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th risk coming from multiple directions,
add on a multidimensional lipid therapy.

New TREDAPTIVEⓇ sends lipids in the right direction.

스타틴과병용시, 

2g/40mg으로유의한

개선 (P<0.001)1,a,b

TREDAPTIVEⓇ (ER niacin/laropiprant, MSD)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가족형)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

(Fredrickson type IIa 및 IIb)의 상승된총콜레스테롤, LDL-C, Apo-B 단백및 TG를감소시키고, HDL-C를증가시키기위한식이요법의

보조제입니다. 

TREDAPTIVE는 스타틴(HMG-CoA 환원효소 저해제)의 단독요법으로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스타틴과 병용투여하거나,

스타틴에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에 한하여 TREDAPTIVE를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EDAPTIVE를 투여전 및 투여중인

환자는반드시표준콜레스테롤저하식및다른비약물요법(운동, 체중감소등)을 계속병행해야합니다.

주요안전성정보
TREDAPTIVE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중대하거나 설명되지 않은 간 기능 장애환자, 활동성 소화성 궤양 질환 환자, 동맥출혈

환자는 TREDAPTIVE를 복용해서는안됩니다.2  TREDAPTIVE는 임상시험결과전반적으로내약성이우수하였습니다. 

홍조는 TREDAPTIVE의 가장보편적인이상반응이었습니다.2

처방하시기전에, 제품설명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Data from a study of TREDAPTIVE 2 g/40 mg relative to placebo. The primary end point was safety and
LDL-C percent change from baseline across weeks 12 to 24. Patients (N = 1,613; mean age: 58 years)
were randomized to TREDAPTIVE 1 g/20 mg (n = 800), nicotinic acid 1 g (prolonged-release formulation)
(n = 543), or placebo (n = 270) for 4 weeks; patients then advanced directly to TREDAPTIVE 2 g/40 mg,
nicotinic acid 2 g, and placebo, respectively, for a total treatment duration of 24 weeks.1

a TREDATIVE 각 1 정은 서방형니아신 1g과 새로운홍조기전억제제인 laropiprant 20 mg을 포함하고있습니다.2
b Patients received the following statins: atorvastatin (29%), simvastatin (54%), other statins (pravastatin,
fluvastatin, rosuvastatin, lovastatin; 17%). Nine percent of statin patients were taking ezetimibe. Baseline
values for the entire cohort were: LDL-C, 113.5 mg/dL (2.9 mmol/L) (mean); HDL-C, 50.8 mg/dL (1.3
mmol/L) (mean); and TG, 127.0 mg/dL (1.4 mmol/L) (median).1

c Mean percent change from statin-treated baseline.
d Median percent change from statin-treated baseline.

References: 1. Maccubbin D, Bays HE, Olsson AG, et al. Lipid-modifying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extended-release niacin/laropiprant in patients with primary hypercholesterolaemia or mixed dyslipidaemia.
Int J Clin Pract. 2008;62:1959–1970. 2. TREDAPTIVE 제품설명서, MS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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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 총무위원회

최신학회이슈, 내분비회원의최신저널,  

병원탐방 - 전남대호르몬연구센터

개원가에서보는내분비질환 - 제1편갑상선편

기획연제물 - 제1편일주문(一柱門)

내분비교과서출판에즈음하여...



학연산및추계심포지엄소개┃연구, 학술위원회

제32회연수강좌소개┃수련위원회

위원회소개 - 총무위원회┃정윤석- 아주의대

최신학회이슈

국내 - 대한갑상선학회┃김원배- 울산의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원종철- 인제의대

국외 - IDF-WPR Congress┃김재현- 성균관의대

EASD┃최문찬- 경희의대

ITC┃김원배 - 울산의대

ENEA┃김두만- 한림의대

내분비회원의최신저널┃전숙- 경희의대

병원탐방 - 전남대호르몬연구센터┃최흥식- 전남대호르몬연구센터

개원가에서보는내분비질환 - 제1편 갑상선편┃윤현대- 라파엘내과

해외연수기 - 미국인디애나대학연수기┃이유미- 연세의대

내분비대사분과전문의가되어...┃김상수- 부산의대

2010년도내분비대사분과전문의합격자명단

내분비교과서출판에즈음하여...┃안철우- 연세의대

기획연제물 - 제1편 일주문(一柱門) : 한국전통사찰보기

┃조보연- 서울의대

볼거리 - 영암월출산산행일기┃강무일- 가톨릭의대

- 설문대할망과 500 장군의전설이어린한라산영실에서

가을을붙잡다┃윤석기- 천안김&윤내과

먹거리 - 내게좋았던가을먹거리┃최동섭- 고려의대

최신약물소개┃김수경- CHA의과학대학교

지회소식┃대전·충청지회

유관학회행사소개┃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당뇨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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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오승준(경희의대)
프레데릭스보르성(Frederiksborg Slot)

3개의 조그만한 섬위에 세워진 프레데릭스보르 성은 프레데릭

2세에 의해 처음 세워진 이후, 그의 아들 크리스티안 4세

(Christian IV)때까지 세워진 성으로 두 세 번의 재건축이 이루

어진 고성이다. 프레데릭스보르 성은 힐레르외드 중앙에 있는

캐슬호수내 3개의 섬 위에 자리잡고 있다. 프레드릭스보그 성내의

공연장, 왕궁, 커다란 홀 등 웅장한 규모의 방과 공간과 박물관

내에는덴마크에서가장가치있는초상화들과고대미술품등을

소장하고있어, 덴마크미술역사도함께즐길수있다.

www.centrum.co.kr

수입의약품

50세이상을위한
멀티비타민

출시!

국내최초50세이상성인을위해특별히출시된멀티비타민

50세이상의건강과활력을위한필수비타민과미네랄을과학적으로함유

하루1알로간편하게복용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첨부된 "사용상의주의사항" 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상의하십시오.



2010년도 대한내분비학회

학연산심포지엄소개

금번학연산심포지엄은다채로운주제로각분야의훌륭한분들을연자로모시게되어알찬내용으로진행될예정입니다. 

첫번째심포지엄은“좋은연구를위한의료윤리와연구사업의이해”라는큰제목아래, 서울의대의사학교실김옥주교수님이,

사람을대상으로하는연구윤리라는주제로강의를해주실것이며, 이어서서울교대이인재교수님이연구자의글쓰기윤리라는

제목으로그리고세번째로는내분비연구자를위한국책연구비소개라는제목으로경북의대이인규교수님께서연구비의종류와

계획서작성등의구체적인내용을이야기해주실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내분비 종양의 진단 및 새로운 치료제”라는 주제아래, 울산의대 김민선 교수님이 The Efficacy and

safety of Pasireotide in Acromegaly and Cushing’s syndrome이라는제목으로말씀을해주실것이며, 두번째로는울산의

대장흥문교수님이Medical treatment of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라는주제로내분비분야중에서도연구가많지

않은 재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실 것이며, 세 번째 연자로는 KIST의 심태보 박사님이 Novel B-raf kinase

inhibitor 개발이라는제목으로흥미있는내용의강의가이어질예정입니다.  

오후에있을세번째심포지엄은"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in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이라는가장흥미로운

제목으로진행될예정으로가장먼저는가천의과학대학교기초의학부약리학실험실천혜경교수님이당뇨병치료제의최근

개발동향에대해서이야기해주실것이며, 이어서는 Institute Pasteur Korea에 근무하는 Gary Sweeney 박사님이 Drug

discovery in metabolic syndrome: focus on adipokines 라는제목으로말씀해주실것이며, 세번째로는LG 생명과학, 약리팀

부장으로근무하는임현주박사님이최근가장개발이활발한 DPP4-inhibitor의 하나인제미글립틴의개발사례를경구용

혈당강하제제미글립틴의연구개발사례라는제목으로실제적인경험을이야기해주실것입니다. 

마지막세션으로는최근의가장hot issue 인U-healthcare를주제로내분비분야에서U-healthcare를접목시킨최근연구

진행상황을소개하고, 향후이에대한발전방향을논의하는시간으로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로는울산의대박중열교수님이

상호연동적유헬스케어를이용한당뇨병관리및스마트케어사업이라는제목으로현재진행하고있는연구를소개하여주실

예정이며, 이어서는 서울의대 임 수 교수님이 Application of ubiquitous healthcare service using new medical

information system in elderly diabetic patients 라는제목으로역시최근연구중인국책과제를소개하는자리가될것입니다.

이어서는이분야의가장많은경험을가지고있는비트컴퓨터의안시훈팀장님이유헬스서비스현황및이슈라는제목으로

그동안의사업에대해최근의현황과문제점에대해논의하는자리가될것으로생각되며, 마지막으로KRIBB의정봉현박사

님께서 Biosensors for U-Healthcare라는 제목으로 u-healthcare와 접목된 biotechnology쪽의 가장 update 된 내용의

강의가이어질예정입니다. 

금번학연산심포지엄도예전과마찬가지로알차고유익한시간으로구성되었으며, 회원여러분들께최신의연구결과와산업체와

연구소에서진행되고있는내용을함께들을수있는소중한자리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박경수연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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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대한내분비학회

추계심포지엄소개

2010년도대한내분비학회추계심포지엄이깊어가는가을, 달구벌대구에서열리게됩니다. 11월18일(목)에서

20일(토)까지열리게되는이번행사는국내외의여러석학들을초청하여최신의연구및임상지견에대한

토론의장을마련하였습니다.

이번심포지엄에서는2개의Plenary lecture를준비하였습니다. 영국Oxford 대학의교수이며내분비내과의

주임교수인John Wass 교수는non-functioning pituitary adenoma의치료및관리에관한최신지견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국 보스턴의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의 내분비내과 과장이며, ‘Harvard

Medical School’의교수인Henry Kronenberg 교수는‘Actions of Parathyroid Hormone on Bone’의

제목으로강연을할예정입니다. 특히그는내분비내과의교과서인Williams Textbook of Endocrinology

의맨앞에기명이되어있는주저자이기도합니다. 

기존의Bone, Thyroid, Diabetes, Obesity, Aging 분야로구성된Main Symposium에서는이전과마찬가

지로해당분야의많은연구경험이있는연구자들을초대하여깊고풍성한최신지견에대한발표를준비하

였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Vascular biology 및 Vascular imaging 세션을 준비하여

최근많은이슈가되고있는분야에대한폭넓고심도있는학습과토론의장을준비하였고, 이전행사에서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던‘Meet the Expert’세션을 이번에도 준비하였습니다. Thyroid,

Pituitary, Bone, Diabetes & Obesity, Adrenal gland, Endocrine hypertension 분야의 깊고 폭넓은

경험을가지고있는교수님들을초빙하여진료현장에서경험하였던경험을공유하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Updated Clinical Guideline”세션에서는나날이변하고있는내분비질환의치료지침에

대한최신지견을소개해드릴예정입니다. 이를통해여러임상연구자및전임의, 전공의, 학생들에게최신

임상지견에대한지식을공유하고자합니다. 또한2009년춘계학회부터시작한간호사, 영양사등을대상으로

한Healthcare professional session을이번에도준비하여내분비질환에대한이해를돕고자하였습니다. 

올해로임기가끝나는학술위원회임원들은지난2년동안학회를보다활성화시키기위하여많은노력을

해왔다고자부하고있습니다. 이번추계행사에도좀더풍요로운내용을담고자많은노력을하였습니다. 

부디많이참여하셔서의견을나누고친목을도모하는장이되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직학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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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40 C room

Health care professional session Ⅰ

인슐린 주사법의 실제 김혜련, 동산의료원

당뇨인의 운동요법 김영숙, 부산 메리놀병원

당뇨병의 합병증 검사법 송복례, 서울성모병원

15:40~16:00 Coffee break

14:10~15:40

A room

Bone I - Beyond bisphosphonates (대사성골질환연구회)

Denosumab and other developing drugs L. Fitzpatrick, GSK, USA

Newly developing anabolic agents  백기현, 가톨릭의대

Newly developing (reversible) anti-resorptives 고정민, 울산의대

B room

학연산 심포지엄Ⅲ -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in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당뇨병 치료제의 최근 개발동향 천혜경, 가천의대 약리학교실

Drug discovery in metabolic syndrome: focus on adipokines Gary Sweeney, Institut Pasteur Korea

경구용 혈당강하제 LC15-0444의 연구개발 사례 임현주, LG생명과학

12:00~13:10
A room Luncheon lecture Ⅰ

B room Luncheon lecture Ⅱ

13:10~13:20 A room 개회사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13:20~14:10 A room

Plenary lecture Ⅰ

A review of current and future treatment strategies of Non-

functioning pituitary adenomas
John Wass. Oxford Univ., UK

08:00~08:40 등 록

08:40~10:10

A room

신경내분비연구회 심포지엄

Molecular targeted therapies for pituitary tumor 구철룡, 연세의대

Cushing’s disease management after surgery 김상완, 서울의대

Insulin status in acromegaly patients after sandostatin treatment 김성운, 경희의대

B room

학연산 심포지엄 I - 좋은연구를 위한 의료윤리와 연구사업의 이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김옥주, 서울의대 의사학교실

연구자의 글쓰기 윤리 이인재, 서울교대

내분비 연구자를 위한 국책연구비 소개 (연구비 종류와 계획서 작성) 이인규, 경북의대

C room

Updated clinical guideline I

Is HbA1C useful for diabetes screening, diagnosis in clinical practice? 오지영, 이화의대

The altered adrenal axis and treatment with glucocorticoids during

critical illness 
김혜순, 계명의대

When HDL-cholesterol isn't enough: assessing options for managing

residual risk
김형진, 관동의대

10:10~10:30 Coffee break

10:30~12:00

A room

신경내분비연구회 심포지엄

Multidisciplinary treatment after primary surgery in acromegaly Shozo Yamada. Toranomon Hospital, Tokyo, JPN

New insights in the management of GH deficiency 이은직, 연세의대

B room

학연산 심포지엄 Ⅱ - 내분비 종양의 진단 및 새로운 치료제

The efficacy and safety of pasireotide in acromegaly and Cushing’s syndrome 김민선, 울산의대

Medical treatment of 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 장흥문, 울산의대 종양내과

Novel B-raf kinase inhibitor 개발 심태보, KIST

C room

Diabetes & obesity I - hepatic insulin resistance

Hepatic insulin resistance vs. peripheral insulin resistance 최철수, 가천의대

간조직과 말초 인슐린감수성 조직 사이 communication 이대호, 제주의대

Hepatic insulin resistance의 치료 김철희, 순천향의대

11월 19일(금) - 학연산 및 추계심포지엄(대구인터불고호텔 1,2층-컨벤션홀, 클라벨홀, 카멜리아홀, 무궁화홀)

시간 강의실 강의제목 연자/소속

시간 강의실 강의제목 연자/소속

16:00~17:30
A room

무궁화홀
별관2층

Thyroid I - Graves ophthalmopathy (갑상선분과회) 

Current perspective on the pathogenesis of graves' ophthalmopathy Hiromatsu Yuji, Kurume Univ., JPN 

실험적 치료 윤진숙, 연세의대 안과

안과 수술적 접근 최희영, 부산의대 안과

16:00~17:30

B room

학연산 심포지엄Ⅳ - U-healthcare in endocrinology

상호 연동적 유헬스케어를 이용한 당뇨병 관리 및 스마트케어 사업 박중열, 울산의대

Application of ubiquitous healthcare service using new medical

information system in elderly diabetic patients
임수, 서울의대

유헬스 서비스 현황 및 이슈 안시훈, 비트컴퓨터

Biosensors for U-healthcare 정봉현, KRIBB

C room

Health care professional session Ⅱ

Diet, inflammation, and diabetes 손정민,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내분비질환현황 및 관련요인 :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오경원,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당뇨병 연구에서의 영양유전체적 접근 채지숙, 연세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

17:30~ A room Welcome reception

07:30~08:00 A room Breakfast lecture Ⅰ

08:00~08:30 등 록

08:30~10:00

A room

Thyroid Ⅱ - Thyroid cancer (갑상선분과회)

Epigenetic dysregulation in thyroid cancer Tetsuo Kondo, Yamanashi Univ., JPN

18F-FDG uptake and biological markers in thyroid cancer 김인주, 부산의대

갑상선 암세포를 이용한 암전이 연구 모델 구축 김태용, 울산의대

B room

Bone Ⅱ - Anabolic signals: parathyroids and IGFs (대사성골질환연구회) - English session

Role of ephrins in the regulation of bone formation S. Mohan, Loma Linda Univ., USA

Parathyroid hormone and Wnt pathway in bone 이유미, 연세의대

Hypoparathyroidism and GCMB 이시훈, 가천의대

C room

Meet the expert Ⅰ

DM & obesity 우정택, 경희의대

Adrenal 최동섭, 고려의대

Endocrine hypertension 이문규, 성균관의대

10:10~10:20 Coffee break

10:20~11:10 A room
Plenary lecture Ⅱ

Actions of PTH on bone H. Kronenberg, Harvard Univ., USA

11월 20일(토) - 추계심포지엄(대구인터불고호텔 1, 2층-컨벤션홀, 클라벨홀, 카멜리아홀)

시간 강의실 강의제목 연자/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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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득수련이사

2010년도 대한내분비학회

제32회연수강좌소개

무더웠던여름이지나고이제제법선선해져가을의정취가물씬합니다. 11월21일(일) 제32회연수강좌(개원

의연수강좌)가대구에서열립니다. 이번연수강좌는개원의들이가장흔히접하는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

공증분야에한정해서집중적인강의와토론을계획하였습니다. 17개의주제를경험이풍부한23명의연자와

좌장분들이수고하시어평소개원의들이궁금해하는문제들을명확하게밝혀줄것으로기대합니다.

특히갑상선질환과당뇨병은슬라이드강의를비교적간략하게진행하여개원의들에게개괄적인지식을전

달하고평소개원의들이임상에서궁금해하는실제적인포인트를좌장의주도하에여러전문가들이패널토

의형식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패널토의는개방적인방식을도입해청중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

할예정입니다. 

골다공증진단기기와혈액검사지표들의의의와최신지견을통해골다공증검사의원리와방법들을소개하

고골다공증치료경험이풍부한중견대학스텝을통해가장간단한것부터복잡한임상증례를경험할수있

도록준비했습니다.

갑상선질환은갑상선기능저하증, 항진증, 그리고갑상선결절에서실제환자의진단및치료에있어가장중

심이되는포인트들을짚어주고실제증례와연결할수있도록계획하였습니다. 흔한내분비질환들중갑상

선질환은개원의들에게있어가장경험이적은분야중하나라고생각됩니다. 이번연수강좌에는현재우리나

라에서갑상선질환을주로진단하고치료하는리더들이대부분참여하였으므로개원의들이갑상선질환의

기본과최신경향을두루습득할수있으리라기대합니다.

그동안연수강좌의구성이당뇨병의약제, 치료, 합병증에대해주로이루어져왔으나이번연수강좌에서는

이에더하여당뇨병의원인, 분류, 혈당변동등중요하지만그동안간과되어왔던분야를포함하였습니다. 개

원의들이이러한이론적바탕을습득하고이에기반하여당뇨병을관리한다면보다효과적인혈당조절과합

병증예방의실효를거두리라예상됩니다. 변화무쌍한의학의흐름에최신지견을빨리습득하는것도중요하

지만기초가튼튼해야새로운지식도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을것입니다.

학회및의료계가모두어려운시기이지만평생의교육을통해환자들에게더나은진료를제공하는것이인

간의생명을다루는의사의본분임을생각하며이번연수강좌가내분비질환을다루는일선개원의들에게큰

도움이될것임을믿어의심치않습니다.

15:10~15:40 A room
특강

갑상선결절의 진단 및 치료가이드라인 이가희, 원자력병원

15:40~17:10

A room

Vascular imaging - Imaging of atherosclerosis (혈관내분비연구회)

MRI imaging of atherosclerosis 허용민, SIRIC

Peptide probe-based targeted imaging of atherosclerosis 이병헌, 경북의대

CT imaging of atherosclerosis 최병욱, 연세의대

B room

Aging and endocrine change

Aging, sarcopenia and diabetes 박석원, CHA의과학대학교

Aging and osteoporosis 오기원, 성균관의대

Aging and changes in somatotropic axis 김동선, 한양의대

C room

Meet the expert Ⅱ

Bone 민용기, 성균관의대

Pituitary 변동원, 순천향의대

Thyroid 송민호, 충남의대

17:10~17:40
A room

Dinner lecture

17:40~ 폐회사

10:20~11:10 A room
Plenary lecture Ⅱ

Actions of PTH on bone H. Kronenberg, Harvard Univ., USA

11:10~12:40

A room

Diabetes & obesity Ⅱ - Stem cell therapy in diabetic vascular complications

Mesenchymal stem cell therapy for lower extremity ischemia 김병수, 서울공대

혈관내피 전구세포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권상모, 부산의대

Stem cell therapy in ischemic cardiovascular disease 임도선, 고려의대 심장내과

B room

Vascular biology (혈관내분비연구회)

Intravenous endothelial-like cells differentiated from mesenchymal

stem cells accelerate reendothelialization in balloon-injured rat 
황기철, 연세의대

Homing and differentiation of endothelial progenitor cell 박정애, 연세대

Establishment of endothelial stem cells from embryonic stem cells 고규영, KAIST

C room

Updated clinical guideline Ⅱ

Guidelines on management of primary aldosteronism issued 김상수, 부산의대

Current issues guidelines on hormone therapy 김성훈, 울산의대 산부인과

Endocrine emergencies - thyroid storm, myxedema coma, DKA, and
adrenal crisis 

류옥현, 한림의대

12:40~13:50
A room Luncheon lecture Ⅲ

B room Luncheon lecture Ⅳ

13:50~14:20 A room Presidential lecture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14:20~15:00 A room 2010년도 남곡학술상 시상 및 발표

15:00~15:10 A room 2010년도 국내/외 학술상, 하반기 국제학회 지원금 수상자, 우수연제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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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는대한내분비학회의다양한사업의운영과관련한제반업무를담당합니다. 총무위원회는학회제반업무를

조정및통괄하는총무이사1명, 일반회계업무를담당하는재무이사1명, 실무를담당하는4명의부총무로구성되어있

습니다. 이사장및회장을보좌하여학회의회무를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결의사항을충실히실행하며학회의사업이

원활히진행되고학회가한단계더도약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총무위원회의주업무로는먼저정기총회(년1회), 정기평의원회(년2회), 고문위원회(년2회), 정기이사회(년6회), 산

하분과회및연구회회무를준비하고기록을합니다. 학술위원회와공동으로춘, 추계학술대회를준비하고사전에장소

를답사하여학술대회가잘진행되도록돕게됩니다. 또한국제협력위원회와공동으로국제학회참석진행및준비를합

니다. 그리고각위원회의활동상황을파악하고위원회간의가교역할을충실히담당합니다. 이를위해부총무4명이10

개위원회에나누어소속되어있습니다. 각위원회의예산집행상황을파악하고제안사항을이사회에전달하는것도총

무위원회의역할입니다. 이밖에학회후원사와의회의주재, 회원의경조사항관리, 회원회비등재정관리, 내규및세

칙의개정, 회원자격의심사및각종공문접수및발송을담당하고있습니다. 

이사회, 각위원회, 그리고회원들간의보다친밀한소통과융화를위해총무위원회는항상고민하고있으며앞으로좀

더나아진모습으로학회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위원회소개

총무위원회 정윤석

아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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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00 A room Breakfast lecture Ⅱ

08:00~08:25 등 록

08:25~08:30 A room 개회사 대한내분비학회 회장

0088::3300~1100::1100

A room

골다공증의 진료

08:30~08:50 1. 골다공증 진단 기기의 최신지견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08:50~09:10
2. 골다공증 관련 검사

(골대사지표, 칼슘, 비타민D, 호르몬 및 기타)
오기원, 성균관의대

09:10~09:30 3. 골다공증 치료 약제의 최신지견 김덕윤, 경희의대

09:30~09:50 4. 골다공증 환자 진료와 약제 처방 실제 증례 정윤석, 아주의대

09:50~10:10 질의, 응답 및 토의

10:10~10:30 Coffee break

1100::3300~~1122::3300

A room

갑상선질환(항진증, 저하증, 갑상선종, 결절)의 치료

10:30~10:40 1. 갑상선 혈액검사 설명 김태용, 울산의대

10:40~10:50 2. 항진증 치료에 필요한 지식과 포인트 김보현, 부산의대

10:50~11:00 3. 저하증 치료에 필요한 지식과 포인트 신동엽, 연세의대

11:00~11:10 4. 갑상선종과 결절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필요한 지식 임동준, 가톨릭의대

11:10~11:20 5. 갑상선의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들 최영식, 고신의대

11:20~11:35 6. 갑상선의 어려운 증례 이해하기 강호철, 전남의대

11:35~12:30 질의, 응답 및 패널 토의 좌장 및 패널리스트: 강사 6인

12:30~13:30 A room Luncheon lecture Ⅴ

1133::3300~~1155::0000

A room

당뇨병의 진단, 혈당조절, 인슐린 투여, 합병증 예방

13:30~13:40 1. 당뇨병의 원인적/임상적 분류와 자연경과 최경묵, 고려의대

13:40~13:50
2. 공복/식후혈당, 당화혈색소 및 혈당변동
(Glycemic excursion)

김형진, 관동의대

13:50~14:00 3. DPP4억제제와 GLP-1 유사제 최신지견 김경아, 동국의대

14:00~14:15 4. 경구용 약제 시작, 선택, 추가, 조합 및 변경 김재현, 성균관의대

14:15~14:30 5. 인슐린 주사의 시작, 선택, 활용 및 주의점 남홍우, 국립중앙의료원

14:30~14:45 6. 신경병증의 평가와 관리방법 및 약제처방 김대중, 아주의대

14:45~15:00 7. 당뇨병환자의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제처방 김혜순, 계명의대

15:00~15:20 Coffee break

15:20~16:20 A room 질의, 응답 및 패널 토의 좌장 및 패널리스트: 강사 7인

16:20~16:30 A room 폐회사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

11월 21일(일) - 제32회 연수강좌 (대구인터불고호텔 2층-컨벤션홀)

시간 강의실 강의제목 연자/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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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차추계학술대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신현호, 회장: 이현철, 학술이사: 최동주) 제

40차추계학술대회가“Obesity and Atherosclerosis”라는주제로2010년 9월

10일~ 11일, 일산킨텍스(KINTEX) 에서개최되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는우리나라의경제사회적발전에따른생활양식및식생활패턴의변화에의한

성인병발병예방과치료를위하여지질대상의이해에초점을맞추어기초및

임상의학과, 영양및운동등의여러학문영역의전문가들이1990년지질연구회

를구성한이후1991년제1차춘계학술대회개최를시작으로매년춘계와추계,

2회씩학술대회를개최하고있다. 

제40차추계학술대회는총5개의심포지엄과3개의Plenary Lecture로구성되어2일간진행되었다. 특히대사증후군-이상지

질혈증의현황과대책을위해특정질병이나환자군에서이상지질혈증의특성과치료에대해다학제간의접근이논의된유관학

회토론회 세션이 개최되었다. 또한 동물모델을 이용한 심혈관질환 치료물질의 개발을 위한 실험기술에 대한 기초연구위원회

workshop이개최되었다. 

Symposium은‘Basic approach to obesity’, ‘Adipose tissue

and obesity, more in detail’, ‘Evaluation of obesity’,

‘Specific concerns for obesity’, 그리고‘Management of

obesity’에대해서총 22분의연자분들께서이번추계학술대회

에 주제인‘Obesity and Atherosclerosis’에 초점하여 비만이

동맥경화증의발생에관여하는기전및비만의평가와치료법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결과에 대해 강의하였다. 첫날 Plenary

Lectute에서는혈중HDL을증가시키기위한약물학적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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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원종철- 인제의대상계백병원

▲ 신현호 이사장

▼ 학회장 전경

대한갑상선학회추계학술대회및연수강좌

2010년 8월 20일~21일양일간에걸쳐2010년도대한갑상선학

회추계학술대회및연수강좌가부산롯데호텔에서성황리에개

최되었다. 이번학회에는약 450명이등록을하여 2008년에창

립학술대회이후학술대회중가장많은참가자를기록함으로써

날로높아가는갑상선분야에대한학술적관심을실감케하였다. 

학술대회는 금요일 오후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 반

동안두개의방으로나누어진행이되었는데, 두방에서의프로

그램을 달리하여 참가자들이 흥미를 가지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기획되었다. 대한갑상선학회는내과뿐만아니라, 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등다양한전공자들

이참여하기때문에참가자들의관심분야가다양할수밖에없

는특성을가지기때문이다. 이는갑상선학회가연합적인성격을

띤다는것의장점이기도하다. 즉, 평소에내과의사는외과적식

견이부족하고외과의들은반대의입장일것인데, 이러한서로

의단점을학술대회를통하여해소할수있기때문이다.

구연은60개, 포스터는40개의주제가발표되었는데논문의질

도상당히높아지고있다는느낌이었다. 하지만, 아쉬운점은발

표되는대부분의주제가갑상선암분야이고다른갑상선질환이

나갑상선호르몬의작용등에관한주제는매우적다는점이다.

갑상선학회참가자들의연구관심분야를다양화하는것이앞으

로학회차원에서해결해야할과제라고여겨진다. 

심포지엄은갑상선암의표현형과분자유전학적진단, 재발한갑

상선암의 치료, 갑상선 수질암의 진단과 치료, 갑상선호르몬과

지질대사등의4개의큰주제를가지고각각3-4개의심포지엄

으로진행되었고, 각분야에대한최신지견을얻을수있는소중

한자리였다고생각한다. 

이번학회에서는처음으로Meet the professor 세션을신설하

여임상적인술기및지식을전달하는기회로삼고자하였다. 처

음시작하는것이라두세션만을진행하였는데, 하나는김용기

선생님의‘갑상선염의평생관리’라는주제였고다른하나는영

상의학과백정환선생님의‘갑상선암의수술후초음파소견’이

라는주제였는데, 둘다참가자들의반응이매우좋았다. 

Plenary lecture로는미국존스홉킨스대학병리과Syed Ali 교

수의갑상선세포진검사결과를보고할때표준화된방식을이

용하자는최근의“Bethesda system”에관한발표가있었다. 현

재갑상선세포진검사결과는의사마다, 병원마다다른방식으

로해석되고보고되는문제가있으며이를통일화하는것이매

우중요한과제라고생각이되는데최근에미국에서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세포병리학자들이 모여서 consensus

statement를만들었는데이것이Bethesda system이고아마도

이것이앞으로는세계에서널리이용되는기준이될것이다. 이

에대한강의는따라서시의적절하였고매우중요한것이었다

고생각된다. 

이번학술대회에서가장중요한프로그램은개정된“갑상선결

절/암진료권고안”에대한패널토의였다. 갑상선결절/암진료권

고안은 2007년도에 대한내분비학회 갑상선분과회와 대한내분

비외과학회의공동작업으로 2006년 ATA guideline을기초로

만들어져 대한내분비학회지에도 발표된 바 있다. 최근 2006년

ATA guideline이개정됨에따라대한갑상선학회에서도기존의

권고안을수정할필요를느껴2010년도에가이드라인개정위원

회가구성되었고개정작업을거쳤다. 이를최종확정하기전의

의견수렴단계로이번학술대회에개정된진료권고안을발표하

였고, 이에대한회원들의의견교환이있었다. 기존의권고안에

서가장크게변화하는부분은아주작은결절(초음파검사소견

에관계없이0.5 cm 이하의결절)은세침흡인검사도할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이에는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이번패널토의에서도의견이수렴되는분위기였다. 최

종안은곧대한갑상선학회지에지면으로게재될예정이며이번

권고안의개정작업은원자력의학원내과이가희선생님이위원

장으로 수고하셨다. 학술대회의 맨 마지막 시간에 진행되었던

탓에참여자가적지않을까우려하였으나이는기우였으며대부

분의참석자들이패널토의가끝날때까지자리를지키는모습

을보면서, 이에대한관심이지대함을다시한번실감할수있

었다. 

학회기간중부산은실외기온이 35도를상회하는더운날씨였

음에도불구하고많은참석자들이학술대회에관심과애정을가

지고참석하여주심에감명을받았고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

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학술대회가 참여자들의 호응과 노력으

로날로번창하는갑상선학회가되기를기원하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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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갑상선학회
김원배-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대한내분비학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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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성균관의대

제8회IDF-WPR Congress

2010년10월17일부터20일까지4일동안부산벡스코에서제8

회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Western Pacific

Region (IDF-WPR) Congress 가 개최되었다. IDF-WPR

Congress는 서아시아태평양지구지역의당뇨병관련전문가

약 3,000여명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당뇨

병환자들을위한프로그램또한다채롭게준비되어함께운영

되었다. 

10월 17일에학회참가자및당뇨병환자들이참여하는5km 걷

기대회가 열리고 저녁에 Opening ceremony와 welcome

reception으로학회가시작되었다. 10월18일부터-20일까지매

일 2개씩총 6개의 Plenary lecture, 총 9개의방에서 1) Basic

science, 2) Controversies and new treatment of diabetes,

3) Education and living with diabetes, 4) Clinical diabetes,

nutrition and exercise, 5) Obesity and metabolic disease, 6)

Diabet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이라는주제로총37

개의 심포지엄과 Special lecture 1개 및 18개의 Special

symposium 등이열렸다. 또한총22개의국가에서약500여개

의포스터가접수되어이중각분야에서엄선된100여개의포스

터가구연형식으로발표되었다. 각요일별로하이라이트부분을

정리하면 18일아침에는당뇨병역학부분의세계적인대가이신

호주의Paul Zimmet이“Asia - The Epicentre of the Global

Diabetes Epidemic: Its History, Progression and

Prevention”제목으로 Plenary lecture를 진행하고오전심포

지엄은최근당뇨병치료부분에논란이되고있는아스피린치

료, 혈당변동성, glycemic control indicator 등이다루어지고,

서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당뇨병역학, 아시아인에서 당뇨병과 우

울증, 당뇨병성신경병증의진단과치료의최신지견제목의심

포지엄이 열리고, 기초분야에서는 Insulin action & insulin

resistance, Lipotoxicity and Diabetes, 체중조절의새로운기

전등의주제가다루어졌다. 오후에는당뇨병유전부분에서세

계적인 대가인 Mark McCarthy이“The genetics of type 2

diabetes: lessons learned and the challenges to come”주제

로 Plenary lecture가 열렸고 당뇨병의 유전, 서태평양지역의

당뇨병의최근이슈등이다루어졌다. 19일에는일본의Takashi

Kadowaki가 Molecular mechanism of insulin resistance

and type 2 diabetes 제목의강연이있었고, 오후에는현IDW-

WPR 회장이고인크레틴분야의세계적대가인Yutaka Seino

교수가 Evolving scientific concepts of incretin-based

therapy에대해발표하였다. 

심포지엄으로는 최근 효과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집중적인

혈당관리에 대해서 중환자실 환자에 대한 데이터와,

ADVANCE, VADT연구의 차후 분석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

고, 당뇨병환자의심혈관질환진단을위한차세대 CT, MRI 영

상기술의효과가발표될예정이다. 또한WPR 지역의당뇨병의

폭발적증가를해결하기위한Appropriate Public Action Plan

for Each Country in Western Pacific Region의 심포지엄이

예정되었다. 

20일에는당뇨병을포함한여러질환의새로운표지자후보물질

로대두되고있는miRNA에대해서중국의Zhang Chen-Yu가

Serum miRNAs: biomarkers and biological function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한국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분야 연구에

대가이신 이홍규 교수의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mitochondrial dysfunction and metabolic syndrome 제목으

로강연이있었다.

심포지엄으로는 당뇨병 예방, 인크레틴, 미토콘드리아와 당뇨

병, 당뇨병이상지혈증의새로운치료목표, WPR 당뇨병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각 국가의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

고, 소아및청소년당뇨병에대한새로운연구결과등이발표되

었다. 또한매일당뇨병환자를위한forum과당뇨병교육을주

제로심포지엄및UCC가처음으로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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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Niacin의부작용인홍조를감소시킬수있는방법으로선택

적인 prostaglandin D2 수용체 subtype 1(DPI) 길항제와

Niacin의 복합체인 Tredaptive 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NEJM 등유명한논문의저자인Philip Barter 박사(the Heart

Research Institute, Sydney, Australia)의 강의와HDL의항

염증 및 항산화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Kerry-

Anne Rye박사((the Heart Research Institute, Sydney,

Australia)의강의가있었다. 둘째날Plenary Lecture는노화

에의한동맥경화증의진행에서인슐린과포도당이관여하는기

전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Nitric Oxide의

bioavailability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 Toshio

Hayashi 박사(Nagoya University, Nagoya, Japan)의강의가

있었다.

대사증후군 및 이상지질혈증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과에서

도그심각성이대두되고있고, 다양한질환에서병인론적기전

에 관여하고 있어 다학제적인 접근과 병인론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 제40차 추계학술대회에

서는대한폐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신경과

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등여러관련전문가들이각자

의분야에서대사증후군-이상지질혈증으로인한기초및임상

적인발병기전및치료에대한최신지견을공유할수있는자리

가마련되기도하였다.

학술대회 개최 전에 기초연구위원회 workshop에서 심혈관질환 치료물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Zebrafish, mouse, rabbit, porcine등의동물모델을이용한실험방법을소개하는세션이개최되어많은연구자들이실질적인

연구기술을배울수있는자리가마련되기도하였다.

제40차 추계학술대회에서는 12개의 구연과 37개의 포스터 발표 및 전시가 있었다. ‘Best Research Awards’, ‘Clinical

Research Awards’및‘Basic Research Awards’시상을통해젊은연구자들의의욕을격려하는기회를제공하기도하였다.

가을의 문턱에서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세찬 비가 내렸던 날씨였다. 그러나 짓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산

KINTEX에많은기초및임상연구자들이한자리에모여‘Obesity and atherosclerosis’라는주제에대해‘다학제적인접근과

공유’라는체계적인학술대회에뜻깊은시간을함께할수있었던학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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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 Kerry Anne Rye ▲ Philip Barter ▲ Toshi Hayashi

▲ 유관학회 토론회
▼ 학회 이사회

국내의 의료진, 연구자, 환자등이 IDF-WPR Congress 및 걷기대회, 

자선콘서트등 약 5,800여명이 참가한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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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유럽당뇨병학회참가후기

매년노벨상을수상자를발표하는나라인스웨덴스톡홀름에서

제46회 유럽당뇨병학회 (EASD)가 개최되었다. 인천국제공항

에서런던히스로공항을경유하여스톡홀름까지는무려20 시

간이넘는장시간의비행을거쳐, 호텔에도착하였을때는20일

새벽 1시경이다되어서였다. 다음날아침학회장으로가는길

에스톡홀름의풍경은여느유럽국가와는달리, 비교적조용하

고차분한인상을주었다.

이번EASD에서는1352개의초록이선정되어연구성과들을발

표하였으며, 동시에 6개의세션이열려심포지엄과구연이발

표되어당뇨병에대한최근의연구성과들을공부할수있었다.

45차Minkowski (19세기경, 췌장을적출한개의소변에서다

량의당이검출되는것을발견하여, 췌장을떼어내면당뇨병이

발생한다는사실을발표한당뇨병연구의선구자) Lecture에서

는 영국의 Gribble 교수가“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the secretion of incretin hormones”라는제목으

로현재의incretin 치료제개발에단서를제공한연구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이후에는 Oral Presentation과 Poster

Presentation을통하여세계각국의연구자들이자신의연구결

과들을발표하고, 활발한토의를통한의견교환을하였다. 

오후심포지엄세션에서는 25th Camillo Golgi Lecture, 4th

Albert Renold Lecture와Rising Star Symposium이동시에

열렸는데, Golgi Lecture에서는 독일의 Ziegler 교수가

“Diabetic Neuropathy: The winding road from early

detection to timely protection”제목으로당뇨병환자에서발

생한 신경병증의 병태생리 규명과 발생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roadmap을제시해주었다. Albert Renold Lecture에서는일

본의Seino 교수가“The cell signalling in insulin secretion:

a story of molecular targets of ATP, cAMP and

sulfonylurea”란제목으로강연을하였으며, Seino 교수는췌

장 베타세포에서 ATP-sensitive K+ channel의 구조를 발견

하는 업적에서부터 cAMP-GEFII(Epac2)라는 단백질을 발견

하여새로운당뇨병치료제개발의Target이될수있음을역설

하여여러연구자들로부터많은관심을받았다. 

22일 수요일 오전 심포지엄에서는“Benefits of early

intensive multi-factorial therapy in type 2 diabets”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ADDITION Study(Anglo-

Danish-Dutch Study of Intensive Treatment In People

with Screen Detected Diabetes in Primary Care)의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연구의목적은잠재적인진단안된2형당뇨병

I
S

S
U

E 최신학회이슈 - 국외

EASD
최문찬- 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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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을스크리닝을통하여진단후표준치료법과강화치료

법및심혈관위험요소관리가어떠한이득이있는지알아보기

위해영국, 덴마크, 네덜란드에서기획된연구이다. 약 5년간의

관찰결과, 강화치료법이표준치료법에비해약17%의심혈관

질환발생을줄여주었으나, 통계적유의성은얻지못하였다. 하

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Population-based stepwise

screening을통해2형당뇨병을진단후초기부터표준치료혹

은집중적인관리를시작하는것이잠재적인2형당뇨병환자군

이나중에진단되어치료를시작하는것에비해심혈관질환발

생위험을현저하게줄여주는결과를보여주었다. 뒤이은발표

에서는, 현저히증가하는당뇨병환자에대한스크리닝및조기

관리의대책이강구되어야함을미국의Herman 교수(예방의학)

가역설하였다. 

이날 오후 심포지엄 세션에서도 여러 주제(Diabetic Foot,

Autoimmune Diabetes, Diabetes and Genetics, and Islet

Biology)에대한강연이동시에열렸다. Genetics세션에서는당

뇨병 발생과 관련이 있는 여러 유전자들(TCF7, GCKR,

KCNQ1, and SLC30A8)에 대한 GWA Study 과정 및 최신의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리뷰하였다.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GIANT (Genetic Investigation of ANthropometric Traits)

컨소시엄이구축이되어, 비만및당뇨병발생에대하여최근활

발한GWA Study가이루어지고있음을깨닫게해주었다. 

이번유럽당뇨병학회에서는당뇨병의기초및임상연구뿐만아

니라유전자연구까지다양한방면에걸쳐최신의연구결과들을

단시간내에공부할수있었던소중한시간이었다. 황금같은추

석연휴와 겹치는 짧은 일정 (내년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EASD

2011도 역시추석연휴와겹친다) 이었지만앞으로연구노력을

더열심히해야겠다는마음가짐을하며귀국비행길에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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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학회장인 Stockholmsmassam 전경

사진 2. 스톡홀름 시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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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는도시전체가유적이라고할수있으며각종미술관이나

볼거리들이많아학회장에계속앉아있는다는것은거의고문(?)

이라고할수있다. 필자도떠나기전부터이번이처음가는파리

여행이라서무척기대가컸고, 후회하지않기위해학회기간도

중에짬짬이시간을내어시내및시외투어를하는기회를가졌

다. 이번학회참석때처럼투어를많이한경우도없었던것같

다. 다른사람들도아마비슷한생각들을가지고있었을것이다.

학회등록인원은1,400명이라는데학회장에는사람이그리많지

않아보였다. 건물하나하나가조각작품이며도시전체가관광

명소이니, 그런유적을조상으로부터물려받았다는점에서프랑

스국민이부러웠다. 하루는프랑스대표관광지의하나인몽셍

미셀 (Mon Saint Michael) 수도원을 다녀왔는데, 오가는길에

눈앞에끝없이펼쳐지는평야와낮은구릉지는매우비옥해보

였고, 나무와풀이우거져있었다. 국토면적이우리나라의5배라

는데산이거의없으니단순비교하더라도쓸만한땅은우리나

라의 10~20배정도는되겠다싶으니그또한부러웠다. 파리의

오르셰미술관에전시되어있는명작들을감상할수있어매우

좋았고, 고호가생을마감하기직전에두달간머물렀다는, 그의

그림의배경이기도했던파리근교의작은마을인오베르쉬루아

즈는매우인상적이었다. 

학회를마치고돌아오는길은아쉬움으로가득했다. 아! 언젠가

는다시한번와서제대로파리를즐기고싶다는생각을하며…

누군가가그랬다지, 파리는아는만큼깊이사랑하게되는곳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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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세계갑상선학회

(International Thyroid Congress)

2010년 9월 11일~16일에제14차세계갑상선학회 (ITC)가 세계

적인관광도시인파리에서개최되었다. ITC는매5년마다열리

는데AOTA, ATA, ETA, LATS가돌아가며한번씩주최하며,

올해 개최된 ITC는 ETA 회원국인 프랑스에서 개최한 것이다.

필자가도착했을때파리는날씨가선선하고건조하였는데, 무

척이나긴여름에시달렸던때문인지더욱상쾌하게느껴졌다. 

이번 ITC에는 전 세계회원국들에서 약 1,400여명이 등록하였

고, 한국에서는약100여명이참석하여참가자수로도수위에속

하였고, 초록은 67개 국가에서 1,306개가 접수되었는데, 미국

153, 브라질 112에이어한국에서110개의초록을접수하여3위

였다. 다음으로개최국인프랑스107, 이태리82, 일본 71, 중국

63, 영국47, 독일47, 터키38, 아르헨티나34, 벨기에30, 스페

인 28, 이란 28, 포르투갈 27, 폴란드 24, 네덜란드 23, 덴마크

19, 그리스18, 인도18, 그리스16, 호주15, 세르비아15, 루마니

아 13, 스웨덴 13, 튀니지아 13, 캐나다 12, 멕시코 11 등이었다

고한다. 한국에서제출한초록의수는일본이나중국보다많은

것은물론이며개최국인프랑스와유사한정도였으니참가열기

가어느정도였는지짐작할수있겠다. 

학회는매일오전8시30분에Plenary lecture로시작이되었는

데이시간에는각sister society의prize lecture가진행되었다.

엄선된 주제만이 구연으로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충남

의대내과조영석교수와연세의대외과이용상교수가구연발

표를하였다. 심포지엄연자로는연세의대외과정웅윤교수가

Robot-assisted thyroid surgery에 관한 발표를 하였고,

Meet-the-expert 세션에서는 충남의대 내과 송민호 교수가

‘Cross talks in signaling pathways in thyroid cancer cells’

라는 주제로, 연세의대 영상의학과 김은경 교수가‘Neck-

imaging: which nodule should be biopsied?’라는주제로강

의를하였는데모두구름과같은청중들이모여학회장에발을

디딜틈이없을정도였다. 가톨릭의대이광우교수, 서울의대윤

여규교수, 울산의대송영기교수와필자, 원자력의학원이가희

교수등은좌장으로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많은초록이제출

되었고많은참석자가있었음은바람직한현상이지만, 질 높은

연구라 할 수 있는 구연이나 포스터-토의 주제로 선정된 것이

10여개로적다는점과, 연구주제가주로결절과암에치우쳐있

다는점이아쉬웠다.

학회도중에열린AOTA (Asia Oceania Thyroid Association)

총회에서는차기AOTA 이사회위원을 (council member) 선출

하기위한투표가진행되었는데, 처음으로참가자들의직접투표

방식으로진행되었다. 이투표에서한국의후보인송영기, 정재

훈, 송민호교수가선출되어전체 15석중한국인이3석을차지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차회 AOTA congress는 2012년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대회의 POC

chairman을현대한갑상선학회이사장이신울산의대송영기교

수가맡게되었다. 

마지막날아침에는AOTA prize lecture가있었고, 올해에는일

본의 Akamizu 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는데, 이 상은

2007년도에는충남대학의송민호교수가수상한바있다. 앞으

로도한국에서이상의수상자가계속나오기를기대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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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개선문앞샹제리제거리에서찍은단체사진은전남의대강호철선생님의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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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나선아데노바이러스벡터를이용한 GLP-1 유전자 치료의장기적인항당뇨병효과 (Long-term, antidiabetogenic

effects of GLP-1 gene therapy using a double-stranded, adeno-associated viral vector.)

Choi SH, Lee HC. Department of Endocrinology and Brain Korea 21 Project for Medical Scienc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ene Ther 2010 Aug 19.  

당뇨병은점진적인베타세포의기능부전과양의감소를초래하는인슐린저항성과인슐린분비감소가특징이다. 주된치료적관심은

베타세포의포도당에대한반응성을회복시키고인슐린분비이상을상쇄시키는방법이다. 글루카곤양펩타이드 1 (glucagon-like

peptide-1, GLP-1)은 베타세포활성을증강시키고당뇨병환자에서베타세포의포도당에대한민감성을증가시키는특징을가지나

빠른불활성화가주된단점인치료물질로서, 본 연구는 GLP-1 플라스미드의구조와분석을제시하고이중나선구조아데노연관

바이러스벡터(dsAAV)의치료제로서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db/db 비만쥐에dsAAV GLP-1을단일주사후4개월까지공복혈당의

의미있는감소를보였고, dsAAV GLP-1에감염된쥐에서인슐린과혈중GLP-1 농도의상승이관찰되었다. 이러한결과들은dsAAV

GLP-1이적은독성과세포면역반응을보이면서장기간효과적으로transgene을발현함을증명하였고, 결과적으로, dsAAV를이용

한GLP-1 치료가기존의연속정주또는일회주사치료등의대체제로서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그레이브스 병에서 메티마졸을 이용한 항갑상선 약물 치료동안 발생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좋은 예후를 나타내는 표

지자이다. (Hypothyroidism during antithyroid drug treatment with methimazole is a favorable prognostic indicator in

patients with Graves' disease.)

Choo YK, Yoo WS, Kim DW, Chung HK.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ankook University. Thyroid. 2010

Sep;20(9):949-54.

그레이브스병에서항갑상선제치료의주요문제는높은재발율이다. 임상의의완전한관해의예측인자를연구해왔으며, 항갑상선제

중단시의혈청thyrotropin(TSH)의억제상태는나쁜예후를보이나항갑상선제복용중혈청TSH 증가에대한의미는밝혀진결과가

없다. 이연구는메티마졸치료중상승된혈청TSH의농도와좋은장기예후와의연관성을연구하였다. 메티마졸을이용해처음치료

를시작하고갑상선자극항체(TSAbs)가검출되지않거나메티마졸치료를최소24개월이상시행후정상갑상선기능을보여약물을

중단한그레이브스병환자들을후향적으로연구했다. T4와함께고용량메티마졸을투여하는방법은사용되지않았다. 메티마졸치

료도중혈청TSH가10 μIU/mL 이상으로상승된40명의환자(H-TSH group)와TSH가상승하지않은환자(N-TSH group)를짝짓

기비교분석하였다. 두군간에임상적특징은비슷하였다. H-TSH 그룹에서메치마졸과관련기능저하증은일일투여량10~15 mg

로투여7~8개월후에일반적으로나타났다. 심각한갑상선기능저하증증상을보인환자는없었다. 메티마졸투여중단후6, 12, 24

개월에나타난관해율은H-TSH 그룹에서각각90.0, 87.5, 85.0이었고N-TSH 그룹에서는70.3, 67.6, 54.1이었다. (p<0.05). 결론

적으로최소2년이상메티마졸치료후정상갑상선기능을보이는그레이브스병환자들에서메티마졸치료기간동안혈청TSH 농도

의상승은장기적관해에대해좋은예후를나타내는표지자이며TSAb상태, 메티마졸치료기간과갑상선종의크기와독립적예후인

자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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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학회(European Neuroendocrine Association)

ENEA는2년마다열리는유럽학회로주제가신경내분비분야에

국한되어서인지참석인원이적은편이다. 이전개최지로는안탈

야(터키), 아테네(그리이스), 쏘렌토(이탈리아) 등이었고, 약5~6

백명 정도 인원이 참석한다. 이번 ENEA모임은 9월 22일부터

25일까지벨기에리에쥬(Liége)에서열렸고, 우리나라에서는김

성운교수가함께참석하였다. 리에쥬는Wallon 지역에위치한

벨기에동부의작은도시이지만Royal Standard de Liége라는

이름의 북유럽에서는 꽤 유명한 축구팀의 본거지로 유명하고,

벨기에 도시중에서 성장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는 곳이라고 한

다. 처음학회참가를결정하고나서참가신청을하기위해안내

장을보니안내장첫페이지에실린구조물(사진 1)에대해궁금

증이생길수밖에없었다. 

그래서다음과같은질문을먼저독자들에게던진다. 

사진속건물은어떤용도인가? 여러분의생각은? 

1) 학회장(convention center) 2) 축구경기장3) 기차역4) 시청사

정답은마지막에설명해놓겠다. 

4일동안의학회일정동안에plenary lecture(여섯), 10가지주

제의심포지움, 16가지주제에관한MTP 모임, 40편의구연및

포스터전시(140편) 등다른내분비학회와비슷한구성이지만약

간느슨하게프로그램이짜인탓에차분하게학회를즐길수있

었다. 

학회 첫 날에 유명한 Shlomo Melmed가 2010 Fondation

IPSEN Endocrine Regulation Prize를수상하였는데, 수상후

에‘Pituitary tumors - A translational challenge’란제목으

로강의를진행하였다. Shlomo Melmed의강의는내용이좋은

탓도있었지만평소와는약간다른성실한강의여서인지참석자

들의 평이 좋았다. 내용 중에 EFG 수용체 길항제를 사용하여

수술이 어려운 프로락틴분비종양이나 쿠싱병(Cushing’s

disease) 치료에사용할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주었던연구등은

매우흥미로웠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carbergoline을 말단비대증이나 프로

락틴분비종양뿐만 아니라 쿠싱병치료에 이용한 연구,

cabergoline을다른치료제와병합투여한연구결과, 최근활발

하게임상연구가이뤄지고있는pasireotide를사용한임상연구

결과(말단비대증 및 쿠싱병) 등이 여러편의 구연과 포스터를

통해깊이있게논의되었다. EU를중심으로한최근임상연구의

경향중에하나는여러가지주제로다국적임상연구가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결과중에 이번에 발표된 것은

ERCUSYN 결과이었다. ERCUSYN은European Registry on

Cushing’s Syndrome을의미하며, 2005년이후새롭게진단한

환자를 중심으로 25개국 41개 센터에서 323명을 전향적으로

수집분석한자료를발표하였다. 또SIADH 치료에새롭게사용

하고 있는 tolvaptan에 관한 심포지엄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가격이비싼단점이있지만일부SIADH 환자에게서다른치료

보다‘삶의질’측면에서보면고려할만하다는생각이들었다. 

마지막으로 정답을 알려주면, 사진에 보이는 구조물은

Guillemins이라는 이름의 리에쥬 기차역이다. 이 기차역은

2009년에 Santiago Calatrava라는세계적인건축가가설계한

건축물로이분은현재9.11 테러로파괴된뉴욕시World Trade

Center 재건에도참여하고있다. Guillemins은흰색콩크리트,

유리및철골재로이루어진아치형태의거대한지붕으로, 길이

200미터, 높이30미터에달하는구조물이고, 건축비는3억유로

이상소요된비싼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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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amycin은 돼지 췌장세포 군집의 확장과 분화를 억제한다. (Rapamycin Suppresses the Expansion and

Differentiation of Porcine Neonatal Pancreas Cell Clusters.)

Sun CL, Ham DS, Park HS, Kim JW, Cho JH, Song KH, Son HY, Yoon KH. Department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Transplantation. 2010 Jul 8. 

췌장줄기세포에있는rapamycin의역할은아직명확하지않다. 본연구는주로췌장전구조직을형성하는돼지신생아췌장세포군

집(neonatal pancreas cell clusters, NPCCs)에 rapamycin이미치는영향과rapamycin의해로운효과에대한세포내기전에대하

여연구하였다. 췌장NPCCs는단일층상에서rapamycin으로처리되었고세포자멸사(apoptosis)와증식은caspase-3 assay와H-

thymidine 섭취분석으로확인하였다. 전사인자의발현은RT-PCR과Western blot으로평가되었다. In vivo연구로돼지NPCCs는

정상누드생쥐의신장피막하에이식된후rapamycin으로처리되었다. rapamycin 처리는베타세포수와포도당자극에의한인슐린

의분비및단일층으로배양된돼지NPCCs의인슐린함유량을의미있게감소시켰다. 또한세포자멸사를증가시켰고베타세포의증식

을의미있게감소시켰다. 인슐린, PDX-1, NeuroD/Beta2, IGF-II유전자의발현이rapamycin 처리후하향조절된반면, Foxo1의발

현은역으로증가되었고Foxo1의세포질에서세포핵으로의전위가유도되었다. rapamycin처리는정상누드생쥐에이식8주된돼지

췌장NPCCs 이식편속의베타세포상대용적과절대량에있어서의미있는감소를유도했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rapamycin처리가

돼지NPCCs의확장과분화를억제하고Foxo1, IGF-II발현의변화에중요한인자임을시사한다. 

비당뇨병환자에서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이 당화혈색소와 연관하여 인슐린저항성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on Insulin Resistance in Relation to HbA1c Levels in Nondiabetic Subjects)

Ji Cheol Bae, Yong Kyun Cho, Won Young Lee, Hyun Il Seo, Eun Jung Rhee, Se Eun Park, Cheol Young Park, Ki Won Oh, Ki

Chul Sung, Byung Ik Kim.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Division of

Cardi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angbuk Samsung Hospital,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m J

Gastroenterol advance online publication 2010 July 13

당뇨병이없는건강한한국성인에대해서비알콜성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 NAFLD)의유병률을조사하고당

화혈색소에따른혈당범위별NAFLD의유병률을비교하고당화혈색소와연관하여NAFLD가인슐린저항성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

였다. 엄격한배제기준을적용한후종합건강검진프로그램에참여한최종대상자는99,969명이며, 모든대상자는당화혈색소에따라4

범주로분류하였다 (≤4.9, 5.0~5.4, 5.5~5.9, and 6.0~6.4%). 각범주에따른NAFLD의유병률을OR로평가하였고당화혈색소에

따른NAFLD와HOMA-IR의연관성을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28%(n=28,130, 남자40.2%, 여자10.3%)에서NAFLD가진단되었

고, 남자는여자보다NAFLD를가질위험율이5.83배높았다. 당화혈색소가증가할수록가장낮은범주(HbA1C<4.9%)비교한NAFLD

의위험도가증가하였다(OR 1.44, 2.62, 7.18). NAFLD환자에서당화혈색소수치가증가할수록HOMA-IR은증가하였다. 비NAFLD

환자와비교하여NAFLD환자에서당화혈색소와HOMA-IR과의연관성이증가되었으며(p<0.001), 이연관성은체질량지수등을보정

한후에도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NAFLD는당뇨병이없는사람에서도비만과다른대사요인과독립적으로당화혈색소, 인슐린저항

성과연관성이보인다.

** 분기별로 대한내분비학회회원의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논문이 있으면, 저자께서 학회로 연락을 주시면 다음 호에 내용을

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우리는하루에대략5,000개이상의광고와접한다. 이같은

광고의홍수속에마케팅담당자들이가장두려워하는것가

운데지핑과재핑이있다. TV를볼때, 광고가나오면리모컨

을이용하여다른채널로돌려버리는것을재핑(zapping), 비

디오프로그램시청도중광고나영화예고편등을건너뛰는

것을지핑(zipping)이라고한다. �

미국의유명한마케팅컨설턴트레지스멕케나는 10여년전

에「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서다음과같은내용의글을기

고한바있다. “우리는광고의쇠퇴를목도하고있다. 첫째,

지나치게많은광고들은이제광고자체에악영향을미치기

시작했다. 광고가양적으로확산되고내용이진부해짐에따

라소비자들은광고에식상하게되었다. 광고가소비자들에

게파고들려고하면할수록사람들은문을더욱굳게닫아버

리려고한다. 이런두가지요인이나타난원인의바탕에는

광고의비열하고도은밀한비밀이숨겨져있다. 즉광고란것

이아무런유익한기능을수행하지못한다는사실이다.”

광고는소비자의눈과귀를사로잡기위해기네스북의신기

록과같이끊임없이새로운것과혁신적인것을요구한다. 신

기록은같은생각, 같은방법으로는만들어지지않는다. 레지

스멕케나는변덕스런고객의지핑과재핑을사냥하기위해

실버불렛을들고등장했다. 실버불렛, 즉은제탄환(銀製彈丸)

은중세유럽의전설속에나오는“늑대인간”의가죽을뚫을

수있는유일한무기로서, 어떤일에대한묘책(妙策)이나특

효약(特效藥)을부르는말이다. 한마디로소비자들에게무엇

인가확실하게포지셔닝하기위해서는고정관념을깨야한

다는것이다.

�

옛부터인도힌두교에서는소에대한경의의표현으로‘신성

한 소(聖牛 : sacred cow)’라는 말이 전해져 온다. ‘sacred

cow’는누구에게도비난받지않을면제의특권을가진사람

이나동물혹은사물을가리키는말로, 기업이나조직에절대

로반대할수없는경영신조나조직통념또는관행을의미

한다.

다른어떤기업에비해병원만큼많은성우를가진조직도없

을것이다. 특히요즘과같은어려운상황에서최고경영자인

CEO들은실버불렛을몇발이나갖고있는지, 그리고또얼

마나정확하게목표물을명중시킬자신이있는지스스로에

게물어볼일이다.

<www.drnews.co.kr>

“실버불렛으로성우(聖牛)를쏴라”



연구소의주요연구내용

호르몬은인체의생식기능, 성장, 물질대사, 항상성유지, 식욕, 수면, 심리등대부분의인간활동에관련된다. 또한뇌, 

뇌하수체, 생식소등신체의여러장기에서분비되어각종생리적기능을조절한다. 호르몬은여러표적조직에작용하며,

여러호르몬이하나의표적조직에작동한다. 따라서호르몬계에이상이생기면인체의기능을저하시키는질환으로발전

한다. 호르몬의작용은그수용체를통해서일어난다. 따라서호르몬과수용체의상호작용에대한연구는신약개발로연

결되며여러내분비관련질환치료에사용된다. 호르몬의작용은세포내신호전달과정을거쳐세포의유전자발현을조

절하며, 이러한 호르몬 조절유전자는

질환치료의표적이될수있다. 따라서

질환 치료의 표적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유전자발현제어기술개발은중

요한내분비관련치료기법이될수있다.

또한호르몬표적기관에서의세포분화

및생리활성기전에서약물및생리대

사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내분

비질환조절기전을규명할수있다.

신경내분비질환, 당대사질환, 생식내분비질환, 골대사내분비질환, 호르몬유발성고혈압과같은질환은호르몬작용기

전에서의유사성이발견되며, 각각의질환이서로연결되어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각각에대한기초기전연

구, 표적단백질의발굴, 작용제및억제제개발은다른질환에대한연구에영향을줄수있다.

센터주요시설

호르몬연구센터는 전남대 공동실험관

6-7층과 자연대 생명과학부의 일부를

사용한다. 공동실험관에는 약 500여평

의넓이에 7개의교수연구실및실험실

이 있고, 여러가지 공동실험실, 도서실,

세미나실등을갖추고있다.

동물실은공조시스템으로청결하게유지되며, 동물장및미세주입기와같은형질전환생쥐와knock out 생쥐를생산하

기위한시설들이갖추어져있다. 저온실에는저온보관을필요로하는시약및실험재료가보관되며, 각종저온에서수행

하여야할실험을한다. 또한호르몬연구센터의벤처회사인호르몬텍에서는20여종의호르몬과각종이차전달자에대한

방사면역측정(radioimmunoassay) 서비스를수행하고있다.

전임연구교수진소개

이영철소장•서울대학교미생물학을전공하고동대학원

석.박사를졸업하였으며,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정회원으로활동하고있고,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호르몬

연구센터소장을역임하고있다.

최흥식교수•고아핵수용체구조와기능연구

전상영교수•난소여포세포의증식,분화및배란을조절

하는신규유전자탐색과기능분석연구

이귀숙교수•남성생식세포발생조절의분자생물학및

발생유전학적연구

이영철교수•호르몬에 의한 포유류 생식소 발달조절

기구연구

윤철호교수•약물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Cytochrome P450 효소를 이용한 약물대

사기능제어및응용기술연구

박희세교수•GPCR 관련치료제개발연구

강형식교수•선천성면역조절인자발굴및기능연구

소재목교수

병원탐방

국내유일의호르몬전문연구기관

‘전남대호르몬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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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의 호르몬연구센터는 1995년에 과학재단의‘우수과학연

구센터(SRC)’로 지정받아설립된호르몬의전문연구소로서과학재

단과대학으로부터매년 10억원이상의재정지원을받아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본 연구소는 확고한 연구기반을 갖추게 되

었으며 그동안 신규채용된 6명의 전임연구교수들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참여 연구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현재에는 해마

다 30여편의 논문을 수준높은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국제적인 연

구소로 성장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전임연구원들이 수주한 연구

비가 60여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본 연구원들의 연구능력과 연

구수준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소는 100여명 이상

의 외국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 (1998년, 2004년)를 광주

와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써 연구소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고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외국의 학자들에게 소개

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최흥식

전남대호르몬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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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기실에는 하이스피드원심분리기,

냉동조직절편기등공동장비가갖추어져

있다. 또한각종방사선동위원소를사용

할 수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실에는 4대

의counter가있으며, 방사선안전관리센

터를통해시설의관리,감독,교육,건강진

단, 동위원소사용및폐기가효과적으로

관리되고있다.

호르몬연구센터에서는전남대공동실험관으로들어오는각

종 고가장비들을 활용한다. 공동실험관 2층에 있는

MALDI-TOF 은단백질및핵산의분자량을분석하는장치

로극소량의단백질도분석이가능하여프로티오믹스사업

의핵심장치이다. 

실시간분석형광현미경은세포내에존재하는분자들의움

직임을실시간으로측정하는장치로분자들의이동, 분자간

의상호작용분석에매우용이하다. 그외에자동DNA 서열분석기와단백질분석장

치등이있다

센터내에는개인의실험공간이외에공동으로운영되는공동실험실이존재한다. 공

동시약실에는공동으로운영되는시약이보관되며, 시약을준비할수있도록저울,

H-미터, 증류장치가있다. 

세포배양실은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독립적인공간에존재하며, 충분한양

의세포배양기, 클린벤취, 현미경등이있으며, 6층과7층에각각존재한다. 

연구소의목표

■전문화및특성화된호르몬연구센터는 1995년호르몬연구센터설립후현재까지국내유일하게생식관련호르몬에

관한연구를집중적으로수행하여왔기때문에이미본연구소는고도로전문화및특성화되어있을뿐만아니라향후

호르몬조절을통한내분비질환의치료기전규명에전문화및특성화된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다양한질환들중호르몬특이적인조절을통한내분비질환의치료기전규명과기존의생식내분비연구에대한기술

축적및연구업적을바탕으로, 특성화된내분비계질환들을연구팀간의상호협력및보완을통해유기적이고통합적

인연구수행을하여세계적인수준의연구가용이하게도출될수있도록유도할계획이다.

개원가에서 보는 갑상선질환이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 해서 원고를 부탁받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갑상선 전문 병원의 모델

이 되고자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점들을 중심으로 두서없이 써

볼까합니다. 

대학병원근무시절, 환자들이초음파나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기위해, 검사후조직검사결과를기다리기위해, 또한치료

를위해시술이나수술을받기위해, 며칠에서몇달씩불안에떨

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확한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적절한시기에치료를받을수있도록좀더체계적인진료시스

템을만들고싶다는생각을늘해왔습니다. 교수로서의아쉬움

을접고개원을결정하면서나름대로여러가지고민도많았지

만갑상선클리닉에대한비전과환자들이1차의료기관에서좀

더손쉽게양질의진료를접할수있으리라는기대감에즐거운

마음으로준비했던것같습니다. 

갑상선클리닉에서 해부병리과 선생님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병리과 선생님의 경험과 관심도에 따라

결과가많이달라지므로수탁에주로의존하고있는개원가로서

는검사결과에따라병원의명성이나신뢰도에많은영향을받

는것이사실입니다. 이러한문제점으로개원가에서쉽지않은

인력 구성이긴 하지만 대학병원 시절부터 갑상선 팀으로 함께

호흡을맞춰온해부병리과선생님과같이근무하고있으며병리

과를자체운영함으로써당일검사결과를알려줄수있는시스

템을구축하게되었고진단정확도를높이기위해세포절편

검사 및 galectin-3를 이용한 면역세포화학염색법 등을 함께

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스캔및전신옥소스캔이가능한듀얼헤드감마카

메라와동위원소치료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방사면역측정법

을 이용하여 갑상선 기능 검사 및 자가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마카메라및동위원소시설은차폐뿐아니라

항온항습기를가동해야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감독

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몰리브덴

가격 폭등으로 경영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있지만, 전문화된갑상선진료를위해반드시갖추

어야할시설로생각됩니다. 

또한, 갑상선 진단 및 치료에 가장 중요한 초음파 검사를 위해

숙련된3명의소노그래퍼(sonographer) 와함께검사와시술을

진행하고있으며양성결절치료를위한초음파유도하경피적

레이저 치료술을 2007년 11월 보건복지부 신의료 기술로 등록

하였으며현재까지약1,000례이상의임상경험을갖게되었습

니다. 또한, 과거경험하지못했던갑상선방사균병을진단하고

갑상선수질암, 미분화암환자를자주경험하는등, 여러소중한

임상경험들을개원가에서도이어나가고있습니다. 

개원의사로 산지도 이제 4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간혹 견학을 위해

방문해주십니다. 나름대로갑상선전문클리닉으로서의입지를

굳히고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비교적 자부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원당시의열정이나초심을잊은채환자들을

소홀히 대하는 부분은 없었는지, 발전은커녕 자꾸 퇴보하고

있는것은아닌지이글을계기로다시한번돌이켜보게됩니다.

한겨울갑상선전문병원이있는일본벳부의차가운바닷바람과

멀리언덕위온천에서피어오르는하얀증기는병원의료진과

나누었던대화들처럼아직도생생하며, 레이저치료를선도하는

세계적인병원인이탈리아의작은도시를찾아갈때그고단함과

선진의료에대한감동은앞으로지속적으로배움의길을가야

할비전으로삼고살아가고싶은소망입니다. 미천하나마저의

경험이 여러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개원가에서보는내분비질환

제1편- 갑상선편 윤현대

라파엘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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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HR1)생쥐의표현형및세포분리를하여실험을시작하였다.

이모델의장점은caPTHR1을조골세포를제외하고골세포에만

표현시킴으로 해서 부갑상선호르몬이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의

근원적인발생점이어디인지를밝힐수있게한것으로첫번째

로는 골세포에서의 부갑상선호르몬 시그날이 전체 골형성 및

골재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Bellido 교수의

기존 해면골 분석에 이어 피질골에서까지 그 작용을 밝혀내게

되었다. 두번째로는뼈가내분비기관으로서분비하는FGF23이

골세포에서부갑상선호르몬의시그날에직접적으로조절된다는

결과였다. 이결과들을2009년미국골대사학회에서구연발표를

하게 되었고,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한 젊은 연구자상의 영예도

안게되었다(사진1). 나와는별도로Connexin 43에대한프로젝트를

진행하던 Nico도 수상연락이 와서 우리 모두는 매우 흥분된

며칠을보냈던기억이난다. 

내가있던교실은주임교수인David Burr를중심으로10여명의

교수가 골대사 연구를 하고 있었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나

기술적인 자문을 구했을 때 기꺼이 공유해 주어 좋은 골대사

연구환경을만끽할수있었다. 내분비내과에서도3명의교수가

골관련질환을전공하고있어서, 정기적인모임을통해서공동

연구및토의가원활하게되고있었다. 전통적으로공학분야가

강한퍼듀대학사람들과인디애나의대의정형외과나생역학연

구실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구 및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있었다. 연수초창기생활은기억이뚜렷한반면그

이후에는빛의속도로시간이지나간것같고, 지금은꿈을꾼것

마냥 2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리곤“Excuse me!”와“Hi!”를

연발해야했던미국생활을뒤로하고나는이제제자리로돌아와

있다. 바쁘게, 거칠게, 열심히돌아가는한국의분위기에익숙해

질즈음에, 연수기를의뢰받아쓰면서잠시폭우후밝게갠하

늘을보면서인디애나의아름다웠던하늘이떠올랐고, 2년간의

생활을정리해볼수있는기회를주신것이기뻤다. 아울러, 2년

간의 진료 및 교육, 행정의 모든 공백을 양해해 주시고 연수의

기회를허락하신병원과학교와특히내분비내과모든교수님들

과전임의, 전공의들께도이지면을통해다시한번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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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내과에임용되고이후많은일들을정신없이해나가다몇

년이지나갔다. 하버드의대에서선구자적으로골대사연수를다

녀오신임승길교수님이늘연구의중요성을말씀주신바도있

고, 미국에서오랜연구생활을하신이은직교수님의하루라도

더빨리깊은연구의경험을해야한다는진중한충고로연수를

가게되었다. 우선pubmed에가서, 내가관심있는분야와하고

싶은연구주제의key word를모두넣어서검색을했다. 검색해

서나온논문들의Principal investigator들을추려서내가가장

하고싶고, 하고자하는연구주제가가장잘맞는곳에가기로결

정했다. 그래서, 선택하게된곳이Teresita Bellido 교수님연구

실이다. Bellido 교수가이곳에오기전계셨던Arkansas 대학은

한기옥 교수님이 연수가셨었고 그때 같이 계셔서 좋은 말씀도

듣고해서가게되었다. 

많은분들이인디애나에있는대학이어떤구성과기원을가졌

는지 혼돈이 있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인디애나대학교는1820년에인디애나주에서처음에는인디애

나신학대학으로 시작해서 1828년 인디애나대학으로 이름을 변

경하였고, 현재블루밍턴에있다. 서부라파예트에위치한퍼듀

대학은 1869년 연방정부에서 무상 토지 불하의 수혜를 받아서

세워진대학이다. 이후1969년에주정부에서인디애나의수도인

인디애나폴리스에 두 대학의 일부 학과들을 합병하여, 의과대

학, 치과대학, 예술대학, 법학대학등을이곳에확장하여두게된

다. 이것이 현재의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IUPUI)이고, 모토는“Where impact is made”, 상징동물은

재규어이다. 1911년설립된인디애나의과대학의경우는합병후

에도인디애나의과대학으로명칭을유지하고있는것이특징이

다. 미국 전역에서 규모로는 두 번째 크기이고, 산하 20개의

교실을두고있다. 

나의소속은Anatomy & Cell Biology 교실로서도착첫날부터,

이태리에서온PhD 포스트닥인Nicoletta Bivi, 2주전갓이동해

온Bellido 교수와같이온Lilian Plotkin 교수와같이실험실에

모든시약, 기구, 기계를정리하고, 가동시키고하는그야말로실

험실을새로이정착시키는일부터시작되었다. 4명의여성과학

자가매일같이모여서시간가는줄도모르고많은토의를해가

면서누구랄것도없이궂은일, 필요한일들을해치워가면서,

매우빠르게실험실세팅을진행하면서동시에단기, 장기적으

로 이끌어 나가야 할 프로젝트들에 대한 계획 및 실험 시작을

바로해나갔다. 여성호르몬, 부갑상선호르몬과생역학적자극의

역할을주도적으로연구하면서최근몇년간골세포를중심으로

연구를해온Teresita Bellido 교수님의지도로부갑상선호르몬과

골세포 관련한 나의 연구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골세포에서

특이하게 발현되는 DMP1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Jansen's

Metaphyseal Chondrodysplasia에서와 같은 H223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부갑상선호르몬 수용체를 골세포(Osteocyte)

에만 발현시킨 DMP1-constitutively active PTHR1 (DMP1-

K•E•Sㅣ해외연수기

해외연수기

미국인디애나대학연수기 이유미

연세의대

사진1. 2009년 미국골대사학회에서 (좌측부터 Nico, Lilian, Tere, 그리고 필자)

▲ IUPUI 로고와 상징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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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내분비대사 분과

전문의 합격 통지를 받고 생애 마지막 시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뿌듯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자격증을 받을 만큼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었

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은 아마 앞으로 이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최소한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생각하니 맘이 편해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하였습니다.

지금껏 내분비학에 대해 많은 가르침으로 길을 안내해 주신

현재대한내분비학회회장님으로계신김용기교수님과본원분

과장으로계신김인주교수님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 마지막으

로늦깎이수험생뒷바라지한다고마음고생한아내와서울에서

시험치고온다며초콜릿을사주며파이팅을외쳐준큰딸아이에게

고맙단말을전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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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ㅣ내분비대사내과 분과전문의가 되어...

내분비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된 의과대학 시절,

ng/dL, pg/mL처럼 미세한 인체 호르몬의 변화에도

중대한병이생기고좋아지고하는것과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신드물지만신기한증례환자들을보고전율을

느끼며정말흥미로운학문이라고생각한것이기억에

납니다(물론지금은환자혈당이몇백올라가는것에도

눈하나깜박하지않을정도로무뎌지긴했지만). 또한,

내분비내과전임의과정을시작하던때이분야에대해

공부할기회를주신교수님들께무척감사드리며흥분

하였으나얼마지않아‘정말어렵고공부해야할것이

많은분야이구나’하며좌절했던기억도납니다. 

올해초신년계획으로분과전문의시험을준비하며지

금껏 부족하고 소홀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역시나시험때가다되어서야책을펴보고는

광범위한범위에막막한느낌을갖게되었습니다. 하지

만다행히이런수험생들의심정을잘헤아려학회에서

준비해주신전임의연수강좌를통해모든것은아니지

만내분비학의비교적다양한부분을정리할시간을갖

게되었습니다. 단지시험준비가아닌전임의연수강

좌를 통해 그동안 미흡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이해할수있게되었고앞으로좀더공부하고연구하

였으면하는분야들을생각하게해주는동기를제공해

주는유익한강좌였다고생각되며, 연수강좌첫째날

저녁, 연례학회나다른연수강좌에서는경험할수없

는소개시간을통해앞으로같은분야에서일을하게

될동료, 선후배및교수님들에게좀더가까이다가갈

수있는친목의시간이무척좋았던것같습니다. 예년에

있었다던다소목적성(?)이강한뒷풀이시간이올해에는

없어서서운하였지만, 내년에는반드시부활시켜후배

님들이전국각지에흩어져있는동료들과평소어렵게

만느꼈던교수님들과좀더가까워질수있는시간을

가졌으면합니다.

지방에있는불리한(?) 이유로평소가깝게지내던영남

지역출신 6명의선생님과함께시험이치러질분당에

하루전에도착하여호텔에투숙하였습니다. 이전내과

전문시험 치를 때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묘한 기분을

갖게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께서 적지

않은나이에극심히저하된기억력을갖고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아마 필기시험보다는 구술

시험에대한부담감이컸던것같습니다. 얕은지식으로

각분야의대가인교수님들앞에서발가벗은모습으로

서는 것 같아 자신이 없고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술시험전에 고시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교수님께서 이전 구술 시험 때 만났던 교수님을 이후

학회에서적어도1년동안은얼굴을바로볼수가없었

다는본인의경험을얘기해주셔서많은위로가되었습

니다. 실제시험에서도각구술시험방에계신교수님

들께서주어진과제에대한답변이후일부부족하거나

틀린지식에대해자상하게지적해주셨고, 잠시남는

시간에는 앞으로 내분비 전문의사로서의 관심분야와

포부등에대해서도귀기울여들어주셨습니다.

분과전문의시험을치르고내려오는기차안에서과연

내분비라는학문에대해얼마나알고있고열심히해왔

던가를 반성하고 내분비대사 분과전문의로서 앞으로

무엇을공부하고연구해야할지에대해생각하게되었

습니다. 어떻게보면통과의례라볼수있는이과정을

통해같은분야에일을하고앞으로도같이해야할동료

및선배님들을좀더알게되고, 내가과연이분야에서

어떠한모습으로살아야할지를고민하게해준일생일

내분비대사
분과전문의가되어... 김상수

부산의대

이 름 소 속

구윤희 서울내과외과

김길선 가톨릭의대

김동우 한일병원

김상수 부산의대

김선영 좋은삼선병원

김수연 H-cube병원

김원구 울산의대

김은숙 연세의대

김주영 동수원병원

김지훈 홍익병원

김진택 을지의대

김태균 인제의대

노태웅 연세의대

문성수 동국의대

박신애 가톨릭의대

박예리 산본제일내과

송민수 제일조은내과

이수형 김용기내과

이승은 중앙의대

이은경 국립암센터

이인석 인천의료원

이주영 순천향의대

장영윤 서구진병원

장혜원 성균관의대

정동진 전남의대

정은희 서울보훈병원

조숙경 안양 샘병원

조화영 한양의대

최은숙 성균관의대

2010년도 내분비대사 분과전문의

합격자명단



대한내분비학회에서는 기존의 학회에서 1999년도에 출간한

내분비학교과서의개정사업을시행하기로하였다. 그간내분비

대사분야의학문적진보는내분비대사학을전공하는전문가조

차도 뒤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전부터교과서개정작업의필요성은많이제기되었지만워낙

방대한 일이다 보니 계속 미루어지다 마침내 이사회에서 뜻을

모아개정작업을하기로결정한것이다. 

기존의교과서이후많은최신지식들을포괄하게될본교과서

는총 11개의분야로나누어서총92명의집필진이참여하게되

었다. 

특히이번교과서집필방향의특징은해당분야의전문가를위

촉하여번역수준에서벗어나우리실정에맞는국내자료를많이

포함시키고, 차후 개정을 위한 책임 집필을 위해 원고실명제를

표방함에있다. 개정될교과서는 99년교과서의형식을계승하

되새로운내용을원칙으로하며, 가능한한앞으로의발전방향

에대한전망을기술하였다. 또한, 내분비학에입문하는전공의

수준에맞춤과동시에내분비학에관심을가진의료진과일반인

들에게도좋은교재가될수있도록만들어졌다. 

이에많은저자분들께서좋은원고를보내주셨으며, 섹션에디터

를맡으신편집진선생님들께서계속해서교열해주심으로서마

침내교과서를완성할수있게되었다. 개정사업이2009년11월

에시작하여약1년만의성과다. 

그동안편집위원장을맡아열심히진두지휘해주신송영기선생

님, 매번회의에참석하셔서좋은의견들을모아주신편집진선

생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린다. 

본교과서는군자출판사에서출간예정이며, 11월8일(월), 오후6

시에출판기념회를개최할예정이다. 본개정되는교과서가대한

내분비학회의학문적인기록과발전에초석이되기를기원한다. 

K•E•Sㅣ내분비교과서 출판에 즈음하여...

내분비교과서
출판에즈음하여...

안철우연세의대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학교과서편찬위원장 울산의대송영기

총무이사 아주의대정윤석

총괄간사 연세의대안철우

Section 1. 내분비계와호르몬 충남의대송민호

Section 2. 시상하부와뇌하수체 울산의대김민선,

한양의대김동선

Section 3. 갑상선 성균관의대정재훈

Section 4. 부신 가톨릭의대유순집

Section 5. 생식 이화의대성연아

Section 6. 발달과성장 고려의대이기형

Section 7. 노화 연세의대안철우

Section 8. 기타내분비질환 연세의대안철우

Section 9. 당대사질환 서울의대장학철

Section 10. 지단백대사와이상 가톨릭의대김성래

Section 11. 골무기질대사 관동의대한기옥

※교과서편찬위원은아래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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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치고절에안가본사람은없을것이다. 종교가무엇인가는중요하지않다. 우리주변에는높고낮은산

이많고, 대부분의산에는절이있다. 등산을가든야유회를가든산에가면절이있고, 절이있으면들러서약수

로목을축이고잠깐쉬었다가게된다. 누각(봉래루, 만세루이름은아무래도좋다)에앉아쉬다보면마당을건

너대웅전이보이고대웅전너머산봉우리와능선이보인다. 한여름이마에흐르는땀을시원한바람에식히다보

면대웅전처마에달려있는풍경소리가졸음을쫓고, 스님의낭랑한독경소리와목탁소리가속세에찌든마음을

씻어준다. 설사불교신자가아니라도좋다. 절은오는자를막지않고가는자를잡지않는다. 절에들어서면어

쩐지오래전에떠났던고향집에온것같고, 요사채뒤쪽어데선가어머니가나오시며나를반길것같은느낌이

든다. 이는우리몸속에1,600여년동안면면히이어져내려온불교문화가배어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불교가들어온지 1,600여년이지나는중에불교는우리의생활속에젖어들어우리문화에지대한

영향을미쳤다. 그러나근대화, 산업화과정에서너무나많은변화를겪으면서우리것을등한히하는버릇이생

겼다. 선진국국민으로서이제우리의멋도좀알고지내야할때가되지않았나생각된다. 

우리의멋, 전통을찾는데가장좋은곳이절이다. 절에는 1,000년이넘게이어져온우리의전통건축이있고,

조각이있고, 회화가있으며, 이들이바위, 나무, 풀, 흙과어우러져오케스트라를연주한다. 이멋진장면을보

고, 느끼고, 장엄한오케스트라의소리를듣기위해이제절로찾아가보자. 절에가면무엇을보고, 느끼고들어

야하는가를알아보자. 

기획연제물

한국전통사찰보기
- 제1편 일주문(一柱門)

조보연서울의대

K•E•Sㅣ기획연제물



K•E•Sㅣ기획연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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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주문(一柱門)

우리나라의절은거의대부분산속에있다. 산사의입구에는절입구를알리는일주문(一柱門)이있다. 일주문을지

나야비로소속세를떠나진리의세계로들어가게된다. 일주문이란말그대로기둥이하나라는뜻이지만실제는두

개의기둥을일렬로세우고그위에지붕을얹은아주특이한형태의건물이다. 모든건물은기둥이4개이상인데,

단두개의기둥만으로그것도기둥을땅속에박지않고돌로된기단위에세운점은건축학적으로도매우특이한형

태다. 태풍으로일반주택이나교량이파괴되지만일주문이파괴되었다는소식이아직없었던점으로보면우리조

상들의건축기술은매우뛰어나지않나생각된다. 

현존하는일주문의거의대부분은임진왜란이후의건물이며, 문화재적가치가인정되는건물은몇개에불과하다.

현존하는일주문중에는전남승주선암사의일주문이가장오래된것으로추정된다. 선암사일주문은본사찰의전

면에위하한문으로지붕옆면이사람인(人)자모양인단순한맞배지붕집이다(사진 1). 2개의기둥을나란히세우

고, 그앞뒤로보조기둥을세웠으나위로부터30 ㎝중간에서보조기둥을잘랐다. 이는기둥양옆으로설치된담장

때문인듯하며, 다른일주문에서볼수없는특이한양식이다. 선암사일주문은임진왜란(1592)과병자호란(1636)의

전화를입지않은유일한건물로조선시대일주문의양식을잘보전하고있는건축물이다. 

우리나라의일반적인일주문은초석위에둥근목조기둥2주를세웠으나부산범어사일주문은둥글고긴석조기둥

과짧은목조기둥4주를세워3칸으로구성한특이한형태를취하고있다(사진2). 한국전통건축의구조미를잘표

현하여우리나라일주문중에서걸작으로평가할수있다. 기둥사이의세개의문에는중앙에'조계문(曹溪門)', 오른

▲ 사진1. 선암사 일주문(전남유형문화재 96호)

쪽에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 그리고 왼쪽에 '금정산 범어

사(金井山梵魚寺)'라는현판을걸었다. 이와같이일주문에는

사찰이위치한산이름과사찰명의현판이걸려있는데, 대

개당대의명필이쓴글씨가많아관심을갖고볼필요가있

다. 조선시대 중기 다포식 가구의 전형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어서보물1461호로지정되었다.

일부사찰의일주문은지붕의옆면이여덟팔(八)자 모양의

팔작지붕의 양식을 취하고 있어 단 두개의 기둥 위에 얹은

지붕치고는너무화려하고복잡한형태를취한다. 대표적인

예로경남하동쌍계사의일주문을들수있다(사진3). 지리

산 기슭에 있는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23년(723)에 삼법이

처음지었고, 임진왜란(1592)으로불타없어진것을인조19

년(1641)에다시지었다. 지붕처마를받치면서장식을겸하

는공포는기둥위와기둥사이에도배치되어있는다포식이

다. 처마가매우화려하며공포로꽉차있는듯하다. 어찌보

면가는몸통에큰머리를가진가분수같아비례가맞지않

는느낌이든다. 기둥앞뒤에는보조기둥을두어지붕을안

전하게지탱하고있는데, 보조기둥머리부분에는연꽃무늬

를장식하였다.

이외에도문화재급일주문으로완주송광사일주문 (전북유

형문화재 4호), 전남 곡성 태안사 일주문 (전남유형문화재

83호) 등이볼만하다. 

속세와절의경계는일주문이아니라도자연석이나나무등이대신하기도한다. 서산개심사에는일주문대신돌두

개를세우고“洗心洞”, “開心寺入口”라는팻말을세워놓았다(사진4). 인위적인건물을세우는것보다속세에서출

세간의세계로들어가는마음을더엄숙하게하는지도모른다.

▲ 사진2. 범어사 일주문(보물 1461호)

▼ 사진3. 쌍계사일주문(경남유형문화재 86호)

▼ 사진4. 개심사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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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우인 동료 교수와 함께 아침 첫 호남선 KTX를 타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나주에 내린 후 택시를 타고 영암 월출산으로

향했다. 금강산도식후경이라가는도중에아침을해결하기위해

택시 기사님께 마땅한 식사 장소를 물어보니 주저함이 없이

단골기사식당을안내하여중간에들렀다. 5,500원짜리백반임

에도 불구하고 육, 해, 공을 망라한 10여 가지의 반찬이 함께

나오는그야말로전형적인호남지방의구수한인심을느낄수

있었으며, 한술더떠서부족하면말만하라는주인아주머님의

말씀에 메마른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의 마음을 씻어줄 수

있는넉넉함과함께푸근함을느낄수있었다. 

식사 후 월출산 국립공원 매표소로부터 산행을 시작하였다. 

주차장주위에있는상점에서김밥과함께등산로에는물이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물을 넉넉히 구입하였고, 막걸리도 꼭

챙기라는주인장의충고에동조하여함께배낭에넣고출발하였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약 1 km를 걸어가자 천황사가 나타났고

이곳부터오르막길이시작되었다. 

지도에의하면월출산의명물인구름다리까지약1 km라하여

부담없이오르기시작하였는데정말잠시도쉴틈이없이오르는

길의연속이었다. 숨이턱에까지차서이젠쉬어야겠다는마음을

먹자비로소그유명한구름다리가나타났다. 월출산의명물인

이 구름다리는 봉우리 사이를 연결한 다리로서 120 m 높이로

국내에서는가장높다고하였다. 폭은1 m 로두명이함께지나

가기가힘들정도이며, 길이는 50여m 로여러명이함께건너

다보니 심하게 흔들려서 어지러움을 느껴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가능한아래를보지않고건너기를권하고싶었다. 구름

다리에서정상인천황봉까지는약 1.7 km 거리로역시평지가

거의없는오르막길이었으나이때부터는주위로장관이펼쳐져

있었다. 숨이차서헐떡거리면서도주위를둘러보면넓은호남

평야가펼쳐져있고손에잡힐듯이위치하고있는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크고작은봉우리들덕에피곤함을잊고정상에오를

수있었다. 동행한동료교수와호흡이잘맞아비교적빨리정상

에 오른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점심을 먹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정상이넓은바위로만이루어져있고나무가없어그늘이없었다.

할 수없이바위밑의자그마한그늘을찾아치열한경쟁속에

차지한후점심을해결하였다. 

정상으로부터는 능선길이 시작되는데 좌우로 펼쳐지는 광경은

주위 영암과 강진의 평야가 내가 밟고 있는 월출산을 받들어

모시는것과같은착각이들어우쭐한기분이들었다. 천황봉으로

부터 강진의 도갑사까지는 산행의 진수인 능선길 주행이었다.

위로는하늘이요좌우로는모든경치들이다펼쳐져있고중간

중간에 만나는 가지각색의 바위들은 각각 의미 있는 형색을

하고있어오르락내리락육체는힘들어도마음은아주즐거웠다.

천황봉에서구정봉을지나약3 km를오르내리니사진촬영하는

장소로 유명한 억새밭이 나타났다. 이곳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사진을촬영한다음약 2.5 km를하산하여도갑사에

도착함으로써비로소약 10 km의산행을마칠수있었다. 밤에

서울로 돌아와야 하므로 서둘러 목포로 향하였고 간단히 몸을

씻은후저녁식사는남도미락을경험하기로하였다.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 유명하다는 원조 집을 물어물어 찾았고, 하산 후

목이 말랐지만 일부러 참았다가 들이켠 시원한 막걸리와 함께

입에넣은삼합에이세상누구도부럽지않은이루말할수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역시 이런 맛에 힘든 산을 다시 찾지 않나? 

생각하면서 서울로 향하는 야간 우등고속버스에 몸을 실은 후

잠을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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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산행 예찬론자이다. 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내가손으로꼽는것으로는첫째, 당연히심신의건강에

좋다. 둘째, 도시에살다보니맨땅을디딜기회가거의없는데

오랜만에푹신푹신한땅을디디면서주위의나무나돌과대화를

하듯걷다보면마치다른세상에와있는것과같은상상과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힘들어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디지못할것같을때멈추지않고딱10 발자국만더가자고

마음속으로다짐하면서걷다보면결국은100 발자국도더내디

딜수있는인내심및뿌듯한성취감을얻을수있다. 넷째, 정상

에올라아래를내려다보면정말인간은자연에비하면아무것

도 아니라는 큰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 다섯째,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필요없이혼자하는운동이므로자기자신과겨룰수있는

좋은기회가된다는등이다. 

수년전강의가있어광주에갔을때전남의대정형외과정재윤

교수님의배려로호남지방의명소를두루들러볼기회가있었

는데 그때 영암과 강진을 접하고 있는 월출산을 처음 보았다. 

당시 느꼈던 기분은 사방으로는 평야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주위에 걸맞지 않은 산이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신비스러움과함께언젠가한번꼭등정해보리라는

마음의다짐을하게되었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즌을 피해 미리 작년 9월 중순에 토요일을

이용하여친우와함께산행하기로마음을먹고항상해오듯이

영암 월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산행 계획을 세웠다. 가수

하춘화씨의 영암아리랑에 나오는“월출산 천황봉에 보름달이

뜨면 ---”으로유명한월출산은소백산맥의무등산줄기로서

전라남도영암과강진사이에있는한반도최남단에있는국립

공원에위치하고있다. 정상은해발809m의천황봉이며이외에

도 705m의 구정봉과 743m의 향로봉 등이 주능선을 이루고

있다. 하루에등반을마치고서울로돌아와야하지만이왕어려운

시간을 내어 남도 지방까지 내려가므로 종주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영암의천황사로부터시작해서강진의도갑사로내려오는

코스로정하였다. 

영암월출산산행일기
강무일

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

월출산팻말

월출산등반을시작하면서바라보는월출산전경.

우 상단에빨간색으로월출산의명물인구름다리가자그맣게보인다.

◀월출산구름다리모습

▼월출산억세밭

류마티스내과 조철수 교수와 함께.아래로 강진 마을이 보이고 주위는 온통 억세밭으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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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코스 중간쯤 지나면 영실기암이 나타납니다. 영실 기암은

오백 장군이라고 불리우며 설문 대할망과 오백명 아들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제주돌문화공원의 조성과 많은

관계로있다. 

설문대할망이오백명의아들을낳아기르던중흉년이들어끼

니를이어가기힘들게되자자식들이구해온양식으로죽을끓

이던중발을헛디뎌죽솥에빠져죽게되는데오백명형제들이

죽을맛있게먹던중막내가죽솥에서뼈를발견하고는자세히

보니사람의뼈다귀인것을알아채곤어머니고기죽을먹은형

들과같이살지못한다고하여제주시한경면고산리앞바다차

귀섬으로달려가한없이울다가바위가되었고어미의육신으로

끓인죽인줄모르고죽을먹은형들도비통함에울다바위로굳

어졌다는전설을안고있는기암괴석오백나한(영실기암)에대

한이야기가전해져오고있다. 

그리고신들의거처라고불리우는병풍바위앞에서이제막피

어오르는억새꽃을보니가을이벌써내마음깊은곳까지다가

온것같습니다. 이맘때쯤이면산과들녘에서흔히피고지는하

고많은것이억새꽃인데말입니다. 수많은화초와야생화이름

모를열매를뒤로하고가는길은세상에서어느부자보다좋은

나만의 정원을 가졌다는 뿌듯함으로 지난여름의 무덥고 짜증

났던일들을쉽게잊어버리고간다. 

병풍바위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에 잠시 숨을 돌리고 땀을 식힌

다음 병풍바위를 지나 구상나무 군락지를 벗어나면 시야가 확

트이면서선작지왓에도착한다. 펼쳐진광경은광활한활주로에

멀리떡하니버티고있는듯한모습에서마치철모를엎어놓은

듯한한라산화구벽은영실가을산행의또다른매력으로다가

온다. 내친걸음에윗세오름까지1700 고지에위치하는휴게소에서

잠시 땀을 식히고 허기를 사발면과 준비한 맥주 한 모금으로

달래니소박한행복에입가에는알수없는미소가번진다. 

얼마전돈내코코스가개방되었습니다. 본인은과거개방이전에

탐방하였기에그곳에대한이야기는후일에기회가된다면그때

까지미루어두어야할것같습니다. 이제는하산길, 만수동산과

사제비동산, 사제비약수의시원함을뒤로하고비행기시간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언제쯤이면 느리게 더 느리게

가는여유로운시간을보낼까? 그때도지금같은감동과설레임

으로새로운세계에대한느낌을가질수있을까? 재촉한발걸음은

벌써어리목매표소를지나주차장에도착하여산행을종료한다.

영실-윗세오름-어리목 탑방코스는 서귀포 시가지 방향으로

보이는푸른바다와크고작은오름들, 전설을가지고있는환상

적인산행으로한라산을오르는가장짧게할수있는코스라큰

부담없이갈수있는곳으로소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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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과500 장군의전설이

어린한라산영실에서가을을붙잡다

윤석기

천안김&윤내과

얼마 전 휴가기간에 제주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때 우연히

방문한제주돌문화공원에서한라산영실에어린전설과그전설을

바탕으로조성된제주돌문화공원에대한이야기를접하고잠시

잊고있었던한라산영실-윗세오름-어리목산행의추억을생각

하며다가오는이가을에일상의무게를잠시내려놓는부담없는

산행을소개하고자한다. 

그이야기는우리국토의남쪽제주특별자치도에위치한한라산

에서시작하고자한다.

아직도 늦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는 육지와는 달리 이른 아침

이곳 1300 고지에서의 계절은 가슴 깊은 곳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으로벌써가을을느끼게한다. 

서귀포앞바다전경 영실기암 억새와병풍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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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전어이야기로돌아가보자. 생선을굽는고소한냄새로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는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찾기에돈을벌게해주는생선이라하여이름도돈‘錢’자를

사용한다. 원래전어는가시가많은생선이라다른계절에먹을

때는가시에주의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그러나무더위가

가시기시작하는9월이되면일년중에서가시도연해지고기름이

배어서고소한맛을즐기기에가장좋은시기가된다.

전어는석쇠위에서바로구워서먹거나갖은채소와양념으로

버무린전어회무침으로도즐길수있다. 그러나전어의참맛을

즐기는데는역시전어회가으뜸이라고생각한다. 깻잎에전어회

몇점을올리고잘게썬고추와마늘이함께섞인막장을얹어

소주한잔과먹는순간의고소함은무어라표현할수없는최고의

맛이라고할수있다. 

가을이되면전어를찾는애호가들이많아값이다소올라가지만

그래도 가격이 아깝지 않게 미각을 즐길 때가 바로 가을이니

이때를놓치지말아야한다.

전어를맛있게먹는노하우하나를소개한다. 회를뜰때전어의

몸통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썰어서 내오는 가게가 많지만, 

똑같은전어를굵은가시는제거하고세로로길게썰어서먹어

보기를 권한다. 이렇게 썰게 되면 많은 양의 전어가 필요하기

때문에특별히주문하지않으면통상모든가시를그대로둔채

가로로썰어서나오게된다. 

오늘 저녁 가까운 친구와 함께 이 두 종류의 전어회를 시식해

보시라. 어쩌면같은생선인데이렇게고소한맛의차이가나는지

신기할것이다. 

올해가을전어의고소함은최근몇년간의그것에뒤지지않는

최상이라고하니벌써입안에서군침이돌기시작한다. 무더운

더위도물러가고시원한가을에즐기는전어회는생선회를즐기지

않는나에게도기다려지는계절의진미중의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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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오곡백과가무르익고한해의결실을거두는수확의계절

이다. 또한, 한해의농사로거둔햅쌀과각종과일로준비한차림

으로 오랜만에 일가친척이 한데 모여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추석이있는풍요의계절이기도하다. 이맘때는전국의산야에

울긋불긋단풍들이저마다고운자태를뽐내기도한다. 

한편, 일년중다른계절에비해병원을찾는환자의수가줄어

의사의 얼굴도 단풍처럼 누렇게 변한다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

다. 그런가하면가을은무더운여름에잃었던식욕도돌아오고

입맛도좋아지는풍성한계절이기에어느음식이든지우리모두

의미각을자극한다. 그중에서도가을에내가즐겨찾는메뉴는

전어회이다. 사실나는생선회를좋아하는편은아니다. 그렇지

만봄에즐기는도다리와함께가을전어는내가매년찾게되는

단골메뉴이다. 

나에겐 생선회와 관련된 일식집에 대한 오래된 추억이 있다. 

내과전공의를시작하기전에여러과를순환근무하는1년간의

인턴생활에서매달마지막날에는의례farewell party가있었다.

당시외과계의수석전공의선배께서좋아하는일식집에서회식

을하면서주방장의역할이일식집의매상을결정하는데결정적

이며따라서대우도매우좋다는사실을처음으로알게되었다.

그런데몇개월이지나다른과순환근무가끝날때서울시내의

또다른일식집에서송별회식을하였는데그음식점의주방장

이전에외과에서회식할때본적이있는바로그주방장이었다.

당시로선 일식집이 많지 않았는데, 이전에 보았던 주방장이

업소를옮긴것이었다. 

이사실을수석전공의선배님께이야기하자일식집은주방장에

따라손님이따라다니게되고, 주방장에게약간의팁을주면몇

배의맛있는음식을먹을수있다는사실을알려주셨다. 시간이

흘러서이제서울에도일식집이무척많아졌다. 인턴시절배운

교훈대로강남에있는일식집주방장과나름대로친하려고애를

썼으나아직까지잘알고자주찾게되는일식집은없다. 반면에

강북에위치하고있는 '구보다스시'라는일본전문음식점의주방

장에게는최고대우손님으로대접받고는한다. 

내게좋았던가을먹거리
최동섭

고려의대

가을이되면전어를찾는애호가들이많아값이다소올라

가지만그래도가격이아깝지않게미각을즐길때가바로

가을이니이때를놓치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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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비바주(Bonviva InjⓇ) GlaxoSmithkline

·성분: Ibandronate 3 mg

·제형: 무색투명한용액이충전된프리필드시린지(주사제)

1. 본비바주는?

비스포스포네이트종류인 ibrandronate의 주사형제제로폐경

후여성의골다공증의예방과치료에사용됩니다(국내에서는치

료에만급여인정).

2. 이약제의장점은?

골다공증치료효과에는약물을복용하는환자가약물을올바른

방법으로잘복용하고, 충분한기간동안복용하는것이가장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1년동안골다공증치료약제를유지하는경우가40~50%에

불과하다고알려져있습니다. 당연한이야기지만약을충실히잘

복용하는환자의경우그렇지않은경우보다골밀도가더의미있

게증가하며, 골절위험도크게감소합니다. 더구나기존의비스

포스포네이트경구제제는약제의특성상공복에충분한물과함

께복용해야하고, 충분한시간동안앉거나서있어야합니다. 이

러한점은복약순응도를떨어뜨리는요인이됩니다. 그에반해

본비바주는3개월에한번정맥주사하는제형으로기존경구제

제에비해약물투여횟수를줄이고, 투여와관련된주의나필요

한처치를피할수있어환자의순응도를높일수있는약제입니

다. 특히위장장애등을이유로비스포스포네이트경구제제를복

용하지못했던환자들에서도본비바주는큰부작용없이사용할

수있었습니다. 최근5년간의장기사용에대한임상연구결과에

서지속적인골밀도개선효과와우수한내약성을보이는장기적

인 치료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경구제제보다 정맥주사제

제가골절의위험을더낮출수있다는연구들도보고되고있어,

본비바주는환자의순응도를높임과동시에뛰어난약효로골다

공증성골절을예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3. 투여방법은?

3 mg을3개월에한번씩15-30초간정맥주사합니다. 보조적으

로칼슘과비타민D 섭취가필요할수있습니다. 정기투약일에

투여를받지못한경우에는가능한빨리주사하고, 이로부터3개

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투여합니다. 간장애 환자나 노인에서

용량조절은필요하지않으나, 혈청크레아티닌이 2.3 mg/dL을

초과하거나크레이티닌청소율이30 mL/min 미만인신장애환

자에서는임상경험이충분하지않으므로본약제의투여를권장

하지않습니다. 혈관주위에투여된경우조직손상을야기할수

있으므로, 반드시정맥주사로투여되어야합니다.

4. 부작용은?

Ibrandronate 경구제제와비교해서큰차이는없습니다. 복통,

소화불량등위장장애증상이 2~3%의환자에서보일수있고,

일시적으로혈청칼슘치를감소시킬수도있습니다. 다만경구

제제에비해인플루엔자유사증상(관절통, 열, 오한피로등)은

주사제제에서더흔할수있습니다. 이러한증상들은초기에는

간혹발생하지만점차발생하지않게되며특별한처치없이회

복됩니다. 그리고드물지만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와관련된골

통증, 턱뼈괴사, 비전형적인골절등이보고되고있어, 이에대해

서는지속적인관심과관찰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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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답티브(TredaptiveⓇ) MSD

·성분 : ER Niacin 1000 mg과 laropiprant 20 mg의 복합제

(이하 1000/20 mg)

·제형 : 흰색 또는 엷은 흰색으로 한 면에‘522’가 새겨진 양면이

볼록한장방형의서방성이층정

1. 트리답티브는?

트리답티브는서방형niacin과niacin 사용의가장큰제한점이

었던홍조(flushing)를억제할수있는prostaglandin D2 수용

체길항제인laropiprant의이층정복합제입니다. Statin만으로

지질개선효과가불충분할때 statin과병용투여하거나, statin

을사용할수없을경우단독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Statin과

트리답티브2000/40 mg을병용투여한경우statin을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서보다 HDL-콜레스테롤을 20% 증가시켰고,

LDL-콜레스테롤과트리글리세리드를각각19%, 25% 추가적으

로낮췄습니다. 현재유럽에서는사용중에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조만간사용가능해지게될것입니다.

2. 이약제의장점은?

Niacin은 HDL-콜레스테롤을 높이고, LDL-콜레스테롤, 트리

글리세리드는 낮추는 등 전반적이 지질 개선에 우수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niacin은피부혈관확장으로인한홍조등으로

사용이제한적이었습니다. Niacin에의한홍조는prostaglandin

D2 수용체에 의해 발생하는데, 트리답티브에는 선택적인

prostaglandin D2수용체길항제인laropiprant가포함되어있어

niacin으로인한홍조를효과적으로감소시켰습니다.

3. 사용방법은?

트리답티브는공복에복용하지않도록하며, 저녁식후또는취

침전에복용해야합니다. 이약제의시작용량은하루1000/20

mg 1정이며, 첫복용일로부터4주후환자의반응및내약성에

따라유지용량은하루 1회 2정(2000/40 mg)으로증량할수있

습니다. 이 약제를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1주일간은 시작용량

(1000/20 mg 1정)으로복용한후, 다시유지용량인2정으로증

량합니다. 과거다른서방형니코틴산제제를2000 mg이상복

용하는환자에서이약제로전환할때는바로유지용량(1000/20

mg 2정)으로시작할수있습니다. 그러나2000 mg미만의서방

형니코틴산제제를사용했거나, 속방형니코틴산제제에서이

약제로전환하는경우에는시작용량(1000/20 mg 1정)부터시작

해야합니다.

4. 부작용은?

이 약제와 같은 니코틴산제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홍조입니

다. 또한혈당이나요산수치를높일수있습니다. 따라서당뇨병

환자나통풍환자에서이약제를사용할경우주의깊게환자를

관찰해야합니다.

다른 지질저하제와 마찬가지로 니코틴산제제는 간기능 이상을

일으킬수있습니다. 따라서이약제를투여하기전과치료첫해

에는 6~12주마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시행할

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만일 transaminase 수치가정상의 3

배이상증가한경우약제를감량또는중단해야합니다. 또한횡

문근융해도드물게발생할수있으므로, 노인이나신부전환자

등 횡문근융해의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

며, statin과병용투여할경우에는더욱주의깊게환자를모니터

링해야합니다.

최신약물소개 김수경

CHA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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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타펜주(Byetta Pen InjⓇ) Lilly Korea

·성분: Exenatide 0.3 mg/1.2 mL (5 μg) 또는 0.6 mg/2.4 mL (10 μg)

·제형: 무색투명한용액이충진된프리필드펜주입기

1. 바이에타펜주는?

Glucagon-like peptide-1 (GLP-1) 유사체인 exenatide의 주

사형제제로체내에서자연적으로생성되는GLP-1과유사한작

용을나타냅니다. 바이에타는제2형당뇨병환자에서메트포르민

또는설폰요소제단독및병합용법으로혈당조절효과가불충분

한경우기존에사용하던약제와병용해서투여합니다.

2. 이약제의장점은?

Exenatide는GLP-1의여러작용들을나타내는인크레틴유사

체입니다. Exenatide는 포도당에 의존적으로 췌장의 세포로부

터인슐린분비를촉진시킵니다. 따라서혈중포도당농도가감

소하면인슐린분비가감소되어, 이 약제를메트포르민과병용

투여 했을 경우에는 저혈당의 발생 증가는 없었습니다. 또한

exenatide는 제2형당뇨병환자에서부적절하게증가되어있는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여, 간의 포도당합성을 억제하게 됩니

다. 더불어 위배출속도를 감소시켜, 식후 혈당의 excursion을

감소시키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감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동

물실험이긴하지만췌장β세포의기능을호전시키고, 분화를촉

진하는효과도있다고보고되고있습니다. 이러한특성을고려

하면exenatide는인슐린저항성이주된비만한제2형당뇨병환

자치료에좋은대안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특히주1회주사

할수있는제형이앞으로출시가되면더욱널리사용될것으로

기대됩니다. 

3. 투여방법은?

Exenatide는내약성을향상시키기위해적어도1개월간5 μg, 1

일, 2회로투여를시작해야합니다. 이후혈당조절정도에따라

10 μg, 1일, 2회로증량할수있습니다. 이이상의높은용량은추

천되지않습니다. 이약제는대퇴, 복부또는상완에피하주사로

투여합니다. Exenatide는아침및저녁식사전60분이내언제

라도투여할수있습니다. 다만식후에투여해서는안됩니다. 만

일주사를잊었다면, 다음계획된시간에투여를계속합니다.

Exenatide를 메트포르민요법에추가해서사용할경우에는저

혈당위험이높아지지않지만, 설폰요소제를사용하는환자에서

병용사용하는경우라면저혈당의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설폰

요소제의감량을고려해야합니다. 간장애및경증의신장애환

자에서exenatide의용량조절은불필요하지만, 70세이상의노

인및크레이티닌청소율이 30~50 mL/min인신장애환자에서

는5 μg에서 10 μg으로증량시신중해야하며, 크레이티닌청소

율이 30 mL/min 미만인중증신장애또는말기신질환환자에

서는사용하지말아야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Exenatide 주사제의 보험급여가 확정되었는

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트포르민과 설폰요소제 병

합요법으로충분하게혈당조절이되지않는환자에서BMI가30

kg/m2이상이거나인슐린주사제를투여할수없는경우요양급

여를인정받을수있습니다. 3제병용치료(메트포르민+설폰요소

제+Exenatide)는인정하지만, 경구약제중고가인약제 1종은

환자가부담해야합니다.

4. 부작용은?

Exenatide는제1형당뇨병환자나심한인슐린분비장애로인

슐린치료를요하는제2형당뇨병환자에서사용해서는안됩니

다. 가장흔한부작용으로구역, 구토등의위장관증상이흔하

나, 연속투여시위장관부작용의발생률및중증도가점차감

소합니다. 또한식욕이떨어질수있고, 설폰요소제와같이병용

하는경우저혈당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드물지만췌장염과

관련성이제기되고있어지속적이며심한복통이있는경우에는

이약제의투여를중단하고췌장염에대한검사를시행해야합

니다. 마지막으로위배출속도를감소시키는이약제의특성상

신중한약물농도의모니터링을요하는약제나위에서의분해에

민감한약제를사용할경우에는투여방법에신중한고려가필

요합니다.

2010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대전·충청지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10월 2일(일) 산행 모임 서산시팔봉산

날 짜 행사명 장 소

8월 12일(목)~13일(금) 추계학술대회및연수강좌 부산롯데호텔

본 학회는 금년 8월 12~13일 회장단을 비롯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우즈베키스탄국립의학전문산부인과연구의료센터, 보

건부산하정형외과연구단지, 국립 여성센터병원과골다공증에

관한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해 향 후 상호 협력하기로 MOU를

쳬결하였다. 이로써 본 학회는 아시아 국가 간의 골다공증 분야

에있어상호협력하는발판을마련하였다고하겠다.  

9월 12일 부산 노보텔에서 진행된 연수강좌에 많은 개원의들이

참여하여 성대히 학술 행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 부분, “골다공증의 최신지견”에서는 2010년도에 개정된

미국골다공증재단의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낙상의 위험과 예방 그리고 비척추골절의 임상적 의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두번째

부분, “골다공증의치료 I”에서는최근에논란이되고있는칼슘제

투여와관련한여러가지이슈들에대한고찰이있었고칼슘및비타민 D를어떻게사용할것인가에대한발표가있었다. 이어서여

성호르몬, 티볼론, SERM제제에대한최신연구결과들에대한논의가있었고, 아직은 널리이용되고있지는않으나이상적인치료방

법의하나로기대가되고있는 TSEC에 대한발표가있었다. 마지막으로“골다공증의치료 II”에서는척추골절의진단에있어서놓칠

수 있는 임상적 영상학적 소견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척추골절의 치료에 있어서 척추성형술의 적응증, 예후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

다. 또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과 관련한 hot topics인 사용기간, drug holiday 등 최신지견에 대

한 강의가 있었고, 정맥 주사용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부갑상선호르몬의 사용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마지막

으로이러한여러가지약제들을어떠한경우에어떻게사용할것인가에대한실제환자증례에대한토의로마무리하였다.

본 학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학술대회와 연수강좌가 12월 4-5일 양일간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골다

공증에 관한 학술대회뿐만이 아니라 일본 골다공증학회와의 연합행사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가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예

정 되어 있어 일본의 FRAX model 및 골절, 골절 예방과 함께 아시아의 여러 저명인사가 참여하여 각국의 골다공증에 대한 내용

을 발표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원의를 위한 연수 강좌와, 영양사를 위한 교육과 골밀도 측정을 위한

교육을함께진행하게된다. 

올해 학술대회 자유연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우수연제 발표에 대해 상이 시상되며, 금년도 연구상, 새로 제정된

청박학술상, 우수논문상도학술행사장에서수여될예정이다. 자세한내용은학회홈페이지에공지되어있다. 

2010년도 대한골다공증학회

대전·충청지회 산행 모임▶

▲ 보건부산하 정형외과 연구단지와의 MOU 체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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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학회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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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학회 행사안내

날 짜 행사명 장 소

2010년 9월 12일(일) 제13차 골다공증연수강좌 서울소공동롯데호텔

- 제13차 골다공증연수강좌성료 - 

대한골대사학회 13차 골다공증 연수강좌가 지난 9월 12일

“골다공증의 진단과 처치 2010 “ 라는 주제하에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골다공증에 대한 새로운 내용과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자리로 크게 골다공증에 대한 기초 지식, 골다공증 진단의 최신

지견, 골다공증치료의최신지견, 특수한 상황에서의골다공증의

치료네가지의주제로진행되었다. 

강의 장소가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국내외 연구자, 개원의,

전공의 및 임상기사들이 참여하여 큰 의미가 있었던 연수강좌

였다.

2010년 10월 한달간 10월 20일“세계골다공증의날”기념 전국 11개 대학병원

- 세계골다공증의날기념행사 : 골다공증무료건강검진및건강강좌개최 -

2010년 10월 20일‘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기념하여 10월 한 달을‘골다공증 인식의 달’로 정하고, 골다공증 조기 진단 및

골절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전국 11개 대학병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골다공증 무료 검진 및

건강강좌』를개최하였다. 

2010년 11월 13일(토) 제22차 추계학술대회 쉐라톤워커힐호텔무궁화홀

2010년 11월 13일(토)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추계 학술대회는 자유 연제 발표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임상적인

주제와기초연제를분리하여진행된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의 전체적인 주제는 노화와 골대사이다. 세부적인 심포지엄의 주제는 1) 호르몬 변화와 골대사, 2) 영양과

골대사, 3) 노화에따른근골격계변화, 4) 만성질환및약물에의한골대사변화이다. 

초청 강연자인 Manolagas 교수도“Aging and Bone”이라는 제목으로 골다공증 진행의 중요한 발생 기전으로 성호르몬의

변화와산화스트레스와의최근연구내용을다룰전망이다. 기초 연제위주로구성된심포지엄에서는최신연구주제와심포지엄

주제를 분야별로 소개함으로써 최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satellite 심포지엄 형식으로

서울대 골대사 연구센터 지원 심포지엄이 준비되어 파골세포 분화의 새로운 물질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과 조골세포, 골세포, 

연골세포, iPS의 최신연구내용을소개하는시간을계획하고있다. 

아울러, 골대사분야에대한연구의욕을고취시키고학술활동을장려하고자하는취지에서골대사학연구발전에탁월한업적을

세운연구자에게매년수여되고있는대한골대사학회학술상, 젊은연구자상시상도있을예정이다. 

2010년도 대한골대사학회

날 짜 행사명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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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일)~20일(수) 8th IDF-WPR Congress 부산벡스코

10월 31일(일)~11월 3일(수) 11th IDS 송도컨벤시아

2010년도 대한당뇨병학회

날 짜 행사명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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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개원의를대상으로 1차 고지혈증치료전문가를양성하는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으로서, 진료 현장에서실제로적용할수

있는지식과정보를제공하는보다진보된최신교육과정

7월 3일(토) 제5차 지질관리전문가과정 인천가천의대길병원응급센터 11층 가천관

(Lipid Management Course) 개최

·평점 - 대한의사협회 2점

·활발한토론과논의의장이되었으며, 참석하신개원의선생님께수료증을수여함.

11월 제6차 지질관리전문가과정 충북의대

(Lipid Management Course) 개최 예정

12월 제7차 지질관리전문가과정 제주의대

(Lipid Management Course) 개최 예정

9월 10일(금)~11일(토) 제40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추계학술대회개최 일산킨텍스(KINTEX) 3층

2010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46 대한내분비학회

회원여러분의겨울과관련한사진과사진에얽힌에피소드를공모합니다.

재미있는사진몇장과함께사진에얽힌사연을적어(자유형식) 학회이메일로보내주세요. 

학회이메일로보내주신내용중재미있는사진과내용을선정해서이번겨울호의표지에실어드리고

학회에서마련한소정의선물을보내드립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내분비소식지에서는회원님들의의견이나진료중있었던사연, 주변이야기등, 회원님들과공유할만한좋은내용이나

아이디어를받습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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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홍보보위위원원회회명명단단

이 사 김덕윤(경희의대) 간 사 박철영(성균관의대)

김경욱(연세의대) 김경원(서울의대) 김종화(부천세종병원) 김지훈(홍익병원) 노정현(인제의대)

오기원(성균관의대) 원종철(인제의대) 이우제(울산의대) 전 숙(경희의대) 조재형(가톨릭의대)

표표지지디디자자인인공공모모



달리스타틴약물의대사과정을저해하지않기때문에스타틴

약물과페노피브레이트를병용하더라도횡문근융해증의위험

은증가하지않는다. 또한페노피브레이트는일반적으로병용약

제에상관없이높은내약성을나타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심혈관질환의 병력이 없고,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은

경우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심혈관질환 및 관상동맥

질환예방과당뇨병환자의합병증으로인한신장질환(단백뇨

진행) 및 당뇨병성 안질환 예방에도 페노피브레이트 처방이

매우유용할것으로전망된다.

스타틴약물에의한치료를시작할수있도록하였는데, 스타틴

약물을복용한비율은위약군이페노피브레이트군보다 2배가

량 높아(17% 대 8%) 두 군간 복용률 차이는 매우 유의

하였다(pp<0.0001). 

스타틴약물사용에대한조정이후결과분석에서페노피브레

이트는관상동맥질환사건의위험을 19%(pp=0.01), 총심혈관

계사건의위험을 15% 감소시켰다(pp=0.004). 연구기간동안

스타틴 약물과 페노피브레이트를 동시에 복용한1,000명 가량

의 환자에서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은 보고되지

않았다. 페노피브레이트의 경우초기에개발된피브레이트와는

지난13일제주 ICC에서열린제5차아·태지질동맥경화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

(fenofibrate )가당뇨병환자의관상동맥질환예방에사용한

결과, 비치명적 심근경색등심혈관질환의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호주 시드니대학 안토니 키치

(Anthony C. Keech ) 교수는9,795명의당뇨병환자를대상

으로실시한대규모다국적임상연구(FIELD: Fenofibrate

Intervention and Event Lowering in Dia-betes)

결과를발표하며이러한사실을소개했다. 

안토니키치교수는“제2형당뇨병환자는당뇨병이

없는환자보다심혈관질환의발생위험이3~4배높으

며, 당뇨병환자의절반이상이심혈관계질환으로사망

한다”고설명하며“심혈관질환 병력이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대혈관 및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에 있

어 페노피브레이트의 이점을 확인했다”는 연구결과

를발표하였다. 

FIELD 연구는지금까지의제2형당뇨병임상연구중

일차예방에대한가장 큰 연구로 9,795명의환자를

페노피브레이트군과위약군으나누어5년동안치료하

고매 6개월마다관상동맥질환위험감소효과를관찰

하였다. 

임상에참여한환자중78%(7,664명)는과거심혈관

질환병력이없는제2형당뇨병환자로, 이들에대한

페노피브레이트의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검증할

수있었다. 

연구결과, 페노피브레이트치료는최초심근경색또

는관상동맥질환사망(5.9% vs 5.2%, pp=0.16)에대한

일차결과에서11%의상대적인감소(RR)를나타냈다.

이 결과는치명적인관상동맥질환(HR 1.19, 0.90-

1.57; PP=0.22)의유의한증가없이, 비치명적인심근경

색(pp=0.01)에서 24%의상대적감소가유의하게나타

남을 반영한다. 전체적인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사망, 심근경색, 뇌출혈과관동맥및경동맥혈관

재개통술의복합발생)에대한이차결과에서는11%의

유의한감소가나타났다(13.9% vs 12.5%, pp=0.035).

이러한결과는관상동맥혈관재개통술의 21% 감소를

포함한다(pp=0.003). 치료이득은이전에심혈관계질

환병력이있는환자보다병력이없는환자들에서현저

한차이를나타냈는데, 이전에심혈관계질환을경험하

지않은 7,664명의환자에서총관상동맥질환사건은

25%(pp=0.014)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총 심혈관계

질환은19%의위험도감소가나타났다(pp<0.004).

또한, 페노피브레이트는당뇨병성합병증과관련된

미세혈관질환인미세알부민뇨로의진행을현저히감

소시켰고(pp=0.0018), 당뇨병성망막증의경우레이저

치료의필요성을30% 감소시키는것으로보고되었다

(pp=0.0003).

연구기간중어떤시점이라도두군의대상환자모두

A 30% reduction of needs for
laser treatment for retinopathy

Fenofibrate reduces coronary and
cardiovascular events in primary
prevention(1)

Fenofibrate is the 1st lipid lowering agent which prevents
type 2 diabetic patients from both

macro and microvascular complications

A 25% reduction in total CHD events**
A 19% reduction in total CVD events

**Post-hoc analysis.

(1) FIELD Study Investigators. Lancet 2005, e-publication November 14.

The largest intervention trial ever conducted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 안토니 키치 교수, 당뇨병 환자 9,795명 대상 다국적

임상연구결과국내발표

▶심혈관질환19%감소, 관상동맥질환25% 감소효과

▶합병증으로인한신장질환및안질환예방에도효과확인

페노피브레이트, 당뇨병환자의

관상동맥질환감소효과입증

페노피브레이트 -“160mg!”

리피딜슈프라

www.greencro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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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식후혈당조절이필요하지만자주여행을가고싶어하는환자들을위한적절한

치료법을찾는다는것은어려운일입니다. 

휴마로그믹스50 퀵펜이그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을드립니다.

휴마로그믹스50퀵펜은배우기쉽고, 사용이쉽습니다. 

또한적은힘으로도부드럽게주사할수있으며가볍습니다.

환자의생활패턴에잘맞춰진, 그리고그들이필요로하는인슐린을제공할수있는휴마로그믹스50 퀵펜!

이펜에대해더알고싶으신분은릴리담당자에게연락주세요.

*휴마로그믹스50 퀵펜사용법은동봉된환자용사용설명서를참고해주십시오.



JanuviaⓇ

◎제품명
자누비아정 100밀리그램

◎ 효능·효과
이약은제2형 당뇨병환자의혈당조절을향상시키기위해식사요법및운동요법의보조제로투여한다. 
1. 이 약은단독요법으로투여한다. 
2. 이 약은메트포르민과초기병용투여한다.
3. 설포닐우레아또는메트포르민또는치아졸리딘디온단독요법으로충분한혈당조절을할수없는경우이
약을병용투여한다.

4.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
르민과이약을병용투여한다.

◎ 용법·용량
이 약은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시 1일 1회 100mg을 투여하며 1일 최대용량은 100mg이다. 이 약은 식사
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설포닐우레아와병용투여시에는설포닐우레아 유발 저혈당발생의 위험을 감소
시키기위해설포닐우레아의감소를고려할수있다 (사용상의주의사항, 5. 일반적주의항참고).
기타 자세한내용은제품설명서를참조할것.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과민반응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의 시판후 조사에서 중증의 과민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이 반응은 아나필락시

스, 혈관부종및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포함한박리성피부질환을포함한다. 이것은불특정다수의인
구집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
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반응의 시작은 약물 치료 개시후 첫 3
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첫 용량 이후에 보고된 것도 있다. 만약 과민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
을 중단하고 발생의 다른 잠재적인 이유를 평가하고 다른 당뇨 치료요법을 실시한다. (2. 다음 환자에
는투여하지말것및 4. 이상반응, 2) 시판 후이상반응항참고).

2. 다음 환자에게는투여하지말것
1) 제1형 당뇨병또는당뇨병성케톤산증환자
2) 이 약이나 이 약의 성분에 대하여 아나필락시스 또는 혈관부종과 같은 과민성이 알려진 환자 (1. 경고
항참조)

3. 다음 환자에는신중히투여할것
1) 신장애환자 : 이 약은 신장으로 배설된다.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서와 유사한 혈중농도에 도달하
기 위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요하는 중등도_중증 및 말기신장애(ESRD)환자에서는 저용량이
권장된다. (용법용량, 신장애환자참조)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
임상시험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시되므로 임상시험에서관찰된 이상반응 발생률은 다른
약물의임상시험에서의비율과직접적으로비교될수없으며, 실제 사용환경하에서관찰된비율을반
영할수없다.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이 약을단독또는메트포르민또는피오글리타존과의병용요법
으로투여한경우이상반응및저혈당의발생빈도는위약에서보고된것과전반적으로유사하였다. 이
상반응에 의해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위약군과 유사하였다.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
포르민 병용요법시 이 약 투여군의 이상반응 발생빈도가 위약군보다 높았다. 이는 이 약 투여군에서
저혈당발생빈도가높았던것에일부 기인한다. 이상반응에의한치료중단은위약군과유사하였다. 18
주 및 24주간 진행된 2건의 위약대조 단독요법 연구에 매일 이 약 100mg 및 200mg, 위약을 투여

한 군이포함되었다. 24주간 진행된 3건의 위약대조병용요법연구에메트포르민, 또는 피오글리타존,
또는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의 안정된 용량에 이 약 100mg 또는 위약을 매
일병용투여하였다. 이 임상시험들에서인과관계평가와관계없이이약 100mg을 단독투여하거나피
오글리타존 또는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으로 매일 복용한 환자
중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단독요법: 비인두염, 피오글리타
존과의병용요법: 상기도감염, 두통, 글리메피리드또는 글리메피리드및 메트포르민과의병용요법: 저
혈당, 비인두염, 두통. 이 약과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
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없었다. 2개의 단독임상시험, 메트포르민 또는
피오글리타존병용요법임상시험의종합분석결과, 이 약 100mg을 투여한환자에서이상반응으로서의
저혈당의발생빈도는위약의경우와유사했다(이약 100mg 1.2%, 위약 0.9%). 저혈당이상반응은모든
증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으며 혈당측정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
에서 특정 위장관 이상반응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 : 복통(이 약 100mg 2.3%, 위약 2.1%), 구역(이 약
100mg 1.4%, 위약 0.6%), 설사(이약 100mg 3.0%, 위약 2.3%)
24주간 실시된 위약 대조 요인설계 임상시험(factorial trial)에서 이 약과 메트포르민을 초기병용투여
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거나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상
기도감염, 두통이다. 저혈당의발생빈도는위약군에서 0.6%, 이 약 단독투여군에서 0.6%, 메트포르민
단독투여군에서 0.8%, 이 약과 메트포르민 병용투여군에서 1.6%였다. 이 약의 투여로 활력징후 또는
ECG(QTc 간격포함)에서임상적으로유의한변화는관찰되지않았다. 

2) 시판후이상반응
다음은 시판후 조사를 통해 추가로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신뢰성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발진, 두드러기, 피부혈관염 및 스티븐
스-존슨 증후군을 포함한 박리성피부질환을 포함하는 과민반응 (1. 경고 항 참조), 간효소치 상승 및
췌장염이다.
기타자세한내용은제품설명서를참조할것.

5. 일반적주의
1) 저혈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과의 병용투여 : 저혈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설포닐우레아
와다른혈당저하제와의병용투여가전형적으로그렇듯이, 설포닐우레아와이약을병용투여시에는설
포닐우레아에 의한 저혈당의 발생이 위약투여시보다 증가하였다 (4. 이상반응 항 참조). 설포닐우레아
에의한저혈당의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설포닐우레아의감량을고려할수있다.

2) 인슐린과이약의병용투여에대해서는충분히연구되지않았다.

6. 상호작용
약물상호작용연구에서시타글립틴은다음약물의약동학에임상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메
트포르민, 로지글리타존, 글리벤클라미드, 심바스타틴, 와파린 및 경구피임제. 이 시험에 근거하여
CYP3A4, CYP2C8, CYP2C9 및 유기 양이온 수송체의 기질에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1일 2회복용하는메트포르민과이약의병용투여는이약의약동학을유의하게변화시키
지 않는다.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다른 p-glycoprotein 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을 것
으로 예상된다. 디곡신 투여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이 약 및 디곡신의 용량조절은 필요치 않
다.
기타자세한내용은제품설명서를참조할것.

7. 임부, 수유부, 소아 및고령자에대한투여
1) 임부에서의사용은권장되지않는다. 
2) 수유부에는투여하지않는다.
3) 소아 및청소년에서의안전성및유효성은확립되지않았다.
기타자세한내용은제품설명서를참조할것.

처방하시기전에더자세한정보가있는제품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JanumetⓇ

◎제품명
자누메트정 50/1000밀리그램
자누메트정 50/850밀리그램
자누메트정 50/500밀리그램

◎ 효능·효과
이약은제2형당뇨병환자의혈당조절을향상시키기위해식사요법및운동요법의보조제로투여한다.
1. 이 약은초기요법으로투여한다. 
2..메트포르민 또는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거나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
용요법을대체하는경우

3.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와 이 약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복합제)를 병용투여한다.

◎ 용법·용량
항당뇨요법에 있어서 이 약의 용량은 각 성분의 최대권장용량인 시타글립틴 100mg과 메트포르민
2000mg을 넘지않는범위에서각환자의현재치료요법, 유효성, 내약성을고려하여결정한다. 이 약은 일
반적으로 음식과 함께 1일 2회 복용하며,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
적으로용량을증량한다. 
이 약의초기용량은환자의현재치료요법에따라정하며음식과함께 1일 2회 복용한다.

1. 초기 요법
이 약의 초기용량으로 이 약 50/500mg을 1일 2회, 1회 1정을 복용하며, 이 약 50/1000mg으로 1일 2
회, 1회 1정으로증량할수있다.

2..메트포르민단독요법으로충분한혈당조절을할수없는환자:
이약의초기용량으로 1일 시타글립틴 100mg과 메트포르민기존투여용량을투여한다.

3. 시타글립틴의단독요법으로충분한혈당조절을할수없는환자:
이 약의 초기용량으로 이 약 50/500mg을 1일 2회, 1회 1정을 복용하며, 이 약 50/1000mg으로 1일 2

회, 1회 1정으로 증량할 수 있다. 시타글립틴의 용량을 감량투여하고 있는 신장애 환자는 이 약으로 전환
해서는안된다.

4. 시타글립틴과메트포르민의병용요법에서전환하는환자: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는 환자는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기존
투여용량으로시작할수있다.

5. 메트포르민및설포닐우레아의병용요법으로충분한혈당조절을할수없는경우:
이약의초기용량은 1일 시타글립틴 100mg이며, 메트포르민의초기용량은환자의혈당치와기존투여용
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한다. 설포닐우레아와 병용투여시에는 설포닐우레아 유발 저혈당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
포닐우레아의감소를고려할수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제품설명서를참조할것.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과민반응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의 시판후 조사에서 중증의 과민반응이 보고되었으며, 이 반응은 아나필락시
스, 혈관부종및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포함한박리성피부질환을포함한다. 이것은불특정다수의인
구집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
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 반응의 시작은 약물 치료 개시후 첫 3
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첫 용량 이후에 보고된 것도 있다. 만약 과민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이 약
을 중단하고 발생의 다른 잠재적인 이유를 평가하고 다른 당뇨 치료요법을 실시한다. (2. 다음 환자에
는투여하지말것및 4. 이상반응, 2) 시판 후이상반응항참고).

2. 다음 환자에게는투여하지말것
1) 제1형 당뇨병또는당뇨병성케톤산증환자
2) 이약이나이약의성분에대하여아나필락시스또는혈관부종과같은과민성이알려진환자 (1. 경고항
참조)

3. 다음 환자에는신중히투여할것
1) 신장애환자 : 이 약은 신장으로 배설된다.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서와 유사한 혈중농도에 도달하

기 위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요하는 중등도_중증 및 말기신장애(ESRD)환자에서는 저용량이
권장된다. (용법용량, 신장애환자참조)

4. 이상반응
1) 임상시험

임상시험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시되므로 임상시험에서관찰된 이상반응 발생률은 다른
약물의임상시험에서의비율과직접적으로비교될수없으며, 실제 사용환경하에서관찰된비율을반
영할 수없다.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이약을 단독또는메트포르민또는 피오글리타존과의병용요법
으로투여한경우이상반응및저혈당의발생빈도는위약에서보고된것과전반적으로유사하였다. 이
상반응에 의해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위약군과 유사하였다.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
포르민 병용요법시 이 약 투여군의 이상반응 발생빈도가 위약군보다 높았다. 이는 이 약 투여군에서
저혈당발생빈도가높았던것에일부 기인한다. 이상반응에의한치료중단은위약군과유사하였다. 18
주 및 24주간 진행된 2건의 위약대조 단독요법 연구에 매일 이 약 100mg 및 200mg, 위약을 투여
한 군이포함되었다. 24주간 진행된 3건의 위약대조병용요법연구에메트포르민, 또는 피오글리타존,
또는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의 안정된 용량에 이 약 100mg 또는 위약을 매
일병용투여하였다. 이 임상시험들에서인과관계평가와관계없이이약 100mg을 단독투여하거나피
오글리타존 또는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과 병용요법으로 매일 복용한 환자
중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단독요법: 비인두염, 피오글리타
존과의병용요법: 상기도감염, 두통, 글리메피리드또는 글리메피리드및 메트포르민과의병용요법: 저
혈당, 비인두염, 두통. 이 약과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
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없었다. 2개의 단독임상시험, 메트포르민 또는
피오글리타존병용요법임상시험의종합분석결과, 이 약 100mg을 투여한환자에서이상반응으로서의
저혈당의발생빈도는위약의경우와유사했다(이약 100mg 1.2%, 위약 0.9%). 저혈당이상반응은모든
증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으며 혈당측정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
에서 특정 위장관 이상반응의 발생은 다음과 같다 : 복통(이 약 100mg 2.3%, 위약 2.1%), 구역(이 약
100mg 1.4%, 위약 0.6%), 설사(이 약 100mg 3.0%, 위약 2.3%) 24주간 실시된 위약 대조 요인설계
임상시험(factorial trial)에서 이 약과 메트포르민을 초기병용투여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
상의 빈도로 보고되거나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상기도감염, 두통이다. 저혈당의 발생빈
도는위약군에서 0.6%, 이 약 단독투여군에서 0.6%, 메트포르민단독투여군에서 0.8%, 이 약과메트
포르민 병용투여군에서 1.6%였다. 이 약의 투여로 활력징후 또는 ECG(QTc 간격 포함)에서 임상적으
로유의한변화는관찰되지않았다. 

2) 시판후이상반응
다음은 시판후 조사를 통해 추가로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신뢰성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발진, 두드러기, 피부혈관염 및 스티븐
스-존슨 증후군을 포함한 박리성피부질환을 포함하는 과민반응 (1. 경고 항 참조), 간효소치 상승 및
췌장염이다.
기타자세한내용은제품설명서를참조할것.

5. 일반적주의
1) 저혈당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과의 병용투여 : 저혈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설포닐우레아

와다른혈당저하제와의병용투여가전형적으로그렇듯이, 설포닐우레아와이약을병용투여시에는설
포닐우레아에 의한 저혈당의 발생이 위약투여시보다 증가하였다 (4. 이상반응 항 참조). 설포닐우레아
에의한저혈당의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설포닐우레아의감량을고려할수있다.

2) 인슐린과이약의병용투여에대해서는충분히연구되지않았다.

6. 상호작용
약물상호작용 연구에서 시타글립틴은 다음 약물의 약동학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메
트포르민, 로지글리타존, 글리벤클라미드, 심바스타틴, 와파린 및 경구피임제. 이 시험에 근거하여
CYP3A4, CYP2C8, CYP2C9 및 유기양이온수송체의기질에작용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제2형 당
뇨병환자에서 1일 2회 복용하는 메트포르민과 이 약의 병용투여는 이 약의 약동학을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다른 p-glycoprotein 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곡신투여시적절한모니터링을하여야하며이약및디곡신의용량조절은필요치않다.
기타자세한내용은제품설명서를참조할것.

7. 임부, 수유부, 소아 및고령자에대한투여
1) 임부에서의사용은권장되지않는다. 
2) 수유부에는투여하지않는다.
3) 소아 및청소년에서의안전성및유효성은확립되지않았다.
기타자세한내용은제품설명서를참조할것.

처방하시기전에더자세한정보가있는제품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미국, 유럽가이드라인에서권고한
유일한1차선택약제! 50년동안전세계인이
믿고찾은당뇨병치료의대명사입니다

Diabex는미국, 유럽가이드라인에서권고한유일한1차약제입니다. 

Diabex는인슐린저항성을줄여지속적인혈당강하가가능합니다. 

Diabex는UKPDS에서합병증및사망률예방이입증된약물입니다. 

Diabex는저혈당및체중증가부작용이극소화된 매우안전한약물입니다. 



※상세한자료는제품설명서참조및마케팅부로문의바랍니다. 
TEL : 02-410-9264

•소장에서의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
당뇨 환자의 식후 고혈당을 개선하므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에게 적합합니다.

•Sulfonylurea계 약물, Insulin과 병용 투여 시

당뇨 환자의 식후 혈당을 현저히 감소시킵니다.

•Acarbose제제에 비해 방귀증가, 복부팽만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 발생률이 현저히 낮으며, 
체중 증가 부작용이 없습니다.

원료약품의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정 제 사 진

보 험 코 드

약 가

1정 중 Voglibose 0.2mg/0.3mg

당뇨병의 식후 고혈당 개선

1일 0.2mg/0.3mg을 3회 매 식전에경구투여

643504500          643501130

160원/정 200원/정

소장에서 당흡수를 지연하는

최적의 혈당강하제

“높은혈당도~”

“모두내려주세요~!”

세계최초특허기술,차세대당뇨병치료제아마릴Ⓡ-Mex
아마릴Ⓡ-Mex는세계최초의특허기술을이용한glimepiride와metformin조합의서방형복합제입니다

하루한번아마릴Ⓡ-Mex는 순응도개선효과가탁월했습니다1

세계최초특허기술로만들었습니다2

우수한혈당강하효과를보였습니다1

2009
대한민국신약개발

기술상수상

“여러번먹는불편함도~”

“합병증에대한걱정도~”

하루한번-

아마릴Ⓡ-멕스서방정

전 문 의 약 품

■주성분:glimepiride,metforminHCI■성분함량:glimepiride 2mg,metformin HCI 500mg■효능·효과:Type 2 당뇨병■용법·용량:아침또는주된식사직전이나식사와함께

1일 1회투여, 병용요법의대체로사용할경우에는현재병용투여받고있는설포닐우레아및메트포르민의용법용량에근거하여투여■금기:Type 1당뇨병등■이상반응:저혈당, 유산산증

※보다상세한정보는제품설명서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주)한독약품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2
Tel:02)527-5114 Fax:02)527-5001 www.amaryl.co.kr

주성분: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Ref1. Data on file-phase III clinical trial of AmarylⓇ-Mex

Ref2.Data on file-DRM technolog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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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약의이미지는광고이미지와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