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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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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사한 자연의 푸르름이 가득한 5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5월 9일(목) ~ 11일(토) 3일간 개최되는 ‘제26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 1st Korea-Japan Diabetes Forum’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존의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2011년 제16차로 마감한 한일 당뇨병 symposium에 이어서      

새로운 형식으로 2년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진행될 한일 당뇨병 포럼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로운 형식의 

한일 당뇨병 포럼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알찬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양국의 젊고 유망한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lenary lecture는 고려의대의 최동섭 교수께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환경인자들의 영향에 

관한 전세계에서 유일한 데이터를 발표하여 주시며, 일본 Yamaguchi 대학교의 Yukio Tanizawa 교수의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은 기존과 동일하며 여러 회원들의 다양한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5월 9일 오후에는 

당뇨병학회 연구회에서 마련한 세션과 joint symposium 및 in-depth symposium을 준비하였습니다. 메인 

symposium은 당뇨병 치료법, 당뇨병 역학, 합병증, 예방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13개의 세션을  

구성하였으며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학술적인 이야기와 함께 잠시나마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주제와 연구회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이 대회는 각 세부 분야별 연구 논문 발표 및 토의를 통해 국내      

연구자는 물론 일본 연구자와의 친목도모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활발하고 유익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이사장   차 봉 연

대한당뇨병학회   회  장   백 홍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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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ay (Thursday)

Tamna A Tamna B Tamna C Halla Samda 303

15:00~17:00
Special-interest 
research group

Joint 
symposium

In-depth 
symposium

Press 
conference

17:00~17::30
Satellite 

symposium 1
Satellite 

symposium 2

17:30~ Welcome reception (Ocean View, ICC JEJU 5F)

10 May (Friday)

07:30~08:30
Breakfast 

symposium 1 
(Lotte Hotel)

Breakfast 
symposium 2 
(Shilla Hotel)

09:00~11:00
S1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1

S2
Diabetic 

nephropathy

S3 
Epidemiology & 

genetics

S4
Metabolic 
syndrome

Committee of 
camp

11:00~11:20 Coffee break

11:20~11:30
Opening 
address

11:30~12:10 Plenary lecture 1 

12:10~12:40 General meeting

12:40~14:00
Luncheon 

symposium 1
Luncheon 

symposium 2
Luncheon 

symposium 3
Luncheon 

symposium 4

14:00~15:00 Poster presentation

15:00~15:30 Coffee break

15:30~17:30
S5

Obesity
S6

Education

S7
Diabetic 

retinopathy

S8
Islet biology

S9
Exercise

Committee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egislation

17:30~ Dinner (Delizia, ICC JEJU 3F)

11 May (Saturday)

07:30~08:30
Breakfast 

symposium 3 
(Lotte Hotel)

Breakfast 
symposium 4 
(Shilla Hotel)

Breakfast 
symposium 5 
(Hyatt Hotel)

09:00~11:00
S10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2

S11 
Macrovascular 
complication

S12
Self care

Korea-Japan 
diabetes forum 1

Committe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11:00~11:20 Coffee break

11:20~12:00 Plenary lecture 2

12:00~12:20
Young 

investigator 
award

12:20~13:30
Luncheon  

symposium 5
Luncheon  

symposium 6
Luncheon  

symposium 7

13:30~15:30
Meet

the experts 1
S13

Nutrition
Meet

the experts 2
Korea-Japan 

diabetes forum 2

1st Korea-Japan Diabetes Forum4



Plenary lecture II
Molecular pathophysiology of beta-cell failure in diabetes mellitus

Chair : Hong-Sun Baek

Saturday 11 May 11:20~12:00 / Tamna A

Dong-Seop Choi
(Korea University, Korea)

고려대학교 최동섭 교수는 제1형 당뇨병의 병인 및 치료에 관심을 갖고 베타세포연구회를 주도했으며,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다학제연구의 기반이 될 학회 신증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신약개발에 대한 노력 

으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ＧＬＰ-1) 작용제 및 그 용도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당뇨병관련 신약 연구의 주관 연구자로 참여하는 등 산학연 교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08년부터 최동섭 교수팀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코호트 구축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650명이 등록되었으며 작년부터는 제2기 추적사업을  

시작하였다. 북한 이주민은 남한사람과 동일 민족으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남한사람에 비해 영양학적 

박탈을 경험한 후 남한에서 다시 풍요를 맛보게 된 이민자 집단이다. 본 강의에서는 매우 특이한 유형의  

이민자 연구 대상인 북한이주민들의 건강상태와 이들의 대사질환 양상을 남한사람들과 비교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Yukio Tanizawa
(Yamaguchi
University, Japan)

제2형 당뇨병에서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베타세포 생존과 사멸이 점점 더 중요한 기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Yamaguchi University의 Yukio Tanizawa 교수는 제2형 당뇨병에서 베타세포 기능 부전과 관련한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를 현재까지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드물게 발생하는 유전질환으로  

소아 제2형 당뇨병 및 시신경 위축을 특징으로 하는 Wolfram syndrome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이 선택적인 

베타세포 사멸 및 ER stress에 유발된 베타세포 기능 부전과 연관이 됨을 밝힌 바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기전 중 WFS1 gene의 역할 및 베타세포에서의 분자생물학적 최신기전 연구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베타세포 생존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체계, 특히 GSK-3 활성화의 역할에 대한 발표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Friday 10 May 11:30~12:10 / Tamna A

Plenary lecture I
Metabolic syndrome and environmental influences-insight from North 
Korean refugees

Chair : Bong Yun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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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ncretin을 기반으로 한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당뇨병환자의 치료에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incretin  

치료가 모든 환자들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본 세션에서는 incretin

을 기반으로 한 치료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논점들에 관하여 그 동안의 임상연구 결과와 최신지견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강의는 서울의대 조영민 교수가 incretin 치료의 효과가 아시아인에서 비아시아인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임상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해 주실 예정이고, 두 번째로 서울의대 임수 교수가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DPP-4  

억제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하여 발표해 주실 예정이다. 세 번째로 연자로 경희의대 오승준 교수가 incretin과 인슐린의 

병합치료를 비롯하여 최근의 치료 경향 및 논란에 대해 강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톨릭의대 권혁상 교수가 incretin 치료의 심혈

관계에 대한 효과를 비롯한 혈당조절 이외의 효과에 대하여 최신지견을 review할 예정이다. 

Organizer: 김철희

Friday 10 May 09:00~11:00 / Tamna A

S1-1 Differences in efficacy of incretin therapy between Asians and non-Asians

S1-2 Predictive parameters for therapeutic efficacy of DPP-4 inhibitors in type 2 diabetic patients

S1-3 Combination of incretin therapy with insulin
S1-4 Non-glycemic effects of incretin-based therapies

Young Mi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oo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eung Joon Oh (Kyung Hee University, Korea)

Hyuk Sang Kw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S1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1
Incretin-based therapies

Chair : Young-Wook Cho, Kyu Jeung Ahn

S2-1 VEGF: is it either friend or foe in diabetic nephropathy?
S2-2 The effect of clusterin on renal fibrosis
S2-3 Urinary biomarkers for early detection of diabetic nephropathy: focused on tubular and inflammatory 
           damage
S2-4 Pathogenesis and management of diabetic nephropathy without proteinuria

Cheol Whee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Mi Kyung Kim (Keimyung Universtiy, Korea)

Sang Soo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Mi Young Lee (Yonsei University, Korea)

Friday 10 May 09:00~11:00 / Tamna B

S2 Diabetic nephropathy
Recent updates in diabetic nephropathy

Chair : Dong-Seop Choi, Doo-Man Kim

본 세션에서는 ‘Recent updates in diabetic nephropathy’라는 주제로 4개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가톨릭의대 신장내과  

박철휘 교수는 VEGF; Is it either friend or foe in diabetic nephropathy?란 주제로 당뇨병성 신증에서 VEGF가 병인일 수도 있으나 

방어적 인자일 수도 있는 상이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발표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계명의대 김미경 교수는 clusterin 발현이 신섬유화에  

예방적인 역할을 한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강의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산의대 김상수 교수는 알부민뇨 이외에 신증의 발현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여러 마커들에 대해 강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세의대 이미영 교수는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단백뇨 

없이 신기능 저하만으로 발현되는 당뇨병성 신증의 병인과 치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강의할 것이다.

Organizer: 당뇨병성 신증 연구회

1st Korea-Japan Diabetes Foru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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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10 May 09:00~11:00 / Tamna C

S3-1 Diabetes prediction model in Korea
S3-2 Recent updates in genetics of diabetes mellitus in Korea
S3-3 Epidemiology of diabetic neuropathy in Korea
S3-4 CVD outcome and mortality of diabetes in Korea

Nam Han Cho (Ajou University, Korea)
Kyong Soo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ae Sun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Jeong Taek Woo (Kyung-Hee University, Korea)

S3 Epidemiology & genetics
Recent updates in epidemiology/genetics in Korea

Chair : Hyun Chul Lee, Moon-Gi Choi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첫 번째  

강의는 아주의대 조남한 교수가 10년 이상 지속된 대규모 역학조사인 안성/안산 코호트 자료를 토대로 당뇨병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서울의대 박경수 교수가 한국인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유전체 

사업을 통해 한국인 당뇨병의 발병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에 대한 최신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의는 전북의대 박태선  

교수가 신경병증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역학자료를 토대로 한국인 당뇨병환자의 신경병증의 유병 및 치료 현황, 그리고 관련된 

위험인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희의대 우정택 교수는 Korea National Diabetes Program (KNDP) 코호트  

연구를 토대로 한국인 당뇨병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의 발생 그리고 사망과 관련한 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다.

Organizer: 김난희, 김대중

S4-1 Current vitamin D status in Korea
S4-2 Effect of vitamin D concentration on cardiometabolic risk
S4-3 High serum vitamin D levels reduce the risk for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n healthy men independent 
          of metabolic syndrome
S4-4 Relationship between vitamin D levels and cancer development

Han Seok Choi (Dongguk University, Korea)
Sung Hee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un-Jung Rhe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Hee-Kyung Joh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Friday 10 May 09:00~11:00 / Halla

S4 Metabolic syndrome
Vitamin D and metabolic disorders

Chair : Moon Kyu Lee, Kyoil Suh

대한당뇨병학회 산하 대사증후군 연구회는 지난 수년 동안의 학술대회 동안, 국내 대사증후군의 현황 및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인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에서 비타민 D 결핍의  

심각성을 발표하신, 동국의대 최한석 교수가 current vitamin D status in Korea에 대해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남자의 13.2%, 여자의 6.7%만이 적절한 비타민 D 수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질 것이다. 두 번째 연자로는 서울의대 최성희 교수가 비타민 D와 당대사의 연관성에 대해 국내 및  

외국 자료를 망라하여 소개해 주실 것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넘어서 복부비만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이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질환이며, 최근 많은 연구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사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원인 

질환일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되고 있고, 그 임상적 의미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연자로는 성균관의대 이은정 교수가 최근 

호르몬에 버금가는 다양한 효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비타민 D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네 번째 연자로는 서울의대 조희경 교수가 비타민 D의 anticancer property에 대한 최신 연구에 대하여 발표할 것이며, 

여러 암 중 특히, 대장, 유방, 전립선, 췌장암 그리고, 최근 발표하신 신장암과의 연관성 및 그 기전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Organizer: 대사증후군 연구회



과거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환자들은 비비만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조사자료에서는 평균 체질량지수의 상승과 함께 비만형  

당뇨병환자의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만과 당뇨병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병인에 있어 비만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약제 사용에도 많은 부분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세션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CHA의과학대 박석원 교수가 첫 번째 강의를 맡아  

체지방량 증가를 동반한 고전적 비만과 근육량 감소로 인한 상대적 비만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 한양의대 이창범 

교수가 한때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brown adipose tissue가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세 번째는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가 국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에서의 적절한 체질량지수에 대해 소개

하고, 끝으로 순천향의대 김철희 교수가 현재 사용 가능한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의 동향과 당뇨병환자에서의 비만

치료약제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Organizer: 홍은경

S5-1 Sarcopenic obesity: visceral fat vs skeletal muscle syndrome
S5-2 Brown fat in diabetes and metabolic syndrome
S5-3 What is the optimal body mass index in Koreans?
S5-4 Anti-obesity drugs: current status and application in diabetic patients

Seok Won Park (CHA University, Korea)
Chang Beom Lee (Hanyang University, Korea

Dae Jung Kim (Ajou University, Korea)

Chul-Hee Kim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Friday 10 May 15:30~17:30 / Tamna A

S5 Obesity
Issues in diabetes and obesity

Chair : Seong Yeon Kim, Joong Yeol Park 

S6-1 Management in women with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S6-2 Using the empowerment approach
S6-3 Medical nutrition therapy (advanced)
S6-4 Glucose moonitoring - RT CGM
S6-5 Nutrition education in insulin therapy
S6-7 Characteristics and role of family on patients with diabetes

Jeong Eun Park (Cheil General Hospital, Korea)
Dong Hee Yang (Ilsan Paik Hospital, Korea)

Young Woo Kwon (Gongju National Hospital, Korea)
Min Jeong Gu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Mee Ra Kweon (Boramae Hospital, Korea)
Sun Ah Park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Korea)

Friday 10 May 15:30~17:30 / Tamna B

S6 Education
Diabetes educator training module

Chair : Hye Sook Yoo, Myeong Hee Hong

당뇨병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들을 교육할 때에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표준화된 양질의 학회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교육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당뇨병 교육자 교육 프로그램(Diabetes Educator Training Module, DETM)을 준비하였고, 2012년 

이 자료 중 기본 모듈의 배포를 위해 3회의 강의를 진행하여 많은 교육자 및 예비 교육자들과 강의자료를 공유할 수 있었다. 

DETM의 개발 원칙은 학회 데이터를 이용한 통일성 및 대표성, 당뇨병학 용어집을 참조한 한글화 및 명료성과 함께 강의 모듈의  

이원화를 강조하였다. 실제 교육자들을 위해 만든 모임에 참석하는 교육자 및 예비교육자들의 교육에 관한 지식 수준 격차가 많아 

각 수준에 맞추어 기본 모듈과 심화모듈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포지움에서는 DETM 자료 중 심화 

모듈의 배포를 위한 강의를 준비하였고 총 17개의 심화모듈 중 슬라이드 사용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6개의 모듈에 대해 강의로 

구성하였다. 강의제목들은 이미 진행되었던 기본모듈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미 제공되었던 기본모듈에는 없으나 교육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보다 심화된 내용의 슬라이드를 제공하여 이를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강의 후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화모듈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세션을 통해 환자들의 자가관리 교육 및 이를 돕고 협력할 교육자들의 교육을 위해 표준화 

되고 양질의 내용으로 구성된 모듈이 널리 사용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Organizer: 교육위원회

1st Korea-Japan Diabetes Foru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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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1 Management of diabetic retinopathy: evidence from clinical trials
S7-2 The multimodality treatments for diabetic retinopathy
S7-3 A new role of stem cell factor in the regulation of endothelial permeability

S7-4 RhoJ integrates VEGF and Sema3E signals in angiogenic endothelial cells

Jihyun Ahn (Chung-Ang University, Korea)
Dong Ho Par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Won Hee Suh (Ajou University, Korea)

Akiyoshi Uemura (Kobe University, Japan)

Friday 10 May 15:30~17:30 / Tamna C

S7 Diabetic retinopathy
Efforts to overcome diabetic retinopathy:  from clinical evidence to new discovery

Chair : Young Seol Kim, In-Kyu Lee

최근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만성 합병증의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실명은 성인에서 겪게 

되는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혈당 조절과 함께 교정 가능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조절하면 전반적으로 미세혈관  

합병증의 발생은 감소시키지만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는 잔여 위험도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세션에서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임상적 측면을 소개하고 실험 연구의 최근 지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첫 번째 강의는 중앙의대 내분비내과 안지현 교수가 

망막병증의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경북의대 안과 박동호 교수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며, 세 번째 강의는 아주약대 서원희 교수가 내피세포 투과성을 조절하는 SCF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의는 Kobe Univers i ty의 Akiyoshi Uemura 교수가 혈관신생에서 RhoJ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Organizer: 혈관세포 연구회

제1형 당뇨병환자들의 최선의 치료는 췌도이식이다. 이 세션에서는 최근 그 필요성이 증가하는 이식원의 확보 및 이식후 생착에  

지장을 주는 면역 및 비특이적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basic pathophysiology에서 출발하여 임상에서 응용 가능한 치료 

로서 췌도이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다양한 candidate 감수성 유전자 검색을 통해 발견된 다양한 인자들의 islet biology에 대한  

Kinki University의 Hirosh Ikegami 교수님의 review가 있을 예정이다. 두 번째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한림의대 임성희 교수의  

성공적인 췌도이식을 위한 다양한 병태생리적 기전에 기인하는 ex vivo treatment modality에 대한 강의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서울의대 호원경 교수께서 인슐린 분비에 가장 중요한 췌장 베타세포의 KATP channel의 신호전달물질로서 leptin과 AMPK의 

역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한양의대 박용수 교수가 그 한 예로서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ER stress를 억제함으로써 syngeneic 및 allogeneic 췌도이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실험실 성적과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즉 이식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식한 췌도의 생존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전달,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실험실 내 실제 췌도이식에 적용한 시도까지 망라하여 제1형 당뇨병 극복에 대한 임상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Organizer: 박용수

S8-1 Genetics and pathogenesis of beta-cell destruction in type 1 diabetes
S8-2 Gene expression and silencing for improved islet transplantation
S8-3 Leptin/AMPK signaling in glucose-sensitive regulation of KATP channel trafficking in pancreatic b-cells

S8-4 Inhibition of ER stress for improvement of alloimmunity in ß cell transplantation

Hirosh Ikegami (Kinki University, Japan)
Sung-Hee Ihm (Hallym University, Korea)

Won-Kyung 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Yong Soo Park (Hanyang University, Korea)

Friday 10 May 15:30~17:30 / Halla

S8 Islet biology
From genetics, physiology and islet biology, to the clinical islet transplantation

Chair : Kwang-Won Kim, Myung-Shik Lee

Scientific program

Scientific program



운동은 당뇨병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기전을 통하여 도움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 권고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현황 분석과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중재가 필요한 실정 

이다. 또한, 운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 분야이다. 

본 세션에서는 제주대 제갈윤석 교수가 국내 당뇨병환자의 신체활동 현황과 역학에 대하여 강의해 주실 예정이고 을지의대 민경완  

교수가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게 하기 위한 중재 방안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다. 마지막 강의는 서울대 송욱 교수가 운동의 

효과와 기전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다.

Organizer: 운동 연구회

S9-1 Epidemiology of physical activity in Korea: a concern about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S9-2 Implementation of physical activity in type 2 diabetes
S9-3 Recent research in exercise and type 2 DM

Yoonsuk Jekal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Kyung Wan Min (Eulji University, Korea)

Wook S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Friday 10 May 15:30~17:30 / Samda

S9 Exercise
Exercise in diabetes: challenges in Korea

Chair : Yong Seong Kim,  Kyung Mook Choi

S10-1 Glycation indices beyond measuring glycemic status: focused on glycated albumin

S10-2 Measurement of glycemic variability: the role in diabetes management

S10-3 Ubiquitous health care system for diabetes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PHR system

S10-4 Closed loop insulin pump

Byung-Wan Lee (Yonsei University, Korea)

Heung Yong J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Jae Hyoung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Jun Goo Kang (Hallym University, Korea)

Saturday 11 May 09:00~11:00 / Tamna A

S10 Clinical diabetes & therapeutics 2
New modalities in diagnosis and treatment

Chair : Min Young Chung, Sei Hyun Baik

최근 정보산업 기술 등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한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세션에서는 당뇨병 진단 및 치료 방법들에 대해 최신지견을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강의는 연세의대 이병완 교수가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이외의 새로운 혈당조절의 지표에 대하여 당화알부민을 포함한  

새로운 방법들의 유용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 전북의대 진흥용 교수가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CGMS)를 이용한 혈당 변동(glycemic variability)의 측정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연자로 가톨릭의대 조재형 교수가 

ubiquitous health care system의 당뇨병환자에서의 적용에 대해 강의하고, 마지막으로 한림의대 강준구 교수가 최근 다시  

개발되고 있는 closed loop insulin pump에 대하여 최신 자료들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Organizer: 김철희, 홍은경

1st Korea-Japan Diabetes Foru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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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1 Translational research of therapeutic angiogenesis for macrovascular complication

S11-2 Does demand create supply?: consumption vs. production of ATP in the heart

S11-3 Epigenetic regulation of vascular diseases
S11-4 Identification of the immune cells forming foam cells in mouse atherosclerotic aorta

Hironori Nakagami (Osaka University, Japan)

Woo Jin Park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Hyun Koo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Jae-Hoon Choi (Hanyang University, Korea)

Saturday 11 May 09:00~11:00 / Tamna B

S11 Macrovascular complication
Biological insights and therapeutic targets for diabetic macrovascular complications

Chair : Ki-Up Lee, Kyu Chang Won

만성 고혈당은 대혈관에서 각종 세포 손상을 일으키며 세포사멸 또는 신생혈관 생성을 유발한다. 당뇨병성 대혈관 합병증 발생의 

병태생리는 많은 연구를 통해 발병기전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본 세션에서는 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네 분의 연자를 초대하여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첫 번째 강의는 Osaka University의  

Hironori Nakagami 교수가 대혈관 합병증 치료를 위해 신생 혈관생성을 억제하는 치료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박우진 교수가 심장근육에서 ATP 생성과 소비 balance에서 NAD, SIRT 필요가 공급을 충족시키는지에 따라 심근병증에 이환 

되는 병태생리를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의는 전남대 국현 교수가 혈관질환 병태생리에 미치는 후생학적 조절 기전에  

대해 이루어 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의는 한양대 최재훈 교수가 심장 및 대혈관들에서 동맥경화에 이환 되는데 염증세포의 

침윤이 수반되고, 수지상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들려주실 예정이다.

Organizer: 박용수

‘2012년 한국인 당뇨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만 30세 이상의 성인 10명중 1명(10.1%)이 당뇨병환자였다.  

또한 당뇨병환자의 70%가 혈당조절 목표(당화혈색소 6.5% 미만)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당뇨병환자의 30%  

정도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국가들은 당뇨병환자가 당뇨병교육을 받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을 정도로 당뇨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의 이정림 선생이 우리나라 당뇨병교육의 현황을, 삼육대학교 박선영 선생이 외국의  

당뇨병교육 현황을 살펴보며, 서울대학교 유주화 선생이 우리나라 당뇨병교육의 발전사를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보다 나은 

당뇨병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당뇨병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대구광역시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단 광역교육정보센터 이혜진 센터장이 우리나라 지역사회 당뇨병교육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소개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Organizer: 당뇨병교육간호사회

S12-1 The present status of diabetes education in Korea
S12-2 Present situation of diabetes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S12-3 History of diabetes education programs and its clinical cases

S12-4 Community-based diabetes education program: KHyDDI SEP

Jeong Rim Lee (Asan Medical Center, Korea)
Seon Yeong Park (Samyook Medical Center, Korea)

Joo Wha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Hye Jin Lee (Korea Hypertension Diabetes Daegu Initiative Project Education Center, Korea)

Saturday 11 May 09:00~11:00 / Tamna C

S12 Self care
Diabetes education of today and tomorrow

Chair : Kang Hee Sim, Bok Rye Song

Scientific program

Scientific program



S13-1 Fructose in nutrition - focused on glycemic index
S13-2 Fructose in appetite - focused on eating effect
S13-3 Fructose in insulin resistance - focused on diabetes
S13-4 Fructose in lipid metabolism - focused on dyslipidemia
                  Panel
                    Panel
            Panel

Won-Jang Cho (DuPont Korea Inc, Korea)
Hee Jung Ahn (Eulji Hospital, Korea)

Chan Hee Jung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Chong Hwa Kim (Sejong General Hospital, Korea)

Dong-Hyeok Ch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Kyung Hee Hong (Baewha Women’s University, Korea)

Jeong Hyun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

Saturday  11 May 13:30~15:30 / Tamna B

S13 Nutrition
Fructose in metabolic diseae

Chair : Tae Sun Park, In Joo Kim

과당의 과다섭취는 지방세포를 증가시켜 당뇨병, 비만, 지질이상, 그리고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어 이번 

심포지움은 과당과 대사성질환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강의는 과당과 당화지수에 대해 듀폰코리아 조원장께서 발표해주시고, 두 번째는 과당이 식욕을 증가시키는 기전에 대해서 

서울을지병원 안희정 선생님께서 발표할 예정이고, 세 번째는 과당과 인슐린저항성에 대해서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정찬희 교수께서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의는 과당과 관련된 이상지혈증에 대해서 세종병원 김종화 교수께서 발표하고, 패널들과 함께 과당과 대사성 

질환에 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Organizer: 식품영양위원회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환자의 관리가 임상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당뇨병연구회에서는 노인당뇨병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에서 이의 관리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치매 등에 대해 리뷰하고 서로 토의할 수 있는 세션을 준비했다. 인제의대 이동우 교수는 노인환자에서의 우울증에 대해서, 

제주의대 박준혁 교수는 노인환자에서의 치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구가톨릭의대 이지현 교수는 노인당뇨병환자에서의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모쪼록 함께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Organizer: 노인당뇨병 연구회

1. Diagnosis & treatment of late life depression
2. Dementia in elderly Korean
3. Cognitive dysfunction in old diabetic patients

Dong Woo Lee (Inje University, Korea)
Joon Hyuk Park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Ji Hyun Le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

Thursday 9 May 15:00~17:00 / Tamna B

Special-interest research group
Cognitive impairment in elderly people with diabetes

Chair : Hyung Joon Yoo, Hong Woo Nam

1st Korea-Japan Diabetes Foru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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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kt regulates mitochondrial and cardiac function
2. Tetrahydrobiopterin enhanced mitochondrial function in type 2 diabetic heart.

3. Functional role of mitochondrial ion transporters in insulin-secreting cell
4. MTERF3 regulates mitochondrial ribosome biogenesis in invertebrates and mammals

     Panel
     Panel
     Panel

Jaetaek Kim (Chung-Ang University, Korea)

Hyoung Kyu Kim (Inje University, Korea)
Kyu-Sang Park (Yonsei University, Korea)

Chan Bae Park (Ajou University, Korea)
Gye Soon Yoon (Ajou University, Korea)

In-Kyu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Joong-Yeol Park (University of Ulsan, Korea)

Thursday 9 May 15:00~17:00 / Tamna C

Joint symposium
Translational research in mitochondria

미토콘드리아내의 생합성 조절은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나 근육세포의 포도당 농도 조절 등에 매우 중요하다. 본 세션의 목적은 

새로운 당뇨병 치료전략 수립을 위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조절기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토콘드리아 의과학 분야의 선도

연구자분들을 초대하여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중앙의대 김재택 교수가 심장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조절하는  

Akt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제대 김형규 교수가 tetrahydrobiopterin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조절에 의한 심장세포 보호기전을, 

연세원주의대 박규상 교수가 인슐린 분비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이온운반체들에 의한 전기화학적 경사도 및 기질칼슘 조절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의는 아주의대 박찬배 교수가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의 전사억제인자로 알려져 있던 MTERF3 

단백질의 새로운 기능으로 미토콘드리아내에서의 리보좀 생성을 조절하여 단백질 생합성을 조절하는 내용으로 소개할 예정 

이다.

Organizer: 한진

현대인의 고칼로리 식이나 저활동성은 비만을 야기하며, 비만은 각종 만성 대사성질환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비만과 만성질환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며 본 세션에서는 그 분야에서 국내에 탁월하신 

네분의 연자를 초대하여 최신지견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강의는 대구과기원의 김은경 교수가 고농도의 당조건에서 베타세포  

사멸에 미치는 autophagy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계명의대 임승순 교수가 고농도 당조건하 지방간 발생 

에서 SREBP-1 유전자의 역할을 강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의는 서울의대 묵인희 교수가 인슐린저항성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근거를 인슐린저항성에서 amyloid-β 단백량이 증가하는 기전으로 풀어줄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김재범 교수가 비만 초기에 지방조직에서 일어나는 대사장애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Organizer: 송대규

1. Autophagic impairment by lysosomal dysfunction enhances pancreatic beta-cell apoptosis

2. Role of SREBP-1a in high sucrose diet-mediated hepatic steatosis
3. Altered APP processing in the insulin-resistant conditions is mediated by autophagosome accumulation via 
     the inhibition of mTOR pathway
4. Adipose tissue dysregulation in early obesity

Eun-Kyoung Kim (DGIST, Korea)
Seung-Soon Im (Keimyung Universtiy, Korea)

Inhee Mook-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Jae Bum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hursday 9 May 15:00~17:00 / Halla

In-depth symposium
Obesity-associated failure of metabolic tissues

Chair : Jin-Woo Kim, Dong-Sun Kim

Chair : Sung Hee Ihm, Bong Soo Cha

Scientific program

Scientific program



본 세션은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Treatment of diabetes in difficult cases로서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가 Brittle  

diabetes에 대해, 연세의대 차봉수 교수가 Very insulin resistant diabetes에 대해 강의할 것이다. 치료하기 어려운 당뇨병에 대한,  

두 연자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유익한 세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Gestational diabetes로서 서울의대 장학철 교수가  

Diagnostic and therapeutic threshold of diabetes during pregnancy에 대해, 관동의대 김성훈 교수가 Management of 

gestational diabetes에 대해 강의할 것이다. 새로운 진단 기준의 적용 여부와 함께 경구혈당 강하제의 사용과 같은 최근의 이슈들도 

같이 다루어질 것이다.

Organizer: 김난희

1. Brittle diabetes
2. Severe insulin resistant diabetes

3. What are the appropriate screening and diagnostic methods for gestational diabetes in Korean women?

4. Management of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Kun Ho Yo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Bong Soo Cha (Yonsei University, Korea)

Hak Chul J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ung-Hoon Kim (Kwandong University, Korea)

Saturday  11 May 13:30~15:30 / Tamna A

Meet the experts 1
Treatment of diabetes in difficult cases

Chair : Kap-Bum Huh, Young-Kun Kim

1st Korea-Japan Diabetes Foru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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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tational diabetes

1. Detection and diagnosis of depression in the clinic
2. Management of depression in patients with endocrine disorders

3. Association of sleep disorders and diabetes
4. How to treat co-morbid sleep disorders in obesity and diabetes

Chang Su Han (Korea University, Korea)
Na Rei Hong (Hallym University, Korea)

Nan Hee Kim (Korea University, Korea)
Chang-Ho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aturday  11 May 13:30~15:30 / Tamna C

Meet the experts 2
Depression management in diabetes

Chair : Hong Kyu Lee, Sung Koo Kang

본 세션은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Depression management in diabetes로서 고려의대 정신과 한창수 교수가  

Detection and diagnosis of depression in the clinic, 한림의대 정신과 홍나래 교수가 Depression treatment in the medical 

setting에 대해 강의할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Sleep disorders in diabetes로서 고려의대 김난희 교수가 Association of sleep 

disorders and diabetes/obesity, 서울의대 신경과 윤창호 교수가 Treatment of sleep disorders in diabetes and obesity란  

주제로 강의할 것이다. 많은 당뇨병환자들이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이환되어 있으며, 혈당조절 및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이 세션을 

통해 이러한 당뇨병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Organizer: 김난희

Sleep disorders in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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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10 May 09:00~11:00 / Samda

1. Doctor’s role in diabetes camp and it’s programs
2. Nurse’s role in diabetes camp and it’s programs
3. Dietician’s role in diabetes camp and its programs
4. Social worker’s diabetes camp and it’s programs
5. The function of recreation department for camp
6. Health TWITTER: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based intervention program for diabetes

So Hun Kim (Inha University, Korea)
Jung Hwa Lee (Gangdong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Korea)

Eun Young Sim (Wonju Severance Christian Hospital, Korea)
Mi Hyun Koo (Samsung Medical Center, Korea)

Jin Hoon Kim (Korea Digital Therapeutic Recreation Association, Korea)

Hwa Jeong Seo (Gachon University, Korea)

Committee of camp
Diabetes education in the diabetes camp

Chair : Jae Myung Yu, Jung Han Kim

당뇨병 캠프의 주목적은 자기관리교육, 사회성 고양, 즐거움 그리고 자부심 고양 등을 통하여 당뇨병 교육이 추구하는 ‘행동의 변화’

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당뇨병을 잘 관리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를 습득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형태의 하나가 당뇨병 캠프이다. 

그리고 당뇨병 캠프는 구체적이고 이론적이며 실제적인 교육의 스펙트럼을 실행할 수 있는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캠프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당뇨병 캠프에서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분과에서 리더의 역할 및 실제  

프로그램의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천대학교 서화정 교수가 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한 젊은 당뇨병환자를 대상

으로 하는 Health twitter: social network를 기반한 당뇨병환자의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Organizer: 캠프위원회

1. The current and future of adequate evaluation for the diabetes management

2. Diabetes, indeed it possible to apply the DRG?
3. For-profit hospitals,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opening of medical market in Korea

     Panel
     Panel
     Panel

Kyoo Duck Lee (Health Insurance Review & Service(HIRA), Korea)
Joo Young Nam (NHIC Ilsan Hospital, Korea)

Young Geon Ji (CHA University, Korea)
Seok O Park (Gwang Myung Sung Ae Hospital, Korea)

Soo Kyung Kim (CHA University, Korea)
Bon Jeong K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Friday 10 May 15:30~17:30 / 303

Committee of the health insurance and legislation
Current diabetes related social hot issues

Chair : Kwan Woo Lee, Chulsik Kim

보험법제위원회에서는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최근 정부에서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DRG에 대한 내용으로 일산병원의 남주영 선생님으로부터 일산병원에서 시행 중인 DRG 현황을 들어보며  

앞으로 전망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CHA의과학대 예방의학교실의 지영건 선생님을 초청하여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도입문제 및 의료시장이 개방 문제에 대한 최근 분위기 및 진행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찬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강연을 마련하고자 한다.

Organizer: 보험법제위원회

Scientific program

Scientific program



1. Glycemic and hemoglobin A1c thresholds for detecting diabetic retinopathy

2. Comparison of A1C and fasting glucose criteria to diagnose diabetes among adults aged 30 years or older, 
     South Korea, 2011
3. Fasting glucose level and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s
4. Changing characteristics of diabetes in Korea and optimal treatment

Seung-Hyun K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Yuna Kim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Sun Ha Jee (Yonsei University, Korea)

Sung Rae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Saturday 11 May 09:00~11:00 / Samda

Committe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Public hearing about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ype 2 diabetes in Korea

Chair : Yong Ki Kim, Yu-Bae Ahn

I stood on the shoulders of giants. Byung-Wan Lee (Yonsei University, Korea)

Saturday 11 May 12:00~12:20

Young investigator award Chair : Bong Yun Cha

진료지침위원회는 2013년 후반기에 발표될 당뇨병 진료지침 수정판에 우리나라의 당뇨병환자들의 자료를 추가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이에 금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 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최근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첫 번째 강의는 가톨릭의대의 고승현 교수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망막병증의 발생을 예측하는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고, 두 번째 강의는 질병관리본부의 김윤아 사무관이 당화혈색소를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사용하였을 때 우리나라 당뇨병의 유병률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의는 연세대학교 지선하  

교수가 공복혈당장애와 심혈관질환의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며, 네 번째 강의는 가톨릭의대 김성래 교수가 일차진료  

현장에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당뇨병환자들의 임상적인 특성과 치료의 변화 추세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Organizer: 진료지침위원회

2013년의 Young Investigator Award 는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이병완 교수가 수상하였다. “I stood on the shoulders of giants.”

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의 당뇨병 특성과 한국인 연구자로서 적합한 연구 방향의 바탕 위에서 인슐린 분비능 장애 및 당뇨병성 합병증 

연구의 새로운 분자 생물학적 방향인 autophagy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Organizer: 

1st Korea-Japan Diabetes Foru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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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션에서는 당뇨병 발생에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는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의 뛰어난 연구자 네 분을 모시고 

최신지견을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로 경북의대 이인규 교수가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의 치료 목표로써 Pyruvate dehydrogenase kinase 2 (PDK2)의 의의

에 대하여 강의해 주시고, 두 번째로 Kumamoto University의 Tatsuya Kondo 교수가 인슐린 민감성이 저하된 경우 감소되는 Heat 

shock response (HSR)를 약제뿐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으로 활성화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는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해 주실 예정이다.  이어서 영남의대 박소영 교수가 동물실험을 통한 인슐린 저항성에 있어 산화스트레스의 역할에 대해 강의 

하시고, 마지막으로 National Center for Global Health and Medicine의 Michihiro Matsumoto 교수가 간의 당신생에 있어 

CITED2의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실 예정이다.

Organizer: 원규장

첫 번째로 Kobe University의 Shibasaki 교수는 glucose-stimulated insulin secretion의 베타세포내 강화기전인 GLP-1-cAMP 

경로에 의해 PKA와 함께 활성화되는 small GTPase activating protein인 EPAC2A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더불어 EPAC2A

가 KATP channel 억제제인 sulfonylurea에 의해서도 활성화 되는 근거와 당뇨병 치료표적으로서의 가능성도 설명할 것이다. 두 번

째로 카이스트의 김하일 교수는 임신때 증가하는 인슐린 요구량에 적응하고자 베타세포에서 강화되는 glucose-stimulated insulin 

secretion의 한 기전으로서 베타세포막의 serotonin 수용체를 통한 인슐린 분비관련 신호전달기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가톨릭의대의 윤건호 교수는 glucolipotoxicity에서 나타나는 베타세포 사멸 및 기능장애를 베타세포 특이 유전자 발현 조절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 Beta2/NeuroD 유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Organizer: 송대규

26th Spring Congress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17

1. Role of cAMP sensor Epac2A in insulin secretion
2. Serotonin regulates glucose stimulated insulin secretion from pancreatic β cells during pregnancy

3. Regulation of BETA2/NeuroD transcription to protect the early phase glucolipotoxicity in beta-cells

4.  TBD

Tadao Shibasaki (Kobe University, Japan)

Hail Kim (KAIST, Korea)

Kun Ho Yo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Norio Harada (Kyoto University, Japan)

Saturday 11 May 09:00~11:00 / Halla

Korea-Japan diabetes forum 1
Insulin secretion

Chair : Tai Hee Lee, Susumu Seino

1. Regulation of gluconeogesis and TCA cylce flux
2. Activation of heat shock response and insulin resistance
3. Oxidative stress and insulin resistance
4. CITED2: a new player in hormonal regulation of hepatic gluconeogenesis

In-Kyu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Tatsuya Kondo (Kumamoto University, Japan)
So-Young Park (Yeungnam University, Korea)

Michihiro Matsumoto (National Center for Global Health and Medicine, Japan)

Saturday  11 May 13:30~15:30 / Halla

Korea-Japan diabetes forum 2
Insulin action

Chair : Young-Kil Choi, Kohei Kaku

Scientific program

Scientifi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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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fast symposium 4
Insulin therapy in pregnant women with diabetes Sung Hee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aturday 11 May 07:30~08:30 / Shilla Hotel

Chair : Yong Soo Park 

Breakfast symposium 5
Association of postprandial triglyceride level with cardiovascular risk Soo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aturday 11 May 07:30~08:30 / Hyatt Hotel

Chair : Kyung Ho Lim

Satellite symposium 1
Emerging therapeutic targets in type 2 diabetes mellitus

Kyung Mook Choi (Korea University, Korea) 

Thursday 9 May 17:00~17:30 / Tamna B

Chair : Hyun Shik Son

Satellite symposium 2
Novel strategy of statin treatment in patient with diabetes mellitus In-Kyung Jeong (Kyung Hee University, Korea) 

Thursday 9 May 17:00~17:30 / Tamna C

Chair : Moon Suk Nam

Breakfast symposium 1
The proven partner for diabetes mellitus Doo-Man Kim (Hallym University, Korea) 

Friday 10 May 07:30~08:30 / Lotte Hotel

Chair : Kyung Wan Min

Breakfast symposium  2
It’s time to consider durability Eun-Jung Rhe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Friday 10 May 07:30~08:30 / Shilla Hotel

Chair : You Hern Ahn

Breakfast symposium 3
TBD Soon Jib Yo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Saturday 11 May 07:30~08:30 / Lotte Hotel

Chair : Duk Kyu Kim

1st Korea-Japan Diabetes Forum18



Luncheon symposium 1
Guidelines in the management of painful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clinical utility of pregabalin

Chong Hwa Kim (Sejong general hospital, Korea) 

Friday 10 May 12:40~14:00 / Tamna B

Chair : Kyung Soo Ko

Luncheon symposium 2
Omnibus network in various actions of DPP-4 inhibitors and linagliptin

Jae Hyoung Ch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 

Friday 10 May 12:40~14:00 / Tamna C

Chair : Hak Yeon Bae

Luncheon symposium 3
Diabetes mellitus prevention of metformin and CV risk reduction Ji Oh Mok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Friday 10 May 12:40~14:00 / Halla

Chair : Sung-Soo Koong

Luncheon symposium 4
Tailoring and intensifying with pre-mixed insulin and overcoming barriers to glycemic control in type 2 diabetes 
patients Seok Won Park (CHA University, Korea) 

Friday 10 May 12:40~14:00 / Samda

Chair : Ho Young Son

Luncheon symposium 5
The efficacy of vildagliptin in Korea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Kyu Chang Won (Yeungnam University, Korea) 

Saturday  11 May 12:20~13:30 / Tamna B

Chair : Sung-Woo Park

Luncheon symposium 6
Effective and saf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chronic renal insufficiency with sitagliptin

Eun Seok Kang (Yonsei University, Korea) 

Saturday  11 May 12:20~13:30 / Tamna C

Chair : Hyoung Woo Lee

Luncheon symposium 7
Pitavastatin, promising evidence for a role in diabetes Sung Wan Chun (Soonchunhyang University, Korea) 

Saturday  11 May 12:20~13:30 / Halla

Chair : Ho Sang Shon

Scientific program

Scientifi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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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ogram

Welcome reception

•일시: 2013년 5월 9일(목) 17:30~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5층 오션뷰

Opening address

•일시: 2013년 5월 10일(금) 11:20~11:30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5층 탐라홀 A

총 회

•일시: 2013년 5월 10일(금) 12:10~12:40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5층 탐라홀 A

Dinner

•일시: 2013년 5월 10일(금) 17:30~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3층 델리지아

1st Korea-Japan Diabetes Forum20



Registration

Poster presentation &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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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등록은 춘계학술대회 홈페이지 등록창의 ‘사전등록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시고, 행사장 3층 로비 사전등록 데스크에서 명찰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초록집은 초록집 배부처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장등록

본 대회기간 동안 현장등록을 하실 분은 행사장 3층 로비 현장등록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 등록데스크에서 명찰을 수령하시고 초록집 배부처에서 초록집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초청연사, 좌장 및 임원

초청연사, 좌장 및 임원은 행사장 3층 로비에 있는 학회부스에서 명찰과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데스크 운영시간

5월  9일 목요일 14:00~17:00

5월 10일 금요일 08:30~17:00

5월 1 1일 토요일 08:30~13:00

현장등록비

구분 현장등록

전문의
회원 150,000원

비회원 170,000원

전공의,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연구원, 운동처방사, 기타 회원

회원 50,000원

비회원 70,000원

※ 본 대회에서는 전공의 스티커가 한 장 발급되며 4점으로 인정됩니다. 
※ 의사협회 연수평점이 필요하신 의사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전문의 금액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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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구연

·일시: 2013년 5월 10일(금) 14:00~15:00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로비, 포스터 전시 앞

·방법: 포스터 앞에서 발표 후 청중과 함께 현장에서 토의

·발표시간: 8분 발표 & 4분 토론

포스터 전시

·일시: 2013년 5월 10일(금) 09:00 ~ 2013년 5월 11일(토) 15:30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로비, 포스터 전시 앞

·포스터 규격: 가로 90㎝ x 세로 140㎝

·부착시간: 2013년 5월 10일(금) 09:00 이전

·수거시간: 2013년 5월 11일(토) 15:30 이후

·전시방법: 초록 심사 이후 부여 받은 번호에 따라 포스터 전시장에 주어진 시간에 부착

주의사항

※ 본 학회는 포스터를 정해진 시간에 부착 및 수거하지 않는 참가자의 경우 1년간 학술대회 초록 제출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홀 A

탐라홀 B

탐라홀 C

오션뷰 (Welcome reception)

인터넷부스 / 핸드폰충전소

5 Floor

한라홀

삼다홀

델리지아 (Dinner)

300호 (프리뷰룸)

301호 (KDA라운지)

302호 (소회의실)

303호 (강의장)

등록부스

학회부스

안내데스크

초록집배부처

물품보관소

3 Floor

부스전시장

1 Floor

인
터

넷
부

스

핸
드

폰
충

전
소

탐라홀
C

탐라홀
B

탐라홀
A

Floor plan

Floor plan

한라홀

부스전시장

출구 입구

델리지아
삼다홀

학회부스 초록집배부처

안내데스크

물품
보관소

301 302
300 303

오션뷰

입구

입구

등록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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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1코스 (1135번도로 평화로) 차량 50분 소요 / 리무진 60분 소요

공항 → 신제주 → 제주경마장 → 평화로 → 중문관광단지 → ICCJEJU

2코스 (1139번도로 1100도로) 차량 45분 소요 (초행길, 눈길, 안개조심)

공항 → 신제주 → 한라수목원 → 신비의도로 → 어리목 → 탐라대학교 → ICCJEJU

3코스 (1131번도로 516도록) 차량 1시간 10분 소요 (초행길, 눈길, 안개조심)

공항 → 삼성혈 → 제주대학교 → 성판악 → 돈내코유원지 → 16번도로 → 중문관광단지 → ICCJEJU

대중교통안내

제주국제공항에서 ICC JEJU까지는 평화로를 통해 차량으로 40~50분 가량 소요되며, 15분마다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셔틀버스 - 호텔 및 공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오니 춘계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셔틀버스 운행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또는 중문단지 호텔

노선 소요시간 운임료 비고

600번
공항

리무진

제주ICC

공항 → 제주더호텔 → 여미지식물원입구
→ 햐얏트호텔 → 신라호텔 → 롯데호텔
→ 한국콘도 → ICC JEJU → 풍림콘도

→ 뉴경남호텔 → 서귀포칼호텔

약 50분 약 3,900원

국내선(1종)
5번 게이트
공항리무진

승차

제주하얏트

제주신라

제주롯데

제주풍림콘도 약 1시간 15분 약 4,500원

택시

제주ICC

공항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또는 중문단지 호텔

약 50분 약 30,000원 공항 출구 앞 
택시 승강장

제주하얏트

제주신라

제주롯데

제주풍림콘도 약 1시간 약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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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셔틀버스 안내

5월 9일(목)

공항 하얏트 신라 롯데 ICC 롯데 신라 하얏트 셔틀버스

11:30 12:30 12:35 12:40 #1

12:30 13:30 13:35 13:40 #2

13:00 14:00 14:05 14:10 14:20 #3

13:30 14:30 14:35 14:40 14:50 #4

14:00 15:00 15:05 15:10 15:20 #5

14:30 14:30 14:30 14:40 #롯데, #신라, #하얏트

14:50 15:00 #하얏트

14:30 15:30 15:35 15:40 15:50 #1

15:00 16:00 16:05 16:10 16:20 #2

15:30 16:30 16:35 16:40 16:50 #3

16:00 17:00 17:05 17:10 17:20 17:30 17:35 17:40 #4

16:30 17:30 17:35 17:40 17:50 18:00 18:05 18:10 #5

17:30 18:30 18:35 18:40 18:50 19:00 19:05 19:10 #1

17:40 17:50 17:50 17:50 #롯데, #신라, #하얏트

18:00 19:00 19:05 19:10 19:20 19:30 19:35 19:40 #2

18:00 18:10 18:10 18:10 #롯데, #신라, #하얏트

18:30 19:30 19:35 19:40 19;50 20:00 20:00 20:10 #3

19:00 20:00 20:05 20:10 20:20 20:30 20:30 20:40 #4

19:15 19:25 19:25 19:25 #롯데, #신라, #하얏트

19:30 20:30 20:35 20:40 20:50 #5

20:00 21:00 21:05 21:10 21:20 #1

5월 10일(금)

공항 하얏트 신라 롯데 ICC 롯데 신라 하얏트 셔틀버스

8:15 9:15 9:20 9:25 9:35 #1

8:30 8:30 8:30 8:40 #롯데, #신라, #하얏트

8:40 8:50 #3

8:40 8:50 #4

8:40 8:50 #5

8:55 8:55 8:55 9:05 #롯데, #신라, #하얏트

9:20 10:20 10:25 10:30 10:40 #2

9:20 9:25 9:30 9:40 #4

10:00 10:05 10:10 10:20 #5

10:20 11:20 11:25 11:30 11:40 #3

10:30 10:35 10:40 10:50 11:00 11:05 11:10 #1

11:00 11:05 11:10 11:20 11:25 11:30 11:35 #4

11:30 11:35 11:40 11:50 12:00 12:05 12:10 #2

12:00 12:05 12:10 12:20 12:30 12:35 12:40 #5

12:30 12:35 12:40 12:50 13:00 13:05 13:10 #1

13:00 13:05 13:10 13:20 13:30 13:35 13:40 #3

13:30 13:35 13:40 13:50 14:00 14:05 14:10 #4

14:00 14:05 14:10 14:20 14:30 14:35 14:40 #2

14:30 14:35 14:40 14:50 15:00 15:05 15:10 #5

15:00 15:05 15:10 15:20 15:30 15:35 15:40 #1

15:30 15:35 15:40 15:50 16:00 16:05 16:10 #3

16:00 16:05 16:10 16:20 16:30 16:35 16:40 #4

16:30 16:35 16:40 16:50 17:00 17:05 17:10 #2

17:00 17:05 17:10 17:20 17:30 17:35 17:40 #3

17:40 17:50 17:50 17:50 #롯데, #신라, #하얏트

17:30 17:35 17:40 17:50 18:00 18:05 18:10 #1

18:00 18:10 18:15 18:20 #3

19:20 19:30 19:30 19:30 #롯데, #신라, #하얏트

19:25 19:35 19:40 19:45 #2

19:30 19:40 19:45 19:50 #4, #5

19:45 19:55 19:55 19:55 #롯데, #신라, #하얏트

19:45 19:55 20:00 20:05 #1

5월 10일(금)

하얏트 신라 롯데 ICC 롯데 신라 하얏트 공항 셔틀버스

8:30 8:30 8:30 8:40 9:35 #롯데, #신라, #하얏트

8:40 8:50 #1

8:40 8:50 #2

8:40 8:50 #3

9:20 9:25 9:30 9:40 9:50 9:55 10:00 #1

10:00 10:05 10:10 10:20 10:30 10:35 10:40 #2

10:30 10:35 10:40 10:50 11:00 11:05 11:10 #3

11:00 11:05 11:10 11:20 11:30 11:35 11:40 #1

11:30 11:35 11:40 11:50 12:00 12:05 12:10 #2

12:00 12:05 12:10 12:20 12:30 12:35 12:40 #3

12:30 12:35 12:40 12:50 13:00 13:05 13:10 #1

15:30 16:30 #2, #3

15:40 16:40 #1



Accommodation

제주롯데호텔

•상기 요금은 세금 및 봉사료가 별도 적용 됩니다.

•조식 : 31,460원

•문의전화 : 02-759-7050~4

•홈페이지 : http://www.lottehoteljeju.com

객실종류 요금

Mountain View 220,000원

Lake View 220,000원

Deluxe Ocean View 290,000원

Luxuly Ocean View 330,000원

제주신라호텔

•상기 요금은 세금 및 봉사료가 별도 적용 됩니다.

•조식 : 31,460원

•문의전화 : 02-2230-3685

•홈페이지 : http://www.shilla.net/jeju

객실종류 요금

Standard
Mountain View 220,000원

Ocean View 270,000원

Deluxe Rooms
Mountain View 240,000원

Ocean View 310,000원

제주하얏트리젠시

•상기 요금은 세금 및 봉사료가 별도 적용 됩니다.

•조식 : 29,040원

•문의전화 : 02-325-1391

•홈페이지 : http://www.jeju.regency.hyatt.kr

객실종류 요금

Standard
Mountain View 170,000원

Ocean View 200,000원

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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