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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ㅣ춘계학술대회 및 APDO 2012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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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및APDO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봄의기운이느껴지는 3월을맞이하여이번 2012년 춘계학술대회는 APDO(Asian-Pacific Diabetes and Obesity

study group)와함께개최되는국제학회로진행됩니다. 

내분비학의최신지견을중심으로마련한이번행사에는예년과같이국내외에서손꼽히는각분야의전문가분들을초청하여

최신연구및임상지견에대한발표및토론의장으로마련하였습니다. 

특히APDO와Joint Meeting이성사되어8개국, 40명이상의연자가당뇨병, Inflammation, Metabolic disorders 등다양

한분야의연구에대한 36편의구연을발표할예정이고, 더불어지방조직과관련된대사이상연구의권위자이신Michael

Czech(USA) 교수와최근의hot topic인Autophagy 연구전문가이신Noboru Mizushima(Japan) 교수가Keynote Lecture

를강연해주실예정입니다.

이와더불어춘계학술대회로는우선, 각분야별회원님들의요청에부응하고자4개의Plenary Lecture를준비하였습니다. 

비타민D 연구로명망이높은Michael Holick(Boston Univ., USA) 교수, 신경호르몬분야의권위자이신Hubert Vaudry

(Univ. de Rouen, France) 교수, 갑상선분야의세계적인석학이신Antonio Bianco(Univ. of Miami, USA) 교수와당뇨병

분야에 연구업적이 탁월하신 연세대 생화학교실의 안용호 교수가 강연해 주실 예정이고, 다양한 최신 연구결과에

대한심포지엄의연자로도추가강연이진행될예정입니다.

Main Symposium으로는Bone, Thyroid, Diabetes, Metabolism & Neuroendocrine, Lipid & Obesity, Adrenal gland 등

총7개의session으로진행될예정인데, 각분야별로최근이슈가되고있는주제로선정하여더욱더폭넓은학습기회의장이

될수있도록마련하였습니다. 또한, APDO Symposium session을마련하여인슐린신호전달과당대사및내분비분야의저

명한 연구자이신 David James(Australia), Masato Kasuga(Japan) 교수의 초청 강연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부신 및

Metabolism 분야에 Franco Mantero(Italy), Silvia Corvera(USA) 교수를초청하여알도스테론증에대한강연을들을수

있는Special Lecture session을새롭게마련하여내분비질환의다양한주제를심도있게다룰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 

총6 session으로진행될구연발표는이중3개를영어발표로진행하여, 명실공히국제학회로준비됨은물론, 그어느때보

다도풍성한학술교류의장이되리라생각됩니다. 

학회회원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라며, 임상연구자, 전임의, 전공의, 개원의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으로마련되었으니부디

많이참석하셔서진료와연구에많은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3월

회 장 이현철 이사장 김성운

■ 4월 20일(금) 

■ 4월 21일(토) 

┃일정┃ 2012년 4월 20일(금) ~ 21일(토) ┃장소┃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의사협회 평점┃ 4월 20일：6점, 21일：6점 ┃내과분과 평점┃ 4월 20일 ~ 21일：4점

┃전공의 스티커┃ 4월 20일：2점, 21일：2점 ┃사전등록 기간┃ 3월 7일(수) ~ 4월 3일(화)

┃초록접수 기간┃ 3월 7일(수) ~ 3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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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여성에서골다공증검사간격과골다공증으로의전환 (Bone-Density Testing Interval and Transition to Osteoporosis

in Older Women)

N Engl J Med, 366:225-233, 2012

골다공증선별검사를위해65세이상여성에서는골밀도검사를추천하고있지만, 골밀도검사간격을결정하는데도움이되는자료는

거의없다. 본연구에서는67세이상이면서정상골밀도(고관절T 점수-1 이상) 또는골감소증이있으나고관절이나척추골절이없는

사람또는골다공증치료를받지않은 4,957명의여성을 15년추적관찰하였다. 골밀도검사간격은 10%의여성이고관절이나척추

골절없이골다공증으로진행하는기간으로정의하였다. 정상골밀도와골감소증세아군(경도, 중등도, 중증도)에서골다공증으로전환

을변수누적발생모델을이용해분석하였다. 계측된골밀도검사간격은정상골밀도를가진여성의경우16.8년(95% 신뢰수준11.5 ~

26.6), 경증골감소증여성(T score, -1.01 ~ -1.49) 17.3년(95% 신뢰수준13.9 ~ 21.5), 중등도골감소증여성(T score, -1.50 ~ -1.99)

4.7년(95% 신뢰수준4.2 ~ 5.2) 그리고진행된골감소증여성에서(T score, -2.00 ~ -2.49) 1.1년(95% 신뢰수준1.1 ~ 1.3) 이었다. 이는

고령폐경여성에서정상이나경한골감소증을가진경우15년, 중등도골감소증인경우5년, 심한골감소증인경우1년등의간격으로

재선별검사를했을때10% 미만에서골다공증으로진행된다는것을보여준다. 즉골밀도가정상이거나중등도이하의골감소증의경우

에는골밀도검사간격을현재권장하고있는간격보다늘릴수있음을암시한다.

건강한여성에서고관절골절이단기사망률은증가시키나장기사망률은증가시키지않는다. (Hip Fracture and Increased

Short-term but Not Long-term Mortality in Healthy Older Women)

Arch Intern Med, 171:1831-1837, 2011

골절은추후이어지는사망률증가와관련이있다. 그러나얼마나오랫동안이런연관성이지속되는지에대해서는알려져있지않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다기관(Study of Osteoporotic Fractures) 코호트에속한 5,580명의 여성을 20년간전향적으로추적관찰하였다.

1,116명의고관절골절환자와4배수대조군(4,464명)을나이에따라맞추어비교하였다. 고관절골절은방사선사진을보고판단하였고,

사망은사망진단서자료로확인하였다. 고관절골절은골절이일어난후1년동안의사망률을2배(16.9% 대8.4%; 비교위험도2.4배

[95% CI, 1.9-3.1]) 증가시켰다. 나이와건강상태를감안할때65세에서69세사이인경우는5.0배(95% CI, 2.6-9.5), 70 ~ 79세2.4배

(95% CI, 1.8-3.3), 80세이상2.8배(95% CI, 1.5-5.2)의사망률증가를보였다. 첫 1년이지난후에는환자군과대조군간의사망률은

비슷해졌고65에서69세사이군만이지속적인사망률증가를보였다. 결론적으로65세이상여성에서고관절골절은단기간의사망률

을늘린다. 70세이상인경우 1년이지나면이전의사망위험으로돌아온다. 고관절골절발생 1년이내(특히사망위험도가매우높은

경우)에사망률을줄일여러조치가필요함을암시한다.

당뇨병과대퇴경부골강도 : 폐경이행기단면연구결과 (Diabetes and Femoral Neck Strength : Findings from the Hip

Strength Across the Menopausal Transition Study)

J Clin Endocrinol Metab, 97:190-197, 2012

당뇨병환자는대퇴경부골밀도가높아도고관절골절위험이더높다. 본 연구에서는대퇴경부골강도와골절위험도를조사하였고

인슐린저항성과의관계를조사하였다. 1,887명의폐경전이거나폐경초기여성을대상으로하여compression strength index(CSI),

bending strength index(BSI), impact strength index(IBS) 등의세가지측면의골강도를측정하였다. 나이, 인종, 폐경상태, 체질량

지수, 흡연, 신체활동, 칼슘/비타민보충등을보정하면대퇴경부골밀도는당뇨병이있는여성에서의미있게높았으나(+0.25 SD, 95%

CI [+0.06 ~ +0.44]) 세가지측면을종합한골강도는당뇨병환자에서유의하게낮았다(0.20 SD, 95% CI (0.38 ~ 0.03). 골강도는

인슐린저항성지표인HOMA-IR과역상관관계를보였다. 즉당뇨병이있는경우골밀도는높지만골강도는낮아서골절위험도가

증가하는것으로생각할수있겠고이과정에인슐린저항성이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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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송기호- 건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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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갑상선기능저하와출산후자녀의 IQ에대한대규모연구 (Antenatal Thyroid Screening and Childhood Cognitive

Function)

N Engl J Med, 366:493-501, 2012

태아의갑상선은임신 18~20주가돼서야제대로갑상선호르몬을분비하기때문에그때까지성장과발달에필요한갑상선호르몬은

모체의갑상선호르몬에의존한다. 따라서임신초기에갑상선호르몬이부족하다면중추신경계발달에필요한갑상선호르몬이부족할

것이므로이에따라태아의인지기능발달에장애를가져온다는연구결과가있었다. 이연구는갑상선기능저하증을치료한군과치료치

않은경우3세에시행한인지기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보고자하였다. 이연구는영국과이탈리아의임신16주미만의임산부

를대상으로한무작위연구이다. 임산부들중에서18세미만이거나다태아임산부, 기저갑상선질환력이있는임산부는제외하였다.

선별검사군(채혈후 1주내 TSH/유리 T4 측정을바로한군)과대조군(채혈한후출산후에 TSH/유리 T4를측정한군)으로나누어

진행하였다. TSH 수치가97.5 백분위수를넘거나유리T4가2.5 백분위수미만인경우중어느한곳에포함되어도갑상선기능저하로

판단하였다. 선별검사군에서갑상선기능저하소견을보인다면levothyroxine 150 μg을먹도록처방후TSH 농도를0.1~1.0 mIU/L가

되도록 중간에 추적 검사하였다. 갑상선기능저하 군으로 나온 산모에게서 나온 자녀들은 3세에 IQ 측정(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3판)을하였다. 또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2000 Achenbach; CBCL 2000)

와 Behavior Rating Inventory of Executive Function(Brief-p, 2003)도같이평가하였다. 부모의교육수준과어머니의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II)도같이평가하였다.

분석결과선별검사군과대조군사이에출산결과(조산율, 태아의몸무게등)의

차이는없었다. IQ 85 미만의아이들의수는대조군(임신기간내에갑상선기능

저하상태를유지한군)에서14.1%, 선별검사군(갑상선호르몬을투약해서임신기간

중에 갑상선기능을 정상으로 유지시켰던 군)에서 12.1%로 나와 두 군 간에

차이가없었다(p=0.4). 또한, TSH만상승한군, 유리T4만낮은군, 둘다문제가

있는군, 갑상선호르몬을임신14주내/이후에투여한군, 목표TSH에도달하는

데걸리는시간이선별검사후6주내/30주이후인군까지추가분석을해도이들

군간에IQ의차이가없었다. 

산모의자가면역질환이 소아의주의력결핍장애와 연관이있다. (Maternal Thyroid Autoimmunity During Pregnancy and

the Risk of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Problems in Children: the Generation R Study)

Thyroid, 22:178-86, 2012

Generation R study는지역사회기반의코호트연구로네덜란드에서시행된연구이다. 여기에는어머니와자녀를포함하여총3,139

명이임신 13.5±1.8주에갑상선기능검사의일환으로TSH, 유리 T4, TPO Ab를측정하였다. 이코호트에서는전에도산모의갑상선

기능저하와 자녀의 인지 및 언어/행동발달장애와의 관련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산모의 갑상선자가면역질환 유무가

학령전기아동의행동발달장애나인지기능장애를가져오는지를알고자하였다. 언어행동발달장애유무를파악하기위해2.5세경에

Language Development Survey(LDS, 언어발달평가), Parent Report of Children’s Ability(PARCA, 비언어적인지기능의평가),

CBCL/11/2-5를 측정하였다. TPOAb 양성은 100 IU/ml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경우로 정하였다. 결과에서 4.7%(147명)의 산모가

TPOAb 양성이었다. TPOAb 양성인산모의TSH(3.81 ±4.13 mIU/L)가TPOAb 음성인산모의TSH(1.53 ± 1.04 mIU/L)보다높았

다. 태아의TSH 및유리T4는TPOAb 양성유무와는무관하였다. TPOAb 양성산모의자녀의LDS나PARCA의점수, CBCL검사로

확인한정동장애나불안장애의비율은 TPOAb 음성산모의자녀와비슷하였다. 하지만 TPOAb 양성산모의자녀에서주의력결핍

비율이높았고이는TSH를보정하여도같은결과를보였다(OR=1.56, 95% CI: 1.14-2.14,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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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obacter Pylori 감염과당뇨병유병률의관계

Diabetes Care, 35:520-5, 2012

만성감염은만성질환의유병률을높일수있다. 만성감염으로인해염증성 cytokine의 분비가증가되고심혈관질환이증가한다고

알려졌으나, 당뇨병과감염의연관성에관한증거는부족하다. 본연구에서는만성바이러스감염이나세균감염의증거와당뇨병유병률

과의 상관관계를 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1998~1999년 사이 당뇨병이 없던 60세 이상의 성인 782명에서 HSV1, varicella virus,

CMV, H.pylori, T.gondii에 대한혈청학적검사를시행후 2008년 6월까지추적관찰하였다. 결론적으로HSV1, varicella, CMV,

T.gondii 감염은당뇨병유병률에영향을미치지않았고, H.pylori 항체양성이었던환자들에서만당뇨병의유병률이약2.7배증가

하였다. 이러한결과는인슐린저항성, CRP, IL-6로보정하여도유의하였다. 본연구는처음으로H.pylori 감염과당뇨병과의연관성을

보였다는데의의가있으며, 향후GI tract infection 치료나H.pylori 제균이당뇨병유병률에영향을미치는지추가연구가필요하겠다.

혈액투석환자에서혈당조절과심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Diabetes, 61:708-715, 2012 

이전의몇몇관찰연구들에서혈액투석환자의혈당조절과심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에대해분석하였으나각기다른결과들이보고된

바있다. 본연구에서는당뇨병성신질환으로혈액투석중인54,757명의환자들로이루어진코호트에서A1c나무작위혈당이환자들

의예후를어느정도나예측할수있는지를분석해보았다. Adjusted all-cause death에대한HR은baseline A1c가7.0-7.9%인환자

들과비교시A1c가8.0-8.9, 9.0-9.9, ≥10%로증가함에따라각각1.06(CI 1.01-1.12), 1.05(0.99-1.12), 1.19(1.12-1.28)로밝혀졌고

time-averaged A1c로비교시에는1.11(1.05-1.16), 1.36(1.27-1.45), 1.59(1.46-1.72)이었다. A1c가낮은경우의time-averaged A1C

에따른사망률을비교해보면A1c 7.0-7.9%와비교시A1c 6.0-6.9%는HR 1.05(1.01-1.08); 5.0-5.9%는 1.08((1.04-1.11), ≤5%는

1.35(1.2-1.42)로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였다. Time-averaged blood glucose에 따른 adjusted all-cause death HR도 175-199,

200-249, 250-299, ≥300 mg/dL일때를 150-175 mg/dL과비교시HR이점차증가하였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면혈액투석

환자에서혈당조절이되지않는것과(A1c ≥8% 혹은혈당≥200 mg/dL) 높은all-cause mortality가관련되어있을가능성을시사한

다. 또한, 매우낮은혈당도사망률증가와연관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근래에진단받은제1형당뇨병환자에서 GAD65 항원치료

N Engl J Med, 366:433-44, 2012

Glutamic acid decarboxylase 65(GAD65)는 제1형 당뇨병의 주요한 자가면역 항원이다. 선택적인 immunosuppression이 제1형

당뇨병의치료에도움이될것이라는가설하에, 알루미늄이결합된GAD65(GAD-alum)가최근제1형당뇨병을진단받은환자들의

베타세포기능유지에도움이될것인지를확인하고자연구가시행되었다. 제1형당뇨병환자들중c-peptide가0.3 ng/mL 이상이며

GAD65 항체가양성인총334명의환자들이모집되었다. 환자들은placebo군, GAD-alum 4회치료군, GAD-alum 2회치료군으로

무작위배정되었다. 일차결과변수는baseline과 15개월뒤 stimulated serum c-peptide level로하였고, 이차결과변수는HbA1C,

평균인슐린용량, 저혈당의빈도이었다. 결론적으로일차결과변수인15개월뒤의stimulated c-peptide는세군간에유의한차이가

없었으며(P=0.10), 인슐린용량, 저혈당의빈도, HbA1C 등에도군간에유의한차이가없었다. 본연구는 3상연구로서이전의 2상

연구에서는효과를보였던GAD65 항원치료가효과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저자들은환자군의다양성, 자가면역성의계절에

따른변동등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제시하였지만, 제1형당뇨병의면역치료를임상에서시행하기에는아직더많은연구들이선행

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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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우-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Effective Combination Treatment with Cabergoline and Low-Dose Pegvisomant in Active

Acromegaly : A Prospective Clinical Trial

J Clin Endocrinol Metab, Epub ahead of print, 2012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적절한 용량의 pegvisomant 치료는, 약 97% 환자에서 IGF-Ⅰ을 정상화시킬 수 있으나, 고용량의 경우, 

가격이 비싸다. 현재까지 somatostatin analog와 병합 요법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으나, dopamine agonist와의 병합 투여

효과에대해서는알려진바가없다. Cabergoline은경구투여가능하고, 부작용이적으며, 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하고, 단독투여

시에도말단비대증환자의30%까지 IGF-Ⅰ를정상화시킨다고보고되고있다. 이연구에서는활성도가높은말단비대증환자에서

cabergoline 단독과, cabergoline과 pegvisomant 병합 요법이 IGF-Ⅰ을 조절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24명의 환자를 영국에서 모집했으며, 다기관, open-label, 전향적 임상 연구로 진행하였다. Cabergoline을 매일 0.5 mg 최대

용량으로18주간투여한경우, 2명은IGF-Ⅰ이정상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IGF-Ⅰ을의미있게감소시키지못했다(454 ±219 →

389 ± 192 ng/ml ). 하지만 12주간 pegvisomant 10 mg을매일추가했을경우 IGF-Ⅰ은의미있게감소했으며 68% 환자에서

IGF-Ⅰ이 정상화 되었다(389 ± 192 ng/ml cabergoline vs. 229 ± 101 ng/ml 병합 요법). 또한, cabergoline을 중단하고,

pegvisomant 10 mg를 12주동안유지했을경우, 26%에서만 IGF-Ⅰ이정상으로유지되었다. 연구기간동안간수치나, 당대사

의 변화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말단비대증 환자에서, cabergoline이나 pegvisomant 단독으로 치료할 때보다,

cabergoline과pegvisomant의병합투여가더효과적으로IGF-Ⅰ을감소시킬수있음을시사한다.

The Hypercoagulable State in Cushing’s Disease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Levels of

Procoagulant Factors and Impaired Fibrinolysis, But Is Not Reversible after Short-Term

Biochemical Remission Induced by Medical Therapy

J Clin Endocrinol Metab, Epub ahead of print, 2012

쿠싱병은정맥혈전증의위험이증가하는질환으로, 수술이우선적인치료이다. 이 연구에서는쿠싱병환자와대조군에서응고와

관련된 변수들을 비교하고, 쿠싱병의 약물치료가 응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했다. 네덜란드의 4개의 대학병원에서, 80일

동안, somatostatin analog, pasireotide, cabergoline, ketoconazole 등을사용한단계적인약물치료로, 부신피질의스테로이드

합성을억제하였다. 쿠싱병이있는환자들은, 건강한대조군에비해서, 더높은신체질량지수(p<0.001), 감소한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p<0.01), 더 높은 fibrinogen, factor VIII, Protein S 활성도 (p<0.05)를 나타냈다. 쿠싱병환자에서 clot

lysis time이증가되어있고,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type 1, thrombin-activatable fibrinolysis inhibitor, alpha 2

-antiplasmin(p<0.01)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섬유소 용해 능력도 손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on willebrand

factor, antigen, anthrombin, protein C 활성도에있어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없었다. 80일치료후, 17명의환자중15

명이 소변 free cortisol 배출이 정상화되었다. 생화학적인 관해에도 불구하고, antithrombin(p<0.01)과 thrombin-activatable

fibrinolysis inhibitor(p<0.05) 만이약간감소했으며, 다른응고와섬유소용해관련인자들은변화가없었다. 따라서쿠싱병환자

에서과응고상태는응고촉진인자의증가와손상된섬유소분해모두에의해설명될수있으나, 성공적인약물치료로단기간의

생화학적관해를이룬후에도이런상태는회복되지않았다. 이것은아마도완치된쿠싱병환자에서항응고예방의기간에있어서

시사하는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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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rbidity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in Adult Growth Hormone Deficiency Following

Treatment for Cushing’s Disease or Non-functioning Pituitary Adenomas During Childhood

Eur J Endocrinol, Epub ahead of print, 2012

쿠싱병과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은소아에서는드문질환이다. 이연구에서는아동기에쿠싱병또는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의치료

후발생한성장호르몬결핍이, 성인에서어떤장기적인결과를나타내는지알아보고자하였다. KIMS 데이터를후향적으로분석하였

으며, 아동기에진단된쿠싱병47명, 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62명의기본특징, 인체측정및질병이환율을조사하였다. 아동기에

진단된특발성뇌하수체기능부전증중ACTH 결핍이있는 100명의환자데이터가비교분석을위해사용되었다. 연구시작시에

성장호르몬치료를받지않은환자(쿠싱17명, 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24명, 특발성뇌하수체기능부전증55명)들을대상으로, 성장

호르몬치료전및치료1년후에각각심혈관위험프로파일을분석하였다. 뇌하수체종양을진단받은평균나이는쿠싱병이14(10 ~

17)세, 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이 13.7(8 ~ 17)세였다. 성장호르몬결핍이외에도쿠싱병의 41%, 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의 78%가, 

서너개의다른뇌하수체호르몬결핍을가지고있었다(p<0.001). 쿠싱병을진단받았던환자중89%, 비기능성뇌하수체종양을진단

받았던 환자의 61%가 0보다 작은 표준 편차 점수(SDS)의 키를 가졌다(p=0.002). 고혈압은 특발성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 환자에

비해, 쿠싱병환자에서더흔했다(23% vs.9%; p=0.018). 성장호르몬치료1년후총LDL 콜레스테롤은쿠싱병환자에서는의미있게

감소했지만, 비기능성 뇌하수체 종양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소아기에 쿠싱병이나 비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으로

치료받고성장호르몬결핍을가지고있는성인은장기적으로불리한결과를갖게된다. 비기능성뇌하수체선종환자에서더심한

뇌하수체기능부전이있음에도불구하고, 쿠싱병을치료받았던환자에서더흔하게최종신장미달을보였다.

지단백콜레스테롤만단독으로낮은경우(위험도, 1.67; 95% 신뢰구간, 1.27-2.19)의위험도는낮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에추가하

여다른지질이상을가지는경우(위험도, 1.63; 95% 신뢰구간, 1.24-2.15)와대등한관상동맥질환발생위험도를보였다. 하지만다른

지질이상과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함께낮은경우뇌혈관질환발생과는의미있는상관관계를보이지않았으며,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만단독으로낮은경우오히려뇌혈관질환발생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위험도, 0.81; 95% 신뢰구간, 0.67-1.00).

Niacin in Patients with Low HDL Cholesterol Levels Receiving Intensive Statin Therapy

N Engl J Med, 365:2255-67, 2011

높은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심혈관질환발생에있어중요한위험인자라는사실은이미잘입증되어있으며, 일차또는이차예방

연구를통해스타틴이심혈관질환발생을 25 ~ 35% 정도낮추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목표치에

도달하더라도여전히잔여위험(residual risk)은존재한다. 최근다수의역학연구를통해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외에낮은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이심혈관질환발생에있어독립적인위험인자라는사실이강조되고있으며, 이에AIM-HIGH 연구자들은지속형

나이아신제제를스타틴에추가하여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올렸을경우이러한심혈관질환발생잔여위험을줄일수있을지알아

보고자하였다. 대상환자는미국과캐나다의92개센터에서모집되었으며, 45세이상으로이전에심혈관질환기왕력이있는사람들이

었고,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은남자의경우40 mg/dl 미만, 여자의경우50 mg/dl 미만, 중성지방은150-400 mg/dl, 그리고저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180 mg/dl 미만이었다. 총3,414명의환자가모집되었으며모든환자는하루심바스타틴40-80 mg과함께필요

시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40-80 mg/dl로 유지하기 위해 에제티미브 10 mg을 추가로 복용하였다. 전체 환자 중 절반가량인

1,718명은지속형나이아신제제를하루1,500-2,000 mg을추가로복용하였으며, 1,696명은위약군으로배정되었다. 연구시작2년

시점에나이아신배정군에서유의한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의증가(35 mg/dl → 42 mg/dl)와중성지방(164 mg/dl → 122 mg/dl)

및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74 mg/dl → 62 mg/dl)의 감소가관찰되었다. 하지만 3년간의치료에도불구하고본연구의 primary

end point인관상동맥질환에의한사망, 비치명적심근경색, 허혈성뇌혈관질환, 급성관동맥증후군에의한입원, 또는관상동맥및뇌

혈관재관류술의발생은나이아신군이16.4%, 위약군이16.2%로차이가없었다(위험도, 1.02; 95% 신뢰구간, 0.87-1.21; P = 0.79).

이는낮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환자를대상으로나이아신및피브릭산의심혈관질환예방효과를보인이전의연구들과는다른

결과인데저자들은그이유로다음과같은분석을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연구와는달리본연구의대상환자들은연구시작시점에이미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 71 mg/dl 정도로매우낮았으며, 이는이전연구의대상환자보다약 40 mg/dl 정도더낮은수치였다. 

둘째, 최근심혈관질환의이차예방을위해항혈소판제, 베타차단제, 레닌안지오텐신시스템억제제등다양한약제가적극적으로사용

되고있으며, 본연구에서도이렇게함께사용된약제들로인해추적관찰기간동안나이아신에의한추가이득을관찰하기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밖에본연구에서나이아신투여군에서허혈성뇌혈관질환발생이빈번하였다. 이는이전연구들에서는전혀보고되지않은

내용으로단순히임상적으로의미없는우연한결과인지인과관계가있는지추가적인연구를통해증명이필요하다고하였다.Isolated Low Levels of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 an Individual Participant Data Meta-analysis of 23 Stud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Circulation, 124:2056-64, 2011

최근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는독립적으로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심혈관질환발생과역상관관계가있다는사실이점차강조

되고있으며, 심지어일부연구에서는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나중성지방의증가없이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만낮은경우도

높은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환자와대등한정도의관상동맥질환위험도를가진다는결과까지보고되었다. 낮은고밀도지단백콜레

스테롤의유병률은국가나인종에따라큰차이를보이는데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만단독으로낮은경우가6 ~ 34%까지보고되고

있다. 하지만이러한지질이상을가지는환자의상당수는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과총콜레스테롤이현재가이드라인상에서정상범주

에속해있거나, 연구에따라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증가에의한효과가일관되지않다는이유로약물치료에서종종제외되고있다.

그리하여저자들은아시아인에서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만단독으로낮은환자의유병률과관상동맥질환및뇌혈관질환과의연관성

에대해연구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수행된37개연구, 총220,060명의자료를분석하였으며이중87%가아시아인이었다.

낮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을남자는 40 mg/dl, 여자는 50 mg/dl 미만으로정의했을때, 아시아인에서 33.1%, 비아시아인에서

27.0%로관찰되었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만단독으로낮은경우역시아시아인에서22.4%, 비아시아인에서 14.5%로아시아인

에서높게관찰되었다. 또한, 6.8년의추적관찰기간동안총574건의관상동맥질환과739건의뇌혈관질환이발생하였으며, 낮은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은관상동맥질환발생과역상관관계를보였다(위험도, 1.57; 95% 신뢰구간, 1.31-1.87). 특히아시아인에서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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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황유철- 경희의대강동경희대병원

대사적으로건강한비만에서의이상대사신호들 (Dysmetabolic Signals in “Metabolically Healthy”Obesity)

Obesity Research & Clinical Practice, 6, e9-20, 2012

대사적 건강은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이 없으며 고지혈증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

(metabolically  healthy obese = MHO)은2001년처음제시된이후대사적으로이상이있는비만에비하여중성지방이낮고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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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농도가더높으며내장지방세포가더적음이알려져왔다. 그러나MHO가정상체중을가진이와비교시어떤위험이

있는지는명확하지가않다. 1999년부터2004년동안의NHANES cohort를이용단면조사하여20 ~ 79세6,485명을대상으로314명

의MHO(metabolically healthy obese)와 1,173명의MHNW(metabolically healthy normal weight)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군간

공복혈당과중성지방의농도는비슷하였으나MHO군에서insulin resistance(p< 0.001), non-HDL cholesterol(p= 0.002 in female &

p = 0.049 in male), C-reactive protein levels(p< 0.0001 in female & p=0.038 in male) 농도는 더 높았고 HDL cholesterol

(p<0.002)농도는더낮음을보여주었으며MHO female에서LDL cholesterol(p=0.012) 농도, systolic blood pressure(p=0.02)가더

높았으며식이섬유섭취(p=0.0009)감소와신체활동감소(p=0.002)를보여주어MHO군에서정상체중군보다심혈관질환의위험을올리

는신호인다수의이상대사변화가있음이관찰되어MHO경우도적극적인체중감량이필요함을보여준다.

소아비만의예방과치료 : 아버지를목표로 (Preventing and Treating Childhood Obesity: Time to Target Fa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6, 12-15, 2012

부모양측모두과다체중인경우가한측만과다체중인경우에비해서아이의체중이많이나간다고알려져있다. 또한, 아버지와아들, 

어머니와딸과같이성별로강한연관관계가있음이제시된바있으나2010년영국에서대규모로실시된연구에서는이런결과를입증

하지 못해 부모의 성별에 따른 과다체중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부모의 성별에 따라 과다체중이 아이의

체중상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호주에서 LSAC(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data를사용하여전향적연구를실시하였고2004년에4 ~ 5세인아이와부모의키와체중을재고이부모와아이들을2008

년키와체중을재서비교하였다. 결과는부모의BMI와아이의BMI 사이는연관이있었으나(p< 0.001 ) 성별간의관계는없었다. 또한,

정상체중엄마와과다체중또는비만을가진아버지가있는군에서만소아비만의위험도가의미있게상승하였다(p=0.048, p=0.002).

이는과다체중, 비만아버지를가진아이가비만이될가능성이높음을보여주는것으로소아비만의예방과치료를위하여과다체중인

아버지를치료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피질종양의가장유용한표지자로보이며, 부신종양을진단할때일상적인기본검사법이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2) 불현성고코르티솔증 (Subclinical hypercortisolism) 

불현성고코르티솔증은고혈압, 비만,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골밀도감소/골다공증발생을야기시킬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지만, 임상적

인중요성에대한여러가지의문들이여전히남아있다. 그중의하나가부신우연종환자에서부신절제술이보존적치료에반하여이득

을줄수있는가이며, 불현성고코르티솔증의생화학적진단이부신절제술에대한반응을예측하는데유용한가이다. Chiodini 등의후향적

종속연구에따르면, 수술적치료로체중, 혈압, 공복혈당,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이유의한향상을보였으며, 생화학적진단은부신

절제에대한반응을예측하는데유용할수있다는결론이었다. 그러나부신우연종환자에서불현성고코르티솔증과다양한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과의병인적관련성에대한결론은대규모, 전향적, 무작위연구를통하여결과를얻는과정이필요하겠다. 다른한가지는당뇨병

환자에서쿠싱증후군에대한일상적인스크리닝이가치가있을것인가하는것이다. 쿠싱증후군에대한 Endocrine Society Clinical

Guideline에서는1) 부신우연종환자, 2) 비정상적성장을보이는어린이, 3) 쿠싱증후군의다발적, 진행성양상을보이는환자, 4) 골다

공증과고혈압을함께동반한경우와같은비전형적인양상을보이는경우를제외하고는광범위한스크리닝을권고하지않고있다. 이전

연구들에서, 당뇨병에서쿠싱증후군의유병률은약3%(0-9.4%)로알려져있다. Mullan 등은 201명의당뇨병환자와 79명의대조군을

대상으로야간침샘코르티솔농도를측정한결과두군사이에차이가없음을발표하였다. 야간침샘코르티솔농도가적어도10 nmol/L

인환자는 47명(23%)이었고, 그들중 35명(75%)을대상으로야간 1 mg 덱사메타손억제검사를시행하였으며, 이중 28명은정상적인

억제를보였고억제되지않은7명중4명은2 mg 덱사메타손으로억제되었으며, 나머지3명도정상소변유리코르티솔분비를보였다. 이러

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 당뇨병에서쿠싱증후군에대한일상적인검사는비용대비효과적이지않을것이라는결론이었다. 

장기간 Spironolactone 치료 후 자연 관해를 보인 일측성 원발 알도스테론증 (Unilateral Primary Aldosteronism with

Spontaneous Remission after Long-term Spironolactone Therapy)

J Clin Endocrinol Metab, Doi:10.1210 / jc.2011-2563, 2012

일측성원발알도스테론증(primary aldosteronism: PA)은복강경을통한부신절제술이 1차치료이며, 양측성부신과다형성의경우는

염류코르티코이드수용체(mineralocorticoid receptor:MR) 길항제로약물치료하는것을1차치료로권고하고있다. 그러나MR 길항제

를통한약물치료로일측성PA를치료할경우자연관해가가능한가에대한보고는거의없었다. 41세의일본남성으로생화학적확진

검사를통하여PA가진단되었으며, 전산화단층촬영상좌측부신에5 mm 크기의선종이관찰되었다. 부신정맥채혈을통하여좌측부신

에서알도스테론의과다분비가증명되어일측성PA로진단할수있었다. 환자는수술을거부하여, spironolactone 75 mg과enalapril을

이용하여고혈압및저칼륨혈증을치료하기시작하였고, 5년여이상장기간동안spironolactone을사용하면서점차용량을감소해나갔

다. 이후spironolactone을포함한모든약제를중단하였으며, 10년이상추적검사한결과, 혈압및혈청칼륨농도는정상을유지하였고

혈청알도스테론농도도정상을유지하였으며, 심장초음파를통한심장비대소견또한향상을보였고호전된상태를유지하였다. 전산화

단층촬영상부신선종은변화가없었고, 생화학적검사에서정상소견을보였으며부신정맥채혈결과편측화소견을보이지않았다. 이러한

결과를볼때, spironolactone은염류코르티코이드수용체를길항하는작용뿐아니라, 알도스테론합성활성도를감소시킴으로써, 일부

일측성PA 환자에게서도자연관해를유도할수있음을알수있었다. Adrenal Disease Update 2011

J Clin Endocrinol & Metab, 96:3583-3591, 2011

2011년보스턴에서열린92번째Endocrine Society에서발표된“Year-in-the-Adrenal : A clinical Perspective”강의를정리

한것으로, 부신질환영역에서임상적으로중요한발전이있었다고발표된핵심내용중에몇가지를소개하겠다. 

(1) 부신피질암의조직표지자 (Tissue markers for adrenocortical carcinoma) 

부신에 종양이 있을 때, 이 종양이 비기능성 부신피질 선종인지, 부신 외 악성 종양의 전이인지 혹은 비분비성 크롬친화세포종

(nonsecretory pheochromocytoma)인가를분별하는것은임상적으로중요하지만어려운일이다. 이러한종양들을정확하게진단하는

데있어향상된면역조직화학적표지자가있는가에대한질문은여전히의문으로남아있다. Steroidogenic factor-1(SF-1)은스테로이드

생성조직의성장과스테로이드생합성조절그리고부신피질암의병인에중요한역할을하는전사인자이다. Sbiera 등의연구에따르면,

SF-1의발현은부신피질기원종양과비스테로이드조직종양을구별하는데있어, 민감도98.6%, 특이도100%, 양성예측률100%, 음성

예측률 97.3%를 보였다. 또한, SF-1 발현은 부신피질암의 불량한 임상 경과와 양적인 관련을 보였다. 현시점에서, SF-1은 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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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cirin이 Glucocorticoid 유도성골다공증에서골손실을예방한다. (Poncirin Prevents bone loss in Glucocorticoid-

induced Osteoporosis in Vivo and in Vitro)

Yoon HY, Won YY, Chung YS. Department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 Bone Miner

Metab. 2012 Mar 13. [Epub ahead of print]

Poncirin은 탱자나무에서 분리된 flavonoid로서 항균 및 항염증 효과가 있으나 뼈와의 관련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glucocorticoid 유도성 골다공증 쥐에서 in vivo, in vitro 연구를 진행하였다. 7개월 된 수컷 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5개의

군으로배정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 (1) sham-implantation(sham), (2) prednisolone 2.1 mg/kg/day(GC), (3) genistein(10

mg/kg/day) + GC 투여 (4) poncirin(3 mg/kg/day)+GC 투여 (5) strontium(10 mg/kg/day) + GC 투여(GC + SrCl(2)). 8주후

골손실은microCT로 측정되었고, 혈청 Osteocalcin(OC)과 C-terminal telopeptides of type I collagen(CTX)이 측정되었다.

C3H10T1/2 혹은 primary bone marrow stromal cells에서 Runx2 단백, Osteocalcirn과 osteoprotegerin(OPG)의 mRNA 

발현, alkaline phosphatase의활성도, mineral nodule을평가하였다. Poncirin은골밀도를의미있게증가시켰으며골의미세

구조또한향상시켰다. Poncirin 은 혈청 OC, Runx2 단백질생산, OC 와 OPG mRNA 발현, ALP의활성도, mineral nodule 

형성을 모두 증가시켰고 혈청 CTX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영향은 다른 그룹(genistein과 strontium)과 비교하였을 때 poncirin 

그룹에서두드러졌다. Glucocorticoid 유도성골다공증쥐에서골밀도의증가나골소주의미세구조향상과같은 poncirin과관련

된bone markers의회복은골생산의증가와골파괴의감소를반영하는것으로보인다.

식욕조절 및 Leptin 반응과 관련된 시상하부 Proopiomelanocortin Neuron 자가 포식현상의 역할 (Role of

Hypothalamic Proopiomelanocortin Neuron Autophagy in the Control of Appetite and Leptin Response)

Quan W, Kim HK, Moon EY, Kim SS, Choi CS, Komatsu M, Jeong YT, Lee MK, Kim KW, Kim MS, Lee MS. Department of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amsung Advanced Institute for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san Institute for Life Sciences,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jong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Tokyo Metropolitan Institute of Medical Science.

Endocrinology. 2012 Feb 14. [Epub ahead of print]

자가포식현상(Autophagy)은세포의자가성분을분해하는이화과정이다. 체내대사에서다양한세포의자가포식현상이연구되

었지만에너지균형의중요한조절장소인시상하부의 proopiomelanocortin(POMC) neurons와관련된자가포식현상의중요성

은아직소개된바가없다. 또한, 체중과식욕조절에중요한 leptin의민감도와관련된자가포식현상의역할도연구된적이없다.

본연구에서는시상하부의POMC neurons에서자가포식에필수적인유전자인autophagy-related 7(Atg7)이결손된쥐(Atg7(Δ

POMC) mice)를제작하였다. Atg7(ΔPOMC) mice는시상하부의궁상핵(arcuate nucleus)에서Atg7이발현되지않았다. Atg7(Δ

POMC) mice의 시상하부에는 자가 포식현상의 특이적 기질인 ubiquitin과 함께 존재하는 p62가 축적되었고 Atg7(ΔPOMC)

mice는음식섭취가늘고에너지소비가감소하면서체중이증가하였다. Atg7(ΔPOMC) mice는대조군과비교하여식이유도비만

상태가 더 유발되지는 않았으나 고지방 섭취 후 고혈당 발생에 취약하였다. 또한 Atg7(ΔPOMC) mice에서 공복 유도성 과식의

억제와식사재개시의체중증가를억제시키는 leptin의역할은약화되었다. 자가포식현상의결핍은POMC neuron의수에의미

있는영향을주지는않았으나leptin 유발성신호전달자와transcription 3의활성에손상을주었다. 본연구는POMC neurons의

자가포식현상이에너지항상성과leptin 신호전달체계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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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factor-κB Ligand 수용체활성체는심근염의새로운유발인자이다.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κB

Ligand is a Novel Inducer of Myocardial Inflammation)

Ock S, Ahn J, Lee SH, Park H, Son JW, Oh JG, Yang DK, Lee WS, Kim HS, Rho J, Oh GT, Abel ED, Park WJ, Min JK, Kim J.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Cardiovasc

Res. 2012 Feb 23. [Epub ahead of print]

심부전에서 심근의 Receptor Activator of Nuclear Factor(NF)-κB ligand(RANKL)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어왔지만 심근의

remodelling 시기에염증경로의활성을매개하는데있어RANKL경로의기전은잘알려져있지않다. 본연구는사이토카인발현

조절에있어서심근RANKL의역할을연구하였다. RANKL의발현증가는쥐심장의Transverse Aortic Constriction(TAC) 발생

6시간만에나타나3일에서17일까지지속되었다. TAC 이후3일에서17일만에비대해진심장에서는Tumou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 (IL)-1α, IL-1β의증가도관찰되었다. Losartan투여시TAC 유도성심비대는의미있게완화되었고동시에

RANKL, TNF-α, IL-1α, IL-1β의발현이감소하였다. 또한, RANKL-neutralizing monoclonal antibody을주입후RANKL에

의하여유도된cytokine의발현이감소되었다. RANKL은갓태어난쥐의심근세포에서NF-κB의활성화를통하여TNF-α, IL-1

α, IL-1β의 발현을 자극한다. RANKL로 유도된 NF-κB의 활성화와 이런 cytokine들의 발현은 RANK (RANKL의 수용체)나

TRAF2 또는 TRAF6(RANK의 연결기)가 siRNA에 의하여 억제될 때 감소되었다. phospholipase C (PLC)의 저해제, protein

kinase C(PKC), κB kinase의저해제또한RANKL에의하여유도된세포의활성화를의미있게억제하였지만phosphatidylinositol

3-kinase의 저해제, 세포 외 signal-regulated kinase,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은 영향이 없었다. 본 연구는

압력이과부화된심근이 RANK-TRAF2/TRAF6-PLC-PKC-NF-κB 매개의자가분비기전을통하여 TNF-α, IL-1α, IL-1β의

생산을유도하는RANKL을생성함을증명하였다.

처음방사성요오드치료후중간위험군과고위험군환자에서지속성/재발성갑상선암의조기진단에있어서의 [(18)F]-

fluorodeoxy-D-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의 역할 (Role of [(18)F]-

fluorodeoxy-D-glucos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and Computed Tomography in the early Detection of Persistent/Recurrent

Thyroid Carcinoma in Intermediate-to-high risk Patients Following Initial Radioactive Iodine Ablation Therapy)

Kim MH, O JH, Ko SH, Bae JS, Lim DJ, Kim SH, Baek KH, Lee JM, Kang MI, Cha BY, Lee KW.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yroid. 2012 Feb;22(2):157-64.

Positron Emission Tomography/Computed Tomography(PET/CT) scan은갑상선암병력이있는환자의암재발의감시방법으

로서의역할을가진다. 그러나지속적또는재발성갑상선암환자에서잔여세포의제거(ablation) 후 이러한검사의유용성은알려

진바가없다. 본연구는중간위험도부터고위험도까지의갑상선암환자들에게서처음잔여세포의제거6개월에서12개월후PET/

CT scan의 촬영이 초음파(US)나 전신 스캔(Diagnostic whole-body scan, DxWBS)과 자극 후 thyroglobulin(Tg) 측정에

비하여 더 유용한 정보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간 위험도부터 고위험도까지의 분화된 갑상선암환자에서 잔여세포제거(

방사성요오드치료) 6개월에서 12개월후PET/CT scan, US, DxWBS 와자극후Tg 농도측정을시행한71명의환자를대상으로

하였다. PET/CT scan의진단적효용성을알아보기위하여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진단정확도를계산하였다.

10명(14%)의 환자들에게 잔여세포제거(방사성 요오드치료) 6개월에서 12개월 후 지속적이거나 재발된 갑상선암이 발견되었다. 

이중9명(12.7%)은US나자극된Tg 측정과함께시행하는DxWBS 같은고식적인방법을통하여발견되었다. 나머지예는종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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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혈관을 보여주는 PET/CT 에서만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추가적인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치료적인 WBS에서 확진되었다.

PET/CT scan에서양성을보인 6명의환자중에서 5명은지속적이거나재발된갑상선암이였다. 지속적이거나재발된갑상선암을

발견하기 위한 PET/CT scan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진단 정확도는 50%, 98.4%, 83.3%, 92.3%, 91.5%

였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중간위험도부터고위험도까지의분화된갑상선암환자에서첫잔여세포의제거6개월에서 12개월후

초음파(US)와전신스캔(DxWBS), 자극후 Thyroglobulin(Tg)의측정하는방법을포함하는고식적인추적관찰방법에 PET/CT

scan을추가하는것은보완적인의미가없음을시사한다.

상염색체우성특발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환자가계에서발견된GCMB C106R 유전자변이및기능평가 (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106R, a novel mutation in the DNA-binding domain of GCMB, in a family with autosomal

dominant hypoparathyroidism)

Yi HS, Eom YS, Park IB, Lee S, Hong S, Jüppner H, Mannstadt M, Lee S.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and Laboratory of

Molecular Endocrinology, Gach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cheon. Clin Endocrinol (Oxf). 2011 Nov 8. [Epub ahead of print]

GCM(Glial Cells Missing) 유전자는초파리에서처음발견되었는데, 이유전자가소실되었을때 glial cell이 neuron으로전환이

되고, 이유전자를회복시켰을때다시glial cell로회복되는성질을발견하여이와같은이름이붙여졌다. 포유류에서는쥐와사람

에서상동유전자가발견되었는데, 각각쥐에서는GCM1, GCM2, 그리고사람에서는GCMA, GCMB로명명되었다. 그중GCM2

(GCMB)는부갑상선에서만발현이되는전사제어인자로서, 동형접합소실(GCMB -/-) 쥐에서부갑상선이발생하지않는현상을

발견함으로써부갑상선의발생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알려졌으며, 특발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환자에서원인유전자

로 지목되었다. 이후 4례 정도의 상염색체 열성 특발성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가계에서 GCMB 동형접합 돌연변이가 보고되었고, 

이어서 3례의 상염색체 우성 특발성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가계에서 GCMB 이형접합 돌연변이가 보고되었다. GCMB의 DNA-

binding domain에발생한동형접합돌연변이는열성유전의양상을보였고, C 말단부위의 transactivation domain의이형접합

돌연변이는우성유전양상의부갑상선기능저하증을나타내었다. 본연구진이발견한C106R 돌연변이는DNA binding domain

에 위치한 이형접합 돌연변이로서 임상적으로 상염색체 우성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양상을 보였는데, EMSA 및 luciferase

reporter assay에서는상염색체열성유전을시사하는결과를보여, in vivo와 in vitro 결과가상충되었다. 이는 미처발견하지

못한다른원인유전자의돌연변이를위시한GCMB의세포내연관관계에대한추가연구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 분기별로 대한내분비학회 회원의 연구현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 연구자들의 훌륭한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여러 회원님께 꼭 소개하고자 하시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신 경우 저자께서 학회로 연락을 주시면 다음 호에

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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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9월, 터키를떠나프랑스파리에버금가는화려한도시아르헨티

나의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착한17살의청년이가진것이라곤빈민

가에월세방을얻을수있는보증금과4개월간의최저생활비가전부였다. 

그는못생겼고, 키도작았다. 또한대졸자도아니었고, 아르헨티나언어를

알지도못했다. 그래서당연히오랫동안실업자신세를면치못했다.

하지만그가나중에성공하여그리스의유명한오페라가수마리아칼라

스를연인으로두었을때는, 한 시간에 10만달러를벌어들이는세계적인

부호가돼있었다. 

그리스선박왕아리스토틀소크라테스오나시스. 단돈200달러로시작하여

아르헨티나에서담배수입업으로 10만달러의몫돈을만들기까지, 그리고

1년에 17척의대형유조선을사들여그리스의선박왕이되기까지그에게

는“부자”가되겠다는열망이누구보다도컸다. 그것이성공의가장큰힘

이되었다.

이처럼대부분의부자는무자본이나소자본으로시작하고, 파산하여무일푼

이되는큰고통과좌절을경험한다. 부자들이‘실패’라는잘못된결과를

딛고 성공을 하기까지는, 실패를 모른다고 대답하기보다는“왜? 그렇게

됐을까?”묻고, 정확한답을찾아실천에옮긴데있다. 

“왜(WHY)”는과거를보다나은미래로바꿀수있는힘의시작이기때문이다. 

성공한사람들은‘내게만왜이런일이생기지?’, ‘왜나는이런궁지에빠졌지?’정확히묻고정확한답을얻는다. 그리고

‘어떻게(HOW)’, ‘무엇을(WHAT)’을할것인가를정하고, ‘목표’라는답의결과를얻기위해혼신의힘을다한다. 

자신의문제를정부나남에게, 혹은자신의불우한어린시절탓으로돌리지않는다. 부를소유한사람은행운이나좋은

환경을기다리는것이아니라, 적극적으로그행운이나환경을창조한다. 

인생에서배울수있는가장중요한교훈은미래가과거가같을필요는없다는것이다. 늘같은결과를얻는다면, 그것은

늘같은일을하기때문이다. 일상적인반복의직업은단지청구서를지불하기위한수단일뿐이다.

부자가되고싶다면, 그리고성공하고싶다면, 

바꿀수없는과거보다는내가만들어나가는미래를창조해야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창조할 수 있다



2012 대한갑상선학회춘계학술대회

2012 대한갑상선학회춘계학술대회가 2월 24일부터 25일양일

간에 걸쳐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개최되었다. 전공의, 전임

의, 그리고개원의를포함하여430명의회원이참석하였다. 

학회는 금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틀 동안 두 개의

방에서 진행되었으며, 갑상선결절의 진단, 갑상선암의 치료, 

갑상선기능이상의진단과치료에대하여여러진료과에서다양

한연제를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topic

highlights으로, 제출된초록가운데선택된 3개의주제에대해

열띤토론이이루어졌다. 갑상선유두암의경부림프절전이진단

을위한세침흡인술시washout fluid에서측정한thyrogloublin

(Tg) 농도가 anti-Tg 항체에 의해 간섭을 받으므로, anti-Tg 

농도가높은환자에서는washout fluid의 Tg 농도가낮다하더

라도암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내용, 수술시발견된전이

된 중앙경부림프절의 절대 수와 비율(number of positive

nodes/harvested nodes)이갑상선유두암재발의위험을예측할

수있다는내용, 그리고갑상선유두암환자에서수술후1차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시행한 후 갑상선자극호르몬 자극 Tg 측정의

필요성에대한것이채택된주제들이었다.   

Plenary Lecture로는Rossella Elisei 교수님의“Management

of Refractory Thyroid Cancer”라는제목으로강의가있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refractory한 진행된 갑상선암의 치료에

있어, 현재 phase II/III 임상 시험 중인 Tyrosine Kinase

Inhibitors(TKI)에대한작용기전과치료효과, 부작용에대해소

개하였다. TKI 사용으로 일부 환자에서 종양 진행을 막거나

종양 크기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추후 생존율 향상에 대해

기대를한다는내용으로강의를마무리하였다. 

Special Lecture로는김수녕교수님의의학논문에서흔한통계

적 오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시와함께진행되었다. 

Meet the Professor로는 갑상선암의 치료에 관하여 두 분이

강의를하였다. 국소진행한갑상선암이나골전이, 뇌전이암등에

대한 고식적 치료방법 이외에도,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분화암과 수질암, 림프종 등에 대해 외부

방사선치료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안용찬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또한,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만

절제받은갑상선암환자의추적관찰에대해이가희교수님의

강의가진행되었다. 

학술대회의가장마지막에진행된Panel Discussion 역시많은

선생님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으며, 갑상선질환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대한국가방사선안전관리와규제방향, 외국의방사성

안전관리현황, 우리나라의방사성요오드치료현황과안전관리

에대해여러진료과선생님들의토론이있었다. 

그외43개의구연과41개의포스터전시가있었다. 

이틀에걸쳐빡빡한일정으로진행된학술대회였으나, 학회시작

부터 끝까지 학회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를통해해를거듭할수록늘어가는갑상선질환에대한많은

관심을실감할수있는학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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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Keystone symposia를 다녀와서

올해로 40번째가되는Keystone symposia가 2012년 1월 29

일부터 2월 3일까지미국뉴멕시코산타페이에서개최되었다.

특히 이번에는“Genetic and molecular basis of obesity

and body weight regulation”과“Pathogenesis of

diabetes: emerging insights into molecular mechanisms”

의Obesity & Diabetes 두주제를같이진행하였기때문에더

많은 포스터를 접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대가들과 연구자들을

만날수있었던좋은기회였다. 

학회가열렸던산타페이는해발2,100 m의고원도시로멕시코

인과인디언문화의영향을받아여느미국도시와는사뭇다른

분위기였다. 흙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건물과 거리마다 즐비한

갤러리와미술관들, 그리고조용하고평화로운분위기는“태양

과예술의도시”산타페를실감케했다. 낮에는겨울하늘이라

믿기어려울정도로푸른하늘과강렬한태양이있었고, 밤에는

쏟아질정도로많은별들이하늘에총총한, 오랜만에아름다운

자연을접할수있는좋은기회였다. 또한, Keystone symposia

는오전 11시부터오후 5시까지는강의가없어(원래Keystone

주변거대한스키장에서개최되는학회라낮동안스키를즐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있다.) 한국시간으로 새벽인 그 시간에

잠시쉬었다가저녁강의및포스터discussion에참석할수있어

시차적응을크게걱정할필요도없었다. 당시한국은55년만의

한파가몰려왔다는데, 겨울날씨긴하지만그다지춥지않았던

산타페에서의일정은정말최고였던듯하다.

이번학회에서는lipid와 lipoprotein 대사, type 2 diabetes에

대한 genetic approach에서의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고,

GWAS(genome wide association studies)와 proteomics,

metabolomics, transcriptomics 등 각종‘omics’

technology 및 이를 바탕으로 한 molecular mechanism에

대한심도깊은연구결과들이발표되었다. 인상적이었던것은

white adipose tissue와 brown adipose tissue외에 brite

adipose tissue가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white adipose

tissue가 browning 된, 즉UCP1을발현하여 thermogenesis

에관여한다는내용이었다. 그외에도metabolic homeostasis

에 있어 FGF21의 역할, 각종 GPCR에 대한 내용, iron이

circadian rhythm 및metabolism에미치는영향, irisin이라

는 myokine에 의한 white adipose tissue의 browning과

이로 인한 energy expenditure의 증가 및 비만 호전에 대한

내용, CGI-58이 lipid 대사에 미치는 영향, development에

관여하는 hedgehog signaling이 smo-camkk2-AMPK

axis를통해 lipogenesis를억제한다는내용등흥미로운주제

들이 많았다. 여전히 Diabetes, Cell Metabolism, Science,

Nature Medicine에이름이거론되는대가들이늦은저녁까지

모두 남아서 포스터 구연 및 열정적인 토론 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연구에 임해야 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포스터 session

은 여타 학회와 달리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다들 와인이나

맥주한잔씩들고다들열띤토론을하고있었고, 명함을주고

받는연구자들도있었다. 내주제를잘알고있든아니든간에

많은연구자들이와서구체적인질문들을하였고, 다양한의견

을 제시해 주어 정말 깜짝 놀랐다. 나 또한 다른 연구자들의

포스터들을 보면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최근

연구경향을파악하고, 향후연구에대한계획을세울수있었다.

사실모든연구결과들을이해할수는없었으나, 5일간새로운

연구주제등을생각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으며, 더열심

히분발하라는좋은시발점이된것같다.

특히 basic research를시작하는젊은연구자들은한번정도

는 참석 및 발표를 해 보면서 연구의 맛과 흥미를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초록은 submission만 하면

대부분통과되기때문에초록제출에대한부담감은없을것이

라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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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tone symposia
고은희-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대한내분비학회제5차내분비마스터코스

최근 눈부신 임상의학의 발전으로 진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으나, 이러한변화를따라가기가쉽지만은않습니다. 대한내

분비학회에서는학술대회나연수강좌를통해내분비학분야의

최신 지식을 널리 소개하고 있지만, 학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

라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전국적으로 3~4곳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최신 의학을

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선생님들의경우새로운지식을얻을수있는기회가

한정적이었습니다. “내분비마스터코스”는학술대회나연수강좌

가 열리지 않았던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 진료실에

서실제활용할수있는최신내분비학관련지식을정리할수

있는기회를드리고자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내분비학각분야의최고전문가들을모시고이분들

의 임상경험을 포함한 최근의 발전 내용을 같이 논의하는

이행사가작년에이어올해에도지난3월 10일강릉(강릉아산

병원강당)에서개최된제5차마스터코스를필두로시작되었습

니다. 이번 5차 강릉 행사의 경우 지역 특성상 참석률이 높지

않을것으로생각하였으나, 60여명의많은개원의선생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휴식 시간이나종료된이후참석하신선생님

들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강의

주제는 작년과 동일한 내용도 있었으나, “골다공증의 진단 및

검사법”및“클리닉에서실제적인인슐린치료”와같은개원의

선생님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많은

호평을받았습니다. 작년 행사와마찬가지로참석하신대부분

의 선생님들께서 강의 내용을 비롯하여“내분비 마스터코스”

행사에만족감을표시하였고, 다시참여할의사를보여주어이러

한찾아가는행사의필요성을일깨워주셨습니다.

올해추가적으로 5월 19일 창원(파티마병원)과 6월 30일제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제6차 및 제7차 내분비 마스터코스가

개최될 예정이고, 11월 24일 마지막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

니다. “내분비마스터코스”가그동안학문적으로소외되어있던

지역의 개원의/봉직의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참석하신선생님들의만족도도매우높아, 준비에

어려운 점도 있으나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주말 행사임에도

반복적으로강사로참여해주시는여러교수님들과강릉마스터

코스행사가잘이뤄지도록도움을주신강릉아산병원내분비

내과김진엽교수님과심명숙교수님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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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기- 마스터코스소위원회위원장

대한내분비학회제35회연수강좌를성황리에마치고

2012년 3월 25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제35회 대한

내분비학회 연수강좌가 열렸습니다. 조금 쌀쌀한 봄날인데도

아침부터 265명의 많은 회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뜨거운

학문의열기가느껴졌습니다. 

김성운이사장님의개회사로시작하여갑상선, 골다공증, 당뇨병

및지질, 뇌하수체, 부신및성선, 내분비응급상황으로총6개

세션이숨가쁘게진행되었습니다. 국립암센터의이은경선생님

이애매한갑상선기능검사결과들을보여주고다양한상황을

설명하며 <일치하지 않는 갑상선 기능의 해석>에 대해 강의

하였고, 연세의대신동엽교수가 <수술후갑상선암의치료>에

대해 갑상선암의 병기에 따른 동위원소 치료와 갑상선

호르몬 보충요법을 강의하였습니다. 순천향의대 변동원 교수

는 전반적인 칼슘 조절 기전과 고칼슘혈증 및 저칼슘혈증의

증례를통해<칼슘대사이상의진단과치료>에대해강의하였고,

건국의대 송기호 교수는 골다공증의 병태생리 및 현재 사용

되거나 개발 중인 다양한 골다공증 약제들을 설명하며 <골다

공증의진단과치료>에대해강의하였습니다. 성균관의대이은정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조기 인슐린 요법>의 장점과 방법에

대해강의하였고제주의대고관표교수는당뇨병환자의특징

적인이상지혈증의병태생리와이를치료할수있는약제들에

관한 내용으로 <이상지혈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강의하였

습니다. 뇌하수체부신세션에서는요즘늘고있는뇌하수체와

부신 우연종에 대해 각각 서울의대 구보경 교수와 충북의대

전현정 교수가 강의하였는데 전현정 교수는 부신 우연종의

접근에대한최근알고리즘에서악성을시사하는소견으로CT

검사 시 contrast washout이 40% 미만인 기준이 새로 추가

되었다는 내용을 재미있게 미로 찾기 그림을 예로 들어 설명

하였습니다. 점심식사후성선과부신세션에서는서울라헬여성

의원 이희선 원장이 <불임>을 주소로 온 다낭성난포증후군, 

결핵성난관협착, 자궁내막증등의다양한증례들을통해진단

및치료법까지자세한강의가있었고, 경희의대오승준교수는

여러 증례를 통해 <쿠싱증후군의 감별 진단과 치료>에 대해

강의가 있었습니다. 졸릴 수 있는 점심 식사 이후였지만 다양

한 증례를 통해 잠을 쫓을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내분비 응급 세션에서는 <고혈당으로 인한 응급상황>

에대해충남의대김현진교수가증례를통해치료법을자세히

강의하였고, 고신의대최영식교수는<갑상선질환의응급상황>

에 대해 갑상선 중독위기, 갑상선 항진증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무과립구증, 갑상선 중독성 주기마비, 점액수종 혼수의

다양한 증례를 가지고 열띤 강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동의대 이재혁 교수는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이 없는 경우

발생할수있는<저혈당의다양한원인과치료법>에대해강의

하였습니다. 내분비대사질환에대한많은내용을짧은시간에

전달하기위해열띤강의를해주신강사분들과끝까지자리를

뜨지않고열심히들었던회원들사이에유익한지식과경험을

공유할수있었던알찬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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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사, 최지훈 임상강사, 김나경 임상강사의 임상강사 6명, 그리고 국제진료소의 단현경 임상조교수, 건강의학센터의 지재환

임상부교수, 오은영 임상부교수, 고장현 임상조교수, 강미라 임상조교수 등이 2012년 3월 현재의 내분비대사 내과 또는 관련된

부서의의료진들이다. 지난17년간45명의임상강사를배출하였고, 늦은감이있지만2012년1월13일제1회삼성서울병원동문OB

모임을개최하였다. 

⊙최고의진료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내분비대사내과는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뇌하수체질환, 부신질환등의세부분야를나누어진료

하고 있다. 2011년 하루평균 500명, 총 128,000명(초진 및 신환 28,000명)의 환자를 외래에서 진료하였고, 총 1,600명을

입원하여치료하였다. 외래간호사 5명, 직원 13명, PA 6명이외래진료를도와주고있으며, 병동에는간호사 20명과직원 4명이

병실환자진료를도와주고있다. 

당뇨병센터에는전문코디네이터간호사1명, 당뇨교육전문간호사3명, 당뇨검사실임상병리사2명, 당뇨병담당영양사1명이있다.

당뇨병센터는정기적으로당뇨병환자교육, 조식뷔페를포함한영양교육, 산행등을실시하고있으며, 국내에서처음으로성인당뇨병

환자들을대상으로당뇨캠프를매년8월에3박4일간시행하고있다. 당뇨병교육은환자의수준정도에따라기본교육, 심층교육,

또는개인맞춤별교육등으로세분화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 국내에서처음으로췌장소도세포이식을시행하여많은당뇨병환자

에게희망을주고있다. 당뇨병센터에는내분비대사내과외에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혈관외과전문의가비정기적으로진료

를함께하고있다. 

갑상선센터에는 내분비내과 교수 2명, 내분비외과 교수 3명, 두경부-이비인후과 교수 4명,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1명, 핵의학과

교수1명, 영상의학과교수4명, 병리과교수1명과다수의임상강사들이팀워크를이루어갑상선질환환자를진료하고있으며, 전문

코디네이터1명이진료를도와주고있다. 2003년부터시행중인갑상선종양클리닉(매주화요일, 금요일)을통하여협진병의원에서

의뢰된갑상선종양환자들을대상으로진료에서검사까지모든진행을‘One-stop’으로진행하여주위에서호평을받고있다. 매

월 2차례문제있는환자들의증례토의를통하여즉각적이고효율적인치료계획을세우고있으며, 유기적인협진체계를유지하고

있다. 매년갑상선암환자2,300 ~ 2,500명을수술하여국내에서제일많은갑상선암환자들을진료하고있다. 최근에시설보수를

마친방사성동위원소격리치료실 5개를보유하고있고, 매주 15명씩매년 780명의방사성동위원소치료환자를격리입원시키고

있다. 매일단체별또는개인별갑상선암환자를대상으로교육을시행하고있어환자들이외래진료에서충분히이해하지못한부분

들을보충하여주고있다. 갑상선암환자의진단에유용한BRAF 유전자변이와RET 유전자변이검사를상설화하였고, ICP-MS를

통한 요중 요오드농도 측정도 상설화하였다. 최근에는 내분비대사 내과 외래에 갑상선 초음파를 설치하여 환자진료와 임상강사

교육에매우유용하게사용하고있다.  

⊙따뜻한교육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내분비대사내과는자타가인정하는화목한분위기를유지하고있으며, 이러한따뜻한분위기는임상강사와

전공의교육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개원이래17년째매년2월말1박2일간입퇴국식을겸한일종의‘Membership training’또

는 워크숍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과의 현안들을 이해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과원들의 단합을

유지할수있는중요한계기를만들고있다. 금년도에는1박2일일정으로전남순천을방문하였다.

매주화요일‘Case conference’시간을통하여문제가있는환자또는희귀질환환자의진단과치료를위한토의를하고있으며, 매주

목요일‘Research meeting’을통하여다른분야의연구진행을이해하고조언하는시간을가지고있다. 정기적으로신경외과, 영상

의학과, 병리과와공동으로진행하는‘Neuroendocrine conference’, 내분비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병리과와공동으로진행

하는‘Endocrine pathology conference’, 내분비외과, 두경부-이비인후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와

공동으로진행하는‘Thyroid conference’등을통하여실제임상에서경험하는많은증례들을배우고토론할수있다. 매월각

교수와임상강사가번갈아가면서한팀을이루어환자진료를하므로여러교수들에게실질적인개인교육을받을수있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 내과는 1994년 10월 삼성서울병원이 개원함에 따라 진료를 하기 시작

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개원초에종합병원으로시작하였으나, 1997년3월성균관의대가만들어지고, 1기신입생

40명이입학함에따라대학병원으로탈바꿈하게되었다. 비록 본원은국내의다른대학병원들에비하여출발은

늦었지만, 의료계의많은변화를유도하였고, 국내의료수준과의료환경을몇단계격상시켰다고감히말할수있다.

삼성서울병원내분비대사내과도예외는아닌것같다. 삼성서울병원내분비대사내과의많은구성원의노력에힘입어단시간에

가장적은교수진으로국내의내분비분야에서가장많은환자를진료하고있는과로성장하였다. 

김광원교수, 이문규교수, 이명식교수, 민용기교수, 정재훈교수, 김선욱부교수, 김재현부교수(장기연수중), 허규연임상조교수

(장기연수중), 배지철임상조교수, 서성환임상조교수의교수진10명과진상만임상강사, 김혜정임상강사, 김세원임상강사, 김인경



# Ann Arbor는

미시간대학을 중심으로 형성

된인구 10만 명의작은도시

로, 전체의 인구의 70%가

대학(원)학생 및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안전하고살기좋은도시

로 매해 꼽히고 있다. 특히

학력이 높은 도시, 공교육

수준이가장높은도시로알려

져 있으며, 실제로 이 도시의

공교육은미국여느명문사립에못지않을정도라고한다. 그런

이유에서 앤아버에는 한국 기러기 엄마들의 사회가 크게 형성

되어있고, 미국내에서도서부LA지역의한국유학생들이여름

방학이면summer school을하러오는모습을많이볼수있었

다. 도시의중심은거의미시간대학의campus 이기에자전거를

타거나걸어다니는사람이주를이루었고, 늦은시간에도버스

를 타거나 도보로 다니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안전한 분위기

였다. 도시에서 특히 좋았던 점은 public library와 bike trail 

이였다. 작은도시였지만 6~7개의 public library가 있어손쉽

게이용할수있었는데, 어린이들을위한 story telling 및각종

art event부터어른을위한도서, DVD 대여는물론지역의문화

예술전파를담당하는큰축으로서의고급library가public으로

운영된다는것이참인상적이었고, 3~4살된아들과함께이곳

library를 찾는 것이 연수 기간 내내 누린 사치 중 하나였다. 

또한, 도시와도시인근에많은 state park, public park 들이

있어자주방문하였는데, 깨끗하고자연그대로를살린 park들

이참좋았다. 특히bike trail 어디를가도잘되어있어biking

을많이즐길수있었다.

# 미시간대학은

1817년설립된명문주립대학으로의과대학ranking이6 ~ 7위권

이고, 치과대학은 research 부분으로는미국내에서 1 ~ 2위라고

자부하는곳이다. 흔히 Ann

Arbor 또는 U of M이라고

불린다. 오랜역사위해구성

된 campus로 유럽식 건축

양식을 많이 따라서 고풍

스러운 분위기의 아름다운

학교였다. Central과 north

2개의 campus가 나누어져

있으며, International

student 비중이다른주립대

에 비해 높은 편이라 하고,

그래서인지학교내international student 및 staff를지원하는

system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Official work 지원부터 각종

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 및 안내가 활발하여 오랜 전통의 힘을

느낄수있었다. 미시간대학의깃발은노랑(maize) 바탕에파란

(blue) “M”을그려서사용한다. 학교의상징인“Blue & Maize”

는“학문을 함에 있어서 단면만을 보지 말고, blue의 이면에는

maize의측면이있음을늘고려하라”는의미를함축한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시간 대학교는 Wolverine으로 대표되는 각종

스포츠팀으로미국내에널리알려져있으며, 특히전통적으로

미식축구, 하키등의종목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다. The Big

House라고도 불리는 Michigan Stadium은 미시간 대학교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1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 미식축구 전용 경기장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식

축구 경기 날에는, stadium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금기로 생각할 정도로 도시의 미식축구 열기는 대단하였다. 

특히home 경기가있는날에는추운겨울임에도학생들이길거리

에서 각종 body performance를 벌여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어느 선생님이“신용카드 나오고, 

미식축구경기 rule을 다이해할때쯤이면귀국한다”고하였는

데, 정말처음에는별관심이없었는데사람들과어울리기위해

함께보다보니1년쯤후에는재미있기시작하고, 귀국할무렵에

는경기의rule이나전략도꽤눈에보이기시작하였다. 

해외연수기

미시간대학교연수기
조선욱

서울의대

필자가연수를다녀온곳은미국미시간주에위치한School of dentistry, University of 

Michigan이다. 미시간대학은미시간주남쪽에위치한작은대학촌Ann Arbor에위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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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연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 내과의 연구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로 나누어지고, 크게 췌장소도세포이식 관련 연구, 자가

포식관련연구, 인크레틴관련연구, 갑상선암유전자관련연구, 그리고여러임상연구등으로나눌수있다. 연구실은30여명의연구

원및대학원생으로구성되어있고, 매년30편이상의국내외유수잡지에논문을게재하고있다. 임상강사나전공의들이환자를접하

면서발생하는여러문제점들과새로운아이디어들을구체화하여이를손쉽게기초연구나임상연구로접목할수있는분위기를유도하고

있다. 임상강사들은매학기초에연구계획을여러교수들앞에서발표하고, 매학기마지막에연구진행또는결과를발표하여조언을

듣는기회가있다. 임상강사들은각자의세부전공과무관하게모든내분비질환환자를진료하나, 연구에서는세부전공의지도교수의

지도하에연구를계획하고수행하게된다. 



#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능에 따른 당뇨병의

맞춤치료

2000년초에세브란스병원에재직시복비부의연구비로개발하여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당뇨병환자의 맞춤치료지침은 다음과

같다. 

당뇨병환자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처음허내과에내원한대부분의당뇨병환자에서인슐린분비능과

인슐린저항성검사를시행하고있다. 인슐린분비능은공복혈청

C-peptide치로 평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내성검사

(Insulin Tolerance Test: ITT)로 kitt치(%/min)를구하여 2.5를

기준으로인슐린저항성유·무를판정한다.

약 6년 전에 분석한 허내과에 내원한 당뇨병환자 3,281명을

인슐린분비 정도에 따라 삼등분하여 현저히 감소된 군(혈청 C-

peptide 1.1 ng/ml 이하), 중등도감소군(1.2-1.7 ng/ml), 약간감소

된 군(1.8 ng/ml 이상)으로 나누고, 인슐린 내성검사로 인슐린

저항성이없는군(Kitt 2.6%/min 이상)과있는군(Kitt 2.5%/min

이하)으로 모두 6개 군으로 나누어 각 군에 대한 혈당조절 치료

개원가탐방

허내과의원부설
21세기당뇨병혈관연구센터
허갑범┃허내과의원

허내과는연세의대내과교수로30년간당뇨병과갑상선등

내분비계질환을진료한허갑범교수가정년퇴임을하고설립

한당뇨병전문클리닉이다. 

허갑범 교수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를 지냈으며, 정년 후 2002년 10월부터 허내과를

개원하여주로당뇨병과갑상선질환환자를진료하고있으

며, 최영주 부원장, 허병욱 혈관검진센터장과 함께 내분비

질환뿐 아니라 고혈압, 비만, 혈관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

등대사증후군에바탕을둔종합적인진료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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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간치과대학

내가연수를간Dr. McCauley의lab은

치과대학 치주과 내에 있었고, PI인

Dr. Laurie McCauley는 치주과 과장

으로 basic 및 clinical research를

함께하고있었다. Basic research로는

“prostate cancer의 bone metastasis”

를주제로의과대학과공동연구를하면서PO1이라는NIH의큰

공동연구 grant를가지고있었고, 또한“PTH의사용이골대사

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basic & translational research를

하고 있었다. 내가 있었던 2010년에는“PTH가 chronic

periodontitis 환자의수술후골재생에효과가있다”는주제로

NEJM에 publish를하기도하였다. lab에서의실험기법, 미팅

등은 한국에서와 특별히 다를 것은 없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NIH의 grant와 연구 재료들을 신속히

조달할수있는점에서미국은큰강점을가지고있는듯하였다.

특히 NIH의‘hypothesis-driven’‘researcher-driven’

proposal 방식이인상적이었다. 연구자스스로가설을정립하여

proposal을 쓰고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토대로 revise를 해서

언제든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system이 지속적인 큰 연구

과제를가능케하는원동력이되는듯하였다. 탄탄하고합리적

으로보이는NIH의grant system을보면서, 각분기마다바뀌

는과제의 topic과시스템에맞추어연구과제를이리저리바꾸

느라분주한우리의환경이조금아쉬웠다. 또, 한가지인상적이

었던부분은‘NIH나모든정부기관에서나오는연구비의지원

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 결과는 자국 안에서 공유한다’는 개념

아래연구자간결과물의공유가활발히이루어지는점이었다.

그런맥락에서각종형질전환mosue나기타다른material을

쉽게얻어사용할수있었고, 이런교류가특히활발해보이는점이

부러웠다. 물론원칙적으로global 하게도 science의모든결과

물은공유한다는점에대부분의과학자들이공감하겠지만, 물리적,

시간적으로그런공유가활발할수있는인프라가잘구축되어

있는점이미국의힘인듯싶었다.   

# 인상적이었던미국학생들

미국을처음갈때‘한국에서하는거절반만하면성공한다’는

이야기들을많이들었다. 그런데미시간대학에서내가본미국

인학생들은well-motivated 되어있었고, 정말열심히공부하는

분위기였다. 내가있었던lab에는DDS-PhD dual degree 과정

의 남학생과 치과대학 지원을 하는 lab volunteer 여학생이

하나씩있었는데, 이들이주야로실험과공부에매진하는모습

에큰충격을받았었다. 이들뿐아니라치과대학내DDS-PhD

dual degree 과정의10여명의학생들, 그리고under-graduate

의의치대지망생들은정말moviation이잘되어있고치열하고

진지하게 공부와 실험에 매진하고 있어, 나로서는 체력적으로

따라가기가쉽지않았다. 그뿐만아니라campus 곳곳에서도진지

하게공부하는under-graduate 학생들을많이볼수있었는데,

주립대학이라도학비가워낙비싸서조금이라도빨리졸업하는

것이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막연히‘한국인의 근면 성실함’과

오바마대통령의‘한국닮아가기’연설에기대어가졌던미국인

에대한선입견이확깨는순간이었다. 이들의모습을보면서조금

휘청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여기에있구나하는생각을하게되었다.            

미시간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한 곳

이다. 미시간은 춥다는

인상이지배적인데, 최근

이상 기후로 겨울이

점점 따듯해지고 있다

고한다. 실제로필자가

있었던 2010 ~ 2011년은눈은많으나기온은서울과비슷하고, 

오히려대도시의빌딩숲사이의칼바람같은것은없어겨울이

그리힘들지는않았다. 미시간의봄-여름-가을은정말아름답다.

특히여름철, 북부미시간호수를따라올라가는여행은꼭한번

권하고싶다. 이제귀국한지한달남짓한데벌써미국에서지낸

시간이 까마득하다. 앤아버는 학문적으로는 분주하고 역동적인

곳이었으나, 겉으로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조용하고 한적한

작은 시골 대학촌이었다. 처음 도착하고 얼마 후‘엄마 하늘이

파란색이네!’했던아들의말에올려본하늘이생각나다. 여름날

저녁에 쫓아다니던 반딧불과 수영을 즐긴 미시간 호수가 벌써

그리워진다. 미시간, 앤아버는 전형적인 미국 생활을 해보시고

싶은분에게추천해드리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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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분석하여당뇨병치료지침을만들었다. 각군에해당

되는 당뇨병환자들에게 식사와 운동요법을 기반으로 하여,

작용이다른경구혈당강하제와인슐린의효과를평가한결과

는다음과같다. 

이치료지침의특징은어떤내복약으로혈당조절이잘안되

면 조절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다른 약제로 바꾸려면

약제선택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따라서처음치료를시작

하기 전에 인슐린 분비능력과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여

평가하면약제를선택하는데크게도움이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당뇨병환자에서

그 원인이 과식이나 운동부족으로 복부비만(내장형 비만, 

지방간)이 있는지 또는 유전적인 원인(가족력)이 있는지를

파악하여교정가능한요인을제거해주면혈당관리는물론

심혈관 위험요소(이상지질혈증, 고혈압)를 함께 해소하는데

도크게도움이된다(1석3조의효과). 이유는인슐린저항성

이 없이 인슐린분비 감소로 고혈당이 오면 대부분 혈당만

높지만, 인슐린저항성이있는당뇨병환자는흔히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동반하고, 내장비만과지방간이있는경우

(대사증후군)가많기때문에이런당뇨병환자에서고혈당조절

을위해인슐린분비촉진제나인슐린을잘못투여하면혈당

조절은잘안되고혈중인슐린이증가되어내장비만이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의인성 대사증후군

(Iatrogenic metabolic syndrome)이라고 일컸는다. 

그러나우리의료계에선이러한용어를아직사용하고있지않다.

# 당뇨병합병증검사및생화학적검사

당뇨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조기 진단하고 있다.

fundus camera에 의한 망막증 검사를 하고 신경전도검사

(NCV)로말초신경병증을검사하고있다. 각종생화학적검사

와흉부엑스선촬영, 심전도및골밀도검사도하고있다.

# 교육시스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 교실과 연계해 당뇨병 초진 환자가

내원하였을때, 개개인의식품섭취실태조사및그에따른

영양교육을시행하여당뇨병의기초적인관리에힘쓰고있다.

최영주부원장의주관하에매월1회초진환자들을대상으로

당뇨병관리의기본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인슐린저항성

의기초개념과복부비만(대사증후군) 및저혈당증등을환자

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여, 환자 개인별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되도록하고있다.

허내과는연세의대의개원가실습클리닉으로선정되어의대

학생들이예진실습과당뇨병진료에같이참관하여외래실

습교육을시행하고있다. 

# 혈관검진센터

당뇨병합병증중에서가장중요한대혈관합병증(죽상동맥

경화증)의조기진단과당뇨병치료에따른경과를관찰하기

위하여 혈관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뮌헨대병원

당뇨병 혈관 센터에서 혈관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허병욱

센터장이 담당하고 있다. 경동맥 내중막 초음파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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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뇌혈관초음파. 복부대동맥및신장동맥, 하지

말초동맥초음파검사등을시행하여대혈관합병증을조기

진단하고시술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전문기관으로이송

하고있다.

# 임상연구

개원한이후지난 10년간내원한당뇨병환자들의진료기록

을모두데이터베이스화하여현재 10,000명 이상의환자를

관리하고있으며연세의대내분비내과(이은직교수)와세선회

회원인타대학여러교수들, 연세대보건대학원및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와 공동으로 당뇨병 임상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한국인당뇨병의특성을알아보고자여러가지소주제

로 분석 연구하고 있으며 개원 이래로 Diabetes Care와

Atherosclerosis 등 국내 외 학술지에 20여 편의 임상연구

논문을게재하였다. 연세대보건대학원지선하교수와대학

원생들,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장남수 교수와 대학생들과

함께 2주마다 Journal Club을하고있다. 2년전부터한국

대사증후군 포럼을 만들어 회장으로서‘국민 뱃살 줄이기’

캠페인 등 일반 국민에 대한 생활습관병 예방과 퇴치에도

앞장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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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센터
내분비내과의Blue ocean

나는늘새로운것에호기심이많다. 1990년우리나라에도개인용컴퓨터와프린터가많이보급되고

윈도우가널리사용되기시작할무렵, 컴퓨터란나에게Blue ocean이였다.

배워도배워도새로또배울것이샘솟는그자체가즐거움이었다. 레지던트때만난통계는또다른세상이었다. 

통계방법하나를배우고나면다시새로운통계방법이나를기다리고있기때문이다. 

레지던트 3년차때, 당시에삼성서울병원건강의학센터장

이셨던 이문규 교수님께서 3,000명의 방대한 건강검진

자료를 주시면서 운동부하 검사 지표들과 대사증후군을

구분하는데이용될수있는지알아보라고하신적이있다.

병동에서환자들을볼때는치료에만집중을해왔는데, 건강한

사람들의특성을파악해서질병예방에이용하는것도치료와

더불어중요하다는사실에새롭게눈을뜨게된계기였다.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면서 통계실에 직접 찾아가서 통계

방법을배우고, 통계실교수님의조언을받으면서이전에쓰던

단순한통계방법을벗어나새로운방법들도접하게되었다.

통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돌려보면서 새로운 세상에

흠뻑취할수있었다. 변수들을보정하면달라지는결과들을

가만히들여다보고있으면그속에숨어있는변수들의성격

이서서히보이고, 이런과정들을즐기면서자연스럽게이런

생각이들었다. 건강의학센터에들어가면이렇게방대하고

아름다운데이터를맘껏쓸수있지않을까? 여기까지이야

기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통계를 이렇게

사랑할수있다니, 미친거아냐?’.

내분비의사로서수련을마칠즈음이면, 대개진로를두가지

로생각한다. 인문계냐, 실업계냐? 인문계는대학병원교수

의길이고, 실업계는개인병원. 남들이이두가지로고민할

때, 나는 무궁무진한 데이터 pool이 있는 건강의학센터가

가장 나에게 맞는 길이라 생각했다. 다행히도 수련을 마칠

때 즈음 기회가 찾아왔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가

확장되면서 내분비의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많은

건강검진센터에서결과를상담해주는의사는가정의학과나

일반의가대부분이기때문에, 면접보는날도, 입사하는날

까지도 내분비내과 의사 같은 분과 전문의가 왜 필요한지

나도의문이었다. 

그러나 검진센터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내분비내과 의사가

있어야만해줄수있는서비스들이많다는것을알게되었

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는 일반적인 검진센터와

차별화되는 1) 외래기능과 2) 특수검사들이 있다(최근에는

다른대형검진센터에서도이런기능을도입한곳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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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의학센터 내분비내과는 일반적인 외래 검사처방과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만성적인 질환인 당뇨병의 특성상

오랜 시간 동안 당뇨병임을 모르고 지나가기 쉽지만, 수년

간검진센터를지속적으로방문하는수진자의경우는공복

혈당이완전한정상이라도수년간의검진검사에서보여주는

당화혈색소의증가가빠를경우에는당뇨병의가족력, 비만

도등의여러인자를종합해서경구당부하검사를실시해서

조기에당뇨병을진단해줄수있고, 내당능장애의경우라도

예방차원의교육을미리해줄수있다. 갑상선기능이상의

경우에도 one-stop으로바로치료를시작할수있기때문

에환자들이치료를위해외래를따로방문하려고기다리는

불편을줄일수있다. 

2) 세포검사가필요한갑상선결절의경우, 빠른시일내에

검진센터의 갑상선클리닉에서 세포검사를 시행해주고, 

갑상선암으로진단된경우는바로외과로연계해준다. 

검진받은 수진자에서 내분비 내과적인 질환이 의심될 때

조기에진단하고적극적으로개입하여진행을예방해줄수

있다는점에서내분비의사로서보람을느낀다. 

2008년 1월 1일부터 건강의학센터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4년간 매일 수진자들이 작성하는 문진이 싸여가는 것을

보면서이런생각이들었다. 저많은정보들을가지고우리

가궁금해하는만성질환이나암을예측할수있다면얼마나

좋을까? 미국의 Framingham 코호트처럼, 우리나라도

가족이대를이어코호트에참여하고, 그데이터로우리만의

질병예측인자를만들수있다면... 그러나지금까지의문진

은그저의사가궁금한것을모아놓은질문지라고생각되어

왔고수진자들도귀찮은존재로여겨왔다. 이제는이런형태

를탈피해서표준화되고정확한문진으로체계화된데이터

를저장하고, 누구든지잘정리된서랍함에서필요한것을

꺼내쓰는것처럼잘정리되고믿을수있는데이터를써서

자유롭게연구에이용할수있기를꿈꾼다. 1년전부터강북

삼성병원 서울종합센터 코호트연구팀과 같이 진행한 문진

표준화 작업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고, 이제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에서도이꿈을시작하려고한다. 

내분비내과연구중에서Bench work보다임상연구나

epidemiology에관심이있다면기억하시라! 건강의학

센터에더크고새로운세상이있다는것을.

강미라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 학술지는 학회의 얼굴로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학회를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다. 간행위원회는 대한내분비학회(Korean

Endocrine Society)의 공식 학회지인“대한내분비학회지”(현재는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의발행을책임지고있는위원회

로간행위원장을중심으로간사, 간사보그리고각전문분야를대표

하는 간행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4회에 열리는 간행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간행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토의하고 결정을

하고있다. 학회지에투고된소중한논문의전문가적인심사를위하여

각 분야에 다양한 심사위원분들을 위촉하여 전문가 심사를 시행

하고있다.

●●‘대한내분비학회지’는 1986년 7월에창간호를시작으로하여

2012년현재까지한국내분비학의중추학술지로서의역할을담당

하고 있다. 창간 후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고로 발행을 연 2회에서

연 6회로늘려왔으며, 내용또한증례와원저, 지상강좌, 의학논평,

독자투고, 임상 화보 등으로 내분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오고있었다. 그러나지난25여년간한국의내분비학대표학술잡지

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대한내분비학회지’는 최근 몇 년간의

변화를겪으면서투고수가많이감소하였다. 학회산하의여러연구

회의 독립, 학회지 국제화 요구에 따른 중복 투고 철회, 회원들의

국제학술지 투고증가로 인한 국내 잡지의 투고 감소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발행을연6회에서연4회로줄이는시련기속에서도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호를‘Endocrinology

and Metabolism(EnM)’으로변경하고, 국문과영문을혼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 영문화를 목표로 하여 국내 학술지에서 국제

학술지로의발전적변신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대한내분비학회지’의
국제학술지로의탈바꿈을위한
간행위원회의노력

김두만

간행이사

▲ 창간호(1986)~제14권(1999)

●●대한내분비학회지 변천사

▲ 제15권(2000)~제18권(2003)

▲ 제19권(2004)

K•E•Sㅣ대한내분비학회지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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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투고논문이감소하고있는현실을극복하기위하여다음

과같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1) 학술위원회와의공조를통해춘·

추계학회기간동안초청된각심포지엄연자를통한지상강좌원고

의 의뢰, 2) 편집위원 개개인의 인적 연구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외저명연구자의초청종설논문, 3) 내분비학의대표적인사진을

간략한 증례와 같이 싣는 임상 화보, 4) 연관 타 학회와의 기획

논문, 그리고 학회지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논문의 영문화를 위한 영어 논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지정보및학회지의형식적인통일성과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

전문 Manuscript Editor 업체를 선정하여 학회지를 편집하고

있다.

●● 현재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지만

진정한국제학술지로서의자리매김을위해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

에등재되기위한치밀한계획이진행중이고, 가시적으로SCI(E) 등재

를위한심사가진행중에있다. SCI(E) 등재를위한가장기본적인

조건인정시발행, 정기발행을위한특별한노력으로최근3호(26권

3호, 26권4호, 27권1호)가정시발행되어발송되었고, 발송될예정

에 있다. 권장 사항인 영문 발행을 위해 영어 논문을 늘리고

있고, 한글 논문의 경우 초록 및 그림, 표 등의 부가설명, 그리고

참고문헌등의정확한영문화에각별한신경을쓰고있는실정이다.

또한, 독자적인학회지의web 기반을구축하여open access를가능

하게 하였다. SCI(E)의 운영사인 Thomson Reuter에서 국제적인

다양성(International Diversity) 및 지역 학술지(Regional

Journals) 우대 방침이 SCI(E) 선정의 조건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대표적인 내분비학 학술지로 발전해

온EnM이SCI(E)에등재되는소식이전해지기를기원해본다. 

▲ 제20권(2005)~제25권 제1호(2010)

●●대한내분비학회지 변천사

▲ 제25권 제2호(2010)



대한내분비학회는 1982년 7월 9일 창립되어 2012년 7월이면 뜻깊은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학회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2011년 1월 15일 자로 30주년 기념사업단이 발족되었

습니다. 김성운이사장님을기념사업단장으로하여추진위원장은강무일교수께서역임하시고각학교의덕망있는교수님들이

위원직을 수락하여 현재 다음과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 어린 조언과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0주년기념사업홍보및진행보고

30주년기념사업단

강무일

30주년기념사업단실무추진위원장

┃30주년기념엠블럼(국문, 영문)┃

┃30주년기념행사안내┃

- 원로와의좌담회

- 지회및연구회임원간담회

- 신진교수간담회

- 슬로건공모및엠블럼제작

- 30주년기념뉴스레터제작및홈페이지개설

- 30주년기념학술심포지엄

- 30주년기념사진전

- 30주년기념기념품제작

- 30년사발간

- 30주년기념식

지회소개ㅣ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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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ㅣ30주년 기념사업 홍보 및 진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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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영남내분비연수강좌

현재학술모임으로는전반기 4회, 하반기 4회의정기집담회를통해회원들

이최신의학지식을접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국내연자외에매년 2 ~ 3

명의해외연자를정기집담회연자로초빙하여해외석학들의강의를들을수

있는기회도제공하고있다. 또한, 영남지회당뇨병교육자연수강좌, 영남지

회 당뇨병교육자 세미나를 대구, 경북 지회와 번갈아 가며 개최하여 지역의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등에게도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올해 14

회째를맞는영남내분비연수강좌는매년3월많은개원의, 봉직의선생님들

이가장듣고싶어하는연수강좌로자리매김하였다. 올해3월 11일부산대병

원응급의료센터9층에서개최된연수강좌에서도300명가까운인원이참석

하여성황리에개최되었다.

환자교육활동으로는당뇨캠프를들수있다. 어려운여건속에서도 2011년

당뇨캠프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은혜의 집에서 50여 명의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참여하여성황리에개최되었으며올해11월24일부터25일까지1박

2일로9회째당뇨캠프를계획중에있다. 

부산/울산/경남지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회원 간의 끈끈한 결속력에 있다

고할수있다. 행사때마다발휘되는각대학병원, 중소병원, 개원회원간의

유기적인협조는부·울·경지회의강점이라고할수있다. 앞으로도부산/

울산/경남지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한내분비학회의 중추적인

역할을담당하는지회로발전하고자노력할것이다.

2011년 11월 당뇨캠프

2009년 5월 부울경지회친목모임

부산/울산/경남지회는부산, 울산, 경남지역내분비학의발전과회원상호간의친목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며현재 90여 명에

이르는 내분비학을 전공하는 의사 회원 수를 바탕으로 연수강좌, 세미나, 집담회 및 당뇨캠프 등의 다양한 학술 및교육활동을

전개하고있다. 임원진은올해취임하신김인주회장님을비롯하여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감사 2명으로구성되어있다.

지회소개

부산/울산/경남지회소개

이순희

인제의대부산백병원

•일정：2012년 7월 9일(월) 

•장소：CJ인재원



2012년 4월 봄호 35

전통사찰건축중다층건물로는5층목탑형식인보은법주사의팔상전을들수있다

(사진 1).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으로 지금의

건물은임진왜란이후에다시짓고1968년에해체·수리한것이다. 벽면에부처의

일생을8장면으로구분하여그린팔상도(八相圖)가그려져있어팔상전(捌相殿)이

라이름붙였다. 지붕은꼭대기꼭짓점을중심으로4개의지붕면을가진사모지붕

으로 만들었으며, 지붕 위쪽으로 탑 형식의 머리장식이 달려 있다. 건물 안쪽은

사리를모시고있는공간과불상과팔상도를모시고있는공간, 그리고예배를위한

공간으로이루어져있다. 법주사팔상전은지금까지남아있는우리나라의탑중에

서가장높은건축물이며하나뿐인목조탑이라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현존하는대웅전건물중3층목탑형식의건물은화순쌍봉사대웅전이유일하다.

지금의 건물은 1984년 화재로 소실된 후 다시 지은 것이지만 화재 전에 측량해

두었던자료대로복원하였기때문에원형이보존된셈이다(사진 2). 새로 복원된

법당안에는화재당시피해를입지않았던석가여래상이봉안되어있는데, 문수

보살과보현보살대신가섭존자와아난존자가협시로모셔져있어특이하다. 김제

금산사미륵전은정유재란때불탄것을조선인조13년(1635)에다시지은뒤여러

차례의수리를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 거대한미륵존불을모신법당으로1층에는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에는‘용화지회(龍華之會)’, 3층에는‘미륵전(彌勒殿)’이라

는현판이걸려있다. 건물안쪽은3층전체가하나로터진통층이며, 제일높은기둥

을하나의통나무가아닌몇개를이어서사용한것이특이하다. 전체적으로규모가

웅대하고안정된느낌을주며, 우리나라에하나밖에없는3층목조건물이다(사진

3). 2층구조로된법당으로는구례화엄사각황전(사진4), 공주마곡사대웅전(사진

5), 보은법주사대웅전(사진6), 부여무량사극락전(사진7)을들수있다. 

한사찰에두개의대웅전이있는특이한예로청양장곡사의상. 하대웅전을들수

있다(사진8). 상대웅전에는비로자나불상과약사여래상이봉안되어있고, 하대웅전

에는약사여래가봉안되어있다. 대웅전이란이름이붙어있으므로안에석가여래

를모셔야할텐데두대웅전모두약사여래를모신이유는알길이없다.

기획연재물

한국전통사찰보기 제7편 - 법당(法堂)Ⅱ

사진5. 마곡사 대웅전

사진 4. 화엄사각황전

대한내분비학회34

K•E•Sㅣ기획연재물

사진 1. 법주사팔상전

사진8. 장곡사 하대웅전에서본상대웅전

사진 3. 금산사미륵전

사진 2. 화순 쌍봉사대웅전

사진6. 법주사대웅전 사진7. 무량사극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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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정년유감

박성우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어떤 사람은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이 먹는 것을

안다고하였지만나는그처럼감성이풍부한편은아니다.

그런데요즈음내주위에서심심찮게정년퇴임하는분이

늘어나고있어서그때마다나도늙어가는것을느낀다. 

사실수년전만해도퇴임식에가면그저덤덤한기분으

로손님행세만하면되었는데최근에는퇴임식때축사를

하는경우가늘어가고있다. 처음에는약간당황스럽다가

허전해졌다가종래는약간불안한감을떨칠수가없다.

어쨌든그때마다마음이편치않다.

나도 이제 3년 반이면 정년 퇴임을 맞는다. 맞는다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오히려 떠밀려 나간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알다시피 요즈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5세를웃돌고있어서 65세에정년이되면적어

도 20년 이상 무엇인가 일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훨씬적었던때에도 65세였던것을생각해보면

정년재조정이필요한시점이되지않았나싶다. 우리가

잘아는미국의경우에는정년보장을받으면나이에따른

퇴직은 없다고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쓸모

있는사람만남겠지만말이다. 우리나라도저명한업적이

있는교수들한테는한번쯤시도해보아도되지않을까?  

그러나 나처럼 평범한 교수는 퇴임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선먼저퇴임한선배나스승님들의경우를보고

배우는게순서일것같다. 특히족보를보면서공부하던

의과대학을통해의사생활을오래한경우는감히동료

의사와선배교수의선례를벗어나기가정말힘든일임에

틀림없다. 

내분비를전공하고대학병원교수를역임한많은선배와

선생님들이 정년을 맞고 퇴임 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응하고계신다. 계속대학병원에서임상교수또는촉탁

의사로 근무하는 경우, 작은 종합병원급에서 봉직하는

경우, 다른사람의개인의원급에서소일거리삼아진료

하는경우를비롯하여새로자신의의원을개원하는경우

등각양각색이다. 각자의생각과처한환경이다른만큼

당연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근본적으로는모두비슷

하다. 즉퇴임전에하던의사로서의진료를계속한다는

점이다. 거의모든경우의사이외의다른일을시작하는

경우는매우드물다. 결국, 교수직은퇴임하지만의사는

퇴직하지않는다. 그래서의사를천직이라고부르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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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논산쌍계사대웅전창살

사진10. 정수사 대웅보전꽃창살 사진11. 강화 정수사대웅보전앞마루 사진12. 내소사 대웅보전창살

조보연

중앙의대

대웅전문살문양은사방연속문양으로되어있다. 내소사대웅전(보물제291호)의

문살문양의특징은하나의문양요소를반복적으로배열하는일반적인장식문살

과달리연꽃이봉오리상태에서부터만개하는과정을아래에서위쪽으로전개하

는방식으로표현하고있다는점이다(사진12).

창살이아름답기로는강화정수사법당, 논산

쌍계사 대웅전(사진 9) 그리고 부안 내소사

대웅전을들수있다. 정수사법당(보물제161

호) 정면네개의문에장식된문양은꽃병에

꽃이꽂혀있는형식의단독문양형태로일반

사찰의 사방연속 형태의 장식 문양과 대조를

이룬다(사진 10). 정수사 대웅전은 앞 마루가

있는 점이 특이한데(사진 11), 이런 모습은

안동봉정사대웅전에서도볼수있다. 내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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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 그러나퇴직후호칭은원장님, 교수님, 이사장님,

또는 회장님 등으로 마지막 직책의 이름을 사용하므로

의사외의다른직업의경우와다르지않다.

어째서 의사 교수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진료를

할까? 정말로다른일이하고싶지않은것일까? 정말로

하늘로부터 받은 천직이기 때문인가? 또는 달리할 수

있는일을찾지못해서는아닐까? 그저하던일을계속하

는것이가장손쉬운길이기때문이아닌가? 

이런물음에정답은없다. 

이제나도정년퇴직하면길게는 30년짧아도 20년을더

살아야한다. 다시한번생각해보자.

살기 위해서 꼭 일해야 하나? 일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나? 정말로의사가계속하고싶은일인가? 또는정말로

재미있다고생각하기때문인가? 65살 넘은노인이정말

로 무슨 재미를 생각해야 하나? 내가 왜 의과 대학을

선택하였는지? 정말로의사가되고싶었는지? 혹시주위

사람들이강제한것은아닌지? 혹시다른직업이부러워서

바꾸고싶지않았는지? 아니면전혀다른생활을즐기고

싶지 않았는지?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모두정답이다. 

이제는선택해야한다. 선택의기준은삶의목표에따라

결정된다. 삶의목표는행복을느끼는데있다. 행복함을

느낀다면 어떤 선택도 좋지 않을까?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앞으로30년간무엇을해야할까? 행복을주는것을

하면된다.

현자의 말을 들어 보자.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 

어떤 일을 하던 행복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 

이제 30년을더살아가기위해필요한것을준비할때가

되었을뿐이다.

행복하게살기위해서필요한것을준비하자. 나는깨끗

한 머리가 있으면 좋겠다.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마지막으로즐거운마음을가지고싶다.

행복할 준비가 되었다면 의사를 한들 또는 의사를 하지

않은들 무슨 상관인가.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이 행복

하다면의사를하자. 의사이외의다른일이행복을준다면

그것을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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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을달려본다!

우정택

경희의대

숨이턱까지차오른다. 이제야겨우반환점에다가가고있었다. 내

앞으로수천인지수만인지너무많은사람들이달려가고있었다.

어제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다. 생전 처음 마라톤 대회에 도전

하게되었기때문이다. 

두 달 전 읽은 스탠포드 대학 임상노인의학 교수인 Walter M.

Bortz 2세의 책(‘Next Medicine’)은 저녁마다 나를 집 밖으로

내몰아 버렸다. 그동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나는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을 강요하면서도 나의 불룩 나와 처진 아랫배를

바라보고만있었다. 모두들불청객으로여기는뱃살이어느순간

슬그머니 퍼질러 앉더니 영 떠날 생각을 않는다. 이놈을 굶겨서

쫓아내야지하면서끼니를걸러보기도한다. 웬걸은근히보채는

실력이만만치않다. 나의양쪽허파를지독한가스로가득채우게

하고숨을내쉴때마다이리저리뿜어내게하고정신마저도혼미

하게만들어버린다. 집요한공격에할수없이다음끼니는만찬

으로놈을달랠수밖에없다. 기분이좋아진뱃살은탱탱한살갗에

윤기까지더하면서만족해한다. 도저히그놈의뱃살을이길수가

없는것이다. 

이렇게뱃살과다투고있던차에 Dr. Bortz 2세가 내앞에나타

났다. 뱃살을 살살 두드리면서 정신없이 읽어 내려갔다. 뱃살을

빼는 비법이 쓰여있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저자는 운동광으로

운동의좋은점만골라서미래의학에서의운동의중요성을강조

하고있다. 그는그의책을통해미국의료체계를신랄하게비판하고

현재의료인치료중심에서미래에는예방중심으로패러다임의전환

을해야한다고구구절절이써내려가고있었다. 그는또한“의사는

잘알지도못하는약을그병에대해서거의알지도못하면서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사람이다.”라는 볼테르의

말을인용하면서의사의전문성(professionalism)을강조하고현대

의 첨단기술중심적인의료행위를맹비난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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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라는제도가사람이만든것이기는하나어느정도는그럴듯한시간적구분이

라는생각이들기도한다. 그 증거의하나는, 갑자기혈당조절이안되는할머니께

‘또 보약 드신 거 아니세요?’라는 심문에 최근 들어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들기때문이다. 또한가지예는수련의발표가신통치않을때발표중에말을

끊고잔소리하기가귀찮아진것같다. 급했던성질이조금완화되는것같고그래서

조금더이성적으로변하는것은아닌지좋게생각할때도있다. 그래서정년은본인

이알아서‘저는오늘부터정년이돼도좋겠어요.’라고자진신고하는것이합당하지

않을까 공상해본다. 그러나 내 자신이 이미 정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먼저

정년이왔다면얼마나망신스러운일이벌어질까? 따라서나이에맞춰정년을하는것

이안전하다. 

누구나매력에이끌리어전공을선택한다. 본인에게는내분비학이왜흥미로웠을까? 많은경우에서와같이학생때와전공의

시절의교수님과비슷해질수있지않을까? 하는희망으로시작하였다. 그러나작고하신민병석교수님과현직에서더활동

적이신최영길교수님과는갈수록차이가커질뿐아니라처음부터비슷해질수있겠다는희망을가진것부터가오만이었다

는것을깨닫게되었다. 이또한나이들어정신이들어가는조짐이아닐까?

전공의시절thyroid storm이생긴연로하신할머니를담당하게되었다. 할머니께서처음에는매우심한갑상선기능항진증

으로일반병실에입원하였었는데아마도전공들이너도나도 goiter를 촉진했던탓이었는지 thyroid storm에빠져의식을

잃고위중하게되어중환자실로옮겼고, 기관절개등여러고생끝에5일후에야의식을회복하여퇴원예정이었다. 그런데

보호자이신할아버님께서백방으로돈을구해보아도입원비가턱없이부족한사정이었다. 누구나젊어서는자기딴의정의

감이 앞서게 된다. 본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야반도주를 사주하여 무사히 퇴원하도록 도와주고 흐뭇해

하였던기억이있다. 당시병원장이셨던김학중교수님이자리를빌려죄송합니다. 입원비받는것이부정한일도아니고오

히려환자를도망치게했던것이잘못이었다는것을늦게깨달았으니용서해주시기바랍니다. 더구나요즈음같이병원들의

경영이어려운상황을보게되니더큰죄책감이생깁니다.

오랫동안당뇨병환자들을진료하면서당뇨병이얼마나고약한질환인지를알게되었고당뇨병교육의중요성을역설하신

당뇨병학의원로교수님들의뜻을더잘알게되었다. 그런데의사들의무거운어깨를덜어주기위한목적은아니겠으나, 다

행히최근당뇨병을가볍게보아도된다는정책을펴준정부에감사드리고있기는하나설마젊은의사들도이에부화뇌동하

지않을까염려된다.

철도조금드는것같고, 성질도조금좋아지는것같고, 정의가무엇인지조금짐작할수있을것같아서이제부터더잘할

수있을것같은데정년이라니요? 억울합니다. 그러나아쉬워할일이아니다. 유럽의어떤유명인은생전바라던대로사후

묘비에다음과같은말을친구들이써넣어주었다고한다. ‘내이럴줄알았다니까’

정년을맞으며...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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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모든주장이나를감화시키기에는부족한점이더러있었

지만, 운동에대해서만은제대로꽂히게만들었다. 나는꽂히는

책이있으면그책에매료되어 벗어나지못하는경우가 많다.

10년전에도제레미리프킨의‘육식의종말’을읽고그동안의

나를 비난하면서 수년간 채식주의자로 살아본 적도 있었다. 

그러나인간의태생적인본성을이해하고받아들임으로써다시

접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주위의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던점을죄송하게생각한다. 

나는 Dr. Bortz 2세의 책을 읽으면서 또다시 꽂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나도뛰자. 그래야환자들에게운동의좋은점을

말할수있고미래의의료에대비할수있을것이다라고다짐을

하게된다. 

배운사람들은먼저책을읽고준비하는것이상식이아닌가?

인터넷을 서핑하고 마라톤에 관한 정보와 관련 책들을 수집

하고백화점의스포츠용품점으로달려갔다. 모든것이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날짜에 치러지는 중앙 서울

마라톤대회에등록했다. 정식마라톤거리에비하면네쪽중

겨우한쪼가리정도인10 km 달리기로시작하기로했다. 첫술

에배가부를수있나나이도생각해야했다. 

사람은20 ~ 30세에체력의최정점에도달하게되고이론적으

로꾸준히운동할경우모든신체의기능이연간0.5% 정도씩

감소된다고한다. 그러나그렇게하지않을경우약2%씩감소

한다고하는데나는지금거의반토막이하의건강이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러나반환점을돌면서쳐다본내뒤는나를매우

흥분하게만들었다. 앞에서달려가는사람들만큼많은사람들

이내뒤를따라오고있는게아닌가? 시작할때꼴찌를하더라

도걷지않고끝까지뛰는것이최우선적인목표였었다. 두달

간꾸준히달리기한보람이있던것이다. 

반토막건강으로처음시작할때2 km도너무멀다고생각했

는데 라고 하면서 장대 같은 빗속을 헤치면서 앞선 사람들을

따라서 달려나갔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앞을

나보다나이많아보이는사람들, 그리고연약해보이는여성들

이 계속 앞질러 가는 게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5 km를

넘어가면서부터자신감이생기면서숨이덜차는것같았다.

“그래 한번 달려볼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뜩 출발하기 전에

우연히 만나 소담을 나눴던 경험 많은 60대 마라토너의 말이

생각났다. 키는크지않았으나전문운동선수못지않은다부진

체격을하고있었으며철인경기를수차례완주하였다고한다.

그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10 km 달리기라고 하더라도 처음

도전하시는 것이라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페이스에맞추는것입니다. 자기보다체격조건이좋지

않다고생각되는사람들이앞서나갈때누구나욕심이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것을누르는것이야말로성공적으로완주할수

있을것입니다.”

역시나 앞서 신나게 나를 추월해 달려갔던 사람들 중에 점점

퍼지면서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어느새 나는 잠실종합운동장의 폭신한 홍갈색 우레탄 트랙을

뛰고 있었다. 뛰는 내내 내리는 비는 이미 방해꾼이 아니라

흐르는 땀과 함께 내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생명수가

되고있었다. 결승점의시계는한시간남짓지나가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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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4월 20일(금)~21일(토) 춘계학술대회 & APDO 2012 그랜드힐튼호텔컨벤션센터

5월 19일(토) 제6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창원파티마병원강당

6월 2일(토) 연구워크샵 가톨릭의과대학의과학연구원

6월 30일(토) 제7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제주대학교병원강당

7월 6일(금)~7일(토) 제10회 전임의연수강좌 하얏트리젠시인천

7월 9일(월) 30주년기념행사 CJ인재원

9월 9일(일) 제36회 연수강좌 세종대학교컨베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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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4일(토) 제8차 내분비마스터코스 원광대학교병원강당

*교육위원회세미나 - 일정, 장소, 미정

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대전충청지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4월 6일(금) 정기총회및증례토의 대전성모병원

2012년도 대한골대사학회 행사일정

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강원지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3월 22일(목) 내분비집담회 강릉아산병원

6월 16일(토) 내분비집담회 원주기독병원

9월 15일(토) 내분비연수강좌 춘천

12월 1일(토) 내분비집담회 원주기독병원

2012년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4월 20일(금)~21일(토) 2012년 순환기관련학회춘계통합학술대회 부산벡스코

2012년도 대한당뇨병학회 행사일정

날 짜 행사명 장 소

4월 21일(토) 제15차 당뇨병교육자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성의회관마리아홀

5월 10일(목)~12일(토) 제25차 대한당뇨병학회춘계학술대회 대구, 호텔인터불고엑스코

7월 1일(일) 제18차 당뇨병연수강좌 세종컨벤션센터컨벤션B

7월 14일(토) 제21차 하계워크샵및심포지엄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당

7월 13일(금)~15일(일) 제13차 2030캠프 원주 KT 리더쉽아카데미

9월 8일(토) 제23차 당뇨병교육자세미나 서울성모병원성의회관마리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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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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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8일(목)~10일(토) 2012 ICDM 서울, 그랜드힐튼서울호텔

11월 12일(월)~18일(일) 제21차 당뇨병주간

12월 1일(토) 제12차 당뇨병교육자자격인정시험 국립중앙의료원

제13차 2030캠프

2012년도 대한내분비학회 대구경북지회 활동보고

날 짜 행사명 장 소

3월 4일(일) 제14회 영남당뇨병·내분비연수강좌 영남대학교병원 1층 대강당

3월 11일(일)
주제 : 증례를중심으로알아보는당뇨병과 부산대학교병원대강당

내분비질환 (응급의료센터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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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회동계워크샵성료

•일시및장소 -  2012년 2월 24일(금) / 중앙대학교병원동교홀

•작년 추계 워크샵에 이어 2012년도 동계 워크샵이 2월 24일(금)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실제 환자를 진료하시는 선생님들과 연결 고리를 만드는 자리로써, RUNX2 및 ER stress와 골형성에 대한기초연구, 희귀 질환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CNP-NPRB와 이형성증 발생, 조직공학 기법으로 골-연골 재생, 임상에서 사용하는 골재형성과 관련된 새로운 골표지자

로sclerostin과S1P에대한주제로구성되었습니다. 많은기초분야선생님들과임상의등이참여하여활발한토론과논의의장이되었습니다.

*순천골다공증연수강좌개최예정

•일시및장소 -  2012년 4월 8일(일) /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매년 4월 초에 지방에서 열리는 골다공증 연수강좌를 올해는 순천에서 준비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번의 연수강좌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가장필요하다고여기는주제들로다음과같이구성하였습니다. 골다공증병태생리, 골밀도검사, 생화학적검사, 낙상, sarcopenia,

많이 사용하는약제, 대한골대사학회에서발간한골다공증진단및치료지침서요약, 그리고최근바뀌어진보험과척추성형술에대한다양하고

알찬강의를준비하였습니다. 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를부탁드립니다.

*제24차 춘계학술대회개최예정

•일시및장소 -  2012년 5월 25일(금)~26일(토) / 서울아산병원동관6층대강당

•2012년 대한골대사학회 제24차 춘계학술대회를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2012년 5월 26일(토)에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

서개최하게되었습니다. 올해의초청연자로 Boston University Medical Center의 Thomas Einhorn 교수님께서“Mechanism of fracture

healing”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도 임상 연제와 기초 연제를 분리하여 2개의 Room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많은 연구

자분들의 1년간연구하신결과를공유하는뜻깊은자리가될수있도록많은연제가접수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날 짜 행사명 장 소

4월 8일(일)  골다공증지방연수강좌 순천에코그라드호텔

5월 25일(금)~26일(토) 제24차 춘계학술대회및연구위원회춘계워크샵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6월 1일(금) 골다공증진료지침전국순회강연회(대구)  경북대학교병원대강당

6월 17일(일) 제4차 Clinical Densitometry Course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10월 7일(일) 제15차 골다공증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홍홍보보위위원원회회명명단단

직 위 이 름 소 속

이 사 김덕윤 경희의대경희대병원

간 사 박철영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위 원 고정민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김경욱 연세의대강남세브란스병원

김경원 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

김재택 중앙대학교병원

김재현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김지훈 홍익병원

오기원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이병완 연세의대세브란스병원

이우제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이윤정 홍익병원

장혜원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전 숙 경희의대경희대병원

정인경 경희의대강동경희대병원

정찬희 순천향의대부천병원

황유철 경희의대강동경희대병원

회원여러분의여름과관련한사진과사진에얽힌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재미있는 사진 몇장과 함께 사진에 얽힌 사연을 적어(자유

형식) 학회이메일로보내주세요. 

학회 이메일로 보내주신 내용 중 재미있는 사진과 내용을

선정해서이번여름호의표지에실어드리고

학회에서마련한소정의선물을보내드립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내분비소식지에서는 회원님들의 의견이나 진료중 있었던

사연, 주변이야기등, 회원님들과 공유할만한좋은내용이나

아이디어를받습니다. 

관심있는회원분들의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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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시기바랍니다.

K•E•Sㅣ홍보위원회 명단

표표지지디디자자인인공공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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