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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임신과당뇨병

젊은 여성에서의 비만과 산모 연령의 고령화에 의하여

최근 임신성 당뇨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가임여성에서의당뇨병의증가로인하여당뇨병이있는

여성(pregestational diabetes)이 임신하는경우도늘어

나고 있다. 특히, 당뇨병이 발생하였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임신하는여성이증가하고있어서산모와태아

의건강에커다란문제가되고있다. 당뇨병은임신초기

에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과 자연 유산의 위험을 증가

시키고, 임신 후반에는 사산과 거대아, 그리고 신생아

저혈당과신생아사망의위험을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

는 청소년기 비만이나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 산모에

게는 조산, 임신중독증, 제왕 절개율 증가, 저혈당, 당뇨

병성케톤산증의위험이증가한다. 그러나당뇨병임신의

대부분의문제는임신전부터혈당관리를철저히함으로

써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임신 전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미리 관리한 경우에 비해서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임신 초기에 혈당 관리가 안 된 경우

에는자연유산의위험이3~4배증가한다는연구결과가

있다. 

●●당뇨병임신부의산전관리

당뇨병이 있는 여성은 임신 전 상담과 관리가 필수적이

다. 임신전상담과관리에포함되어야할내용은다음과

같다. 1) 임신 계획에대하여미리의사와상의하고임신

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피임을 한다. 

또한, 임신계획이있을경우에는혈당관리가잘될때까지

피임을계속유지해야한다. 2) 임신전부터혈당을가능

한한정상에가깝게유지한다. 제1형당뇨병여성은인슐

린강화요법으로혈당을철저히조절하여야하고, 경구혈

당강하제를 복용하는 제2형 당뇨병 여성은 임신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인슐린으로 바꿔서 치료한다. 3)

임신전부터엽산(5 mg/일)을복용한다. 4) 임신중지질

강하제(스타틴)와 일부 혈압약(안지오텐신 억제제 등)은

중단해야한다. 5) 당뇨합병증(신증, 망막증등)이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다. 6) 산모의 비만은

기형, 거대아, 임신성고혈압등을유발할수있기때문에

임신 전부터 식사 조절과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

해야 한다. 임신 전 관리는 적어도 임신 6개월 전부터

시작되어야하고1년전부터준비하는것이좋다.

●●임신중당뇨병의관리

임신 중 당뇨병의 관리는 혈당을 정상 혹은 정상 가까이

유지하고 적절한 체중 증가를 위하여 생활습관 개선, 

임상영양요법, 운동과약물요법이필요하다. 인슐린치료

는 제1형 당뇨병 여성의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식사요법으로혈당이목표에도달하지않는제2형당뇨병

과 임신성 당뇨병 여성에게 필요하다. 임신 중 사용하는

인슐린의종류와투여방법은임상적인상황을고려해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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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주로 사용하는 투여 방법은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혹은인슐린펌프치료이고개별적인환자의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현재 임신 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인슐린제제는속효성인슐린(Lispro, Aspart), 휴먼

인슐린(RI, NPH)이고, 최근에 지속형 인슐린 유사체인

인슐린디터미어(insulin detemir)가임신중에사용할수

있게되었다. 인슐린글라진도임신전부터사용하여혈당

관리가잘되는경우임신중사용이가능하다. 혈당관리

의목표는식전혈당은≤95 mg/dL, 식후 1시간혈당은

≤140 mg/dL, 식후2시간혈당은≤120 mg/dL이다.

●●임신성당뇨병의진단과관리

임신성당뇨병은정도에관계없이임신중에처음시작되

었거나 발견되는 당대사 장애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당뇨병과비만의유병률이급증하면서, 가임기여성에서

제2형당뇨병이증가하고있고임신부중진단받지못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iabetes and

Pregnancy Study Groups(IADPSG)은 처음 산전 방문

시에당뇨병의선별검사를권장하였고, 첫산전방문시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임신부는 임신성 당뇨병이 아니라

현성당뇨병으로진단할것을권고하였다. 임신성당뇨병

의 선별검사와 진단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계속

되고있고, 2014년 ADA 진단기준과 2013년대한당뇨병

학회 당뇨병 진료지침에는 기존의 2단계 접근법과

IADPSG 진단기준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향후 국내 연구를 통하여 진단기준에 대한 지침을 확립

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치료는 개별화된 임상영양

요법이 가장 중요하고, 운동요법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식사요법으로혈당관리가되지않을때에는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글리부라이드(glyburide)와 메트포르

민과 같은 경구혈당강하제는 식사요법으로 조절되지

않는경우나인슐린을쓸수없는경우에사용할수있다.

임신성 당뇨병 여성은 분만 후 당뇨병 발생의 위험성이

정상 산모보다 5~7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임신 중 혈당 관리뿐 만 아니라 분만 후에도 정기적인

혈당검사와당뇨병을예방하기위한생활요법을시행할

수있도록교육과추적관찰이필요하다.

●●요약

가임여성에서임신전당뇨병을발견하고관리하는것이

향후 공중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

되며이에대한대책이시급한실정이다. 당뇨병을가지고

있는 여성은 임신 전 상담과 관리를 통하여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모와 태아 및 신생아의 합병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혈당

관리가 중요하며 이 밖에도 다른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발견과관리가필요하다. 임신성당뇨병의진단과치료로

주산기합병증을감소시킬수있으며, 분만후당뇨병발생

을예방하기위한생활요법의시행등의노력이계속되어

야한다.

임신성당뇨병의진단기준에관한대한당뇨병학회권고안(2013)

I. 선별검사

1. 모든 산모는 첫 산전 방문 시에 공복 혈당, 무작위 혈당, 혹은 당화혈색소

측정을통해기왕의당뇨병여부에대한검사를해야한다. [E]

2. 이전에 당뇨병이나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산모는 임신 24-28주에

2시간 75-g 경구당부하검사(2-h 75-g OGTT)를 시행한다(1단계 접근법,

one step approach). [E]

3. 기존의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를 이용할 경우는 50-g 당부하

1시간 후 혈당 140 mg/dL 이상(고위험 산모 클리닉인 경우, 130 mg/dL)이

면 선별검사양성으로판정하여 100-g 경구당부하검사를시행한다. [E]

II. 진단기준

1. 첫 번째 산전 방문 검사 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기왕의 당뇨병이

있는것으로진단한다. [E]

1-1. 공복 혈장포도당≥ 126 mg/dL

1-2. 무작위혈장포도당≥ 200 mg/dL

1-3. HbA1c ≥ 6.5%

2.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한 2시간 75-g 경구당부하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을만족하는경우임신성당뇨병으로진단한다. [E]

2-1. 공복 혈장포도당≥ 92 mg/dL

2-2. 당부하 1시간후혈장포도당≥ 180 mg/dL

2-3. 당부하 2시간후혈장포도당≥ 153 mg/dL

3. 기존의 2단계 접근법으로 100 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다음 기준

중두가지이상을만족하는경우임신성당뇨병으로진단한다. [E]

3-1. 공복 혈장포도당≥ 95 mg/dL 

3-2. 당부하 1시간후혈장포도당≥ 180 mg/dL 

3-3. 당부하 2시간후혈장포도당≥ 155 mg/dL 

3-4. 당부하 3시간후혈장포도당≥ 140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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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저하증의 임상 지침 발표 이후 (After “AACR/ATA, 2012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Hypothyroidism

in Adults”)

J Clin Endocrinol Metab, 99:2077-85, 2014; JAMA Intern Med, 174:287-9, 2014

2012년,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AACE)와 American Thyroid Association(ATA)에서 합동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권고안[1]을 발표한 이후, 2014년 JAMA Internal Medicine과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에 임상진료현장에서갑상선기능저하증의진단및치료가권고안에비추어보았을때어떠한

양상을보이는지에대한연구논문이각각실려서이를소개하고자한다. 

Burch 등은“A 2013 survey of clinical practice patterns in the management of primary hypothyroidism”의 제목으로

Endocrine society, ATA, 또는AACE의회원인내분비내과전문의들을대상으로갑상선기능저하증의진단과치료에관련된30개

문항의 질문을 포함한 web-based survey를 시행하였다[2]. 결과, 99.2%가 L-T4 단독 요법을 초기 치료로 사용하였고, 대부분

나이에따라다른갑상선자극호르몬목표치를설정하였으며, 특히 80세이상에서는 3.0-3.9 mU/L의목표를선호하였다. 임산부

의갑상선기능저하증에대해서는엄격한갑상선자극호르몬목표치를설정하였고, 치료시작을빠르게진행하였으며, 4주또는8주

간격보다빈번한추적관찰기간을유지하였다. 갑상선자극호르몬이정상화된이후의장기추적관찰및약물요법의유지에대해서

는매우다양한방법을보여주었다. Web-based survey라는 제한점이있지만, 비교적현재의권고안에부합하는진료가이루어

지고있다고결론지었다.

Willard 등은“Thyroid function testing in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hyperlipidemia.”의 제목으로 보스턴 대학병원

단일기관에서2003~2011년사이새로진단된고지혈증환자에서갑상선기능검사가얼마나시행되었는지를후향적연구를통하여

확인하였다[3]. 결과, 8,795명의 새로 진단된 고지혈증 환자에서 4,349명(49.5%)이 갑상선자극호르몬 측정의 선별 검사를 시행

하였고, 이들 중 151명(3.5%)에서 그 농도가 5 mIU/L 이상, 74명(1.7%)에서는 10 mIU/L 이상의 결과를 보였으며, 그 중 114명

(50.7%)에서 L-T4 치료가 시행되었다. L-T4 치료를 시작한 114명을 살펴보면, 이 중 86명(75.4%)이 다른 고지혈증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12명에서는 L-T4 사용 후, 16명에서는 L-T4 사용과 동시에 고지혈증 치료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권고안을보다적극적으로알리고, 이해시켜야한다고결론지었다.

1. Garber JR, Cobin RH, Gharib H, Hennessey JV, Klein I, Mechanick JI, Pessah-Pollack R, Singer PA, Woeber KA;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and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Taskforce on Hypothyroidism in Adults. Endocr Pract. 2012;18:988-1028.

2. Burch HB, Burman KD, Cooper DS, Hennessey JV. A 2013 survey of clinical practice patterns in the management of primary hypothyroidism.

J Clin Endocrinol Metab. 2014;99:2077-85.

3. Willard DL, Leung AM, Pearce EN. Thyroid function testing in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hyperlipidemia. JAMA Intern Med.

2014;174:287-9.

NIS 단백의 새로운 enhancer 부위의 과메틸화에 의한 갑상선 종양의 NIS 단백 감소 (Hypermethylation of a New

Distal Sodium/Iodide Symporter(NIS) Enhancer(NDE) Is Associated With Reduced NIS Expression in Thyroid Tumors)

J Clin Endocrinol Metab, 99:E944-52, 2014

NIS 단백은방사성동위원소치료에반응하지않는갑상선암의치료에서그발현을증가시킴으로써동위원소섭취율을높여치료

효과를 개선할 수 있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물질이다. 저자들은 30쌍의 갑상선 종양과 주위 정상 조직의 메틸화 정도를 확인

하였으며, 정상갑상선조직에비해서종양조직의경우새로운14개CpG로구성된CpG-island2 부위에과메틸화가되어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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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모든조직에서NIS mRNA 발현과CpG-island2 부위에메틸화정도는역의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었다. NIS 리포터

유전자 실험에서 새로운 CpG-island2가 리포터 유전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보아 이는 새로운 NIS 유전자의 enhancer 역할이

있음을제시하였다. 또한, 세포에메틸화를억제할수있는5-aza를처리한한후NIS mRNA 발현과, 125I 섭취능이증가함을보여

새로운갑상선종양의병태생리학적기전을제시하였다. 

비스포스포네이트에반응하지않는악성종양에의한고칼슘혈증의치료 (Denosumab for Treatment of Hypercalcemia of

Malignancy)

J Clin Endocrinol Metab, 2014 Jun 10, Epub

악성종양에 의한 고칼슘혈증은 진행한 유방암, 전립선암, 다발성골수종, 골전이가 있는 진행성 암에서 많이 발생하며 치료하지

않는경우신부전, 의식저하, 사망을초래할수있다. 악성암세포에서분비되는osteoclast-activating cytokines[PTHrP, IL-1.

IL-6, macrophage inflammatory protein 1 alpha,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kappaB ligand(RANKL)]는골흡수

를증가시켜고칼슘혈증을초래할수있다. 악성종양에의한고칼슘혈증이지속되는경우bisphophonate 정주요법을사용하지만,

기존의연구를따르면 bisphophonate에 반응하지않는악성종양에의한고칼슘혈증이 22%에이른다고보고하고있고신기능이

저하된경우bisphophonate의사용에제한이있다. 

본논문의저자들은bisphophonate 사용후에도고칼슘혈증이교정되지않는33명의환자를대상으로denosumab 120 mg을 1,

8, 15, 29일째 피하주사 후 이후에는 4주마다 적용하여 denosumab의 악성 종양에 의한 고칼슘혈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평가

하고자하였다. Primary end point는 투약 10일 이내혈중칼슘농도가 11.5 mg/dl 이하로감소하는환자비율이며 secondary

end point는 반응지속기간, 10.8 mg/dl 이하로감소한환자비율이었다. 33명의환자중 21명(64%)의환자가혈중칼슘농도가

11.5 mg/dl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 중 12명의 환자는 10.8 mg/dl 이하로 감소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23명(70%)의 환자가 11.5

mg/dl 이하로 감소하였다. 반응까지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9일(95% CI, 5-19)이며 반응의 지속기간의 중앙값은 104일(95% CI,

9-측정불가), 반응이있었던23명의재발까지걸린시간의중앙값은 114일(95% CI, 19.0-측정불가) 이었다. 5명(15%)의환자에서

고칼슘혈증이악화되는소견을보였다. 신독성은발견되지않았으며신기능저하환자들도약제에반응하였다. 대상환자중 28명

(85%)이연구기간중사망하였으며대상자의생존기간의중앙값은71일(95% CI, 41-158) 이었다. 적은연구대상, 길지않은연구

기간등의제한점은있으나bisphophonate에반응하지않는악성종양에의한고칼슘혈증의경우대안이되는효과적인치료법이

없다는면에서denosumab의70%의반응률과반응유지기간에대한결과는의미있는연구결과로생각된다.

조기폐경 환자에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Bone Mineral Density in

Young Women With Primary Ovarian Insufficiency: Results of a Three-Yea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Physiological Transdermal Estradiol and Testosterone Replacement)

J Clin Endocrinol Metab. 2014 Jun 6, Epub

여성호르몬과남성호르몬이골밀도에미치는영향은잘알려져있다. 40세이전에자연폐경이발생하는조기폐경(primary ovarian

insufficiency, POI) 환자의 비율은 1%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은 낮은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뿐 만 아니라 낮은 테스토스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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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농도를보인다. 이는낮은골밀도와연관이있으며골밀도저하를막기위해에스트로겐보충요법이적용된다. 하지만안드로겐

결핍이동반된여성에서테스토스테론의보충요법의효과에대해서는아직잘알려져있지않으며여성호르몬보충요법의적절한

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145명의 POI 환자와 정상인 70명을 대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추가적인

보충이골밀도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고자 3년간의전향적이중맹검을이용한무작위대조군연구를진행하였다. 모든 POI 군에

100 mcg estradiol patch + medroxyprogesterone acetate 10 mg/day for 12 days of each cycle을 적용하고이중 73명은

150 mcg/d testosterone transdermal patch를추가하였다. 여성호르몬보충요법은경구약제로도가능하나기존의연구에서본

연구에서사용된용법에비하여골밀도증가에대한효과가적다고알려져있다. 골밀도의측정은DXA를이용하여매년이루어졌다.

사용된 여성호르몬 보충요법(100 mcg estradiol patch + medroxyprogesterone acetate 10 mg/day for 12 days of each

cycle)은POI 환자의여성호르몬농도를정상수준으로회복시켰으며골밀도도역시정상수준으로회복시켰다. 요추골밀도는3년

간 POI 군에서 7.7% 상승하였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의 추가적 보충요법은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롤 정상인 수준으로 회복

시켰으나골밀도상승에대한추가적인이득은없었다. 본연구는40세미만의조기폐경여성들에대한적절한호르몬보충요법에

대한중요한근거를제공한다고저자들은언급하고있다.

환자와 의사의 성격은 1차 의료에서 체중 감량 상담에 영향을 준다. (Patients and Physician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Weight Loss Counselling in Primary Care)

Obesity Research & Clinical Practice, e123-e130, 2014

과거 연구들을 통하여 환자와 의사의 다양한 성격이 체중 감량 상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환자혹은의사의성격한가지측면에서분석하였고, 동시에환자와의사의성격양측을분석한연구는적었다. 그래서이연구의

저자들은 1차 의료에서 환자 성격, 의사 성격, 의사-환자 관계의 성격(기간, 빈도 등)이 동시에 체중 감량 상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cross-sectional 설문조사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총 143명의평균연령46.8세, 평균BMI 36.9 kg/m2의체중감량프로

그램에참여하기위해 1차진료를받은과체중, 비만환자들이연구에포함되었고, 이들중 65%가 Caucasian이었다. 피험자들은

체중감량프로그램을시작하기전에의료기관에서설문지를작성하였고, 그설문지에는인구통계학적특징과몸무게, 키, 1차의료

기관주치의를방문한빈도와기간, 의사의성별, 그리고그들의주치의가과거에체중감량을권고하였는지와현재체중감량프로

그램에참여하도록하였는지에대한질문들이포함되었다. 

그결과, BMI가높을수록의사가체중감량을더많이권고하였고, 의사와체중감량상담을더자주했다. 특히, 이관계는BMI >

35 kg/m2 환자에서두드러지게나타났다. 또한, 여성의사들이남성의사들보다과체중/비만환자들에게더많이체중감량을권고

하였고, 더자주체중감량상담을하였으며, 더많은환자를체중감량프로그램에참여시켰다. 이연구에는극소수의남성환자들

이참여하였기때문에환자와의사의성별을일치시키는것이체중감량상담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확인하지못했다. 반면

의사방문횟수와환자-의사관계기간은체중감량상담에영향을미치지못했다. 여성 의사가남성의사에비해더많은체중

감량상담과치료제공을하는것은이전연구들과일치하는결과이나, 의사방문횟수와환자-의사관계기간이체중감량상담과

치료에관련이없다는것은다소놀라우며, 이에대하여향후더많은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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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서 2010년까지 미국의 당뇨 관련 합병증의 변화 (Changes in Diabetes-Related Complic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90-2010)

N Engl J Med, 370:1514-1523, 2014

21년 전 DCCT 발표이후, 지난 20년동안당뇨병환자들의합병증발생을줄이기위해많은노력과연구들이있었다. 본 연구의

저자들은 대표적인 당뇨 관련 합병증인 하지 절단, 말기 신부전, 급성 심근 경색, 뇌경색, 급성 고혈당으로 인한 사망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1990년에서 2010년까지 미국의 지난 20년간 당뇨 관련 합병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료인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the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the U.S. Renal Data System, U.S.

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 1990년에서2010년사이에당뇨병유병률은증가하였으나, 5가지주요당뇨관련합병증들은모두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큰 감소는 급성 심근 경색(67.8%; 95% confidence interval[CI], 76.2 to 59.3)과 급성 고혈당으로 인한 사망(64.4%; 95%

CI, 68.0 to 60.9)에서관찰되었다. 그뒤로뇌경색(52.7%; 95% CI, 64.4 to 40.9)과하지절단(51.4%; 95% CI, 68.2 to 34.5)이

대략절반정도감소하였고, 말기신부전에서가장적게감소하였다(28.3%; 95% CI, 34.6 to 21.6). 절대적인케이스수의감소는

급성심근경색에서가장컸고(95.6 fewer cases per 10,000 persons; 95% CI, 76.6 to 114.6), 그뒤로뇌경색(58.9 fewer cases

per 10,000; 95% CI, 41.6 to 76.2), 하지 절단(30.0 fewer cases per 10,000; 95% CI, 17.4 to 42.6), 말기 신부전(7.9 fewer

cases per 10,000; 95% CI, 5.5 to 10.2), 그리고급성고혈당으로인한사망에서가장적었다(2.7; 95% CI, 2.4 to 3.0). 당뇨관련

합병증은말기신부전환자를제외하고, 75세이상과당뇨가있는군에서더크게감소하였다. 총인구를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과

급성고혈당으로인한사망은감소하였으나, 하지절단, 뇌경색, 혹은말기신부전은감소하지않았다. 지난 20년동안당뇨관련

합병증발생은상당히감소하였으나, 당뇨병의유병률이지난 15년간두배로증가하였고, 또한베이비붐세대에서당뇨병유병률

과당뇨관련합병증발생이증가하고있어향후수십년간당뇨병의부담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이다.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pegvisomant와 long-acting somatostatin analogues 병용 요법의 long-term

efficacy와 safety (Long-term Efficacy and Safety of Pegvisomant in Combination with Long-acting Somatostatin

Analogues in Acromegaly)

J Clin Endocrinol Metab, 2014 Jun 17, Epub ahead of print

말단비대증에서 long-acting somatostatin ligands(LA-SRIFs) 치료는 종종 insulin-like growth factor 1(IGF-I)을 정상화

시키지못한다. 이에이후여러임상연구에서90% 이상의efficacy를보인pegvisomant(a growth hormone receptor antagonist,

PEGV)가2002년Europe, 2003년USA에서승인받은바있고, 두제제의병용요법에관한연구는2005년에최초로보고되었다.

본연구는종양에대한수술±방사선치료후최소 6개월이상의고용량LA-SRIFs 투여에도 IGF-1 수치가 1.2x upper limit of

normal(ULN) 이상을 보이는 112명의 덴마크 환자에서 PEGV를 추가 병용, 2004~2013 10년간의 장기간 efficacy와 safety를

보고한연구이다. PEGV 투여기간은평균4.9년, median IGF-1 수치는병용시작시1.89xULN에서병용중최저값0.56xULN

으로97.3% 환자에서IGF-1 정상화를보였다. 투여된PEGV의median dose는80 mg으로, 장기간PEGV 단독요법으로서14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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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여되었으나 IGF-1 정상화에 실패했던 ACROSTUDY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용량 감량, 즉 비용 감소에 있어 이득을 보였다. 

26명(18.4%) 환자에서 adverse event가 보고되었는데, 1명에서 종양 크기 증가(16.9%에서는 크기 감소를 보였다), 4명에서

injection site reaction, 19명에서 일시적인 liver transaminases 상승( > 3xUNL)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10년까지의 장기적인

pegvisomant와 long-acting somatostatin analogues 병용요법은efficacy와 safety가높고, pegvisomant 요구량이단독요법

에서보다적다는이점을가진다.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Somatostatin analog의 중단: 어려운 목표인가? (Somatostatin Analog Withdrawal in Patients

with Acromegaly: An Elusive Goal?)

Endocrine, 2014 Apr 16, Epub ahead of print

현재 말단비대증의 약물치료의 주류인 depot somatostatin analogs(SA, octreotide LAR와 lanreotide autogel)의 효용은

30~60%의환자에서는GH과 IGF-1을조절할수있고, 더중요한것은대부분의환자에서임상증상의유의한호전을가져온다는

것에있다. 그러나 SA 치료의문제점은중단할수 있는명확한기준이없고무기한유지를요한다는것이다. 가장 최근의보고는

브라질에서octreotide LAR 20~30 mg/4~8 wk로최소 2년이상정상 IGF-1을유지하고있는환자20명에서투여중단한결과

를보고한것으로, IGF-1 > 1.2xULN을재발로판단하였을때9개월내로 16명이재발, 나머지4명에서만 12~18개월동안의추적

관찰동안재발하지않았다. 이연구에서분석한재발의유의한예후인자는octreotide 투여중단시점의 IGF-1 level로낮을수록

remission을 유지하였다고보고하였고, 이전의연구보고 4개중 3개도이와비슷하게 80% 환자에서 1년내로재발을보고한바

있다. 그러나나머지 1개의연구에서는가장길게는 3년간의추적관찰중 40% 환자가 remission을유지한것으로보고하였는데,

GH 및 IGF-1 control을 위해 표준적인 4주마다 투여가 필요하던 환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타 연구들에 비해, SA에 대한

반응이좋아8주이상의간격으로늘려적은투여량을유지하고있던환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는차이점이있었다. 비록 SA 치료

중단은SA 자체의GH-secreting tumor에대한anti-proliferative effect가prolactinoma에대한dopamine agonist의경우에

서와 달리 cytocidal하지 못하고 cytostatic하기 때문에 어려운 목표이기는 하나, 치료 유지에 따른 비용 측면뿐 아니라 삶의 질

측면을 고려한다면(일부 환자에서는 오히려 GH 결핍이 문제가 된다) 일부 selected patients에서는 투여 간격을 늘릴 수 있는지

부터시작하여중단이시도되어야한다.

Fenofibrate와 thiazolidinedione을 병용 치료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역설적으로 HDL-C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Paradoxical Reduction in HDL-C with Fenofibrate and Thiazolidinedione Therapy in Type 2 Diabetes: The

ACCORD Lipid Trial)

Diabetes Care, 37:686-693, 2014

ACCORD Lipid Trial은 미국과 캐나다의 77개 임상 센터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연구로서평균추적기간은 4.7년(4~8년)이었다. 환자들은기본적으로 simvastatin 치료를받고있었고, 무작위로위약군

혹은 fenofibrate 투여군으로 나누었다. 이전 몇몇 연구들에서 fenofibrate나 thiazolidinedione(TZD)를 각각 복용하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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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투여받은 군에서 HDL-C가 50%까지도 역설적으로 감소한 바가 보고되었었다. 따라서 사후 분석을 통해서 연구 기간 동안

extremely low HDL-C( < 25 mg/dL)의발생을관찰하고자하였다. Fenofibrate와 TZD는HDL-C를중등도로상승시키는작용

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 연구에서도 두 약제를 함께 복용 한 군에서 다른 군들에 비해서 24개월째 HDL-C 농도가 50

mg/dL 정도로비교적높게측정된비율이 18.2% vs 13.8%로더높았지만, 반대로 fenofibrate 군으로배정된군에서위약군에

비해 low HDL-C 발생이유의하게더높았다(10.1% vs 4.9%, P<0.001). 그리고 fenofibrate와 TZD를함께복용한군에서다른

군과비교해서48개월추적기간동안 low HDL-C을보이는비율또한7.0% vs 2.2%로더유의하게높은결과를보였다. 이러한

역설적인HDL-C의감소는특이반응으로실제로예측하기어렵고그기전에대해서도아직분명치않다. 또한, 사후분석을통해

서HDL-C 농도가 25 mg/dL 미만인환자군에서그렇지않은군과비교해서모든원인으로인한사망률이 35% 유의하게높음이

관찰되었다. 본연구자체가사망률에대한치료의예기치못한반응을평가하기위해디자인된것은아니지만실제환자들을보는

임상의들은특히 fenofibrate가 TZD와 함께사용되었을때역설적으로 HDL-C 농도가감소할수있는가능성을항상주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유의한 HDL-C 감소가 관찰된다면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기저 농도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하기위해HDL-C를추적검사하는것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노인남성에서스타틴과육체활동 (Statins and Physical Activity in Older Men. The Osteoporotic Fractures in Men Study)

JAMA Intern Med, 2014 June 9, Epub ahead of print

근육통, 근육피로, 위약감은스타틴치료를시작한후가장흔하게관찰되는증상들로서, 육체활동의감소를야기할수있다. 여러

연구를통해서스타틴치료는노인들에서육체활동의감소와관련이있음이보고되었고, 중등도의육체활동을시작한경우스타틴

사용군에서근육통과관련증상들을증가시키는것으로보고된바있지만거의모두1년여의단기연구들이었다. 따라서본연구는

스타틴사용이육체활동과연관이있는지를단면적, 종적으로알아보기위해Osteoporotic Fractures in Men Study(N=5994)에

참여한65세이상의노인남성을대상으로전향적으로진행된다기관전향적코호트연구로서평균6.9년의장기간의추적연구를

시행하였다. 단면 연구에서는(n=4137) 스타틴 사용의 category를 users, nonusers로 분류하였고, 종적 연구에서는(n=3039)

prevalent users(연구시작시와연구기간내내사용한군), new users(연구기간동안새롭게사용한군), 한번도사용한적이없는

nonusers로 분류하였다. 연구 시작 시점과 두 번째 방문 시에 육체 활동을 Physical Activity Scale for the Elderly(PASE)를

이용하여자가기입지로평가하였고, 세번째방문에서는accelerometer로측정한metabolic equivalents와중등도활동, 격렬한

활동, 앉아서지내는시간을분(minute)으로평가하였다. 단면연구결과, 연구시작시점에서스타틴사용군은비사용군과비교

해서더낮은육체적활동수준을가지고출발하였고, 종적관찰결과, prevalent user군은nonuser 군에비교하여더낮은수준의

육체활동을유지하였지만유사한속도로육체활동이감소한반면에, 새롭게스타틴을시작한군은더급속히감소됨이관찰되었다.

그리고스타틴사용군은비사용군에비하여하루에중등도의육체활동시간, 격렬한육체활동시간이더짧았고, 앉아서지내는

시간은더많은결과를보였다. 이러한결과들은다른동반질환과가능한혼란변수들을모두보정한후에도유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소견들이실제로임상적으로어떠한의미를갖는지에대해서는추후더많은연구가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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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기 리듬에 관여하는 핵 수용체인 REV-ERBα가 중뇌의 도파민 생성과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ircadian Nuclear Receptor REV-ERBαon Midbrain Dopamine Production and Mood Regulation)

Chung S1, Lee EJ1, Yun S1, Choe HK1, Park SB2, Son HJ3, Kim KS4, Dluzen DE5, Lee I2, Hwang O3, Son GH6, Kim K1, 2. 1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and Brain Research Center for 21st Frontier Program in Neuro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Brain and Cognitiv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3Department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4Molecular Neurobiology Laboratory,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Program in

Neuroscience, Harvard Stem Cell Institute, McLean Hospital/Harvard Medical School, 5Department of Anatomy and Neurobiology,

Northeastern Ohio Universities College of Medicine, 6Department of Leg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Cell.

2014 May 8;157(4):858-68. doi: 10.1016/j.cell.2014.03.039.

우울, 불안, 공포, 공격성, 중독등의정서상태가아침저녁에따라상당한기복을보이며, 이러한정서조절의일주기리듬이상이최근

우리사회에서도큰문제로대두되고있는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계절성기분장애등다양한형태의정서장애와중독질환의발병

및증상과깊은연관이있다는사실은오래전부터알려져있지만, 그분자신경생물학적기전은베일에싸여있었다. 타연구진에의해

선행된행동생물학·유전학적연구결과들을통해생체시계유전자변이가정서장애발병과강한상관관계를보인다는주장이인간및

동물모델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핵심적인 분자기전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뇌 도파민 신경회로가 정서조절 및 정서

장애발병의핵심조절시스템이라는사실에착안하여생체시계와도파민신경회로의연결고리를동정하고그조절기전을다음과같이

규명하였다. 1) 분자생체시계의핵심전사억제인자인REV-ERBα가nuclear receptor-related 1 protein(NURR1)과의경쟁적상호

작용을통해 tyrosine hydroxylase(TH) 유전자발현과도파민신경활성을일주기적으로조절할수있으며, 이것이일주기적정서조절

의핵심기전임을규명하였다. 2) 특히돌연변이생쥐와약리모델을이용한일련의신경행동·생리학적연구를통해중뇌REV-ERBα

의활성이상이도파민신경전달변조와더불어조울증및불안장애행동을직접적으로야기할수있음을입증하였다. REV-ERBα는

레티노이드수용체와유사한형태의핵수용체계열의전사인자인데, 핵수용체들은주요신약표적중하나이기때문에REV-ERBα를

표적으로하여일주기생체리듬을제어하려는연구들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본연구결과는일주기분자생체시계를기반으로하는

새로운 정서·중독장애 치료제 개발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도파민 활성 이상이 주요 원인인 파킨슨병이나 하지불안증후군

으로적응증이확장될가능성역시매우높다. 본연구팀은REV-ERBα활성제어를통한정서중독장애및각종도파민의존성뇌질환

치료제개발법에대한특허를출원하는한편해외출원도준비중이다.

요오드가풍부한지역의무증상갑상선기능저하증환자에서요오드제한이갑상선기능에미치는영향 (Effect of Iodine

Restriction on Thyroid Function in Subclinical Hypothyroid Patients in an Iodine-replete Area: A Long Period

Observation in a Large-scaled Cohort)

Joung JY1, Cho YY, Park SM, Kim TH, Kim NK, Sohn SY, Kim SW, Chung JH. 1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ivision of Endocrinology & Metabolism, Department of Medicine, Thyroid Center; Thyroid. 2014

Jun 3. [Epub ahead of print]

요오드가 풍부한 지역에서 과도한 요오드 섭취는 불현성 무증상 갑상선 기능저하증(subclinical hypothyroidism : SCH)을 포함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의높은유병률과관련이있다. 본연구의목적은요오드가풍부한지역에서요오드섭취제한이SCH 환자의갑상선

기능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혈청갑상선자극호르몬(TSH)과요오드섭취량의관계를분석하는것이다. 2010년에서2012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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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에서 SCH으로 진단된 146명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소변 요오드 농도(urinary iodine concentration: UIC)를 82명

환자에서측정했다: 이중UIC < 300 μg/L 미만인20명은제외하였고UIC ≥ 300 μg/L인62명은요오드가풍부한음식을제한하도록

교육했다. 첫번째추적방문에서측정된UIC 농도에따라62명을다시두군으로나누었다: 그룹A(요오드섭취를잘제한한군, UIC

< 300 μg/L, n = 40) 및 그룹 B(요오드섭취를제한하지못한군, UIC ≥ 300 μg/L, n = 22). UIC를 측정하지않은나머지 64명은

요오드가풍부한음식을제한하지않았다그룹C). UIC 값을측정한82명의환자는3~6개월마다재평가되었고추적기간의중앙값은

13개월(3~32개월)이었다. 갑상선기능과UIC를내원시마다측정했고혈청TSH 농도와UIC 간의연관성을연구했다. 요오드를3~6

개월간제한한후그룹A에서혈청TSH 값이유의하게감소하였다(9.0 mU/L to 4.7 mU/L, p < 0.01). 또한그룹A의혈청유리T4

값은유의하게증가하였다(1.11 ± 0.23 ng/dL to 1.18 ± 0.17 ng/dL, p < 0.05). 그러나그룹B와그룹C에서는혈청TSH 값과유리

T4 값의유의한변화가없었다. 혈청TSH 값은UIC와유의하게연관되어있었다(r = 0.33, p < 0.01). 결론적으로SCH 환자에서요오드

제한은TSH 값을정상화또는감소시켰고, 혈청 TSH 값은UIC와강한연관성을보였다. 따라서요오드가풍부한지역에서는요오드

섭취제한이SCH 환자의일차치료선택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갈색 지방 조직이 있거나 근육 감소증이 있는 사람에서의 혈중 irisin 농도 (Implication of Circulating Irisin Levels with

Brown Adipose Tissue and Sarcopenia in Humans)

Choi HY1, Kim S, Park JW, Lee NS, Hwang SY, Huh JY, Hong HC, Yoo HJ, Baik SH, Youn BS, Mantzoros CS, Choi KM. 1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J Clin Endocrinol

Metab. 2014 Apr 29:jc20141195. [Epub ahead of print]

이리신(Irisin)은운동시유발되는새로운myokine으로백색지방조직을갈색지방처럼변환시켜, 비만관련대사질환의치료에유망

한표적으로간주되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은사람에서갈색지방조직(BAT)이있고근육감소증이같이있는경우와갈색지방조직은

있으나근육감소증은없는경우에서각각혈중 irisin 농도를측정한후연관성을평가하는것이다. 이를위해 18F-플루오로양전자

방출단층촬영(18F-FDG PET)을시행하여 40명의 BAT 양성군과 40명의 BAT 음성군을선정하였다. 저자들은 401명을대상으로

한다른연구에서, 이중에너지X선흡수법(DXA)를이용하여, 골격근량지수(skeletal muscle mass index : SMI) 및사지골격근량

지수[(appendicular skeletal muscle : ASM) / height2]로정의된근육감소증유무를조사한바있다. 4,736명에서6,877건의 18F-

FDG PET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 146명 (3.1%)에서 BAT가 양성이었다. BAT 양성 군과 조건을 맞춘 BAT 음성 군에서 두 가지

ELISA 키트를사용하여혈청 irisin 농도를측정하였을때두군간의유의한차이는없었다(각각 P = 0.747, P = 0.160). 혈청 irisin

농도는 근육 감소증이 있는 군과 없는 군 간에도 두 가지 키트를 사용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각각 P = 0.305, P = 0.569). 

또한, ASM/ height2에의해두군으로나누었을때도두군간의차이는없었다(각각P = 0.352, P = 0.134). SMI를삼분위수로나누

었을 때 내장 지방 면적과 골격근량은 SMI 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혈청 irisin 농도는 다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혈중

irisin 농도는BAT가감지된사람이나근육감소증이있는사람에서대조군에비해차이가없었고, 골격근량지수와도상관관계가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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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에서 대사 증후군과 우연 골절의 연관성 : 국민 건강 보험 청구 데이터를 사용한 3년간의 추적 관찰 연구

(Association Between Metabolic Syndrome and Incident Fractures in Korean Men: A 3-year Follow-up Observational

Stud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Lee SH1, Baek S, Ahn SH, Kim SH, Jo MW, Bae SJ, Kim HK, Choe J, Park GM, Kim YH, Koh JM, Kim BJ, Kim GS. 1Division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H.L., S.H.A., J.-M.K., B.-J.K., G.S.K.) and Cardiology (G.-M.P., Y.-H.K.), Departments of

Biostatistics (S.B.) and Preventive Medicine (M.-W.J.), and Health Screening and Promotion Center (S.J.B., H.-K.K., J.C.),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nd Department of Nursing (S.H.K.),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J Clin Endocrinol Metab. 2014 May;99(5):1615-22. doi: 10.1210/jc.2013-3608. Epub 2014 Feb 10.

대사증후군과골절의유병률은둘다나이가들수록증가하지만, 남성에서이들의연관성에관한연구는제한적이고결과도일치하지

않는다. 본연구의목적은대사증후군이남성의우연골절위험에미치는영향을밝히는것이었다. 본연구는평균3년간의추적기간

을가진대규모관찰연구였고종합적인정기검진을받은50세이상한국인남성(N = 16,078)이연구에참여했다. 기본검진에서발견

된우연골절을주요측정값으로하였고, 제10 개정판선택적국제질병분류에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서비스의전국적인보험청구

데이터베이스의코드를확인하였다. 연구결과총158명의남성(1.0 %)에서우연골절이발생했다. 대상자의골절발생률은대사증후군

이있는군에서연인원10,000명당26.2%, 대사증후군이없는군에서35.7%였다. 잠재적교란인자를보정한후에대사증후군이있는

군은 대사 증후군이 없는 군보다 우연 골절의 위험도가 낮았다(hazard ratio 0.662, 95% confidence interval 0.445-0.986). 우연

골절의위험도는대사증후군이없는군과비교하였을때세개의대사증후군위험요소를가진군에서는49.4% 더낮았고, 네개이상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소를 가진 군에서는 50.4% 더 낮았다. 중요한 것은, 체질량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 후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는점이다. 본연구결과에따르면대사증후군에서의골절위험감소가, 지방에의한보호대로서의효과, 말초방향화, 아디포

카인의변화등도역할을하겠지만, 대사증후군에동반되는비만자체의효과로설명될수있음을시사해준다.

SIK2은 생체 내 지질 항상성 및 지방 생성의 조절에 중요하다. (SIK2 is Critical in the Regulation of Lipid Homeostasis

and Adipogenesis in Vivo)

Park J1, Yoon YS2, Han HS2, Kim YH3, Ogawa Y4, Park KG5, Lee CH3, Kim ST6, Koo SH7. 1, 7Department of Life Sciences, Korea

University, Division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Department of Molecular Cell Biology and Samsung Biomedical

Institut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Department of Life Sciences, Korea University, 3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4Department of Molecular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Graduate School of Medical and

Dental Sciences,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5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6Division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Department of

Molecular Cell Biology and Samsung Biomedical Institute,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iabetes. 2014 Jun 4. pii:

DB_131423. [Epub ahead of print]

Cyclic AMP는대사조직에서주로protein kinase A 의존성경로를통해CREB 전사인자작동체계를활성화하고유전자의만성적

인 발현을 촉진한다. 본 연구에서는 CREB 조절 전사 인자(CREB regulated transcription factor : CRTC) 2와 역조절인자인 salt

inducible kinase (SIK) 2가지방세포대사경로의전사조절에관여하는지여부를상세히밝히고자하였다. SIK2 유전자결손마우스

에서혈중포도당농도가높았고이는포도당및인슐린내성과연관이있었다. 이쥐에서고중성지방혈증도나타나는데주로백색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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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서의지방분해증가와말초조직에서의지방산섭취감소가주된이유였다. 백색지방세포는지방세포의크기가커지고대식

세포가침윤되어있었는데이것이이쥐에서나타나는대사이상과관련될수있다. 흥미롭게도, SIK2 유전자결손은백색지방세포의

CRTC2-CREB 전송경로를증강시켰다. ATF3의발현이증가하고GLUT4의발현이감소하며혈중에서고분자량아디포넥틴수치가

감소함에따라근육과백색지방세포에서포도당섭취가감소하였다. 지방세포대사의SIK2 의존성조절효과는3T3 L1 지방세포와

SIK2 또는CRTC2 유전자결손마우스의지방전구세포를이용한 in vitro 실험에서확인되었다. 이데이터들을종합해보면, SIK2가

주로백색지방세포의CRTC2-CREB 기능을조절함으로서전신포도당대사에중요한역할을함을알수있다.

비타민 D 결핍과경도내지중등도의만성신장질환의조합은낮은골밀도및대퇴골기하구조의약화와관련이있다

: 2008년-2011년의 한국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분석 결과 (The Combination of Vitamin D Deficiency and Mild to

Moderate Chronic Kidney Disease Is Associated With Low Bone Mineral Density and Deteriorated Femoral

Microarchitecture : Results From the KNHANES 2008-2011)

Lee YH1, Kim JE, Roh YH, Choi HR, Rhee Y, Kang DR, Lim SK. 1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Y.L., J.E.K., Y.R., S.-

K.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Graduate School (Y.L., J.E.K., Y.R., S.-K.L.), and Biostatistics Collaboration Unit (Y.H.R.,

D.R.K.),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Division of Cardiovascular and Rare Disease (H.R.C.),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J Clin Endocrinol Metab. 2014 May 30:jc20133764. [Epub ahead of print]

경도내지중등도의만성신장질환(CKD) 및비타민D 결핍이전세계적으로노인인구에서빈번하고근육감소증과도관련되어있지만,

골밀도(BMD)에 대한 영향은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타민 D 결핍과 CKD의 복합요인이 노인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근육 감소증 및 PTH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히는 데 있었다.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시행된 한국 국민 건강

영양조사중, 55세이상 6,949명을대상으로한단면연구였다. 연구집단은비타민D와 CKD 상태에따라 4개의그룹으로나뉘었다.

CKD와비타민D 결핍( < 20 ng/mL)을골감소증, 골다공증과같이평가하였고, PTH 수준과근감소증의척도인근감소증지수(사지골격

근량을체중의백분율로나타내거나, 체중으로나누어서계산함)를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비타민D 결핍이있는3~4기 CKD 환자에

서다른군에비해전체고관절및대퇴골경부의BMD가감소하였을뿐아니라대퇴골의기하구조가현저히약화되어있었다. 이환자

들은남녀모두에서 PTH 농도가높았고근감소증의유병률이높았다. 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을하였을때, 비타민 D 결핍이있는

CKD 환자에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odds ratios 1.49 and 2.06(1.81 and 2.65), 대퇴골 경부와 전체

고관절각각, 여성(남성)], 이러한결과는PTH 농도증가및근감소증과연관이있었다. 결론적으로경도내지중등도의CKD와비타민

D 결핍은노인인구에서낮은골밀도와관련이있었고, 이는부갑상선기능항진증및근감소증과연관되어있었다.

** 분기별로 대한내분비학회 회원의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논문이 있는 경우 저자께서 학회로 연락을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

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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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EM 2014 참관기

지난 2014년 5월 15~18일에걸쳐대한내분비학회에서주최한

SICEM(Seoul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이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내분비학회의 33번째 Annual Scientific

meeting에더하여APDO(Asia-Pacific Diabetes and obesity

Study Group)의 Scientific meeting과 The Endocrine

Society의 Highlights of ENDO session이 함께 진행되어

1,600여명의세계각국연구자들이학회에참여하였다.

먼저 기조 강연으로, 대한내분비학회장 박성우 교수가

‘Vitamin D and metabolic disease’연제를, 갑상선분야에

서 Weiping Teng 교수가‘Effect of iodine intake on

thyroid disorders in China’연제를, 골대사분야에서 Jane

B. Lian 교수가‘Epigenetic pathways regulating bone

formation’연제를, 비만 분야에서는 Philipp E. Scherer 

교수가‘Diabetes, obesity and the central role of the

adipocyte in maintaining systemic homeostasis’연제를

발표하였다. 지방세포에서분비되는호르몬중‘아디포넥틴’을

최초로 발견하였다는 Scherer 교수의 강연은 흥미로웠다. 

아디포넥틴의 발현이 지방조직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아디포넥틴이 당뇨병과 비만 관련 대사 질병

치료에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 한 바 있는 Sherer 

교수는 최근 지방조직 자체가‘건강한 지방’으로서 대사적

측면에서 유익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지방조직 증가

자체는제2형당뇨병과대사증후군의직접적인원인이아닐수

있음을새롭게제시하였다.

APDO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오스트레

일리아, 뉴질랜드연구자들로이루어진아시아태평양당뇨비만

연구회로서, 국내외 정상급 연구자들이 Mechanism of

metabolism dysregulation, Translational and clinical

research, New players in obesity and diabetes, Insulin

signaling, action and secretion 등 에너지 대사 연구 최신

지견30여개를발표하였다. 

미국내분비학회의 Highlights of ENDO session에서는 The

Endocrine Society의회장을역임한Mayo Clinic의William F.

Young, Jr.의인사말을시작으로‘the Adrenal incidentaloma’,

‘Molecular targets for the effects of Bariatric Surgery’, ‘Fat

tissue and Cellular senescence’, ‘Year in Thyroid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of Polycystic Ovary Syndrome:

An Endocrine Society Clinical Practice Guideline’에 대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본 학회에서는 Adrenal gland, Bone,

Thyroid, Lipid and atherosclerosis, Neuroendocrinology,

Pediatric, Translational research, Nutrition, Endocrine

nurse, Clinical update 등의 주제별로 수준 높은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주요심포지엄이외에도아프리카튀니지내분비학회와의합동

세션은모범적인지식공유의장이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당뇨 예방, 관리 방안, 당뇨 치료 지침

증도소개되었다.

또한, 국제 학술대회의 면모에 걸맞게 총 17회의 세션에 걸쳐

다수의연제가구연발표되었다. 다수의외국연구자들에의한

최신연구성과의발표, 그리고이에대한활발한토론은연구

자로서 많은 자극이 되었으며, 본인의 연구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기회가 되었다. 또한, 105점의 포스터가 전시되어,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가 많은 연제를 토론할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 

다음에도더욱내실있고알찬학술대회가될것으로기대하며,

본인역시좀더성실하게연구하여다음 SICEM에는그성과

를많은외국연구자들과나누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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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EM, 대한내분비학회국제학술대회

제2회 서울국제내분비학회가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그랜드힐튼호텔컨벤션센터에서성황리에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총 26개국 1,321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예년

에 이어 다시 한 번 국제학술대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하였다.

이번학술대회에서는“Global Collaboration in Endocrinology”

라는 취지에 맞게, 아시아 당뇨-비만 연구회(Asia-Pacific

Diabetes and Obesity Study Group) 및 미국내분비학회

(The Endo Society)와협력하여세계적인석학들과함께보다

폭넓은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와 함께, 

학회 최초로 튀니지 내분비학회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제교류의장을확대하였다. 주요프로그램구성에서는학회

박성우 회장의 강의와 갑상선, 골대사 및 비만 분야의 3개

기조강연이열렸고총 7개분과의분야별 58개의심포지엄및

최근흥미로운주제에대한meet the professor 강의가있었

다. 또한, update on clinical practice와같은보다다채로운

프로그램을통해, 임상적으로주요한내분비질환에대한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기초 및 중개연구 심포지엄을 통해 최근

연구동향을공유할수있었다. 이뿐아니라, 작년에이어영양

및간호분야에서의내분비질환의관리에대해서도다루어져

높은호응을얻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함께개최한심포

지엄을통해내분비질환의빅데이터분석에대한소개가있었

다. 총 105편의 포스터 전시와 85편의 구연발표가 있었으며

국내 연자뿐 아니라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폭넓게 참가하여

활발한토론의장이마련되었다. 

학회 개회와 함께 시작된 presidential lecture에서는 박성우

교수의 비타민 D와 대사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

이다루어졌고, 첫째 날기조강연에서는Weiping Teng 교수

의 요오드 섭취와 갑상선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과 Jane

B. Lian 교수의 조골세포 분화의 전사 조절을 후생 유전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강의가 많은 관심 속에 발표되었다. 아시아

당뇨-비만 연구회(APDO)에서는 30여 명의 분야별 석학들을

모시고 대사질환 관련 기초연구의 최신 지견들을 소개하였

으며활발한질의응답을통해보다격상된국제학회의묘미를

경험할수있는시간이었다. Plenary lecture와주요심포지엄

은예년과같이동시통역시스템으로준비하여국내연구자및

일부 아시안 참석자들에게도 언어에 큰 문제가 없도록 배려

하였다. 

둘째날기조강연에서Philipp E. Scherer 교수는지방세포의

생리 및 병리적 변화와 기능에 대하여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시간이었다. 

오후에 진행된 Highlight of Endo에서는 전 미국내분비학회

회장인 William F. Young, Jr.의 인사말과 함께 다섯 분의

연자가내분비주요질환전반에걸쳐최근연구동향및개정

된최신지견에대한발표가있었다. 

특히이번에심포지엄에초청된여러교수님대부분이각분야

의대가라할수있을정도로매우우수한강사진이었는데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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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참석자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Meet the

professor를 준비해 주신 아시아의 여러 교수님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교수들로자신의연구분야에뿐만아니라아시아및

세계를리드하는그룹으로성장하시는분들로구성되었다. 대만

Tjin-Shing Jap 교수의열정적인강의는매우인상적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사장님과 회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께서

학술대회를 잘 준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 학술위원들의

많은도움으로작년에이어국제내분비학술대회가잘치러졌다

고생각된다. 이러한큰첫걸음을통해서울국제내분비학술대회

가아시아를대표할수있는국제학술대회로발돋움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더욱 더 많이 참여해

주기를이자리를통해부탁드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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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ENDO
송도경- 이화의대목동병원

ICE/ENDO 2014 참관기

ICE/ENDO 2014는2014년6월21일부터6월24일까지미국

시카고 McCormick Place에서 열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평소에 관심 많았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강의와 시카고 시내

구경으로유익하고도즐거운시간이었다.

강의는 기대했던 대로 다양하고 흥미로웠다. Obesity,

Glycation & Links to Insulin Resistance in Polycystic

Ovary Syndrome/PCOS: Evaluation and Follow-up for

Metabolic Disorders/AMH as a Marker of Prepubertal

Sertoli Cell Function/Personalizing Diabetes

Management/Mechanisms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in Diabetes & Obesity/Hypopituitarism:

Recognition, Work Up and Management/The

Reproductive Neuroendocrine System Comes of

Age/Difficult Insulin Cases in Type 2 diabetes mellitus

등강의는다양한내분비-대사질환에대해다루어졌다. 

점심시간에는주로포스터발표와구연발표가있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시차 적응이 안되서 이 시간에는 무척 힘들었다. 본원

에서는“Genome-wide association study identify the

new susceptibility loci for polycystic ovary syndrome”

이라는제목으로초록을제출하였고6월23일월요일오후1시

부터 3시까지 포스터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네덜란드의연구자등본연구에대해관심을가지고질문하는

사람들이많았다. 본원에서이와같은대규모연구가행해지고

있다는것에자부심을느꼈다.

저녁에는 시카고 시내 구경을 하였다. 시카고는 푸른 공원과

높은 빌딩, 그리고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인 미시간 호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첫날에는 시카고에서 유명하다는

Pizzeria Uno에서 deep dish pizza를먹었다. 피자의도우가

두껍고 고기가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 한 조각만 먹어도 포만

감을느낄수있었다. 마침숙소가까이밀레니엄공원이있어

사진으로만 보았던 Cloud Gate와 Crown Fountain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시원한 분수는 기분까지 상쾌하게 해 주었다. 

미시간호에서는오리도볼수있었다. 일요일저녁에는 John

Hancock Center 95층에 위치한 Signature Lounge에 올라

가시카고야경을보았다. 곧게뻗은도로과높은건물이장관

이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Chicago river 근처에서 해산물

요리를먹었다. 20층까지가주차장이라고하는원통형의빌딩

Marina City와유람선은또다른볼거리였다. 

01 02 03

01.시카고강

02.밀레니엄공원

03. John Hancock Center에서

내려다본시카고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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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회답게여러나라사람들을만나서좋았다. 마침월드컵

경기가 있는 기간이어서 학회장 내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월드컵경기를관람하기도하였다. 또 작년 APDEC에서

만났던Prince of Wales Hospital의내분비내과전임의선생님

Kitty K.T. Cheung을다시만나서반가웠다. 

비가오고안개가자욱한날도있었지만, 시카고에서의4박5일

은 다양한 강의와 볼거리로 최고였다. 해외학회에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본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매일

맛있는 저녁을 사주시고 끝까지 친절하게 챙겨주셨던 이혜진

교수님께도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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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미시간호

05. Cloud Gate

06.학회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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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2014 참관기

올해의 ADA Scientific session은 지난 6월 13~17일에걸쳐

샌프란시스코의Moscone center에서개최되었다. 개인적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13년 미국내분비학회 이후 두 번째

경험으로 지난 방문이 무척 인상적이었기에 방문 전부터 큰

기대를하고있었다.

금년도ADA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았다. 이번ADA의첫날

은Meet-the professor session으로, 본인의경험상ADA에

서 해당 프로그램을 자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어

흥미로웠다. 임상적인내용을학회에좀더반영하려는노력에

의한것으로생각되었는데, 해당세션은국내연구자에게크게

새로운내용을다루고있지는않았다.

올해의 presidential lecture는 Elizabeth R. Seaquist 교수

가 진행하였는데, 지난 2006년 이후 미국 연구비의 감소에

따른차세대연구인력의연구역량저하및독립적인연구활동

개시연령이점차고령화되는것을우려하였으며, 학회에서좀

더많은연구자가지속적으로연구활동을수행하고, 이를통해

지속적인 연구비 수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천명

하였다.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 Banting medal은 Toronto의

Daniel J. Drucker 교수에게돌아갔는데, 그는‘Deciphering

Metabolic Messages from the Gut Drives Therapeutic

Innovation’연제의 수상 기념 강의를 통해 GLP-1 및 각종

위장관 호르몬에 대한 평생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보여

주었다. 

올해의 Outstanding Scientific Achievement Award는

Joel K. Elmquist 교수에게 돌아갔는데, 그는 Claude

Bernard Was Right--Brain Control of Glucose

Homeostasis라는 기념 강연에서 뇌하수체 등 중추신경계가

비만및포도당대사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성과를집대

성하여보여주었다. 

개인적으로매우재미있었던강의는Kelly West Award 수상

기념강연으로진행된 Joslin center의 Andrzej S Krolewski

교수의 강의였는데, 강의 제목이 Time to Retire

“Microalbuminuria”--Early, Progressive Renal Decline

Is the New Paradigm으로, 코호트등록자료를이용한임상

정보와 환자들의 오믹스 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에 관한 것으로 무척 흥미

있었다.

이외에도중요한이슈를다룬여러

강의가 계속되었으며, 마지막 날

오전까지도‘Are the New

ACC/AHA Guidelines for

Lipids Appropriate for

Diabetes?’세션과 같이 주요

임상이슈에대해참가자들의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포스터 및 구연

발표장에서도연구결과에대한전

세계 연구자들의 열정적인 토의가

계속이루어졌다.

전시장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R&D 비용에 감소와

관련된 듯, 예년보다 업체의 전시포스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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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다소줄어들고, 새로운신약이나, 의료기기의업데이트

가주춤한인상을받아개인적으로아쉬웠다. 또한, Moscone

center가 총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다음 강의를 위해 많이

걸어다녀야했던점, 그리고등록이늦어숙소와학회장간의

거리가다소멀고, 교통이불편했던점이아쉬웠다.

그래도 이번 ADA에서 본인은 두 개의 연제를 발표하여 연구

성과를 전 세계의 연구자와 나누었으며, 대한내분비학회의

여러 교수님과 나파밸리의 와인을 기울이며 다양한 주제에

걸친많은이야기를통해학문적영역을넘나드는다양한주제

에대한깊이있는가르침을얻었다. 이는단순한연구아이디어

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지혜를 배우는

기회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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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대한당뇨병학회춘계학술대회

제27차대한당뇨병학회춘계학술대회가2014년5월8일부터10

일까지부산벡스코에서열렸다. 이번학술대회에는2개plenary

lecture와 다양한주제의 11개 심포지엄이있었으며, 그 외에도

대한미토콘드리아연구의학회 및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와의

joint symposium, 당뇨병기초연구에대한최신의연구발표와

심도깊은토론이있었던in-depth symposium, 임상에서해결

하기어려운문제들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들어보는meet the

experts, 교육위원회와홍보위원회가각각주관하는심포지엄들

이열렸고, 164편의포스터가전시되었다. 

Plenary lecture에서는 금요일 오전에는 성균관의대 박성우

교수가비알코올성간질환의새로운임상적, 분자생물학적병태기

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토요일 오전에는 서울의대

장학철 교수가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in Korea:

similarity and dissimilarity라는제목으로한국인임신성당뇨병

환자에서장기간추적관찰한임상적, 유전적특성에대한연구

결과를발표하였다. 

심포지엄들은 크게 1)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2)

diabetic complications, 3) epidemiology and genetics, 4) islet

biology, 5) integrated physiology/obesity, 6) clinical

nutrition, 7) behavioral medicine/education/self-care 등의

7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1)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주제에 대해서는 두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SGLT2 inhibitor, GPCR, NF-KB, salsalate, 새로운인슐린등

제2형당뇨병의새로운치료타깃에대한강의가있었으며, 두번

째세션에서는최근큰관심을받고있는주제인‘적극적인생활

습관교정이제2형당뇨병환자에서심혈관질환의위험을줄이겠

는가’, ‘고중성지방혈증은치료가필요한가’에대해Pros & Cons

형식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2) diabetic complications 

주제로는세세션이진행되었으며, 첫번째세션은심혈관합병증

의새로운치료타깃에대한, 두번째세션은당뇨병성신증치료의

최신지견에대한강의가있었다. 세번째세션은당뇨병성신경병

증의현황, 새로알려진기전, 약물치료및당뇨발의혈관수술적

치료에대한강의가있었다. 3) epidemiology and genetics 세션

에서는 제1형 당뇨병의 새로운 자가항체, monogenic diabetes,

제2형당뇨병에서whole exome sequencing, 이식후당뇨병에

서아디포넥틴등에대한유전자연구의최신연구결과들이발표

되었고, 4) islet biology 세션에서는 베타세포 기능에 대한

cannabinoid 1 수용체, orexin, melatonin 등의역할, 베타세포

기능 이상에 대한 miRNA 연구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을 보여

주었다. 5) integrated physiology/obesity 세션에서는metabolic

homeostasis에대한새로운기전들의최신지견들을보여주었고,

6) clinical nutrition 세션에서는 2014 ADA 식사요법 권고안, 

당뇨병과비만에서음식섭취에따른대사변화, 간헐적절식효과,

생활습관 지침에 대한 순응도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7)

behavioral medicine/education/self-care 주제로는두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당뇨병교육자협회에서

제안한일곱가지self-care behaviors에대한리뷰가있었으며,

두번째세션에서는인슐린주사법과저혈당관리에대한강의가

있었다. 이외에도대한미토콘드리아연구의학회및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와공동으로개최한joint symposium에서는젊은기초

연구자들이대거참여하여방대한유전정보를임상질환에적용

하는 네트워크 활용 방법론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으며,

in-depth symposium에서는 energy balance에서 nuclear

receptor의 역할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Meet the experts”에서는 managing common diabetes

comorbidities라는 제목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에서 개최되어 지방회원과 좀더친밀한

교류를하였으며, 당뇨병에대한다양한주제에대해최신의심도

깊은지식을공유하고의견을나누는의미있는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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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학회2014년춘계학술대회를마치고

2014년 4월 19일(토)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대한비만학회

제40차춘계학술대회가열렸고, 교수및전문의, 연구원, 영양사,

학생들을포함한총375명이참석하였다. 

대한비만학회 학술이사이신 김민선 교수님의 개회사 및 프로

그램소개를시작으로총 10개심포지엄, 2개의기조강연및2

개토론회가있었다. 

오전에는비만에서 inflammasome, metabolic endotoxemia,

adenovirus 36 등을 포함한 염증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한

인자및염증과대사의 interplay, 최근유행한간헐적단식과

체중조절, 식품선택과 식품 선호를 포함한 식이, 청소년기의

인슐린 저항성 및 FGF21를 포함한 새로운 cytokines에 대한

심포지엄이있었다. 또한, 운동의항염증효과및운동과미토

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에 대한 강의 그리고 비만 교육자 자격

제도토론회가있었다. 

오후에있었던Nikhil Dhuandhar 교수의human adenovirus

type 36의 E4orf1단백질의 항비만효과에 대한 기조강연과

Dongsheng Cai 교수의 NF-kappaB를 통한 뇌하수체의

염증조절를통한대사증후군및노화의조절에대한기조강연

은매우흥미로웠다.    

오후에는비만수술보험적용어디까지왔는지에대한토론회

가 있었고, 이후 이어서 새로운 항비만제의 타겟으로 구약의

재탄생인 phenermine/opiramate복합제, locaserin,

tenofensine, oxyntomodulin 및 항염증작용을갖는식품과

스트레스및비만과의연관성에대한심포지엄이있었다. 매년

춘계 비만학술대회에는 전문의 및 전공의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하지만, 최근 영양 및 운동, 기초연구자 및 연구원들을

포함하여다양한분야의사람들이참석하고있고, 질의응답및

포스터 발표가 증가하고 있어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연구 및 강의로 학술대회

를빛내주신연자분들과하루종일참석하셨던많은선생님및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께

감사의말씀을전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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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분비학회제12회전임의연수강좌를마치고

2014년 7월 4일(금)~5일(토)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내분비대사분과전임의선생님들을대상으로연수강좌가열렸

다. 올해 내분비대사분과전문의 시험을 치른 30명의 3년 차

선생님들과 1, 2년 차 선생님들을 모두 포함하여 총 118명의

전임의선생님들이참석하였다. 

금요일첫세션에는뇌하수체분야로“Pituitary stalk lesion:

classification, diagnosis, treatment and follow up”,

“Preoperativ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pituitary

tumor and TSA”, “Postoperative care of pituitary tumor”

에대한강의가있었는데, 각각연세의대이은직교수, 서울의대

신경외과김용희교수, 가천의대김병준교수가폭넓은경험을

바탕으로뇌하수체종양의진단과수술, 이후의치료에대해서

까지잘설명해주었다. 이어진갑상선세션에서는연세의대영상

의학과김은경교수가“Cytologic results of thyroid nodules

with sonographic correlation”, 서울의대 박영주 교수가

“Medullary thyroid carcinoma and RET gene”, 경북의대

핵의학과 안병철 교수가“Radioactive iodine therapy for

thyroid cancer”에대한강의를해주었다. 점심식사후에는우리

학회간행이사를맡은성균관의대이원영교수가“논문작성법”

이라는제목으로특강을해주셨는데, 논문작성에대한내용뿐

만아니라우리학회지에대한홍보까지해주었다. 두번째특강

에서는 울산의대 융합의학과/영상의학과 김남국 교수가

“Megatrend in medicine”이란제목으로, 급변하는의료에서

의신기술들을소개해주었다. 이어진오후세션은당뇨병에대

한 것으로, 경북의대 이인규 교수의“Pathophysiology of

diabetic complication”, 고려의대 김신곤 교수의“제2형

당뇨병약제의심혈관안전성평가의의의와문제점”, 서울의대

조영민 교수의“How to address multiple pathophysiological

abnormalities in T2DM?”, 전북의대박태선교수의“Evaluation

and management of diabetic neuropathy”강의가있었다. 

금요일 모든 강의가 끝난 후 한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였다. 작년 야외에서의 식사가 더

분위기가좋았다는의견이많아, 날씨만문제없다면다시야외

식사를 고려하면 좋겠다. 저녁 식사 후에는 울산의대 김태용

교수의 진행으로 학회 임원들과 전임의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있었다. 이번에도대부분전임의선생님들이저녁식사

와 친교의 시간에 참석해 주었고,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어서

“친교의시간”을성황리에마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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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골대사 세션에서는 성균관의대 민용기 교수가“골다

공증 약제들의 치료 반응 monitoring과 non-responder의

치료”, 전남의대 정동진 교수가“장기간 골다공증 약제 사용

으로 인한 합병증 및 그 대책”, 원광의대 김하영 교수가

“Phosphorus related disorder”를 강의해 주었다. 마지막

부신/성선/기타 세션에서는 CHA의과학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유은경 교수가“Disorders of pubertal development”, 연세

의대 핵의학과 조응혁 교수가“Nuclear medicine and

endocrinology”, 한양의대 이창범 교수가“Medical and

surgical treatment for obesity”, 대구가톨릭의대 손호상

교수가“Work-up of hyperaldosteronism”이란 제목으로

강의해주었다. 모든 강사가실제적이면서도재미있는강의를

해주어, 전임의선생님들뿐만아니라참석하신임원들의눈을

사로잡는시간이되었다.

지면을 빌어 참석했던 전임의 선생님들과 물심양면 도움을

주셨던 이사장님, 총무이사님과 부총무님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셨던 임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매년

아쉬운것은전임의선생님들의질문이거의없어항상일방적

인 강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강의 주제들은 물론 상호작용이 가능한 강의들로 연수강좌가

준비되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전임의 연수강좌에 참석해주신

모든선생님께감사를드린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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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학회이슈- 국내

제12회전임의연수강좌

뜨거운여름을나는지혜는

기적을부른다

뛰어가는사람이있다. 피해가는사람도있다. 포기하는사람도있다. 그리고원망하는사람도있다. 하늘에서내리는비를두고

하는말이다. 여름 장맛비는급하다. 몰아치듯다가와서거친큰소리로하늘을울리고땅을때린다. 뜨겁게달궈지고갈라진

마른대지의아픔을메우기라도하듯, 성마르게다그친다. 보이지않게하늘로올라간물방울의힘들이시원한빗줄기로쏟아지

면사람들은기쁨으로환호한다.

1959년미국여배우케롤베이커와007의주인공을맡았던로저무어주연의영화‘기적(奇蹟, Miracle)’이라는영화가있었다. 

스페인수녀원에서있던테레사수녀는나폴레옹전쟁에서부상을입은영국군장교를치료하던중영국군장교마이클과사랑

에빠져수녀복을벗어놓고야간잠행을한다. 그러자수녀원의성모상이하룻밤새에홀연히잠적한기적과함께그후로마을은

3년동안비가내리지않아폐허가된다. 그사이수녀원을떠난테레사는집시에섞여결혼을하지만그녀를가운데놓고형제간

에칼부림이일고살인이일어나떠난다. 그리고또다시사랑한투우사역시그녀에게승리의환호를보내는순간, 소에받혀

죽게되고그녀가사랑하는사람마다죽는비극을맞는다. 그리고마침내어렵게운명적으로재회하여영국군장교마이클과

결혼을하지만다시전쟁에휩싸여영국군에복귀한마이클을위해테레사는세속의평탄한길과천국으로의좁고험난한길에

서고뇌를�하게되고, 간절한기도로계시를청한다. 전쟁에서마이클을살려달라고온몸을바닥에대고간절하게기도하는

순간, 마이클은기적적으로전쟁포화속에서생명을구하고, 수녀원으로그녀가다시돌아간그곳에는성모마리아가다시제자

리에자리를잡고, 3년만에단비가내리는‘기적’이일어난다.

중학교때이영화속에서사랑하는남자를살려달라간절히기도하는테레사수녀의모습에흠뻑빠져나는영화를또보고또

보았다.

하나님앞에서모든것을내려놓고가장낮은곳에서온몸으로기도를드릴때, 기적은일어난다. 

기적은간절함이자, 구원이자, 생명의은혜다. 기적은믿음에대한하나님의답변이다. 

어쩌면기적의신(神)은하늘위에있는것이아니라나자신(自信), 자기스스로의큰믿음에있는지도모른다.

거세게내리는여름장맛비를피할수도있고, 원망할수도있다. 

하지만시련과고난이내자신의기적을위한또하나의준비라면, 

믿고기다리며작은일에감사하고기도하는것이

현명한이가뜨거운여름을나는지혜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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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강동구에위치한경희대학교의과대학의부속병원으로2006년 6월개원하였다. 현재본관

지상14층, 별관지상3층의약800병상을갖추고있으며양·한방협진센터는물론내분비대사센터, 심장혈관센터,

중풍·뇌질환센터, 여성의학센터 등 질환 및 장기를 중심으로 여러 진료과가 하나의 전문센터로 구성되어 운영

되고있다.

내분비대사센터에는내분비대사내과와내분비외과가같이있으며, 내분비대사내과에는현재정호연, 안규정, 정인경,

황유철4명의교수와조인진1명의임상강사및3명의전공의가진료와교육및연구를병행하고있다. 내분비대사

센터내에는외래진료실, 당뇨병합병증검사실, 당뇨병교육실, 영양교육실, 갑상선초음파실, 임상연구실, 기초

실험연구실등이있어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비만, 대사증후군, 뇌하수체질환, 부신질환등내분비질환의

모든분야에걸쳐진료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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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활동

•당뇨병클리닉•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센터 내에는 외래진료실, 당뇨병

합병증검사실, 당뇨병교육실, 영양교육실이한공간에있어당뇨병

환자에게 진료-교육-치료-합병증 관리가 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뇨병 합병증 검사실에서는 말초혈관 합병증 검사, 말초

신경병증검사, 망막검사, 경동맥초음파검사, 자율신경검사등을

한번에받을수있는검사시스템을갖추고있어당뇨병환자들이

합병증에대한관리를보다편리하고신속하게받을수있다. 환자

들이 당뇨병을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당뇨병 교육실에서 전문

코디네이터 1명이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회 무료로 집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4시간 전화 상담을 시행하여 병원과 환자 간의 거리를 줄였

다. 또한, 본센터에서는매년당뇨병환자걷기대회를열어당뇨병

환자들의치료에대한자발적이고적극적인동기부여를하고있다.

•갑상선클리닉•

갑상선기능이상에대한진료는물론, 최근진단율이높아지고있는갑상선결절에대한검사를위해내분비대사센터내의갑상선

초음파실에서내분비대사내과의료진이갑상선초음파및세침흡인검사를외래내원당일에이루어지도록시행하고있다. 갑상선

암환자의경우내분비대사센터내의내분비외과의료진과유기적인협의진료를통하여수술및술후관리가이루어진다.

당뇨병집단교육

당뇨병환자걷기대회모습

영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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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클리닉•

본센터에서는골다공증의검사및진료를하루에one-stop으로받을수있으며, 골절과같은합병증발생시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타과와긴밀한협의진료가이루어지고있다.

•교육활동•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차례

회기동에위치한경희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내과와텔레컨퍼런스를통하여함께다양한증례와최신저널에대해공부하고토의

하는시간을갖는다. 또한, 2011년부터매년‘전공의를위한Endocrinology board review’를경희대학교병원내분비대사내과와

함께 개최하여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전공의들이 내분비내과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

•연구활동•

임상연구실에서는3명의임상연구원이다양한임상연구진행에도움을주고있다. 또한, 지난 2005년부터보건복지부지정제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KNDP)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와 함께 한국인에게 적합한 당뇨병의 치료 및

관리지침을연구중이다.

기초실험연구실에서는4명의연구원과함께골다공증및당뇨병의치료및예방을위한병리기전에대하여동물실험및분자생물학

적인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합병증검사실

해외연수기ㅣ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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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바에서개최된제36회

이탈리아내분비학회를앞두고연구소에서

이탈리아로 연수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많은

교수님께서 조금은 의외고 놀랍다는 반응들을 보이셨다.

성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연수지로서 익숙

하지만, 의학분야에서는 매우 생소한 곳이다 보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연수지역을 결정할 때 자녀

교육도중요한요소이기에아내의반대또한심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탈리아

파도바대학교(University of Padova) 병원과 내분비내과

연구소에서 부신종양 연수를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 지난

연수시절을 돌아보니 가족과 함께한 이 시간은 인생에서

꿈같은한때였으며, 인생의 2막이시작되는새로운전환점

이었다는생각이든다. 언젠가유럽이나이탈리아로연수를

가게 될 미래의 내분비내과 후배들을 위해 연수준비과정

부터현지에서의생활까지연수기를전해드리도록하겠다.

1. 비자준비부터체류증발급까지

2012년 4월 춘계내분비학회에 이탈리아 파도바대학교의

Franco Mantero 교수가Primary aldosteronism 연자로

한국을방문하였다. 한림대학교는 2010년부터파도바대학

교와교류협정을체결하고교류를시작하였으며, Mantero

교수는 양교의 교류에 중요한 보직을 담당하고 있었다. 

학회직후Mantero 교수와한림의대학장이신내분비내과

최문기 교수, 의료원장, 그리고 내분비내과 주임교수의

저녁식사가있었고, 그자리에초대를받게되었다. 파도바

대학교를포함한유럽지역의부신질환, 특히부신종양연구

가주요화제였고, 국내에는부신질환관련연구자가많지

않으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들이 오갔다. 부신

질환과의인연은이렇게시작되었다. 이후몇차례Mantero

교수와이메일을주고받으며연수를준비하였다. 

해외연수기

이탈리아파도바대학교연수기

류옥현

한림의대춘천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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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준비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동반 가족의 비자발급

문제였다. 이탈리아의 경우 비자의 종류는 학생비자와

노동비자 2가지로매우단순했다. 노동비자라면동반가족

의비자도함께발급되지만, 연수의경우본인에게만학생

비자가발급된다. 연구프로젝트에참여해서급여를받는다

는증명서가없다면학생비자로발급되므로, 먼저이탈리아

로 입국해 체류증을 받은 후 가족을 초청하면 가족결합

비자를발급해주겠다는대사관측의연락을받았다. 아내로

부터혼자갔다오라는불만이이어졌다. 비자관련문제를

Mantero 교수에게 상의 드렸더니, 현지에서 체류증을

받을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입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릎 쓰고 가족 가운데

혼자 유학비자를 신청하였다. 거주할 집은 파도바대학교

국제교류팀에서 대학과 연계된 레지던스를 물색해 계약해

주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월세로 계약해 집을 사용할 때,

2~4년 정도의장기계약을요구한다. 1년 남짓한연수기간

이라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편리하게 지내는

데최선의선택이었다. IB World School 인증을받은국제

학교(English International School of Padova, EISP)가

파도바에 있어, 아이들 입학신청을 미리 마쳤다. 3개월

단기연수로 파도바대학교 병원에 다녀온 신경과 선생님

으로부터이탈리아에서의생활(인터넷접속, 은행거래, 현금

인출, 휴대폰 사용, 보험가입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병원 이외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독학으로 이탈리아 공부를 시작했지만, 어학 실력은

늘지 않았다.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이탈리아 어학원에 등록해야 했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워

이탈리아 첫걸음이라는 교육방송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였

다. 이탈리아어는라틴어에근간을두고있으며, 스페인어와

유사해서스페인사람과통역없이대화할수있다는사실은

연수를마칠무렵에야알게되었다. 제2외국어로스페인어

를배웠던사람이라면말배우기가좀쉬울수도있을것이다.

파도바에 도착한 후 대학 측의 도움을 받아 체류증 신청

서류를작성하였다. 파도바대학에는외국인학생과연구자

의정착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잘마련되어있으며, 인터뷰

시에도담당직원이동행해서통역을맡아주었다. 체류증

신청 1개월 후 가족들은 가족결합 체류증 신청서를 제출

했다. 그런데이과정에서서류에문제가발생해서인터뷰

날짜를다시잡게되었다. 입국 3개월이지난후에도가족

들의 체류증은 진행 중이었다. 아이들 방학을 맞아 인접

국가로 여행을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대학

담당자의헌신적인도움으로인터뷰후보름만인 8월초에

가족들의체류증을손에쥘수있었다. 

2. 연수기관소개

파도바는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Veneto)주에 속해 있으

며, 오페라로 유명한 베로나(Verona)와 물의 도시인 베네

치아(Venezia) 사이에있다. 도심과외곽지역을합쳐거주

인구는 40만 명 가량이며, 파도바대학교 학생 수만 6만

5천명에달하는대학도시이자문화예술의도시이다. 파도바

대학교는문헌상으로1222년에설립된이탈리아에서두번째

로 오래된 대학교이다. 대학교 초기에는 법학과 신학만이

개설되었지만, 의학교육도비교적초기부터이루어졌다고

한다. 대학의전성기인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이탈리아뿐

만 아니라 알프스 이북의 전 유럽과 영국에서도 유학을

왔으며,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파도바대학교는 근대적인 해부학교육의

발상지라고할수있다. 16세기파도바대학해부학교실에

재직한 Andreas Vesalius는 인체해부학에관한도해서를

출간하였으며, 생리학과 병리학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William Harvey, Giovanni Battista 같은의학자를배출

하는 등 18세기까지 유럽 의학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탈리아대학종합평가에서거의 10년간수위를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의과대학과 병원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일찍부터 외국 대학과의 교류에 힘써 왔으며 유학생이나

연구자들을 초청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의과대학은우리나라처럼6년제이며, 대학병원은크게내과

부와 외과부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며, 1년 후 원하는 과에 지원하여 전공의로 5년간

근무하게 된다. 내과부의 경우 세부분야로 분과화 되어

있지만, 전공의는 6개월간 타 분과에서 수련하며, 이후

기간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에서 근무하게 된다. 본인이

연수한 내분비내과는 임상연구뿐만 아니라 Semeiotica라

는 연구소가 있어 translational research를 병행하고

있었다. 특히, Acromegaly, Cushing syndrome, Adr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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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Autoimmune disease, Thyroid disease,

Osteoporosis에대한임상연구를활발하게진행하고있으며,

이와 관련된 translational research를 병행하고 있었다.

초청자인 Mantero 교수는 연세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내분비내과의 director이자, ENSAT(European Network

for the Study of Adrenal Tumor)의 창립멤버로서,

adrenal tumor 분야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미국내분비

학회의 임상진료지침인 primary aldosteronism의 진단, 

치료guideline 제정위원으로왕성하게활동하고있다. 

3. 이탈리아생활

4월초밀라노공항에도착해베네치아행기차를타고파도

바로 향할 때 차창 밖 멀리 눈 쌓인 알프스 산맥(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의 알프스를 돌로미티라 부른다)은 병풍처럼

서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와 위도가 같은 이 지역에는 이미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니 놀랍기만 했다. 여름철은 35∼40도 정도로

무더웠지만, 습도가낮아서그늘에들어가면견딜만한날씨

였다. 가을에는눈부시도록청명한하늘을경험할수있으

며, 한겨울에도기온이영하로떨어지는날은매우드물다.

그러나 12월부터 1월까지 보슬비가 자주 내린다. 날씨만

보면우리나라보다감히살기좋다고말할수있다. 이탈리아

북부는이탈리아산업과경제의중심지로이탈리아내에서

제일 부유한 지역에 속한다. 그렇지만 유럽의 경제위기가

이 지역까지 파급되어 대학의 재정이 삭감되고 병원의

병상운영규모도많이축소되었다고한다. 도시에서구걸

하는사람들을목격할수있지만, 치안은잘유지되고있어

일상생활에서 어떤 위험도 느끼진 못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북부지역의 이탈리아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혈질의이탈리아사람들과는다르다. 한국사람보다소심

하다는 인상까지 받았다. 작은 상점이나 관공서에서 영어

로의사소통이안되는곳이많다는점은불편했다.  

베네토주의 주도인 베네치아에는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기차로 30분가량 떨어진 파도바 지역에는 소수의

유학생외에한국교민이거의없다. 베네토주는한국과산업

및 문화교류가 활발하며, 2013년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01.오스트리아할슈타트에서

02.이탈리아지역알프스인돌로미티국립공원에서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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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조각가협회장의전시회가열렸다. 인근베로나에는

매년여름오페라축제가개최되는데, 2013년은오페라축제

100주년이 되는 해로 원형경기장(Arena di Verona)에서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오페라 선율을 즐길 수 있었다. 베네

치아리도섬에서는매년8월말에서9월초에베네치아국제

영화제가 개최된다. 2012년에는 김기덕 감독이‘피에타’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자동차로 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인류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숨 막히도록 아름

다운돌로미티국립공원에도달할수있고, 서너시간거리

에는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등중부및동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들을 마주할 수 있다. 주변에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캠핑장도 많고, 도로 어디서든 캠핑카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7~8월에는 3~4주씩 휴가를 떠나는 사람

도많으며, 문을닫는상점이많아, 도시는한산하다. 파도바

도심에는 이탈리아 가톨릭 교회의 유명한 성지 가운데

하나인 성안토니오성당이 있으며,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프레스코화또한유명하고, 연중다양한문화행사와공연이

이어진다. 

이탈리아 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품질좋은쌀이생산되고, 식재료도한국만큼다양

하다. 여느 나라처럼 차이나타운이 있어, 이탈리아 시장에

서 구입할 수 없는 한국 식재료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중국인과 일본사람들이 운영하는 스시집이나 중식당도

제법많아고국에대한향수를조금이나마달랠수있었다.

피자, 파스타, 리조또, 커피, 젤라또의 본고장이며, 포도주

(vino) 또한매우저렴하다. 

국제학교에다니는아이들의90% 가량은이탈리아아이들

이며, 북유럽이나중국출신아이들도일부있었다. 학생의

대다수가 이탈리아학생이다 보니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탈리아수업과 쉬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아이들의 표정은 매우 맑고,

순수했다. 공부에 지치고 학원에 찌든 한국의 아이들과는

너무달라한편으로아이들에게미안함마저들었다. 

4. 연수내용

처음에계획했던연수기간은6개월로짧아초기4개월간은

Cushing’s syndrome, Acromegaly, Adrenal tumor,

Osteoporosis 관련 임상진료를 주로 참관하였으며, 기간

연장후후반 6개월은Adrenal tumor 관련된기초연구에

참여하였다. 

1) 임상연구

- 뇌하수체질환(Acromegaly, Cushing’s disease)

파도바대학교가 속해있는 베네토(Veneto)주의 모든 뇌하

수체 관련 질환, 특히 Acromegaly, Cushing’s disease 

환자들이 의뢰되는 진료센터로, Scaroni 교수와 Boscaro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질환에는 각각 300가량의

환자들이 코호트로 관리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연구가진행되고있다. 특히, 기존치료에반응하지않는

Acromegaly 환자에게 Pasireotide 라는(somatostatin

03.이탈리아 조각가 Novello

Finotti와 함께(Scultori a

confronto: Novello Finotti

e Kim Young-Won)

04.파도바에 전시된 김영원

조각가협회장작품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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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ue로 somatostatin receptor 5에 선택적 작용) 

신약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Cushing’s

disease 환자에서 수술적 관해 후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로 DDAVP 검사법(DDAVP 투여 후 ACTH가 증가

하면재발위험증가)의유용성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있었

다. 국내에서경험하지못했던다양한뇌하수체관련환자

와다양한검사법, 그리고새로운약물치료제들을경험할

수있었다. 

- 부신관련질환

이탈리아 전역에서 Primary aldosteronism, Cushing’s

syndrome, Adrenal tumor 등부신관련환자가의뢰되는

최대센터이다. 부신질환의진단과관련해서Adrenal vein

sampling이 1년에 100회 이상 시행되고 있으며, 외과-

영상의학과-병리과-내분비내과 간의 Interdepartment

conference (Adrenal club)를 진행하며, 환자를진단하고

치료를결정한다. Mantero 교수는부신종양관련유럽연합

내 공동연구모임인 ENSAT를 주도하고 있었다. 현재

ENSAT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신종양관련 연구를

선도해가고있는그룹가운데하나이다. 

2) 기초연구

교수별로 실험실과 연구원을 보유하고 basic research를

수행하고있었다. 본인은Mantero 교수연구실에배속되어

부신종양관련 cell line(H295R cell와 SW 13 cell)과 환자

의종양조직검체를이용한연구를경험하였다. 

- Adrenal tumorigenesis에관한basic research 진행

Adrenal tumor 발생에 있어 Wnt/beta-catenin

signaling의역할에대한연구들이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adrenocortical carcinoma 환자들에 대한 tissue bank를

운영하고 있었다. adrenocortical tumor/carcinoma 환자

들의 조직을 이용하여 immunohistochemical study를

진행하여 normal adrenal gland에 비해 adrenal

carcinoma 환자에서 N-cadherin의 발현이 감소하고,

beta-catenin 발현이증가함을확인할수있었다. Adrenal

tumor/carcinoma 환자의 20%에서 CTNNB1((beta-

catenin gene) mutation이 발견되었다. 후속 연구로

beta-catenin 발현 증가 시 동반되는 gene의 발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microarray 연구를 진행하여 Wnt/beta-

catenin signaling 활성화시발현이증가하거나감소하는

target gene을 screening 하였다. Wnt/beta-catenin의

target gene은잘밝혀져있지않기때문에adrenocortical

carcinoma에서 발현이 감소하는 N-cadherin을 adrenal

cancer cell line인 SW13 cells과 H295R cells에

transfection시켜 beta-catenin의 발현이 감소하는지

polymerase chain reaction, western blotting을 이용

하여확인하였고, adrenal carcinoma 신약후보물질의효능

을세포수준에서확인하였다. 

연수기를마치며

진료참관시환자들을영어로설명해주었던전공의Filipo

Ceccato, Chiara Sabbadin, 부신종양과원발성알도스테론

증 환자진료에서 스승이 되어 주었던 Maria Verena

Cicala, Mantero 교수, 기초실험에대한경험이없던나를

실험의세계로친절히안내해준Beatrice와Loris, 뇌하수체

질환과 신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 Scaroni 교수, 

파도바에체류하고생활하는데도움을주었던파도바대학교

의Eriselda와Chiara, 파도바대학교로연수를갈수있도록

다리가 되어준 의료원장님과 내분비내과 최문기 교수님,

유형준교수님, 아이들과남편뒷바라지하느라이탈리아에

서도고생했던아내에게감사의말을전한다. 그리고아주

일천한경력이지만부신-내분비고혈압연구회를발족하고

출발하는데 도움을 주신 내분비학회의 선후배 교수님들께

깊은감사를드린다.

연구소에서의마지막날 Scaroni 교수, Beatrice, Loris, 그리고내분비내과전공의

들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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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History：
당뇨병- 마지막이야기

김주영

동수원병원

요즘 짧은 진료 경력이나마, 당뇨병 환자들을 보며 드는 생각이‘참, 살아간다는 건 대단하고 힘든 일이며, 사람

들이살아가는모습은정말다양하구나.’하는당연한이치다.

누구든 살아가면서 피해갈 수 없는 통과의례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따라 일상이 흔들리고,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도따라흔들린다. 중년의환자는부모님의사망으로, 노년의환자들은배우자의사망으로홀로남겨진할머니가

무서움에 잠 못 이루다가 혈당이 오르기도 하고, 또는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가 늘 건강식을 챙겨주던 배우자의

부재로 혈당이 오른다. 딸의 결혼식을 잘 치러주고 싶은 마음에 결혼식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하시다가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 입원하시게 된 중년 여성(끝끝내 퇴원을 고집하셔서, 결혼식 전일 밤에 외출형식으로 퇴원하였다가

결혼식 이후 재입원하였다!). 경사스러운 아들의 시험합격 소식에 기분 좋게 친구, 친지들 모임이 잦아지다가

혈당이 상승하기도 하고, 70대 노인이 전신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은데 외출을 부득불 주장하여 이야기를 들어

보면 20년 전돌아가신부모님의제사라고하는경우도요즘같은스마트세상에도분명히있는일이다.

20대 딸의 당뇨병으로 식이요법 때문에 외래에서 늘 모녀가 옥신각신하는 보호자가 어느 날 눈물 바람으로 진료

실로 뛰어온다. ‘딸 친구들은 요즘 하나씩 결혼하는데, 우리 딸 결혼은 할 수 있나요?’하고 말이다. 타인의 수많

은인생의무게들을엿보게된것같아힘들기도하고, 가끔은내전공이무엇인지나도헷갈릴때가있다.

도무지 혈당이 잡히지 않아서 필시 야식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단정 짓고 있던 환자는 몇 달 후에야 겨우

투잡족임을 고백해서, 결국 공복혈당 상승의 원인이 밤잠을 자지 않고, 낮에 잠깐 눈 붙이면서 생활하셨던 것이

어서 죄송했던 환자도 있었었다. 당뇨 상담을 와서 진료 상담 후, 검사를 처방하였더니, 상담 때는 멀쩡한 것

같았는데작은소리로내게속삭인다‘신을모시고있어서부정하게바늘로찌를수가없다.’고말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늘 진료실 좁은 방에만 있는 필자에게‘본의 아니게’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게 해준

당뇨병에대한마지막이야기를해보려고한다.

역시나당뇨병의역사에서빼놓을수없는것은인슐린의발견에대한이야기일것이다. 인슐린발견의서막은1889년

독일의 두 과학자 Josef von Mering(1849-1908)와 Oskar Minkowski(1858-1931)는 개에게서 췌장을 제거하는

수술을시행하였는데수술후동물은소변으로당을분비하였고본질적으로사람에게나타나는급성당뇨병증세를

나타내어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있다는 가설을 가능하게 하여, 이후 연구자들로 하여금 췌장과

당뇨병의관련성을입증하기위한연구의기반을마련하였다. 이후수많은연구자가장기추출물요법(organotherapy,

Brown-Sequard’s treatment - 갑상선 저하증에서 갑상선 추출물을 치료로 사용하거나, 성불능 남성에서 고환

추출물을치료로사용하는요법)의일환으로췌장추출물을사용하여당뇨병을치료하기위한많은시도가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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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실패하였고, 과연당뇨병의원인이췌장이맞는지에대한회의론마저나타나기시작했다. 

1908년베르린의사Georg Ludwig Zuelzer(1870-1949)는이가설의증명에거의성공하였는데, 이전의연구자들과

다른것은췌관을결찰하여외분비선을퇴화시킨후, 췌장추출물을제조하여처음에는당뇨병에걸린개에게시도

하여놀랄만한혈당강하에성공하였으며이후소의췌장추출물을정제하여죽어가는당뇨병성혼수환자에게투여

하였다. 처음에는혈당강하에성공하는듯하였다가이후동반된고열로환자는매우고통스러워했으며, 결국췌장

추출물의대량생산은불가능하였기때문에췌장추출물투여중지후환자는사망하였다. 이놀라운연구는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의발발로Zuelzer 징집으로인해중단되었다. 몇발자국만더내디디면되는상황에서한사람의힘으로

어찌할수없는전쟁으로인해좌절된그의연구가참으로안타깝다. 

1920년 어느날캐나다의 Tronto 대학의생리학교수였던 40대중반의 John James Rickard Macleod(당시그는

캐나다의 탄수화물 대사에 관련한 대가였다)가 그의 고향인 Scotland로 휴가를 떠나려고 하던 중, 20대의 사실상

생리학에대한경험이전무한젊은정형외과의사Frederick Grant Banting(1891-1941)이등장하였다. 젊은열정적

이었던 Banting은 췌장추출물을사용한당뇨병치료에흥미를느끼고, 그를 설득하려하였지만이미그보다훨씬

숙련된 연구자들에 의한 여러 실험에서의 실패를 알고 있었기에 Macleod는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젊은의사의열정에반했는지어찌했는지그는그가휴가중인동안Banting에게작은실험실과몇마리의개, 그리고

그를도와줄생리학과학생을빌려주기로하였다. 이런우여곡절끝에연구의기회를얻게된Frederick Banting은

학생이었던Charles Best와함께개의췌장추출물을주사하여심각한당뇨병에걸린개를70일간생존시켰다. 

처음에는이러한결과에의문을품었던Macleod도후속실험에서도동일한결과가나오자이결과의중요성을인정

하고이후에는이추출물의정제에주력하게된다. 이후생화학자인Dr. Collip이연구에합류하면서, 인슐린을사람

에게투여가능할정도로정제가가능하게되어, Banting과Best는스스로이추출물을투여해보았고(!), 저혈당으로

인한어지러움과위약감을느끼긴하였지만, 다행히다른이상징후는보이지않았다. 1922년1월당시14세의당뇨병

에걸린어린소년인Leonard Thompson(1908-1935)에게최초의인슐린이투여되었으며, 거의죽기직전까지갔던

소년은인슐린치료이후급속하게급속히호전되었으며

이후, 치료지원자들에게도비슷한호전을보였다. 이후

기적적인 추출물‘인슐린’에 대한 뉴스는 전 세계에

들불처럼 퍼져나갔으며, 1923년 인슐린 발견에 대한

공로로 Banting과 Macleod는 노벨상을 받았는데, 

존경스럽게도인슐린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토론토

대학에무상으로양도하였다.

최초의 인슐린 개발의 수혜자였던 Leonard Thompson(1908-1935)은 인슐린 개발 이전에 제1형 당뇨병 환아들의

일반적인생존기간인1~2년을훨씬넘겨생존하여, 27세에폐렴으로사망전까지13년이넘는기간동안인슐린치료

를 받았다. 이후, Banting의 관심은 항공의학으로 향했고, 전투기 조종사의 고도 비행 중 발생하는 신체의 생리적

변화에대해연구하기위해설립된캐나다공군소속연구실의수석연구원으로몸담다가, 항공복기능시험을위한

비행에서의엔진고장으로추락하여안타깝게도50세에사망하였다.

이렇게당뇨병에대한병인에서인슐린의발견까지를끝으로당뇨병에대한이야기를마무리짓고, 다음소식지에서

는또다른이야기로찾아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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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EnM 29권2호에서는총4편의종설과6편의연구논문이게재되었습니다. 

먼저, 경북의대박근규교수님께서“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Fibroblast Growth Factor 21 Expression”라는제목

으로 비만,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 치료의 promising targets 중의 하나인 FGF21 transcription factor pathway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화여대 류인균 교수님께서“Neurocognitive Changes and Their Neural Correlate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라는 제목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지장애를 포함한 neurocognitive

complications이 증가하는 기전과 neuroimaging studies에 대해서 리뷰 해주셨습니다. 서울대 김재범 교수님께서

“Regulation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via MicroRNAs”라는 제목으로 adipogenesis에서 microRNAs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Seiji Fukumoto 교수님께서“Diagnostic Modalities for FGF23-Producing Tumors in

Patients with Tumor-Induced Osteomalacia”제목으로 tumor-induced osteomalacia 환자에서 FGF23이 증가하는

것을 이용하여 systemic venous sampling으로 FGF23을 측정함으로써 tumor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해주셨습니다. 

원저는총 6편이게재되었습니다. 먼저, “Genetic Analysis of Multiple Endocrine Neoplasia Type 1 (MEN1) Leads to

Misdiagnosis of an Extremely Rare Presentation of Intrasellar Cavernous Hemangioma as MEN1”논문은MEN1

gene mutation 검사상유전자변이가확인되어MEN1으로오인하게되었던 intrasellar cavernous hemangioma 환자를

보여주었습니다. “The Biochemical Prognostic Factors of Subclinical Hypothyroidism”논문은불현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예후를예측하는인자는 initial TSH와 anti-TPO antibody임을보여주었습니다. “Insulin Phosphorylates Tyrosine

Residue 464 of Tub and Translocates Tubby into the Nucleus in HIRcB Cells”논문은 insulin이 Tub의 tyrosine

residue 464를 phosphorylation 시키며, Tubby를 nucleus로 translocation 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Highly

Palatable Food during Adolescence Improves Anxiety-Like Behaviors and Hypothalamic-Pituitary- Adrenal

Axis Dysfunction in Rats that Experienced Neonatal Maternal Separation”논문은neonatal maternal separation

를경험한rats에서highly palatable food는HPA axis 기능을호전시켜서anxiety-like behaviors를좋게한다는결과를

•29권2호(6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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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습니다. “Gene Expression Regulation by Agonist-Independent Constitutive Signaling of Melanocortin-1

Receptor”논문은melanocortin-1 receptor의 functional analyses를위한 gene set 결과를보여주었습니다. “A Novel

Cytosolic Isoform of Mitochondrial Trans-2- Enoyl-CoA Reductase Enhances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αActivity”논문은MECR의 cytosolic isoform이 PPAR α와결합하여PPAR αactivity를증가시킨

다는결과를보여주었습니다. 

그외에도다양한내분비질환에대한증례가이번호에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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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28, 96-102 to Seung-Hwan Lee, Kyungdo Han, Hae Kyung Yang, Mee Kyoung Kim, Kun-Ho Yoon, Hyuk-Sang Kwon,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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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해주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 앞으로회원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인용및투고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대한내분비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7월 4일(금)~5일(토) 제12회 전임의연수강좌 서울워커힐호텔

7월 19일(토) 제13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창원파티마병원강당

8월 23일(토)~24일(일) 2014년도연구워크샵 무주리조트티롤호텔

9월 21일(일) 제40회 연수강좌 대구인터불고호텔

9월 27일(토) 제4차 교육위원회세미나 안동병원강당

10월 31일(금)~11월 1일(토) 학연산및추계심포지엄 2014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11월 8일(토) 제14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제주(장소미정)

2014년도 대한내분비학회 강원지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7월 3일(목) 제3차 학술집담회 성우리조트

9월 27일(토) 연수강좌 원주인터불고호텔

11월 10(월)~15일(토) 당뇨병주간당뇨병공개강좌(환자교육)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춘천성심병원

11월 15일(토) EGDM 강릉(장소미정)

12월 송년학술집담회 춘천(장소미정)

K•E•Sㅣ학회 및 지회소식 / 유관학회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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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대구경북지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6월 28일(토) EGDM 영남대학교병원호흡기센터강당

7월 3일(목) 심포지엄 대구그랜드호텔지하 1층 리젠시홀

7월 25일(금) 국제학술대회 경북대학교병원

11월 제1회 학술대회 미정

2014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9월 27일(토) 영남지회당뇨병교육자세미나 부산(장소미정)

11월 14(금)~15일(토) 2014년 부산지역성인당뇨캠프 수영구소재은혜의집

11월 25일(화) 부울경내분비대사학회 11월 정기집담회 서면롯데호텔

12월 16일(화) 부울경내분비대사학회 12월 정기집담회및송년회 서면롯데호텔예정

2014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대전충청지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7월 11일(금) 집담회및정기총회 건양대학교병원암센터 4 강의실

10월 12일(일) 제3회 대전충청지회연수강좌 충남대학교병원노인센터 5층대강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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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여름호

2014년도 대한내분비학회 호남지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9월 27일(토) 제23회 교육자세미나 미정

2014년도 대한갑상선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8월 29일(금)~30일(토) 2014년 추계학술대회및연수강좌 부산해운대노보텔

2014년도 대한당뇨병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7월 5일(토) 제1회 당뇨아카데미 공덕동르네상스빌딩 6층대회의실

7월 6일(일) 제20차 당뇨병연수강좌 백범기념관컨벤션홀

7월 12일(토) 제23차 당뇨병하계워크샵 서울아산병원교육연구관

8월 30일(토) 제25차 당뇨병교육자세미나 백범기념관컨벤션홀

9월 27일(토) The 5th Young Diabetologist Forum 백범기념관대회의실

10월 16일(목)~18일(토)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and Metabolism
일산킨텍스

11월 15일(토) The 13th Postgraduate course 백범기념관대회의실

12월 6일(토) 제14차 당뇨병교육자자격인정시험 미정

2014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The 3rd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9월 12일(금)~13일(토)
Metabolism & Atherosclerosis 

그랜드힐튼호텔컨벤션센터
- The 48th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Lipidology & Atherosclerosis

2014년도 대한골대사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8월 31일(일) 제17차 골다공증연수강좌 가톨릭대학교성의회관마리아홀

11월 15일(토) 제26차 추계학술대회 가톨릭대학교의과학연구원

12월 6일(토) 지방 Clinical Osteoporosis Update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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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 진
이화의대 목동병원

간
사

성 연 아
이화의대 목동병원

이
사

강 호 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위
원

김 주 영
동수원병원

위
원

김 효 정
을지의대 서울을지병원

위
원

김 경 원
서울의대 강남센터

위
원

류 혜 진
고려의대 구로병원

위
원

이 상 열
경희의대 경희대병원

위
원

정 인 경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위
원

이 병 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위
원

정 찬 희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위
원

황 유 철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위
원

조 화 영
국군수도병원

위
원

열심히일한당신, 

지금떠나라! 

큰통나무는물에뜨고, 작은동전은물에가라앉는다. 

큰통나무는동전보다훨씬무겁지만, 통나무의부피가질량보다더커서, 물의밀도1보다작기때문에물에뜬다. 

반면에동전같은경우는통나무보다무게는훨씬가볍지만, 부피가질량보다적고, 

밀도가1보다크기때문에물에가라앉는다.

1906년덴마크의수학사학자하이베르그는이스탄불에서2,200년전배가물에뜨는원리를기록한

《부체(浮體)에대하여》와같은글이수록된아르키메데스의저서《수학정리의방법》을발견하였다. 

그이후아르키메데스의문서는지난1998년익명의수집가가경매에서200만달러에낙찰받았다가, 

2011년10월16일미국메릴랜드에위치한월터스아트박물관에서열린‘아르키메데스의비밀’전시에서

대중에게처음으로공개되었다. 공개된문서에는아르키메데스가창조한이론과실험성과들로가득했다.

고대그리스시칠리아시라쿠사의왕인히에로2세는금세공사에게순금을주어신에게바칠금관을만들게하였다. 

완성된금관을받은히에로2세는은이섞인것이아닌가의심하였으나, 확인할방도가없자아르키메데스에게의뢰하였다. 

왕은아르키메데스한테왕관을망가뜨리지않고순금인지아닌지를알아내라고했다.

몇날며칠을고민하던아르키메데스는잠시그과제를젖혀두고뜨거운목욕탕에가서몸을풀며, 쉬기로마음을먹었다. 

욕조에앉아있던아르키메데스는문득욕조물이넘쳐흐르는것을알았다. 아르키메데스는사람이욕조에들어가면

물이차오르는것에착안하여물질의밀도(질량/부피)에따라비중이다른것을발견하였다.

즉, 서로다른물질은같은무게라할지라도차지하는부피가다르므로물통에집어넣었을때, 서로다른비중을가지게된다.

이것을깨닫게된아르키메데스는옷을입는것도잊고뛰쳐나와“찾았다”(그리스어: 유레카)를외쳤다. 

왕관과같은무게의금을비교한실험으로아르키메데스는금세공사가속임수를썼다는것을증명하였다. 

다면체가갖는부력에대한정리는아르키메데스의원리로알려져있다.

어느유명한물리학자는지구상의위대한발견은버스타기(Bus), 잠자기(Bed), 목욕탕(Bath)에서이루어졌다고

말한적이있다. 성공한많은사람은훌륭한아이디어는오히려그과제에대해서한걸음뒤로물러나, 

생각하지않을때떠오른다고말한다. 이것을부화(Incubation)의원리라고한다. 

자신의과제로부터휴가를취함으로써인위적인한계를걷어내고, 마침내과제를풀수있는것이다. 

비바람이몰아칠때강력한인상을주는것은천둥이지만, 일하는것은번개이다. 

의식적인생각의천둥이치고난후마음속에서사라져갈때쯤이면, 

통찰력과아이디어가번개와같이번뜩임으로등장하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