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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초
대

의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당뇨병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쓰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8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가 5월 7일(목)에서 9일(토)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본 학술대회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당뇨병학에 대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으며, 회원들의 다양한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유익하고 흥미로운 최신의 이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5월 7일 오후에는 타 학회와 연계하여 공통된 관심분야들을 토론하는 Joint symposium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8일과 9일에 열리는 11개의 메인 심포지엄은 당뇨병의 역학, 발병 기전, 최신 치료법, 합병증, 영양 및 

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임상에서 흔히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임상 전문가와 

토론하는 Meet the expert와 세계적인 기초 연구의 현황을 알 수 있는 In-depth symposium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뛰어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품고 있는 빛고을 광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하여 당뇨병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 여러 

지역 회원들간에 심도 있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좋은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5월

이사장   이 기 업

대한당뇨병학회   회  장   배 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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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5월 7일 (목)

룸 Room 1 (4층) Room 2 (4층) Room 3 (4층) Room 4 (2층) Room 5 (2층)

15:00~17:00 Joint symposium 1 Joint symposium 2 Committee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egislation

17:00~17:30 Satellite 
symposium 1

Satellite 
symposium 2

17:30~ Welcome reception

5월 8일 (금)

07:30~08:30
Breakfast 

symposium 1
(홀리데이인 호텔)

Breakfast 
symposium 2
(라마다 호텔)

09:00~10:40
S1

Epidemiology & 
genetics

S2
Microvascular 
complications

Committe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S3
Clinical 

nutrition
In depth symposium

10:40~11:00 Coffee break

11:00~11:10 Opening address

11:10~11:50 Plenary lecture 1 

11:50~12:30 총회

12:50~14:00 Luncheon 
symposium 1

Luncheon 
symposium 2

Luncheon 
symposium 3

14:20~15:00 Plenary lecture 2

15:00~15:20 Coffee break

15:20~17:20
S4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1

S5
Macrovascular 
complications

Meet the expert S6
Self-care

S7
Integrated physiology/obesity

17:30~ Dinner (홀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홀)

5월 9일 (토)

07:30~08:30
Breakfast 

symposium 3
(홀리데이인 호텔)

Breakfast 
symposium 4
(라마다 호텔)

09:00~11:00
S8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2

S9
Acute 

complications

Joint 
symposium 3

S10
Behavioral 
medicine/
education

S11
Islet biology 

(Rm5-1)

KDA research 
group on metabolic 
syndrome (Rm5-2)

11:00~11:20 Coffee break

11:20~11:40 Young investigator 
award

11:40~12:20 Luncheon
symposium 4

Luncheon
symposium 5

Luncheon
symposium 6

12:20~13:20 Poster presentation (컨벤션센터 4층 로비)

13:20~13:30 Closing ceremony

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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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5월 7일 (목)

5월 8일 (금)

15:00~17:00
Room 1

Joint symposium 1
Functional and metabolic recovery in diabetic cardiomyopathy
JS1-1 Role of cardiovascular imaging in diabetic cardiomyopathy
JS1-2 Metabolic aspects on diabetic cardiomyopathy
JS1-3 The pathological role of aging signaling in heart failure
JS1-4 Recovery of mitochondrial function enhances metabolic efficiency in diabetic hearts

좌장: 백홍선, 이기업

김계훈 (전남의대 순환기내과)

김재택 (중앙의대 내과)

Ippei Shimizu (Niigata University, Japan)

한진 (인제의대 심혈관대사질환센터)

09:00~10:40
Room 1

S1 Epidemiology & genetics
For prevention of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S1-1 Risk factors for diabetes in middle aged population: Ansung-Ansan cohort
S1-2 Statin use and risk for diabetes in Korea
S1-3 Cardiovascular risk models for diabetic patients in Korea
S1-4 Risk factors for cognitive impairment in diabetes

좌장: 최영길, 박성우

조남한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나승운 (고려의대 순환기내과)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동준 (인제의대 내과)

07:30~08:30
홀리데이인
호텔

Breakfast symposium 1
BS1 Why hypoglycemia matters in clinical practice?

좌장: 임경호

전숙 (경희의대 내과)

07:30~08:30
라마다 호텔

Breakfast symposium 2
BS2 Importance of glycemic control: highlighted results of phase III study of new DPP4 inhibitor

좌장: 장학철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15:00~17:00
Room 2

Joint symposium 2
Metabolic regulation: from gene to function
JS2-1 Transcriptional control by PPARgamma phosphorylation and the anti-diabetic PPARgamma ligands

JS2-2 The role of exercise-induced hormones in metabolic regulation
JS2-3 Role of adipose tissue hypoxia in obesity and insulin resistance
JS2-4 The pathophysiological role of protein arginine methyltransferases (PRMTs) in the onse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좌장: 정민영, 이인규

최장현 (UNIST)

허주영 (전남대 약학과)

이윤석 (KAIST)

박수현 (전남대 수의과)

15:00~17:00
Room 5

Committee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egislation
KDA and HIRA joint symposium: about practical reviews and assessment
CS1-1 The process of review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benefit standard in HIRA

CS1-2 Artificial intelligence electronic review
CS1-3 Clinical significance of laboratory tests in diabetic patients
Panel 

좌장: 박태선

서기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혜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수경 (CHA 의과학대 내과)

김덕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상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순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난희(고려의대 내과), 윤석기(천안 엔도내과), 박석오(광명성애병원 내과)

17:00~17:30
Room 1

Satellite symposium 1
SS1 Insulin therapy with DPP-4 inhibitors for T2DM patients

좌장: 민경완

류혜진 (고려의대 내과)

17:00~17:30
Room 2

Satellite symposium 2
SS2 Focusing on linagliptin and empagliflozin as second-line therapy in subjects with type 2 
        diabetes inadequately controlled on metformin

좌장: 고경수

임수 (서울의대 내과)

17:30~
Room 3

Welcome reception

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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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09:00~10:40
Room 3

Committe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5 guidelines: a preview
CS2-1 New treatment guideline strategy in 2015 edition
CS2-2 Glycemic targets and assessment of glycemic control
CS2-3 Clinical practice guideline 2015 KDA: oral hypoglycemic agents in type 2 diabetes mellitus

CS2-4 Clinical practice guideline 2015 KDA: injection treatment in type 2 diabetes mellitus

CS2-5 Updated guideline for Korean adults with type 1 diabetes

좌장: 허갑범, 안유헌

차봉수 (연세의대 내과)

김대중 (아주의대 내과)

고승현 (가톨릭의대 내과)

이원영 (성균관의대 내과)

김재현 (성균관의대 내과)

09:00~10:40
Room 4

S3 Clinical nutrition
New diabetes nutrition therapy guidelines: the evidence and controversies - focus on macronutrients
S3-1 New diabetes nutrition therapy guidelines
S3-2 Carbohydrate - low or high 
S3-3 Quantity and quality of dietary fat in patients with diabetes
S3-4 Protein in diabetes: high vs. moderate

좌장: 유형준, 김인주

조동혁 (전남의대 내과)

노민영 (서울성모병원 영양과)

이영란 (동탄성심병원 영양과)

이연미 (서울아산병원 영양과)

09:00~10:40
Room 5

In depth symposium
Macrophage and inflammation
ID1 Tumor associated macrophages in endocrine-related cancers
ID2 SREBP-1a links lipid metabolism to macrophage function through mTOR signaling

ID3 Macrophage in metabolic dysregulation, is it the initiator or the mere supporter?

좌장: 서교일, 우정택

조선욱 (서울의대 내과)

임승순 (계명대 생리학교실)

강신애 (연세의대 내과)

10:40~11:00 Coffee break 

11:50~12:30
Room 1,2,3

총회

11:00~11:10
Room 1,2,3

Opening address

11:10~11:50
Room 1,2,3

Plenary lecture 1
PL1 Loss of beta-cell function and mass: causes and solutions

좌장: 이기업

윤건호 (가톨릭의대 내과)

12:50~14:00
Room 1

Luncheon symposium 1
LS1 What is the ideal combination therapy in patients with type 2 DM?: DPP4 inhibitor and TZDs 
        combination therapy

좌장: 김용기

최성희 (서울의대 내과)

프
로

그
램

09:00~10:40
Room 2

S2 Microvascular complications
Current issues in diabetic nephropathy
S2-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diabetic nephropathy
S2-2 Urinary biomarkers for early diabetic nephropathy: beyond albuminuria
S2-3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 and diabetic nephropathy

좌장: 최동섭, 최문기

오세원 (인제의대 신장내과)

이소영 (CHA 의과학대 신장내과)

노정현 (인제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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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7:20
Room 1

S4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1
Controversial issues in cardiovascular disease of type 2 diabetes
S4-1 Should HbA1c be used for the diagnosis of type 2 diabetes and prediabetes? – pros

S4-2 Should HbA1c be used for the diagnosis of type 2 diabetes and prediabetes? - cons

S4-3 Can better control of HbA1c reduce cardiovascular risk? - endocrinologist's opinion

S4-4 Subclinical cardiovascular disease in diabetes: to screen or not to screen? - cardiologist's opinion 

좌장: 강성구, 박경수

김병준 (가천의대 내과)

김상용 (조선의대 내과)

권혁상 (가톨릭의대 내과)

한기훈 (울산의대 심장내과)

15:20~17:20
Room 2

S5 Macrovascular complications
The screening tools for diabetic cardiovascular disease
S5-1 Should patients with diabetes who are asymptomatic be assessed for atherosclerosis?

S5-2 Assessment of subclinical vascular change with surrogate markers in diabetes

S5-3 The feasibility of measuring coronary artery calcium score in diabetes
S5-4 The role of cardiovascular risk calculator in diabetes mellitus

좌장: 김광원, 궁성수

김현민 (중앙의대 내과)

이상학 (연세의대 심장내과)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이해영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15:20~17:20
Room 4

S6 Self-care
The effect of diabetes management with SMBG (Self monitoring of blood glucose)
S6-1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SMBG
S6-2 The accuracy of blood glucometers
S6-3 Improved metabolic control in diabetic patients using the CGMS
S6-4 A new paradigm for glucose management

좌장: 송복례, 이정림

이혜미 (서울삼성병원 간호과)

신경미 (성빈센트병원 간호과)

박정은 (제일병원 간호과)

정진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과)

15:20~17:20
Room 3

Meet the expert
ME1 Management of T1DM
Panel
ME2 Medical management of diabetic pregnancy
Panel

원규장 (영남의대 내과)

김신곤 (고려의대 내과), 조재형 (가톨릭의대 내과), 정혜승 (서울의대 내과)

장학철 (서울의대 내과)

김문영 (관동의대 산부인과), 홍준석 (서울의대 산부인과)

15:00~15:20 Coffee break 

12:50~14:00
Room 2

Luncheon symposium 2
LS2 Effect of lobeglitazone, a new (PPAR)-γ agonists on development of atherosclerosis

좌장: 김두만

임수 (서울의대 내과)

12:50~14:00
Room 3

Luncheon symposium 3
LS3 Pitavastatin in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e: propit study

좌장: 김영건

김대중 (아주의대 내과)

14:20~15:00
Room 1,2,3

Plenary lecture 2
PL2 Why do we need diabetic patients registry for clinical diabetes research?

좌장: 배학연

우정택 (경희의대 내과)

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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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09:00~11:00
Room 1

S8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2
Insulin analogues in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ic & others
S8-1 Current experience of insulin analogues in Korea
S8-2 Optimal position of ultralong acting insulin analogue
S8-3 Intranasal insulin therapy for dementia in diabetes
S8-4 Bio-similars & innovatives for diabetes

좌장: 손호영, 김진우

이병완 (연세의대 내과)

유순집 (가톨릭의대 내과)

진흥용 (전북의대 내과)

송병두 (스크립스코리아)

09:00~11:00
Room 2

S9 Acute complications
Hypoglycemia
S9-1 Glucose reperfusion-induced neuronal death after hypoglycemia
S9-2 The pathophysiology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hypoglycemia
S9-3 Severe hypoglycemia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S9-4 Economic burden of hypoglycemia

좌장: 이홍규, 조용욱

서상원 (한림대 생리학교실)

이대호 (원광의대 내과)

고승현 (가톨릭의대 내과)

이용호 (연세의대 내과)

09:00~11:00
Room 3

Joint symposium 3
Diabetes status, issues, and policy
JS3-1 Strategy and Policy for early detection of type 2 diabetes
JS3-2 Diabetes prevention strategy and how to implement it in Korea
JS3-3 The way forward: improving management of diabetes from a public health perspective

Panel National stratagies for diabetes : prevention, management, and treatment

좌장: 박중열, 정은경

원종철 (인제의대 내과)

임수 (서울의대 내과)

정율원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권혁상 (가톨릭의대 내과), 박태선 (전북의대 내과), 김대중 (아주의대 내과),

박상익 (국립보건연구원 대사영양질환과), 정율원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07:30~08:30
홀리데이인
호텔

Breakfast symposium 3
BS3 Powerful treatment option for diabetic patients with renal impairment

좌장: 김동선

정인경 (경희의대 내과)

07:30~08:30
라마다 호텔

Breakfast symposium 4
BS4 Recalling clinical benefit of low-mixture twice-a-daily regimen

좌장: 유재명

원종철 (인제의대 내과)

5월 9일 (토)

15:20~17:20
Room 5

S7 Integrated physiology/obesity
Intra-and interorgan communications in systemic energy homeostasis
S7-1 White-to-brown fat transition: new hope for fighting with obesity

S7-2 Epac1 in metabolic disorder: induction of brown fat in white adipose tissue

S7-3 Peripheral 5-HT, a new target for anti-obesity treatment
S7-4 Adipose tissue macrophage phenotype and function in obesity
S7-5 Anti-obesity effect of mitokine

좌장: 윤건호, 이관우

Guang Ning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China)

Sookja Kim Chung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김하일 (KAIST)

조계원 (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

김군순 (충남의대 내과)

17:30~ Dinner (홀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홀)



28th Spring Congress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9

프로그램

프
로

그
램

09:00~11:00
Room 5-1

S11 Islet biology
Beta cell apoptosis, regeneration and transplantation
S11-1 Role of FGF21 and β-klotho in pancreatic β-cell
S11-2 The role of sphingolipids in pancreatic β-cell dysfunction
S11-3 Mitochondrial OxPhos dysfunction in islet beta cells leads to progressive beta cell failure

S11-4 Porcine islet xenotransplantation as a beta cell replacement therapy

좌장: 이명식, 김용성

이원영 (성균관의대 내과)
문준성 (영남의대 내과)

김현진 (충남의대 내과)
박정규 (서울의대 미생물학교실)

09:00~11:00
Room 5-2

KDA research group on metabolic syndrome
PPARgamma revisited
RG1 Metabolic syndrome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
RG2 Is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a benign condition? focusing on Korean data
RG3 Metabolic syndrome, fatty liver, and cardiovascular changes
RG4 Metabolic syndrome, dyslipidemia, and cardiovascular disease

좌장: 이문규, 장학철

서성환 (동아의대 내과)
정창희 (울산의대 내과)
김난희 (고려의대 내과)

김성래 (가톨릭의대 내과)

09:00~11:00
Room 4

S10 Behavioral medicine/education
Educator-patient communication
S10-1 Approach based on interpersonal style or personality traits of diabetic patients

S10-2 Conversation with narrative therapy: from knowing position to not-knowing position

S10-3 Communication with patients through co-design

좌장: 차봉연, 손현식

이지현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이경욱 (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구정하 (디자인케어)

11:00~11:20 Coffee break 

11:20~11:40
Room 1

Young investigator award
A hepatomuscular perspective on the metabolic disease and its predictions

좌장: 이기업

이용호 (연세의대 내과)

11:40~12:20
Room 1

Luncheon symposium 4
LS4 Powerful approach from the start with new updates

좌장: 이형우

김병준 (가천의대 내과)

11:40~12:20
Room 2

Luncheon symposium 5
LS5 Dapagliflozin, the 1st SGLT-2 inhibitor, emerging and novel agent for the treatment of T2DM

좌장: 백세현

조재형 (가톨릭의대 내과)

11:40~12:20
Room 3

Luncheon symposium 6
LS6 Cardiovascular outcome trials vs. cardiovascular safety trials among DPP-4 inhibitors

좌장: 이현철

이승환 (가톨릭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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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사전등록

현장등록

초청연자, 좌장 및 임원

등록데스크 운영시간

현장등록비

춘계 학술대회 홈페이지 '등록'창의 '사전등록현황'에서 사전등록을 확인하시고, 행사장 1층 사전등록데스크에서 명찰을 수령

하신 후 초록집 배부처에서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대회 기간 동안 현장등록을 하실 분은 행사장 1층 현장등록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 등록데스크에서 명찰을 수령하시고 초록집 배부처에서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연자, 좌장 및 임원은 컨벤션센터 4층 로비에 있는 학회부스에서 명찰과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월 7일 목요일 13:00 ~ 17:00

5월 8일 금요일 08:30 ~ 17:00

5월 9일 토요일 08:30 ~ 12:00

구 분 현장등록비

전문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포함)

회원 120,000원

비회원 170,000원

전공의,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연구원,  

운동처방사 및 기타 참가자

회원 70,000원

비회원 90,000원

※ 회원 범위: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 정회원, 준회원의 경우 미납 연회비가 없어야 회원 등록비로 인정 됨 (연회비 납부 확인: 학회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일반회원에서 학회회원으로 전환: 학회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탈퇴 후 학회회원(준회원)으로 가입해야 함
※ 휴면회원은 학회회원에서 제외 됨
※ 평생회원 중 온라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은 ID와 PW를 만드신 후 등록 진행해야 함

등
록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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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구연 및 전시

포스터 구연

포스터 전시

우수 포스터 시상

주의사항

·일시: 2015년 5월 9일(토) 12:20~13:2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로비 

·발표방법: 전시된 포스터 앞에서 발표 후 청중과 함께 현장에서 토의 (발표 시간은 추후 공지 예정)

·발표시간: 8분 발표 & 4분 토의

·일시: 2015년 5월 8일(금) 09:00~2015년 5월 9일(토) 13:20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로비

·포스터 규격: 가로 90㎝ x 세로 140㎝

·포스터 전시 언어: 국문 또는 영문

·전시방법: 부여 받은 발표 번호에 따라 부착시간을 엄수하여 전시물 부착

·부착 시간: 2015년 5월 8일(금) 09:00 이전

·수거 시간: 2015년 5월 9일(토) 13:20 이후

·일시: 2015년 5월 9일(토) 13:20

·장소: Room 1

·우수 포스터 시상은 발표 및 전시 내용과 발표시간 및 부착시간 엄수를 고려하여 선정함

·시상 시 대리 수령은 불가능하며, 부재중일 경우 무효 처리됨

본 학회는 포스터를 정해진 시간에 부착하지 않는 참가자에게 1년간 학술대회 초록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포
스

터
 구

연
 및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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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행
사

장
 안

내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 학술대회장

■ KDA 라운지

Room 4

Room 5-1

Room 5-2

KDA
라운지

4층 연결통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학
회

부
스

■ 학술대회장

■ 프리뷰 룸

■ 포스터 전시

■ 학회부스

■ 인터넷 라운지 & 휴대폰 충전

Room 1 Room 2 Room 3
프리뷰 룸

포스터 전시

포
스

터
 전

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물품보관소 안내데스크

■ 전시장

■ 물품보관소

■ 초록집배부처

■ 등록데스크

■ 안내데스크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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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행
사

장
 안

내

홀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 홀 1

홀리데이인 호텔 3층 다이너스티 홀

라마다 호텔 5층 대연회장

■ Dinner

■ 로비

Dinner

로비

대연회장
(조찬심포지엄)

E/V

연회 로비

중소연회장

다이너스티홀
(조찬심포지엄)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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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및
 교

통

숙박안내

교통안내

제28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동안 호텔을 이용하실 분은 춘계학술대회 '호텔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명 연락처 객실료 거리

홀리데이인 광주 062-610-7045 180,290원 ~ 도보 2분

라마다플라자광주 062-717-7000 180,000원~ 승용차 7분

무등파크호텔 062-226-0011 82,500원~ 승용차 30분

신양파크호텔 062-228-8000 125,000원~ 승용차 30분

베니키아예술의전당 062-600-9999 94,000원~ 승용차 5분

센트럴호텔 062-383-7575 84,700원~ 승용차 5분

호텔노블레스 062-385-1100 65,000원~ 승용차 7분

피렌체호텔 062-384-9600 77,000원~ 승용차 5분

호텔프라도 062-654-9999 102,000원~ 승용차 25분

마스터스관광호텔 062-382-7700 88,000원~ 승용차 5분

교통수단 출발지
시간

(출발지-경유지)
경유지 교통수단

시간
(출발지-경유지)

도착지

항공
김포공항 50분

광주공항
택시 약 1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제주공항 1시간 15분 지하철 약 15분

철도 용산역 약 2시간

광주역
택시 약 30분

버스 약 40분

광주송정역

택시 약 10분

버스 약 20분

지하철 약 10분

※ 자세한 교통 시간표 확인 및 예약은 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박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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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셔
틀

버
스

7일(목)

광주공항 광주송정역 김대중센터 신양파크 무등파크 베니키아 라마다 차량

14:05 14:20 #3

14:10 14:30 #1

14:40 15:00 #2

15:25 15:45 #1

15:25 15:40 #3

16:20 16:35 #3

16:30 16:50 #1

17:05 17:25 #2

18:00 18:30 18:35 #1

18:00 18:05 18:10 #3

18:30 18:35 18:40 #3

18:40 19:20 19:25 #2

18:50 18:55 19:00 #3

8일(금)

무등파크 신양파크 라마다 홀리데이인 김대중센터 신양파크 무등파크 차량

6:50 6:55 7:20 7:25 #1

7:00 7:05 7:30 7:35 #2

8:00 8:05 8:40 #1

9:25 9:30 10:00 #2

17:40 18:05 18:10 #1

19:20 19:50 19:55 #1

19:30 20:00 20:05 #2

베니키아 라마다 홀리데이인 김대중센터 베니키아 라마다 차량

7:15 7:20 7:25 #3

8:15 8:25 #라마다

8:20 8:25 8:30 #2

8:45 8:50 8:55 #3

9:20 9:25 9:30 #3

10:20 10:25 10:30 #3

10:50 10:55 11:00 #3

17:45 17:55 18:00 #2

19:00 19:10 19:15 #3

19:30 19:40 19:45 #3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김대중센터 광주송정역 차량

10:15 10:35 #1

10:45 11:00 #2

10:55 11:15 #1

12:00 12:20 #1

12:55 13:15 #1

14:15 14:35 #1

17:40 18:05 #3

18:30 18:55 #3

9일(토)

무등파크 신양파크 라마다 홀리데이인 김대중센터 차량

6:50 6:55 7:20 7:25 #1

6:55 7:00 7:25 7:30 #2

8:10 8:15 8:45 #1

8:50 8:55 9:25 #2

베니키아 라마다 홀리데이인 김대중센터 광주공항 광주송정역 차량

7:15 7:20 7:25 #3

8:20 8:25 8:30 #3

8:45 8:50 8:55 #3

9:00 9:05 9:10 #1

9:20 9:25 9:30 #3

13:10 13:20 13:35 #1

13:20 13:40 #2

13:30 13:50 #3

13:55 14:15 #1

14:00 14:20 #2

※ 본 운행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셔틀버스 탑승은 김대중센터 셔틀버스 탑승장 및 각 호텔 로비 입구, 공항입구, 광주송정역 계단 입구에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렌체 관광호텔 숙박자께서는 베니키아 탑승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 노블레스, 센트럴, 마스터스 관광호텔 숙박자께서는 라마다호텔 탑승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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