd는 구석기 시대에

거인과난쟁이의존재성을믿는근거를조사하였는데거인종족의개념을후피동물의개념과관련지었

다. 이러한개념은최근 Casati에 의해다시고려되었다. 그러나이러한문제는현대에가능한실험과

호르몬의분석으로다시분석해야할것이다. 한편, Geikie-Cobb는거인증을(1) 유아적거인증, (2) 말단

비대증이있는거인증, (3) 유아적이며, 말단비대증이동반된거인증의세가지로나누었다. 그는모든

거인이이세가지부류중하나에포함된다고생각했다. 하지만Tandler와Grosz의분류에의하면거인

중일부는환관증이었다.

거인증의반대쪽극단은피그미족이차지한다. 피그미라는단어는그리스어“주먹 (fist)”에서유래되었

으며, pygmaios는엄지의길이를의미한다. 피그미는호머가작은인종을기술하는데처음사용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도키가작은인종으로언급하였고Philostratos는‘잠든헤라클레스를피그미떼가둘러

쌓았다’고기술하였다.

플리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난쟁이 인종을 언급하였으며, 중국에서는 필리핀 섬에 난쟁이 종족이

있다고하였다. 이들은균형난쟁이집단이며, 같은나이와종족의평균과비교하여아주작은크기의사람

을 지칭한다(불균형 난쟁이는 연골발육부전증, 구루병, 또는 다양한 내분비질환에 의한 난쟁이다). 

균형난쟁이는“정상인을망원경을거꾸로들고보았을때의모습이며(Meige)”, 유전적성장호르몬의

결핍에기인한다. 

플리니는 아프리카 피그미, 니그릴로와 아시아 피그미, 니그리토를 구별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검은

피부를가졌으며몇몇종족은아주검다고기술하였다. ‘그들의평균신장은4.5 피트이지만때로는보다

작은경우도있었다. 그들은검고, 곱슬한머리, 납작코, 긴윗입술, 튀어나온아래턱, 큰입, 짧은두개골

긴팔, 짧은다리, 큰발, 그리고상대적으로긴발가락을특정으로한다. 그들은길고민감한발가락을

사용하여나무에잘기어오르고, 음식을찾아다니는유목습성이있다. 인류학자는그들을일상적인분류

에포함시키기에어려움이있다. 눈은종종크고응시하는모습이다. 그들은과감하고용기있는사냥꾼이

며, 작은독화살촉으로뛰어난사냥을한다.’

참고문헌

1. 최영길, 임상내분비학역사. 의학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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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찰의법당문은대개꽃살문으로되어있다. 법당의문은빗꽃살문, 솟을빗살문,

솟을빗꽃살문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띠살문과 격자문도 눈에 띈다. 띠살문은 수십 개의

장살(수직 살대)을 좁은 간격으로 내리고 다시 여러 개의 동살(수평 살대)을 상중하로

교차시킨모양이다. 안동봉정사화엄강단의4분합문(사진 1. 가), 공주마곡사대웅보전

등몇개의사례가남아있다. 격자문은장살과동살을직각으로촘촘히교차시켜짜맞춘

문으로 한자의 우물 井 자와 비슷하여 정자문(井字門)이라고도 한다(사진 1. 나). 안동

봉정사대웅전, 영천은해사백흥암극락전, 마곡사대웅보전 2분합문에서볼수있다.

빗살문은살대를 45도 135도로빗대어교차시켜짠문으로격자문을 45도기울인것과

비슷하다. 예산수덕사대웅전이대표적이다 (사진 1. 다). 빗살문에수직의창살을첨가

한 것이 솟을빗살문이며(사진 1. 라), 각 문살의 교차점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꽃이나

장식을추가하여장식성을높인것을빗꽃살문(사진 1. 마), 솟을빗꽃살문(사진 1. 바)이

라고한다. 

빗꽃살문이나 솟을빗꽃살문에 나타나는 꽃으로는 주로 연꽃, 모란, 국화, 주화(朱花)가

주종을이루며, 대개 6장의꽃잎으로돼있지만4장또는해바라기, 백일홍과같이많은

꽃잎을 가진 것도 있다. 현존하는 꽃살문 중 아름다운 것으로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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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부안 내소사대웅전꽃살문. 

가 : 빗국화꽃살문, 나 : 빗모란연꽃살문

사진 1. 한국 사찰법당문의창살무늬. 가 : 띠살문, 나 : 격자문, 다 : 빗살문, 라 : 솟을빗살문, 마 : 빗꽃살문, 바 : 솟을빗꽃살문

라

가

나

마 바

나 다가

꽃살문, 양산통도사대웅전꽃살문, 속초신흥사극락보전꽃살문, 논산쌍계사대웅전

꽃살문 등이다. 통판에 투조한 꽃문으로는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의 연지수금꽃살

문, 강화정수사대웅전꽃살문, 영주성혈사나한전꽃살문등을들수있다. 

부안내소사대웅보전의꽃살문은8짝의문으로되어있는데, 단청은퇴색하였지만문양

의다양한변화와조화가일품이다. 소슬연꽃살문, 소슬모란꽃살문, 빗국화꽃살문(사진

2. 가), 빗모란연꽃살문(사진2. 나)으로구성되어있다. 법당을향해서볼때우측3번째

와 6번째문은창살의교차점마다꽃과봉오리가조각되어있는데, 특이한점은봉오리

는아래쪽에만개한꽃은위쪽에배치되어있다(사진2. 나). 이는시간이경과함에따라

꽃봉오리가 활짝 피는 것과 같이 수행이 깊어가면서 해탈하는 것을 상징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논산쌍계사대웅전역시아름다운창살무늬로유명하다. 두종류의문이설치되어있는

데, 어칸문은솟을빗살문이고, 그양쪽의문은빗살문이다(사진3). 솟을빗살문에는주화

와 유사한 꽃이 조각되어 있고(사진 4. 가), 빗살문에는 파련화(옆에서 본 연꽃 모습)

(사진 4. 나), 국화꽃(사진 5. 가), 모란꽃 봉오리(사진 5. 나) 등이 다양한 색깔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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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논산 상계사대웅전꽃살문. 

가 : 어칸 솟을빗꽃살문의주화, 

나 : 빗꽃살문의연봉과파련

가

나

사진 3. 논산 쌍계사대웅전



K•E•Sㅣ기획연재물

되어있다. 가까이서보면꽃의모양과채색이화려하나멀리서보면담담하고아늑한느낌

이 드는 것은 꽃의 크기가 작고 문살이 촘촘하게 짜졌기 때문일 것이다(사진 3)(허균, 

사찰장식의善과美, 다할미디어, 2008).  

양산 통도사 대웅전 동쪽 문은 뛰어난 공예 미로 유명하다. 격자문과 빗살문을 겹쳐

놓은 형식으로 교차점마다 꽃을 장식하였다(사진 6). 꽃은 연꽃, 국화 그리고 개념적인

꽃으로 되어 있는데 국화꽃을 새긴 중앙의 수직 장살을 기준으로 좌우에 대칭적으로

배치하고문살전체를국화꽃으로둘러쌌다. 각문의궁창에새겨진연화당초문양역시

세련된조각솜씨를보인다(사진6 아래). 

예천용문사대장전안에있는윤장대는8개의창을가진구조로되어있는데, 네개의문

은 꽃살 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빗살문 창살로 되어 있다. 꽃살 창은 꽃새김을 한

살을 60도각도로교차시키고그교차점에수직살을댄솟을빗꽃살문형태와통판투조

기법으로연꽃을새긴것등두가지종류가있다(사진7).

사진 5. 논산 상계사대웅전꽃살문. 

가 : 빗국화꽃살문, 나 : 빗모란꽃살문

가

나

사진 7. 예천 용문사대장전윤장대

사진 6. 양산 통도사대웅전꽃살문 사진 8. 강화 정수사대웅전꽃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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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영주 성혈사나한전꽃살문

조보연

중앙의대

법당출입문짝전체가통판투조형식으로된것으로강화정수사대웅전

꽃살문이 유명하다. 정수사 꽃살문은 판장에 화병과 꽃을 그려 통째로

투각한것을문짝중심에붙여놓는방식을취했다(사진8). 정수사꽃살문

과는다른내용을담고있지만같은투각기법을사용하고있는예로영주

성혈사나한전을들수있다(사진 9). 성혈사의통판투조연지수금꽃살문

은가운데문짝전체를연잎과연꽃으로가득채웠는데, 어칸문에는연잎

위또는여백에선승, 동자, 용, 물고기, 물새, 게등다양한소재들을사실

적으로조각해놓았다(사진10). 민화적인표현기법속에순박한서민정서

와 정겨움이 그대로 배어난다(허균, 사찰장식의 善과 美, 다할미디어,

2008).
사진 10. 영주 성혈사나한전어칸꽃살문



지난 6월 5일, 현충일 하루 전날,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립

현충원민병석교수님묘소를다시찾았다. 1983년이후부

터 계속되고 있는 우리대학 내분비내과의 주요 행사이다.

또한, 얼마전에는이명박대통령의미얀마방문과아웅산

수치여사와의 만남이 지상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서남아시아 순방 첫 방문지인

미얀마(구 버마)의 수도 양곤의 아웅산 묘역에서 발생한

폭파테러 사건과 그날 사고로 한국인 외교사절 17명과

미얀마인4명등21명이사망한내용이다시상세히알려져

많은국민의가슴을아프게하였다. 이러한기사내용을다시

언급하는 것은 그 사망자에 당시 민병석 대통령 주치의도

포함되어있었기때문이다. 당시 54세로생을마감한고인

의유해는국립현충원에안장되었다. 그 이후지금까지매

년현충일과추모일(10월9일)에는교수님을사랑하는병원

가족들과후학들은국립현충원을찾아헌화하고고인의뜻

을기리고있다. 

지난해 한국의학원에서‘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란‘한국

의학원총서’를발간하는데민병석교수님에관련된내용을

집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한번 민 교수님을 기억

할기회를가질수있었다. 원고는‘참의사, 참교수민병석’

이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제3집,

펴낸날 2011년 7월 30일, 펴낸곳한국의학원). 당시에원

고제목을‘참의사, 참교수’로하였던것은교수님의모든

것이 그 제목과 같았기 때문이고 이번에 대한내분비학회

홍보위원회에서‘내분비소식지 여름호’원고 의뢰를 받고

이번 기회에 이러한 내용을 학회 회원들에게도 전하고 앞

으로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학원의‘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에

적었던내용을다시요약하여소개하고자한다.  

민병석교수님은 1929년생으로민헌기명예회장님의서울

대학교1년후배이다. 1952년졸업하였고1955년University

of Texas Hospital과 Philadelphia General Hospital에

서 내과 수련의과정을 마친 후 귀국하여 연세대학교에 잠

시 재직한 후 1960년부터 가톨릭의과대학에서 평생을 몸

바쳤다. 1962년 다시도미하여M.D. Anderson Hospital

에서수련후당시에는거의없었던미국내과전문의자격

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귀국 후에는 진료와 연구-

교육에남다른노력을경주하면서 1969년에는명동성모병

원에서 외과 이용각 교수님과 함께 국내 최초로 신장이식

을성공시켜우리나라장기이식분야의역사적인기초를이

룩하였다. 민 교수님은그의아호인산(仁山) 처럼모든이

들에게 어진 인품을 가진 큰 산과 같은 존재였다. 언제나

학문과연구에열중하는모습과진료실과병실에서환자를

대하고환자와나누는대화에서느낄수있는항상변함없

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언제나 준비된 성실한 강의와 교육

내용은 당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고

연구와 토론에서도 더 없는 본보기가 되어 많은 학생들과

젊은의사들이자신의롤모델(Role Model)로삼고자하였

다. 그들중에는민교수님의글씨체까지따라하면서닮고

자하는학생도있을정도였다.  

민교수님은1972년가톨릭의대내과학교실주임교수역임

이후가톨릭의대임상연구소장, 대한당뇨병학회회장, 대한

핵의학회 회장, 대한신장학회 부회장, 대한면역학회 회장

수필

참의사, 참교수

민병석교수님을기리며... 손호영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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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헌신하면서우리나라의학전문분야의발전에큰족적

을 남겼다. 또한, 1980년에는 많은 교수들이 안정된 명동

성모병원을떠나서가기를망설이던당시에새로이탄생한

강남성모병원으로 기꺼이 주저함 없이 근무지를 옮기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많은 유능한 교수들의 결단에 큰 힘을

보태주었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서울성모병원의 초석이

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대학과학회에서의공적

과 뛰어난 임상진료와 연구평가로 1980년에는 운명적인

대통령주치의소임과제2대강남성모병원장의직책을맡게

되었다. 

민 교수님의 의사와 환자에 대한 의식과 생활 철학은 또

다른 면에서 모든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10여 년

전 당시 우리 대학 학장님으로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와환자’에대한강의를요청받은적이있었다. 필자

에게는 내분비강의보다 훨씬 더 부담되는 강의가 되어 부

지런히 참고 서적과 문헌을 찾아보던 중 가톨릭의대에서

발간된‘의학윤리’책자를발견하고그내용을공부하던중

우연히 민 교수님이 맡아 적으신 chapter를 보게 되었다.

그내용은물론의사와환자관련된것이었으며그내용중

에서특히기억에남아있는내용은오래된내과Cecil 교과서

의서론에서 California 대학의 Smith 교수가서술하였다

는글이라고소개하신내용을우연히읽게되었다. 그주요

부분은아래와같다.

이와같은 10가지의의사와환자의관계가우리모두의의

사로서의삶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올해에 대한내분비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삼

민병석 교수님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번 7월 9일,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우리 후학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었

으면하는상상도해본다. 

국립현충원 민 교수님의 비문에 시인 구상은 아래와 같은

글을남겼다. 

한평생몸과마음인술에기울여서

진료와연구교육자기잊고하시더니

나라에부르심받아목숨을바치셨네

병자를돌볼때나가족이웃대할때나

아끼고보살핌이한결같이극진했네

그공덕하늘나라서오롯이누리소서

# 환자가의사에게기대하는 5가지

1. 환자는 의사가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원한다.

2. 환자는 의사가 자기를 한 인간적인 동료로서 관심을

가져주기바란다.

3. 환자는 의사에게 의학의 과학적인, 기술적인, 전문적인

능력을기대한다.

4. 환자는 의사가 자기 병에 대하여 어느정도 자상하게

일러주기를원한다.

5. 환자는의사가자기를포기하지않기를원한다.

# 의사가하여야할일 5가지

1. 의사는평생교육에소홀함이없어야한다.

2. 의사는환자와가족에대한최선의봉사를위하여그들의

고통을들어주고이해해주고독단, 거만, 부주의, 태만,

또는성급함을극복해야한다.

3. 의사는지나친금전욕및이기주의를버려야한다.

4. 의사는 환자나 가족에게 질병에 대하여 자상한 설명을

해주고 또 최신지식에 관하여 교육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의사는사회에서고립되지말고가능한사회복지활동에

참여토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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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란카메라의기계적과정과필름과인화지의화학적과정을거쳐최종적으로인화지에어떤변화가일어나사물의형상

이나타난결과물로서좀더어렵게이야기하면물리와화학, 시간의이동, 사람이나사물, 사회적사건들그리고거기서벌어졌던

일의가상에관계된것이라고할수있다. 간단히말하면대상을보여주는빛의예술이다.

많은회원들이전문가수준의기술을보여주는풍경사진부터가족의단란한생활을보여주는다양한작품들을출품해주었고,

이로인해학회기간부스를찾아주신많은회원분들과부스를지키고있던제약사직원들이자연을느끼고, 도시를볼수있었

고, 가족의화복함을볼수있는시간을가질수있었다.

전체작품은 10명회원이 38점을출품해주었고, 이중 27개의작품을회원들이구입을하였다. 수익금은 172만원으로내분비

희귀질환사업부에기부하였다.

다시한번대한내분비학회춘계학술대회회원사진전에사진을출품해주신회원들에게감사드리며, 또한사진작품을구입하신

회원들께도감사드린다.

대한내분비학회춘계학술대회회원사진전

꿈과희망을위한사진전

이회원사진전은학회30주년을맞이

하여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되

었던“대한내분비학회 30주년 사진

전”을준비하던중에사진을좋아하는

회원들이많아회원사진전도함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마련되었으며

회원들이 출품한 사진들을 전시함과

동시에 출품사진의 현장 판매 수익금

으로 내분비 희귀질환 환자에 도움을

주는것을목적으로진행되었다.

아울러, 전시된사진중홍보위원회가

선정한우수사진은내분비소식지의

표지로도사용될예정이다.

김종화

부총무이사

30주년 기념식 및 30년사 출판기념식ㅣ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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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대한내분비학회창립30주년기념식과30년사

출판기념식이성료되었다. 약 200여명의학회회원및

기자단, 회원사 임원들이 참석하였고 김성운 이사장님

의개회사를시작으로민헌기, 최영길, 이태희, 유경자,

허갑범교수님의축사가이어졌다. 이후 30주년기념사

업단의 경과보고와 30년사 기념책자의 편찬사가 소개

되었고기념슬로건과사진전의공로상시상이있었다. 

대한내분비학회는 1982년 7월 9일 창립한 이래 우리나라의 내분비학 발전을 도모하고 좀 더 나은 환자진료 및 내분비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올해로 뜻깊은 30주년이 되었다. 지난해 1월 15일에 발족한 기념사업단은

김성운이사장님을기념사업단장으로하여실무추진위원장은강무일교수가역임하고각학교의덕망있는교수님들이

위원직을 수락하여 그간 창립 30주년을 맞은 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하고자다양한활동을벌여왔다. 원로회원좌담회, 학회산하지회및연구회와의좌담회, 신진교수좌담회등을개최하였고

기념슬로건과엠블럼제작하여30주년유구한역사의뜻을기리고자노력하였으며, 30주년이메일기념신문을제작하여

회원에배포함으로써 30주년의준비와진행에대해그내용

을 알리고 공유하여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해주길 독려하였

으며, 지난춘계학회에는 30주년을기념한특별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하였다.

지나온 30년 역사를 발판으로 미래를 향한 더 큰 발전을

기원하는 30주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더욱

성숙된 모습의 40주년 혹은 50주년의 대한내분비학회가

되리라희망한다.

대한내분비학회30주년기념식및
30년사출판기념식성료

백기현

30주년기념사업단실무추진위원회간사



2012년도학회및산하연구회/지회소식

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7월 21일(토) 제3차 임상시험위원회Workshop 한국사회복지회관대회의실

9월 9일(일) 제36회 연수강좌 세종대학교컨베션센터

11월 2일(금)~3일(토) 학연산및추계심포지엄 2012 제주해비치호텔

11월 24일(토) 제8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원광대학교병원강당

대한내분비학회 신경내분비연구회

날 짜 행사명 장 소

8월 18일(토)~19일(일) 제1회 신경내분비연구회학술대회 세종대학교컨벤션센터

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강원지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9월 15일(토) 내분비연수강좌 춘천

12월 1일(토) 내분비집담회 원주기독병원

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대전충청지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4월 6일(금) 정기총회및학술집담회 대전성모병원성모홀

•건양대학교병원 : Pituitary stalk dysgenesis

•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 Cyclic cushing’s syndrome

•충남대학교병원 : Case of Streptococcus Pneumonia Infection after Acupuncture and Moxibustionin in 

a Diabetic Patient

* 2012년 조직

•회장 : 이종민(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감사 : 김상진(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총무이사 : 조영석(충남대학교병원) --> 이인석(가톨릭대학교대전성모병원)

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대구경북지회 활동보고

날짜및시간 행사명 장 소

3월 22일 오후 6시 30분 3월 집담회 경북대학교의과대학교본관2층제2 교수회의실

•연제 : 1. Metastatic adrenocortical oncocytoma _ 최연경(내분비대사내과전임의) 

2. ER stress & Liver metabolism _ 박근규(내분비대사내과교수)

5월 24일 오후 6시 30분 5월 집담회 삼성창원병원행정동건물 1층 대강당

•연제 : 증례 - insulin antibody induced hypoglycemia in type 1 DM _ 삼성창원병원내과전공의

강의 - ADA_EASD guideline_patient-centered approach in DM _ 함종렬(경상대병원)

K•E•Sㅣ2012년도 학회 및 산하 연구회/지회 소식, 유관학회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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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행사일정

날짜및시간 행사명 장 소

6월 15일(금) 19:00~22:00 2012년 제1차 KSLA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서울성모병원본관지하1층 대강당

- 지질관리전문가과정 (Lipid Management Course)

•등록비：무료 / •평점：대한의사협회 2점

2012년도 대한골대사학회 행사일정

* 2012년 제24차 춘계학술대회성료

•일시 : 2012년 5월 26일(토) / 장소 : 서울아산병원동관 6층대강당

본 학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토) 서울아산병원 동관6층 대강당에서 제24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별 강연에는 Boston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Thomas Einhorn 교수님께서“Mechanism of fracture healing”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일본골

대사학회와학술교류목적으로개최되고있는공동심포지엄에서는양국간의기초와임상분야에서각각강의가있었다.

아울러, 일반 연제 발표를 오전, 오후에 각 세션마다 기초와 임상분야를 나누어 시간을 갖고, 심포지엄도 임상 1)Pregnancy, lactation

and osteoporosis 2) BRONJ 3) Femur atypical fracture에 대한 PTH의 off-labeled therapy에 대한 내용, 기초 Chondrocyte와

cartilage나누어최신지견등을소개하였다.

또한, 신임 회장에임용택교수(가톨릭의대여의도성모병원산부인과)가 선출되었다.

* 대한골대사학회제4차 Clinical Densitometry Course 개최 성료

•일시 : 2012년 6월 17일(일) / 장소 : 서울아산병원의과대학내아산생명과학연구원

골다공증 연관 임상의와 골밀도 측정기기 전문 의료 기사의 골다공증에 대한 역학, 골밀도의 올바른 측정법, 골밀도 검사 결과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골밀도 측정에 따른 임상적인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연수강좌를 개최, 많은 임상의와 의료 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열띤토론의장을이루었다.

날 짜 행사명 장 소

10월 7일(일) 제15차 골다공증연수강좌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마리아홀

11월 17일(토) 제24차 추계학술대회 서울아산병원동관6층대강당

12월 1일(토) Clinical Osteoporosis Update 진주(예정)



이 름 소 속

강아영 춘해병원

강혜미 리더스내과영상의학과

강호철 전남의대 화순전남대병원

고선희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곽수헌 서울대학교병원

권미광 한국릴리

김광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김미라 김용기내과의원

김민주 원자력병원

김보연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김수경 경상대학교병원

박정경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서성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주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오윤주 인하대학교병원

유지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경애 전북대학교병원

이민석 아주대학교병원

이서희 김포 우리병원

이 름 소 속

이석홍 중앙대학교병원

이여경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이예나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이진우 이진우내과의원

임지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장은희 가톨릭의대여의도성모병원

전언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인경 청담우리들병원

정지윤 경북대학교병원

정창희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최용준 아주대학교병원

최지훈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최형진 서울대학교병원

최혜윤 고려의대 구로병원

하원철 가톨릭의대여의도성모병원

허정은 BHS한서병원

홍우정 청주한국병원

홍재원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K•E•Sㅣ2012년도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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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김덕윤
경희의대 경희대병원

간 사 박철영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위 원 고정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위 원 김경욱
연세의대혈관대사연구소 / 동탄제일병원

위 원 김경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위 원 김재택
중앙대학교병원

위 원 김재현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위 원 김지훈
홍익병원

위 원 오기원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위 원 이병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위 원 이우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위 원 이윤정
홍익병원

위 원 장혜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위 원 전 숙
경희의대 경희대병원

위 원 정인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위 원 정찬희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위 원 황유철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홍보위원회
명단



시장경제 원리에따르면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만나

는점에서결정된다.

비즈니스를시작한지얼마안되는어는젊은여성창업자가

자신이최근에첫번째최고의발견을했다고말했다.

“원하는비즈니스를할수있는가장간단한방법은바로거의

공짜로주는것입니다.”그녀의말은옳다. 만약그녀가정한

가격에 불만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 싸다는 것이요, 반대로

모든사람들이불평을한다면그것은너무비싸다는것이다.

하지만기업이영리를목적으로하는이상, 제품에대한가격

결정은 곧 회사의 존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어느 정도

가격에대한저항이있어야하는것이마땅하다. 어떤가격을

제시해도 사람들 중에서 10%는 항상 가격에 대해 싸다거나

비싸다고생각하기때문에대략 10~20%의가격저항을염두

에두고, 가격을결정하던것이적당하다고한다.

어느화창한오후, 한여인이파리의거리를거닐다가길가에

서스케치를하고있는피카소를발견했다. 그녀는약간건방

진 말투로 피카소에게적당한 사례를할 테니자신을 스케치

해주겠냐고 묻자, 피카소는 이를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단 몇분 만에오리지널 피카소의작품을 완성하여그녀에게

주었다.

“얼마를드려야지요?”하고그녀가묻자“5천프랑”하고피카소

가대답했다.

비싼 값에 놀란 그녀는“어머 겨우 3분 만에 그렸잖아요?”

하고그녀가반문하자피카소는대답했다.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기까지는 3분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

일생이걸렸습니다”

특정한재능이나아이디어에는표준가격이없다.

집을수리하는문제로한남자가골머리를앓고있었다. 마룻

바닥에서 계속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영 귀에 거슬리는데, 

도무지그원인을찾을수없어별수단을다써봐도허사였다.

그래서친구가칭찬을아끼지않는명장이라는목수의추천을

받아집으로불렀다. 그목수는도착하자마자, 마루를가로질

러 방으로 걸어오더니 삐걱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즉시

공구 통을 내려놓고 망치와 못을 꺼낸 다음 아주 능숙하게

마룻바닥에 못을 박았다. 그러자 망치질 3번 만에 그 기분

나쁘게 삐걱거리던 소리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목수는요금청구서를내밀었다. 그청구서는단2줄이었다.

“망치질에2달러, 어디에서소리가나는지알아낸것43달러”

이처럼피카소나명장의손길은일반생활용품과같이“얼마

면되겠소?”라는식으로값이매겨지지않는다.

명화나 명품이 비싼 것은 그것이 곧 최상의 상품이라는 말

이다.

2달러의망치질과5천프랑의스케치화

최근 롯데마트가 고물가시대 히트품인“통큰 상품”시리즈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것이 괜찮은 물건을

싸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최고의 상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저가격 공급자가 되는 것은

매우힘든일이다. 그리고계속적으로유지하기는더욱더힘든일이다.

윌리엄 헐(William Hull)은 이미 1980년 하버드 비즈니스리뷰 9월~10월호에서부가가치를통한차별화

를추구한기업들이저가정책을추구한기업들보다모든면에서앞서고있다고논문을발표한바가있다.

이제 우리도 불친절 마케팅이라 불리는 배짱장사를 할 수 있는 자신있는 명품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

팔때가된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