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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초
대

의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당뇨병학회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도 제29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가 5월12일(목)에서 14일(토)까지 사흘간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아름다운 자연과 장구한 역사의 기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경주

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노인당뇨병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오신 한림의대 유형준 교수와 국제적

인 당뇨병 역학 연구자이며 이번에 세계당뇨병연맹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남한 교수가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며, 당뇨병 진료 각 영역에서의 핫이슈를 망라하고, 기초 연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분야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교육, 식품영양, 간호 세션을 통해 전문 위원회의 최근 관심사

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통하여 학문적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고 아울러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도시에서 좋은 추억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많은 회원 여러분이 참석하시어 활발하고 유익한 학술 교류의 장

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경주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2016년 5월

이사장   이 문 규

대한당뇨병학회   회  장   조 용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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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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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Behavioral 
medicine/

education/Clinical 
nutrition/Self-care

Diabetic 
complications

Islet biology & 
insulin secretion/
Epidemiology & 

genetics

Insulin action/
Obesity/Integrated 

physiology

5월 12일 (목)

15:30~17:00 KDA research group on 
genetics

17:00~17:30 Satellite symposium 1 Satellite symposium 2

17:30~ Welcome reception (1층 야외전시장)

5월 13일 (금)

07:30~08:30
Breakfast 

symposium 1
(경주힐튼호텔)

Breakfast 
symposium 2

(경주현대호텔)

09:00~11:00 S1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1

S2 Behavioral 
medicine/education

S3 Diabetic 
complications 1-Acute

S4 Islet biology & 
insulin secretion S5 Insulin action

11:00~11:20 Coffee break (3F)

11:20~11:30 Opening address 및 우수논문 시상식

11:30~12:10 Plenary lecture 1 

12:10~12:30 Young investigator award

12:30~12:40 Break

12:40~14:00 Luncheon 
symposium 1

Luncheon 
symposium 2

Luncheon 
symposium 3

Luncheon 
symposium 4

14:00~15:00 Poster presentation 1 (1층 전시장)

15:00~15:40 Plenary lecture 2

15:40~16:00 Coffee break (1F, 3F)

16:00~18:00 S6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2 S7 Clinical nutrition

S8 Diabetic 
complications 2

-Chronic

Committee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egislation
S9 Obesity

18:00~ Dinner (3층 300C)

5월 14일 (토)

07:30~08:30
Breakfast 

symposium 3
(경주힐튼호텔)

Breakfast 
symposium 4

(경주현대호텔)

09:00~11:00
S10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3

S11 Self-care
S12 Diabetic 

complications 3
-Chronic

S13 Epidemiology & 
genetics

S14 Integrated 
physiology

11:00~11:20 Coffee break (1F, 3F)

11:20~12:20 Poster presentation 2 (1층 전시장)

12:20~14:00 Luncheon 
symposium 5

Luncheon 
symposium 6

Luncheon 
symposium 7

14:00~ 우수연제시상

16:30~18:30 Committee of Medical 
Practitioner

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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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5월 12일 (목)

5월 13일 (금)

09:00~11:00
Room 2

S2 Behavioral medicine/education 
Diabetes education in cases of insulin treatment
S2-1 Medical nutrition therapy in patients on insulin
S2-2 Handling frequent errors of insulin injection
S2-3 Psycho-social problems
S2-4 Insulin : past, present and future

좌장 : 궁성수, 김두만

권미라 (서울대병원 영양과)

최희선 (일산백병원 간호과)

양동희 (일산백병원 사회복지과)

이승환 (가톨릭의대 내과)

07:30~08:30
힐튼호텔

Breakfast symposium 1
BS1 What benefit can weekly GLP-1RA provide for T2DM patients

좌장 : 백홍선

김병준 (가천의대 내과)

07:30~08:30
현대호텔

Breakfast symposium 2
BS2 Scientific platform regarding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cardiovascular complication

좌장 : 안유헌

이재민 (을지의대 내과)

09:00~11:00
Room 1

S1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1
Comorbidities of diabetes - the impact and management of chronic comorbidities of diabetes
S1-1 Beyond statin: novel lipid-lowering agents in diabetic dyslipidemia
S1-2 Emerging treatment of diabetic retinopathy
S1-3 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s: emerging treatment for chronic kidney disease

S1-4 Emerging treatmen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좌장 : 정민영, 장학철 

김성래 (가톨릭의대 내과)

박태관 (순천향의대 안과)

김신곤 (고려의대 내과)

이병완 (연세의대 내과)

17:00~17:30
Room 3

Satellite symposium 1
SS1 Putting the patient first: from evidence to clinical practice

좌장 : 김용기

서성환 (동아의대 내과)

15:30~17:00
Room 5

KDA research group on genetics
Recent approach using genetics, proteomics, and lipidomics
RG1-1 Lessons from genetic studies on pediatric kidney diseases
RG1-2 Application of mass spectrometry in proteogenomics: integrating proteomics and genomics to unlock  
             biological function
RG1-3 Lipidomic profiling of human fat tissues

좌장 : 김성훈

지헌영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김광표 (경희대 응용화학과)

오태정 (서울의대 내과)

17:00~17:30
Room 4

Satellite symposium 2
SS2  The role of  thiazolidinediones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NAFLD 

좌장 : 손호상

이용호 (연세의대 내과)

17:30~
1층 야외전시장

Welcome reception

프
로

그
램

09:00~11:00
Room 3

S3 Diabetic complications 1 
Diabetic ketoacidosis update
S3-1 Ketoacidosis, a rare complication of SGLT2 inhibition
S3-2 Genet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ketosis-prone diabetes
S3-3 Acute hyperglycemia associated with anti-cancer medication
S3-4 Management of diabetic ketoacidosis: from a perspective of nephrologist

좌장 : 박태선, 고경수 

문민경 (서울의대 내과)

정창희 (울산의대 내과)

이은경 (국립암센터 내과)

조장희 (경북의대 신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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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1:00~11:20 Coffee break (3F) 

14:00~15:00
1층 전시장

Poster presentation 1

11:20~11:30
Room 1,2

Opening address 및 우수논문 시상식

11:30~12:10
Room 1,2

Plenary lecture 1
PL1 The effect of education on the care of older diabetics with geriatric syndromes

좌장: 조용욱 

유형준 (한림의대 내과)

12:10~12:30
Room 1,2

Young investigator award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a friend or a foe?

 좌장: 이문규

정창희 (울산의대 내과)

12:40~14:00
Room 1

Luncheon symposium 1
LS1 The multiple benefits of dapagliflozin beyond glycemic control

좌장: 허갑범

임수 (서울의대 내과)

12:40~14:00
Room 2

Luncheon symposium 2
LS2 Postprandial hyperglycemia and incretin-based combination therapy in type 2 diabetes

좌장: 최영길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12:40~14:00
Room 3

Luncheon symposium 3
LS3 Real-world evidence of insulin degludec

좌장: 유재명 

김대중 (아주의대 내과)

12:40~14:00
Room 4

Luncheon symposium 4
LS4 The latest and the best DPP-4 inhibitor

 좌장: 김영건

목지오 (순천향의대 내과)

프
로

그
램

09:00~11:00
Room 5

S5 Insulin action 
The pathophysiology of insulin resistance in major tissues
S5-1 Epigenetic regulation and insulin action
S5-2 Association between insulin resistance and impairment of FGF21 signal transduction in skeletal muscles

S5-3 Glycogen synthase kinase-3β and insulin resistance 
S5-4 Brain insulin resistance and neuronal cell death

 좌장 : 이기업, 손현식

김재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관우 (아주의대 내과)

임수 (서울의대 내과)

이종은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09:00~11:00
Room 4

S4 Islet biology & insulin secretion 
Beta cell stress and diabetes
S4-1 Beta-cell mass and function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S4-2 PERK inhibition enhanced beta cell function through modulation of calcium homeostasis and unfolded 
          protein response 
S4-3 Cellular mechanism of beta cell glucolipotoxicity
S4-4 Islet fibrosis in type 2 diabetes

좌장 : 김광원, 임성희 

윤건호 (가톨릭의대 내과)

정혜승 (서울의대 내과)

강엽 (아주의대 생리학교실)

송기호 (가톨릭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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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8:00
Room 3

S8 Diabetic complications 2 
New paradigm in diabetic kidney disease
S8-1 Diabetic kidney damage begins earlier than previously thought
S8-2 R ole of DPP-4 inhibitor in diabetic nephropathy
S8-3 TonEBP in diabetic nephropathy
S8-4 Diabetic kidney disease in the Pima Indians - novelty or harbinger? 

 좌장: 최동섭, 성연아

윤지성 (영남의대 내과)

차대룡 (고려의대 신장내과)

권혁무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Robert G. Nelson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16:00~18:00
Room 4

Committee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egislation 
Expanding diabetes treatment within insurance coverage – discuss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guidelines and insurance benefits
CS1-1 TBD
CS1-2 The process of develop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CS1-3 Discrepancies between recommended treatment guidelines and insurance benefits – prescription  
             issues in the field

 좌장: 박석오, 최경묵

승호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화계약품과)

고승현 (가톨릭의대 내과)

유성훈 (한림의대 내과)

15:40~16:00 Coffee break (1F, 3F) 

15:00~15:40
Room 1,2

Plenary lecture 2
PL2 We did it, KDA way - diabetes epidemiology

 좌장: 이문규

조남한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프
로

그
램

16:00~18:00
Room 1

S6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2 
Insights from cardiovascular outcomes trials with antidiabetes agents
S6-1 Overview: cardiovascular outcomes and anti-diabetes agents 
S6-2 Traditional anti-diabetic agents (SU, metformin, TZD, insulin) and CV outcomes 
S6-3 Incretin based agents (DPP4 inhibitors and GLP-1 agonist) and CV  outcomes  
S6-4 Insulin independent anti-diabetic agents (SGLT2 inhibitors and alpha glucosidase inhibitors) and CV  
          outcomes

 좌장: 김진우, 우정택

김동선 (한양의대 내과)

박미경 (동아의대 내과)

오승준 (경희의대 내과)

조동혁 (전남의대 내과)

16:00~18:00
Room 2

S7 Clinical nutrition  
Clinical nutrition issue
S7-1 Nutrition, hypertriglyceridemia, and diabetes-what is the right advice? 
S7-2 Do people with diabetes and kidney disease need to restrict protein?
S7-3 Medical nutrition therapy in comprehensive patient centered diabetes care  
S7-4 mHealth and medical nutrition therapy for diabetes

 좌장: 차봉연, 백세현

최진선 (강북삼성병원 영양과)

이은영 (순천향의대 신장내과)

전숙 (경희의대 내과)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과)

16:00~18:00
Room 5

S9 Obesity
Gut as an emerging therapeutic target for diabetes and obesity
S9-1 Gut barrier dysfunction and microbial dysbiosis in high fat induced obesity
S9-2 Gut commensal Bacteroides acidifaciens prevents obesity and improves insulin sensitivity in mice

S9-3 Role of gut microbe-derived extracellular vesicles on the pathogenesis of type 2 diabetes induced high  
          fat diet
S9-4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 current issues

 좌장: 김용성, 서교일

허규연 (성균관의대 내과)

권미나 (울산의대 융합의학과)

김윤근 ((주)명도메디칼)

허윤석 (인하의대 외과학교실)

18:00~
3층 300C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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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
로

그
램

9:00~11:00
Room 3

S12 Diabetic complications 3
Novel mediators of diabetes-associated cardiovascular pathology
S12-1 Hyperinsulinemic condition facilitates monocyte infiltration via Akt signaling pathway

S12-2 MDM2 E3 ligase-mediated ubiquitination and degradation of HDAC1 in vascular calcification

S12-3 Phosphoinositide dependent protein kinase 1 and the regulation of cardiac hypertrophy

S12-4 Cardioprotective effect of phosphodiesterase 3B (PDE3B) KO mice against ischemia/reperfusion injury

 좌장: 이인규, 박중열

배순식 (부산의대 약리학교실)

국현 (전남의대 약리학교실)

노정현 (인제의대 내과)

정연욱 (연세의대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업단)

9:00~11:00
Room 4

S13 Epidemiology & genetics 
Type 1 diabetes in Korea
S13-1 Recent trends in the incidence of T1DM in the Asian population
S13-2 Immunogenetics of T1DM in the Korean population
S13-3 Genetic characteristics of fulminant T1DM
S13-4 Clinical characteristics of latent autoimmune diabetes in adults in Korea

 좌장: 양세원, 조정구

김재현 (인제의대 소아청소년과)

구보경 (서울의대 내과)

곽수헌 (서울의대 내과)

이상열 (경희의대 내과)

5월 14일 (토)

9:00~11:00
Room 1

S10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3
Innovative strategies to treat diabetes
S10-1 Current hurdles and unmet medical need for diabetes
S10-2 Metabolic endoscopy for treating diabetes
S10-3 Newer devices and alternative routes of administration of anti-diabetic peptide drugs

S10-4 Future drug targets for type 2 diabetes

좌장: 최문기, 이형우 

정인경 (경희의대 내과)

정문재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조영민 (서울의대 내과)

이우제 (울산의대 내과)

9:00~11:00
Room 2

S11 Self-care
Self-care strategies for patients with diabetes
S11-1 The importance and management of oral care in diabetic patients
S11-2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of osteoporosis  and injury prevention strategy with elderly diabetes 
            patients
S11-3 Risk of hypoglycemia or hyperglycemia in diabetic patients: the case presentation

S11-4 The relations of diabetes and ophthalmologic disease and  ophthalmologic disease management

좌장: 유형준, 김순애 

장향미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강양교 (부천성모병원 간호부)

강희숙 (인하대학교병원 당뇨내분비센터)

신은총 (고대안암병원 간호부)

07:30~08:30
힐튼호텔

Breakfast symposium 3
BS3 New paradigm of diabetes care

좌장: 김영설 

Maximilian von Eynatten (Boehringer Ingelheim, Germany)

07:30~08:30
현대호텔

Breakfast symposium 4
BS4 Introduction of a new dpp4-i: target achievement, excellent & long lasting efficacy and 
         nephron safety

 좌장: 이현철

홍은경 (한림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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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
로

그
램

14:00~
Room 1

우수연제시상

12:20~14:00
Room 1

Luncheon symposium 5
LS5 The current trend of anti-obesity medication 

좌장: 손호영 

김민선 (울산의대 내과)

12:20~14:00
Room 2

Luncheon symposium 6
LS6 Exploring potential benefits of gemigliptin in type 2 diabetes: head-to-head comparison of gemigliptin  
        and other DPP-4 inhibitors

좌장: 강성구 

이우제 (울산의대 내과)

12:20~14:00
Room 3

Luncheon symposium 7
LS7 What can the next generation basal insulin offer our patients?

좌장: 김덕규 

김신곤 (고려의대 내과)

11:00~11:20 Coffee break (1F, 3F) 

9:00~11:00
Room 5

S14 Integrated physiology 
Nutrient-sensing nuclear receptors in metabolic diseases
S14-1 The role of nutrient-sensing nuclear receptors in metabolic regulation

S14-2 Nutrient-sensing nuclear receptors coordinate autophagy 
S14-3 Selective regulation of hepatic lipogenesis by a transcriptional coactivator

S14-4 Non-agonist PPARγ ligands and energy metabolism

좌장: 이홍규, 차봉수 

최흥식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이재만 (경북의대 생화학세포생물학교실)

김승환 (울산의대 약리학교실)

최장현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16:30~18:30
Room 5

Committee of Medical Practitioner
개원의 연수강좌

CS2-1 Introduction to committee of medical practitioner and the meaning of appointing regionally-based 
            specialist clinic for diabetes
CS2-2 Make the best of medical insurance coverage for diabetes 
CS2-3 Diabetic diet and exercise plans  that can be easily taught in doctor's office
CS2-4 Future innovation for glucose monitoring and insulin treatment in primary care clinics

 좌장: 김인주, 송영득

양태영 (태영21병원)

박석오 (광명성애병원 내과)

윤석기 (천안엔도내과)

김재현 (성균관의대 내과)

11:20~12:20
1층 전시장

Poster present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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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lecture 1

Plenary lecture 2

유형준 교수
한림의대 내과

조남한 교수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한림의대 유형준 교수는 노인당뇨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한당뇨병학회 산하 노인당뇨병연

구회 회장을 하였고 한림노인병연구회 회장,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혈관노화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그는 당뇨병 교육 관련 저술 및 논문 발표를 꾸준히 

해 온 교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조강연에서 유 교수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병증후군을 가진 당뇨병 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할 예정입

니다.

아주의대 조남한 교수는 당뇨병 역학 전문가로서 안성 코호트를 구축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우리 나라 당뇨병의 특성을 밝히는데 지대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

으로 세계당뇨병연맹(IDF) 서태평양지부 회장과 상임이사를 역임하였고 2016년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차기 세계당뇨병연맹 회장에 선출되어 활약 중입니다. 이번 기조강연에서 조 교수는 “대한

당뇨병학회의 방식으로 우리는 해냈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당뇨병의 역학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The effect of education on the care of older diabetics 
with geriatric syndromes

We did it, KDA way - diabetes epidemiology

5월 13일 (금) 11:30~12:10 Room 1,2

5월 13일 (금) 15:00~15:40 Roo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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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래
가톨릭의대 내과

박태관
순천향의대 안과

김신곤
고려의대 내과

이병완
연세의대 내과

권미라
서울대병원 영양과

최희선
일산백병원 간호과

양동희
일산백병원 사회복지과

이승환
가톨릭의대 내과

당뇨병은 만성합병증뿐만 아니라 이상지질혈증 외 여러 만성질환들을 동반하여 건강을 위협합니

다. 이번 세션은 당뇨병에 흔히 동반되는 질환들의 최신의 치료법에 대해 리뷰하고 최신의 연구결

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가톨릭의대 김성래교수가 새로 개발된 치료제를 포함하여 변화하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의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며, 순천향의대 안과의 박태관 교수가 당뇨

병 망막병증의 최신 치료지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려의대 김신곤교수가 최근 

임상연구에서 만성 신질환 및 심혈관질환 치료에 유망한 결과를 보인 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s를 소개할 예정이며, 연세의대 이병완교수가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의 치료

에 대한 최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세션을 통해 당뇨병 동반질환들의 최신의 치료

지견과 연구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뇨병환자 관리에 있어 교육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진료 현

장에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치료 중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

요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영양과 권미라선생님이 인슐린 치

료 중인 환자에서의 임상영양요법에 대해서, 이어서 일산백병원 간호과 최희선선생님이 인슐린주

사 시 흔한 오류와 대처법에 대해서, 일산백병원 사회복지과 양동희선생님이 인슐린주사 환자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의대 이승환교수가 인슐

린의 과거, 현재, 미래란 제목으로 인슐린의 역사와 현재 사용중인 다양한 인슐린제제에 대한 소개,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모쪼록 이번 세션을 통해 인슐린 주사 환자들의 

교육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일선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인슐린을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omorbidities of diabetes - the impact and management of chronic 
comorbidities of diabetes

Diabetes education in cases of insulin treatment

S1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1 

S2 Behavioral medicine/education

문민경
서울의대 내과

정창희
울산의대 내과

이은경
국립암센터 내과

조장희
경북의대 신장내과

본 세션은,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의 하나인 케톤산증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에서 나아가, 최근 관련

된 의학적 issue와 함께, 케톤산증(및 비전형적 케톤산증)의 update된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첫 진단되었다가 베타세포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전형적 케톤산혈증(atypical ketoacidosis, ketosis-

prone type 2 diabetes)의 국내 역학에 대해 울산의대 정창희 교수가 강의할 예정이며, 또한 2014

년부터 국내에 시판되기 시작한, SGLT2 억제제와 관련된 케톤산증(euglycemic ketoacidosis) 위

험 논란에 대해 서울의대 문민경 교수가 역학 자료 및 관련된 기전에 대해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 여러 분야에서, 표적치료제가 획기적으로 늘면서, 예상치 못한 고혈당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런 표적 치료 및 기타 항암치료와 관련된 고혈당에 대해 국립암센터의 이은경 교수가 강의를 할 예

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임상적인 접근법 및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신장내

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경북의대 조장희 교수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본 세션을 통해, 당뇨병성 케톤산증 관련 최신 issue를 파악하여, 관련 환자의 임상적 접근 및 약물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Diabetic ketoacidosis update

S3 Diabetic complications 1 

5월 13일 (금) 09:00~11:00 Room 1

5월 13일 (금) 09:00~11:00 Room 2

5월 13일 (금) 09:00~11:00 Room 3

Organizer : 노정현, 손장원

Organizer : 교육위원회

Organizer : 구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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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관우
아주의대 내과

임수
서울의대 내과

이종은
연세의대 해부학교실

윤건호
가톨릭의대 내과

정혜승
서울의대 내과

강엽
아주의대 생리학교실

송기호
가톨릭의대 내과

김동선
한양의대 내과

박미경
동아의대 내과

오승준
경희의대 내과

조동혁
전남의대 내과

인슐린 작용 및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하여 분자생물학적 기전, 타겟 물질, 조직에서의 새로운 작용

과 역할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최근에는 지방간, 근육, epigenetics, 뇌에서의 인슐린 작용 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 상황에서 각 조직 별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병태생리와 치료 타

겟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방조직에서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재범 교수가 epigenetics와 아디

포넥틴의 조절기전을 강의하고, 근육조직에서는 아주의대 내과 이관우 교수가 TAZ에 의한 FGF21 

조절과 molecular signaling을 소개하고, 간조직에서는 서울의대 내과 임수 교수가 새로운 GSK3β 

억제제의 효능과 함께 GSK3β의 인슐린저항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뇌조직에서는 연세

의대 해부학교실 이종은 교수가 인슐린이 IRS-1을 통해서 신경세포의 성장과 기능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여 기전과 함께 강의합니다. 주요 장기 별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흥

미로운 내용을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슐린저항성이 진행되면서 베타세포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작업의 과부

하는 베타세포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번 세션은 다양한 종류의 베타세포 스트레스의 

기전과 그에 대한 베타세포의 반응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와 이를 임상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톨릭의대 내과의 윤건호 교수가 베타세포의 스트레스와 사멸이 당뇨병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종합하여 강의하고, 이어서 서울의대 내과의 정혜승 교

수가 소포체(ER)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여 베타세포의 기능을 보호하는 기전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으로 아주의대 생리학교실의 강엽 교수가 베타세포의 포도당 인지과

정에서 SIRT6의 기능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가톨릭의대 내과의 송기호 교

수가 제2형 당뇨병에서 췌도의 섬유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베타세포의 스트레스와 당뇨병의 발병에 대한 최신연구결과와 이에 대한 임상적 재해석

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연구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심혈관 질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질환입니다. 따라서 고혈당,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잘 조절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발

생을 예방 또는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당뇨병 약제가 심혈관 질환을 오히려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었던 후로 당뇨병 약제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안전성 연구가 제

안되었고, 그 후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오래 전부터 쓰

이고 있는 메트폴민, 설폰요소제, 인슐린부터 최근 임상에 쓰이는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

까지 심혈관 질환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양의

대 김동선 교수는 당뇨병 약제와 심혈관 질환의 안전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있기까지의 배경 및 

각 약제별 특징에 대한 개요를 강의하고, 동아의대 박미경 교수가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메트폴

민, 설폰요소제, 인슐린과 심혈관 질환 안전성에 대해 UKPDS나 ORIGIN 연구를 포함하여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희의대 오승준 교수는 SAVOR, EXAMINE, TECOS, ELIXA 등을 포함한 인크레

틴 관련 약제들의 심혈관 질환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그리고 전남의대 조동혁 교수는 

인슐린 비의존성 기전을 가지고 있는 SGLT2 억제제 및 alpha-glucosidase 억제제의 심혈관 질환 

안전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세션을 통해 현재 임상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당뇨병 약제들

의 심혈관 질환 안전성에 대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The pathophysiology of insulin resistance in major tissues

Beta cell stress and diabetes

Insights from cardiovascular outcomes trials with antidiabetes agents

S5 Insulin action 

S4 Islet biology & insulin secretion 

S6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2

5월 13일 (금) 09:00~11:00 Room 4

5월 13일 (금) 09:00~11:00 Room 5

5월 13일 (금) 16:00~18:00 Room 1

Organizer : 김재현(성균관의대), 김하일, 송대규

Organizer : 이대호

Organizer : 정인경, 강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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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선
강북삼성병원 영양과

이은영
순천향의대 신장내과

전숙
경희의대 내과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과

윤지성
영남의대 내과

차대룡
고려의대 신장내과

권혁무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Robert G. Nelson
NIH, USA

당뇨병 예방, 치료, 합병증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식사요법과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근거

와 지침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 임상 영양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강북삼성병원의 최진선 영양사가 고중성지방혈증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에서의 올

바른 식사지침에 대하여 강의하고, 순천향의대 이은영 교수가 2014년이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더 이상 권장되지 않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당뇨병 신증 예방을 위한 저단백식사에 대한 최신 연

구결과들을 소개하고 토론할 예정이며, 경희의대 전숙 교수가 포괄적 환자 중심의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당뇨병 예방, 관리, 자가교육의 필수 요소인 임상 영양 요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하고, 

부천세종병원 김종화 교수가 당뇨병환자에서의 mobile medical nutrition therapy 및 2014-2015

년에 대한당뇨병학회 식품영양위원회에서 개발한 식품영양관리 어플리케이션 "당밥" 을 소개할 예

정입니다. 이번 세션의 임상 영양 요법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통해 진료 및 연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당뇨병성 신증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개념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당뇨

병성 신증이 당뇨병 이전 단계부터 사구체 과여과와 함께 발생한다는 최근의 연구들을 영남의대 

윤지성 교수가 종합하여 강의하고, 두번째는 DPP4 억제제의 당뇨병성 신증 치료 효과에 관한 실

험 결과를 고려의대 신장내과 차대룡 교수가 발표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울산과학기술원의 권

혁무 교수가 전사조절 인자로서 생체의 다양한 기전에 관여하는 Tonicity-responsive enhancer 

binding protein (TonEBP)가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에 미치는 연구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며, 마지

막으로 미국 NIH의 Robert G. Nelson박사는 Pima Indian의 수 십 년간의 종적 관찰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당뇨병성 신증의 새로운 바이오마커 및 임상연구를 소개할 것입니다. Angiotensin receptor 

blocker의 신장 보호효과의 legacy effect라는 개념을 최초로 소개하며 최근의 화두인 precision 

medicine의 현주소까지 발표할 것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당뇨병성 신증의 새로운 병태 생리, 

DPP4 억제제의 신장보호 효과, TonEBP의 역할, 새로운 바이오마커 및 임상연구들에 대한 최신 지

식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Clinical nutrition issue

New paradigm in diabetic kidney disease

S7 Clinical Nutrition 

S8 Diabetic complications 2 

허규연
성균관의대 내과

권미나
울산의대 융합의학과

김윤근
(주)명도메디칼

허윤석
인하의대 외과학교실

최근 장호르몬을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의 성공적인 개발과 베리아트릭 수술의 우수한 비만 및 당

뇨병의 치료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본 심포지

움에서는 장내세균, 장 면역계, 베리아트릭 수술이 체지방량과 당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성균관의대 허규연 교수는 고지방식이로 유발한 비만증

을 가진 동물 모델에서 장내 미생물과 장점막층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울산

의대 권미나 교수는 장 면역세포의 기능 변화가 장내 미생물과 전신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

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명도메디컬의 김윤근 박사는 장내 미생물이 분비하는 엑소좀이 비

만증과 전신 당대사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하의대 허윤석 교수는 베리아

트릭 수술 후 비만증과 당뇨병의 개선 효과에 최신 데이터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본 세션이 

위장관을 통한 당대사와 체지방량 조절하는 새로운 생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의 장

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Gut as an emerging therapeutic target for diabetes and obesity

S9 Obesity 

5월 13일 (금) 16:00~18:00 Room 2

5월 13일 (금) 16:00~18:00 Room 3

5월 13일 (금) 16:00~18:00 Room 5

Organizer : 식품영양위원회

Organizer : 신증연구회

Organizer : 김민선



14 · 29th Spring Congress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세
션

 미
리

보
기

세션 미리보기

정인경
경희의대 내과

정문재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조영민
서울의대 내과

이우제
울산의대 내과

장향미
강남세브란스병원 간호국

강양교
부천성모병원 간호부

강희숙
인하대학교병원당뇨내분비센터

신은총
고대안암병원 간호부

백세시대를 열고 있는 현재 의료환경 이면에는 해결하지 못했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여러 문

제들을 하나씩 해결 한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세션은 보다 나은 당뇨병 치료법에 대한 

연구 동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경희의대 정인경교수가 기존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해결되

지 못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해야 할 방향의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며, 연세의대 소화기 

내과 정문재교수가 최근 동물 실험과 인간을 대상으로 창조적으로 시행 되고 있는 내시경 시술을 

통한 당대사 개선 현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의대 조영민교수가 당뇨병 주사제 치

료제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고 편리한 사용 방법을 위한 기술혁신에 대해 소개할 예

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대 이우제 교수가 새롭게 개발되고 임상 1,2,3상에 돌입한 당뇨병 약

제의 최신 치료지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세션을 통해 향후 다가올 당뇨병 치료의 시야를 

넓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환자의 안전이 이슈화가 되면서 고령과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당뇨병 환자도 일생생활 안에

서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자가관리법을 준

비하였습니다. 음식섭취의 어려움은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치아 탈락이나 치주

염 등의 문제는 혈당조절뿐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그 위험성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강남세브란스 장향미 선생님께서 당뇨병환자의 구강건강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부천성모병원의 강

양교 선생님은 노인당뇨병 환자에서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사고예방전략

을 모색하며, 또 기복이 큰 혈당의 변화로 오는 저혈당 및 고혈당의 위험성에 대한 대처법을 인하

대병원 강희숙 선생님께서 준비하셨고, 안암병원의 신은총 선생님께서는 실명의 위험성을 안전하

게 관리하기 위한 당뇨병과 안질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션을 통해 ‘안전하게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Innovative strategies to treat diabetes

Self-care strategies for patients with diabetes

S10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3 

S11 Self-care 

5월 14일 (토) 09:00~11:00 Room 1

5월 14일 (토) 09:00~11:00 Room 2

Organizer : 이병완, 김상용

Organizer : 당뇨병교육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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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식
부산의대 약리학교실

국현
전남의대 약리학교실

노정현
인제의대 내과

정연욱
연세의대 뇌심혈관질환

융합연구사업단

김재현
인제의대 소아청소년과

구보경
서울의대 내과

곽수헌
서울의대 내과

이상열
경희의대 내과

당뇨병 대혈관합병증의 분자적인 기전을 밝히기 위해 혈관 및 심장에서 특이적인 병리학적 소

견을 나타내는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먼저 혈

관 분야에서 부산의대 배순식 교수가 고인슐린혈증에 의해 Akt1/CD11b 의존적으로 단핵구 침

윤이 증가되며 이는 죽상동맥경화반 내에서의 염증반응을 촉진시킨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소

개할 예정이며 이어서 전남의대 국현 교수가 proteasomal degradation을 유발하는 MDM2 E3 

ligase에 의해 HDAC1 (histone deacetylase 1) 단백질량이 감소되면 혈관석회화가 유발된다

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장 분야에서는 인제의대 노정현 교수가 심장

의 pdpk1 (phosphoinositide dependent protein kinase 1)이 심근비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어서 연세의대 정연욱 교수가 세포 내 cAMP를 분해하는 효소인 PDE3B 

(phosphodiesterase 3B)의 결손은 signalosome에 의한 심근 미토콘드리아 보호 효과를 통해 심장

의 허혈/재관류 손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당뇨병

과 관련된 심혈관질환 제어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연구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1형 당뇨병의 역학 및 유전학적인 다양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어, 제 1

형 당뇨병의 임상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

는 제1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매우 낮지만, 최근 제1형 당뇨병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민족

에서 제1형 당뇨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비전형적인 제1형 당뇨병이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세션은 인제의대 김재

현 교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제1형 당뇨병의 발생률 최근 추이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

고, 이어서 서울의대 구보경 교수가 우리나라 제1형 당뇨병의 면역유전학적 특징을 소개할 예정입

니다. 또한 비전형적인 제1형 당뇨병인, 전격성 제1형 당뇨병(fulminant type 1 diabetes)과 지연형 

자가면역성 당뇨병(latent autoimmune diabetes)의 국내 역학 및 임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서울의

대 곽수헌 교수와 경희의대 이상열 교수가 각각 최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

다. 본 세션은, 제1형 당뇨병의 update된 국내 및 아시아 내의 유전 역학 정보와 더불어, 비전형적

인 제1형 당뇨병의 임상적 특징을 공유함으로써, 제1형 당뇨병의 임상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한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Novel mediators of diabetes-associated cardiovascular pathology

Type 1 diabetes in Korea

S12 Diabetic complications 3 

S13 Epidemiology & genetics 

5월 14일 (토) 09:00~11:00 Room 3

5월 14일 (토) 09:00~11:00 Room 4

Organizer : 김재택

Organizer : 김재현(인제의대), 구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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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이재만
경북의대 생화학세포생물학교실

김승환
울산의대 약리학교실

최장현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지헌영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김광표
경희대 응용화학과

오태정
서울의대 내과

섭식과 금식에 따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상보적인 분비변화는 포도당과 지방대사의 향상성을 조

절하는 주된 기전입니다. 최근 밝혀진 식이상태를 감지하는 핵수용체들이 인슐린저항성과 당뇨

병에서 나타나는 포도당과 지방대사의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 표적이 될 수 있음이 제시되

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고아핵수용체 분야의 선구적 연구자이신 전남대학교 최흥식 교수가 대

사조절 능력이 있는 nutrient-sensing nuclear receptor 연구의 최근 동향을 소개 해 주시고, 이

어서 경북의대 이재만 교수가 식이 상태에 따른 핵수용체, PPARγ와 FXR의 활성변화가 자가포

식(autophagy)을 조절하는 기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울산의대 김승환 교수가 보조활성인

자 TRAP80 활성억제를 통해 LXR 리간드가 지방합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 

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소개 해 주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울산과학기술원의 최장현 교수는 non-

agonistic PPARγ의 에너지대사 조절 기능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소개 할 것입니다. 이번 세션

을 통해 nutrient-sensing nuclear receptor의 대사조절 기능에 대한 최신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당뇨병과 인슐린저항성의 발생기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전체 연구의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의 병태 생리를 보

다 면밀히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최신 유전체, 단백체, 지질

체 기술을 이용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들이 어떻게 당뇨병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합니다. 첫번째 연자는 연세의대 약리학교실의 지헌영 교수로 최신 유전체 기법으로 소아 신

장질환의 병태생리 규명에 대해서 소개해줄 것입니다. 두번째 연자는 경희대학교 응용화학과 김광

표 교수로 국내외 단백체 기술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당뇨병 마커 분석에 대해서 발표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 오태정 교수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는 사람들

의 피하지방, 내장지방, 심낭지방의 지질체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최신 

유전체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향후 이를 다양한 당뇨병 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를 바랍니다.

Nutrient-sensing nuclear receptors in metabolic diseases

Recent approach using genetics, proteomics, and lipidomics

S14 Integrated physiology 

RG1 KDA research group on genetics 

5월 14일 (토) 09:00~11:00 Room 5

5월 12일 (목) 15:30~17:00 Room 5

Organizer : 박근규, 송민호, 조영민

Organizer : 유전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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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세션 미리보기

승호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화계약품과

고승현
가톨릭의대 내과

유성훈
한림의대 내과

양태영
태영21병원

박석오
광명성애병원 내과

윤석기
천안엔도내과

김재현
성균관의대 내과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약물들의 보험급여 확대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당뇨병환자에 대한 보

장성을 키워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에는 수 개월이 멀다하고 급여 확대 고시가 이뤄지

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회의 진료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험급

여기준규정들이 서로 맞지 않아 처방 현장의 혼란과 삭감을 초래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

다. 이런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교과서적 또는 진료지침의 취지 및 매우 다양한 임

상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고 환자에 최적의 치료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5

월 13일(금) 오후 4시부터 Room 4 에서 열리는 보험법제위원회 세션에서는 진료지침위원회와 식

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열립니다. 먼저 KFDA 담당관이 약제의 효능,효과에 대한 

승인 과정에 대해, 그리고 KDA 진료지침위원회 가톨릭의대 고승현 교수의 진료지침의 수립과정

과 의미에 대해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KDA 보험법제위원회에서 한림의대 유성훈 교수가 실

제 우리나라 처방현장에서 교과서 이외의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보험급여기준과 허가기준, 

진료지침과의 차이에 대해 발표합니다. 허가사항에 없는데 왜 보험급여를 해 주느냐는 일부 지적

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근거라는 것이 곧 진리냐는 이유 있는 목소리 등이 만나 당뇨병환자들에게 어

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토론하며 발전적 방향을 찾는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

를 요청합니다.

당뇨병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개원가 의사를 중심으로 올해 당뇨병학회에 일차진료위원회가 개설

되었습니다. 개원가 의사들이 학술대회와 연수강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1차, 2차, 3차 의료기관 간의 당뇨병진료 및 연구의 collaboration model 개발이 목표입니

다. 이번 세션은 일차진료위원회 이사를 맡은 양태영원장이 본 위원회의 취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개원가에서 가장 혼동하고 있는 보험 가이드라인을 보험법제이사인 광명성애병

원 박석오과장이 요약해서 강의합니다. 또한 외래진료 도중 당뇨병의 식사요법과 운동처방을 간단

히 설명하는 요령을 내분비내과 전문을 표방하며 개원한 개원 10년차 천안 엔도내과 윤석기원장

이 그 노하우를 알려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개원가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인슐린처방 요령과 

최근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혈당 모니터링 업그레이드 버전을 삼성서울병원 김재현교수가 소

개할 것입니다. 이번에 춘계학술대회에서 처음 개설된 개원의를 위한 세션을 통해 한 단계 앞서나

가는 개원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panding diabetes treatment within insurance coverage – discuss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guidelines and insurance benefits

개원의 연수강좌

CS1 Committee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egislation 

CS2 Committee of Medical Practitioner 

5월 13일 (금) 16:00~18:00 Room 4

5월 14일 (토) 16:30~18:30 Room 5

Organizer : 보험법제위원회

Organizer : 일차진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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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사전등록

현장등록

평점 및 전공의 스티커

초청연자, 좌장 및 임원

등록데스크 운영시간

현장등록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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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로비에 있는 학회부스에서 명찰과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목요일 15:00 ~ 17:00

5월 13일 금요일 08:30 ~ 17:00

5월 14일 토요일 08:30 ~ 14:00

구 분 현장등록비

전문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포함)

전일정 등록비

(5/12 ~ 5/14)

회원 120,000원

비회원 170,000원

One day 등록비

(5/13 or 5/14)

회원 60,000원

비회원 100,000원

전공의,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연구원, 

운동처방사 및 기타 참가자

회원 70,000원

비회원 90,000원

※ 회원 범위: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휴면회원은 학회회원에서 제외)
※ 정회원, 준회원의 경우 미납 연회비가 없어야 회원 등록비로 인정됩니다. (연회비 납부 확인: 마이페이지)
※ 일반회원에서 학회회원으로 전환: 일반회원에서 탈퇴 후 학회회원(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평생회원 중 온라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은 ID와 PW를 만든 후 진행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학회회원은 사전등록에 한해 등록비가 면제되며, 인터넷으로 사전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 연수평점 13일(금)-6점, 14일(토)-5점 (출석인정 시간에 따라 부분평점 인정)

분과전문의 평점 4점

당뇨병 교육자 평점 10점

※ 대한의사협회 2016년도 연수교육 관리 변경사항 공지에 따라 학술대회 참석 증명을 위한 출결 확인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 수강 시작 및 종료에 대한 2회의 출결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점이 인정되지 않사오니 유의 바랍니다.
※ 전공의 스티커 : 13일(금), 14일(토) 각각 스티커 한 장이 발급되며, 한 장 당 2점으로 인정됩니다.(해당일자 스티커는 각 일정 출석체크 시 발급 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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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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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구연 및 전시

포스터 구연

포스터 viewing 및 전시

우수연제시상

주의사항

·일시 : Poster presentation 1 - 2016년 5월 13일(금) 14:00~15:00

           Poster presentation 2 - 2016년 5월 14일(토) 11:20~12:20

·장소 : 화백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발표방법: 준비된 스크린 앞에서 발표 후 청중과 함께 현장에서 토의

·발표시간: 8분 발표 & 4분 토의

- 포스터 viewing

   ·일시: 2016년 5월 13일(금) 14:00~15:00 / 2016년 5월 14일(토) 11:20~12:20

   ·장소: 화백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포스터 판넬 앞

- 포스터 전시

   ·일시 : 2016년 5월 13일(금) 09:00 ~ 2016년 5월 14일(토) 14:00

   ·장소 : 화백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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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5월 13일(금) 09:00 이전

   ·수거 시간 : 2016년 5월 14일(토) 14:00 이후

·일시: 2016년 5월 14일(토) 14:00~

·장소: 3층 Room 1

우수연제시상은 발표 및 전시 내용과 발표시간 및 부착시간 엄수를 고려하여 선정함

수상 시 대리 수령은 불가능하며, 부재중일 경우 무효 처리됨

본 학회는 포스터를 정해진 시간에 부착 및 수거하지 않는 참가자의 경우 1년간 학술대회 초록제출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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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행
사

장
 안

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층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층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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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장
 안

내

경주힐튼호텔 1층

행사장 안내

경주현대호텔 B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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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및
 교

통

숙박안내

교통안내

제29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동안 호텔을 이용하실 분은 춘계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호텔 안내를 참고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호텔명 연락처 객실료 거리

경주힐튼호텔 054-745-7788 175,000원 ~ 도보 10분

경주현대호텔 054-748-2233 140,000원 ~ 승용차 10분

경주코모도호텔 054-740-8262~3 120,000원 ~ 승용차 5분

경주한국콘도 054-777-2780 60,000원 ~ 승용차 7분

교통수단 출발지
시간

(출발지-경유지)
경유지 교통수단

시간
(출발지-경유지)

도착지

KTX

서울역 2시간

신경주역

버스
(700번)

75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광명역 1시간 45분

대전역 1시간

부산역 30분

택시 45분광주송정역
->오송역

2시간 30분

일반열차

동대구역 1시간 10분

경주역
버스

(10, 18, 100, 
180, 700번)

40분
해운대역 1시간 30분

고속버스
동서울, 대구, 고양, 부산, 성남, 안
동, 양산, 언양, 전주, 진주, 창원, 

천안, 청주, 인천국제공항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
(10, 100, 150, 

700번)
45분

교통수단 출발지
시간

(출발지-경유지)
경로 도착지

자가용

서울 4시간 30분 중부고속도로->중부내륙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대전 3시간 경부고속도로->서라벌대로->경감로

강원 5시간 영동고속도로->중앙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대구 1시간 20분 경부고속도로->서라벌대로

부산 1시간 35분 중앙고속대로->중앙고속도로지선->경부고속도로

광주 3시간 30분 광주대구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대경로

교통수단 구간 소요시간 1일운항횟수 구간 이동수단 소요시간

항공

김포->김해 약 55분 약 27회 김해공항->경주
화백컨벤션센터

택시 약 90분

제주->김해 약 60분 약 35회 대중교통 약 160분

김포->울산 약 55분 약 7회 울산공항->경주
화백컨벤션센터

택시 약 60분

제주->울산 약 60분 금요일 1회 대중교통 약 135분

※ 자세한 교통 시간표 확인 및 예약은 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셔틀버스 운행 예정이며, 확정 시간표는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숙박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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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중문호텔단지셔틀

KDA 신경주-HICO 라인

경주현대호텔 경주한국콘도 경주코모도호텔 경주힐튼호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4:00 14:06 14:10 14:16 14:20 14:24 14:25 14:30

14:40 14:46 14:50 14:56 15:00 15:04 15:05 15:10

15:20 15:26 15:30 15:36 15:40 15:44 15:45 15:50

16:00 16:06 16:10 16:16 16:20 16:24 16:25 16:30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주힐튼호텔 경주코모도호텔 경주한국콘도 경주현대호텔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7:50 17:56 18:00 18:04 18:05 18:11 18:15 18:21

18:40 18:46 18:50 18:54 18:55 19:01 19:05 19:11 

19:20 19:26 19:30 19:34 19:35 19:41 19:45 19:51

19:30 19:36 19:40 19:44 19:45 19:51 19:55 20:01 셔
틀

버
스

 안
내

셔틀버스 안내

5월 12일 (목)

신경주역 KTX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출발 도착

12:00 12:50

13:25 14:15

15:20 16:10

17:10 18:00

19:00 19:50

20:40 21:30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신경주역 KTX

출발 도착

14:20 15:10

16:15 17:05

18:05 18:55

19:5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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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안내

셔
틀

버
스

 안
내

KDA 중문호텔단지셔틀

KDA 신경주-HICO 라인

신경주역 KTX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출발 도착

7:50 8:40

10:20 11:10

13:10 14:00

15:05 15:55

17:10 18:00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신경주역 KTX

출발 도착

8:50 9:40

11:15 12:05

14:10 15:00

16:00 16:50

18:05 18:55

경주현대호텔 경주힐튼호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출발 도착 출발 도착

7:50 8:00 8:05 8:11

경주현대호텔 경주한국콘도 경주코모도호텔 경주힐튼호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8:30 8:36 8:40 8:46 8:50 - - 8:55

8:40 8:46 8:50 8:56 8:58 - - 9:00

9:25 9:31 9:35 9:41 9:45 9:49 9:50 9:56

10:05 10:11 10:15 10:21 10:25 10:29 10:35 10:41

11:00 11:06 11:10 11:16 11:20 11:24 11:25 11:31

11:45 11:51 11:55 12:01 12:05 12:09 12:10 12:16

12:30 12:36 12:40 12:46 12:50 12:54 12:55 13:01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경주힐튼호텔 경주코모도호텔 경주한국콘도 경주현대호텔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14:00 14:06 14:10 14:14 14:15 14:21 14:25 14:31

14:40 14:46 14:50 14:54 15:00 15:06 15:10 15:16

15:25 15:31 15:35 15:39 15:40 15:46 15:50 15:56

16:40 16:46 16:50 16:54 17:00 17:06 17:10 17:16

17:25 17:31 17:35 17:39 17:40 17:46 17:50 17:56

18:20 18:26 18:30 18:34 18:35 18:41 18:45 18:51

19:20 19:26 19:30 19:34 19:35 19:41 19:45 19:51

19:30 19:36 19:40 19:44 19:45 19:51 19:55 20:01

19:40 19:46 19:50 19:54 20:00 20:06 20:10 20:16

5월 1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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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틀

버
스

 안
내

셔틀버스 안내

KDA 중문호텔단지셔틀

KDA 신경주-HICO 라인

신경주역 KTX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출발 도착

7:50 8:40

10:20 11:10

13:10 14:00

15:05 15:55

16:00 16:50

17:00 17:50

17:10 18:00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신경주역 KTX

출발 도착

8:50 9:40

11:15 12:05

14:10 15:00

14:30 15:2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18:55 19:45

18:55 19:45

경주현대호텔 경주힐튼호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출발 도착 출발 도착

7:50 8:00 8:05 8:11

경주현대호텔 경주한국콘도 경주코모도호텔 경주힐튼호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출발 도착

8:30 8:36 8:40 8:46 8:50 - - 8:55

8:40 8:46 8:50 8:56 8:58 - - 9:00

9:25 9:31 9:35 9:41 9:45 9:49 9:50 9:56

10:05 10:11 10:15 10:21 10:25 10:29 10:35 10:41

11:00 11:06 11:10 11:16 11:20 11:24 11:25 11:31

11:45 11:51 11:55 12:01 12:05 12:09 12:10 12:16

12:30 12:36 12:40 12:46 12:50 12:54 12:55 13:01

5월 1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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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안내

셔
틀

버
스

 안
내

신경주역 승/하차장 위치

HICO 셔틀버스 승/하차장 위치

① 신경주 KTX 하차 후 1번출구 ② 1번출구에서 직진 150m 도보 (버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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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관
광

보문호

동궁과 월지(안압지)

국립경주박물관과 성덕대왕신종

경주동궁원과 버드파크

보문호는 경주시 동쪽의 명활산 옛 성터 아래에 만들어진 165만㎡ (50만평) 

규모의 인공호수로, 호수 둘레를 따라 특급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미술관등

이 밀집되어 있으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어 하이킹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또한 유람선선착장과 수상멀티미디어공연장이 있어 유람선·페

달보트 탑승, 야외공연관람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가능하다.

·주소 : 경주시 보문로 446 (신평동 375-7)

·HICO로부터: 2.63km

안압지(雁鴨池)는 신라 왕들이 살던 월성(月城)의 북동쪽에 인접한 궁궐의 정

원과 연못이었다. ‘삼국사기’ (674년, 문무왕 14)를 보면 궁성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花草)를 기르고 진금이수(珍禽異獸)를 양육하였다고 하였

는데, 안압지는 바로 그때 판 못이며 임해전(臨海殿)에 딸린 것으로 추정된

다. 1974년 이래의 준설공사와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여 약 3만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이 중, 예술성이 뛰어난 명품 700점을 선별하여 국립경주박물

관 내 안압지관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사적 제18호

·주소 : 경주시 인왕동 26-1      ·HICO로부터: 8.95km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1945

년 국립박물관 경주 분관으로 출발하여 1975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역사관, 신라미술관, 월지관등 3개동의 상설전시장, 1

개동의 특별전시관, 옥외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박물관, 경주어

린이박물관학교(1954년 개교) 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옥외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한국의 대표 범종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은 우아한 종의 형태, 화려한 문양과 조각기법, 웅장한 울림소리로 통

일신라시대 예술의 전성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걸작 중 하나이다.

·주소 : 경주시 일정로 186 (인왕동 76) 

·전화 : 054-740-7500

·HICO로부터: 8.21km

경주동궁원과 버드파크는 동궁과 월지(안압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식물원 

및 버드파크이다. 안압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동궁과 월지는 신라 문무왕 14

년 (674년)에 축조된 신라의 궁원지 (宮苑池 - 궁궐의 정원과 연못)로써 삼

국사기 (三國史記)의 기록 중 “문무왕 14년 2월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

어 화초를 심고 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

다. 경주동궁원의 식물원은 한옥의 형태를 본따 지은 건물로 야자원, 화목원, 

수생원, 열대과원, 관엽원등 5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곳에는 400종 

5,500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한편 버드파크는 새둥지를 형상화한 유선

형의 건물 내에 250종 900수의 조류를 보유하고 있다.

·주소 : 경주시 보문로 74-14 (북군동 185-1번지)       ·전화 : 054-779-8725       ·HICO로부터: 4.6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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