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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향기가 가득한 5월.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에서 5월 11일(목)~13(토) 3 일간 2017년도 제30차 대한 

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한일당뇨병포럼을 개최합니다. 특별히, 2013년도부터 시작되어 2년마다 한

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개최하는 한일 당뇨병 포럼이 올해 3회를 맞이하여 당뇨병학 연구자들을 위한 더 

폭넓은 교육의 장을 만들고자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을 모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북의대의 박태선 교수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경험을 

Plenary lecture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며, 한일 당뇨병 포럼에 참석하는 동경대 의학부의 Kadowaki 교수

가 제2형 당뇨병의 인슐린 저항성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연구자들에게 넓고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최신 의학 지견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계절 부산의 푸른 바다와 함께 학술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는 소통의 장이 되시길 바랍

니다.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하시어 활발하고 유익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2017년 5월

이사장   이 문 규

대한당뇨병학회   회  장   이 명 식

초
대

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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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룸 Room 1 (3F) Room 2 (2F) Room 3 (2F) Room 4 (1F) Room 5 (1F) Room 6(1F)

Time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Diabetic 
complications/
Epidemiology

Behavioral 
medicine/

education/Clinical 
nutrition/Self-care

Insulin 
secretion&action

/Obesity/
Integrated 
physiology

3rd Korea-Japan 
Diabetes Forum

5월 11일 (목)

14:00~ 등록 (1층)

15:00~17:00 혈관세포연구회 유전학연구회
대사질환신약 및 

기술개발연구회
노인당뇨병연구회

17:00~17:30 Satellite
symposium 1

Satellite
symposium 2

17:30~ Welcome reception (APEC Hall)

5월 12일 (금)

07:30~08:00
Satellite

symposium 3
(파라다이스호텔)

Satellite
symposium 4

(웨스틴조선 호텔)

08:00~08:30 Breakfast

09:00~11:00
S1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1

S2 Epidemiology
S3 Behavioral 

medicine/
education

S4 Insulin action/
obesity

Symposium 1
Autophagy &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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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11:30 Opening address (Room 1)

11:30~12:10 Plenary lecture 1 (Room 1)
Oral session 1

12:10~12:30 Young investigator award (Room 1)

12:30~13:00 Satellite 
symposium 5

Satellite 
symposium 6

Satellite 
symposium 7

Satellite 
symposium 8

Luncheon 
seminar

13:00~14:00 Lunch Poster viewing

14:00~14:40 Plenary lecture 2 (Room 1)

14:40~15:40 Poster presentation 1 (1층 전시장) Oral session 2

15:40~16:00 Coffee break (1F, 2F Lobby)

16:00~18:00
S5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2

S6 Diabetic 
complications 1 S7 Self care

S8 Insulin action/
molecular 

metabolism

Symposium 2
Incretin/gut 

hormone

18:00~ Dinner (Room 1)

5월 13일 (토)

07:30~08:00
Satellite

symposium 9
(파라다이스호텔)

Satellite
symposium 10

(웨스틴조선 호텔)

08:00~08:30 Breakfast

09:00~11:00
S9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3

S10 Diabetic 
complications 2

S11 Clinical 
nutrition

S12 Integrated 
physiology

보험법제위원회

11:00~11:20 Coffee break (1F 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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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2:50 Satellite 
symposium 11

Satellite 
symposium 12

Satellite 
symposium 13

12:50~14:00 Lunch

14:00~ 우수연제시상

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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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5월 11일 (목)

5월 12일 (금)

15:00~17:00
Room 3

혈관세포연구회

DPP4 inhibitor and retinopathy: vascular permeability and leakage
RG1-1 Pathophysiology of diabetic retinopathy
RG1-2 DPP4 inhibitor and vessel in retina
RG1-3 Incretin based treatment and diabetic retinopathy

좌장 : 유형준

김윤전 (서울아산병원 안과)

조현재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권혁상 (가톨릭의대 내과)

15:00~17:00
Room 6

노인당뇨병연구회

Management of diabetes for the elderly: differences from adolescent diabetes 
RG4-1 Education on elderly diabetes
RG4-2 Pharmacological treatment for elderly diabetes
RG4-3 Importance of exercise in diabetic elderly adults

좌장 : 김정한

유성훈 (한양의대 내과)

이재민 (을지의대 내과)

정승재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15:00~17:00
Room 4

유전학연구회

Clinical implications of genetic research in diabetes
RG2-1 Findings of 1,303 Korean whole exome sequencing (KOEX) study
RG2-2 Risk stratification of type 2 diabetes development
RG2-3 Pharmacogenomic studies in diabetes 
RG2-4 TBD

좌장 : 김성훈

곽수헌 (서울의대 내과)

조성범 (국립보건연구원)

강은석 (연세의대 내과)

김운봉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15:00~17:00
Room 5

대사질환신약 및 기술개발연구회

Know-how to develop a new drug for metabolic disease
RG3-1 Value Creation through translational R&D
RG3-2 Advanced R&D platform for novel target discovery in metabolic disease 

RG3-3 Identification of novel GLP1R agonists by high throughput screening
RG3-4 Molecular modeling and computer-aided drug design(CADD) for drug discovery 

 좌장 : 이인규

김두섭 (카이노스메드)

최철수 (가천의대 암당뇨연구원)

남궁완 (연세대 약대)

최선 (이화여대 약대)

17:30~
Room 2
(APEC Hall)

Welcome reception

프
로

그
램

17:00~17:30
Room 4

Satellite symposium 1
SS1 Development of biosimilar insulin

  좌장 : 김용기

김종화 (세종병원 내과)

17:00~17:30
Room 5

Satellite symposium 2
SS2 SGLT2I - does it work in real world?

  좌장 : 안유헌

조영민 (서울의대 내과)

07:30~08:00
파라다이스호텔 
카프리룸

Satellite symposium 3
SS3 DPP-4 inhibitors Plus SGLT2 inhibitors, how does dual therapy achieve the potential complementary  
        mechanisms?: focused on the linagliptin and empagliflozin

좌장 : 차봉연

김미경 (인제의대 내과)

07:30~08:0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Satellite symposium 4
SS4 Role of lorcaserin in the treatment of obesity

 좌장 : 박성우

전숙 (경희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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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30
Room 1

Opening address

09:00~11:00
Room 3

S2 Epidemiology
Joint symposium of KDA-KASL research group o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S2-1 Definition and diagnostic criteria of NAFLD
S2-2 Diagnosis of NAFLD based on laboratory and radiologic approaches
S2-3 Epidemiology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S2-4 Epidemiology of NAFLD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Panel discussion 

 좌장 : 차봉수, 박상훈

전대원 (한양의대 소화기내과)

이용호 (연세의대 내과)

김상균 (순천향의대 소화기내과)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KDA: 이원영 (성균관의대 내과), 최경묵 (고려의대 내과), 이병완 (연세의대 내과)

KASL: 전대원 (한양의대 소화기내과), 김상균 (순천향의대 소화기내과)

09:00~11:00
Room 2

S1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1
New therapeutics/technology for diabetes
S1-1 Update on artificial pancreas
S1-2 Recent challenges in insulin delivery route and device
S1-3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linical experience and new perspectives 
S1-4 Artificial intelligence for diabetes

  좌장 : 정민영, 윤건호

진상만 (성균관의대 내과)

박정현 (인제의대 내과)

김현민 (중앙의대 내과)

조재형 (가톨릭의대 내과)

09:00~11:00
Room 5

S4 Insulin action/obesity
Obesity, inflammation, and altered cellular signaling
S4-1 Energy stress and immune responses in obese adipose tissue  
S4-2 Immune mechanisms of diet-induced obesity
S4-3 ER stress, leptin resistance, and drug development
S4-4 Obesity-associated intracellular calcium overload and insulin resistance

좌장 : 김동선, 손현식

김재범 (서울대 생명과학부)

조계원 (순천향의생명연구원)

이재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오병철 (가천의대 분자생화학교실)

09:00~11:00
Room 6

3rd Korea-Japan diabetes forum
Symposium 1 - Autophagy & diabetes
KD1-1 The role of autophagy on islet dysfunction and atherosclerosis

KD1-2 Autophagy protects against kidney injury related to aging, obesity and diabetes

KD1-3 Autophagy enhancer as a novel therapeutic agent against diabetes 

KD1-4 Nutrient-sensing nuclear receptors coordinate autophagy

좌장 : 이홍규, Hirotaka Watada

Hirotaka Watada (Juntendo University, Japan)

Daisuke Koya (Kanazawa University, Japan)

Myung-Shik Lee (Yonsei University, Korea)

Jae Man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09:00~11:00
Room 4

S3 Behavioral medicine/education
Recent update of diabetes education
S3-1 Recent update of physical activity / exercise for people with diabetes

S3-2 Exercise for people with diabetes: medical considerations in various situations

S3-3 Prevention and treatment of exercise-induced hypoglycemia
S3-4 Dietary recommendations for healthy muscle maintenance in diabetic patients

S3-5 Psychologic support – motivation interviewing

좌장 : 조용욱, 김동준

이혜영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조영중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심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과)

조재원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양동희 (일산백병원 사회사업팀)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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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Coffee break (1F, 2F lobby) 

11:30~12:10
Room 1

Plenary lecture 1
PL1 Diabetic neuropathy that is very common but difficult to manage

좌장 : 이명식

박태선 (전북의대 내과)

14:00~14:40
Room 1

Plenary lecture 2
PL2 Mechanism of insulin resistance in type 2 diabetes – a new concept

좌장 : 이문규 

Takashi Kadowaki (University of Tokyo, Japan)

16:00~18:00
Room 2

S5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2
Complexity in glycemic control (with case discussion)
S5-1 Transition from pediatric to adult diabetes care-pediatric endocrinologist approach  

S5-2 Transition from pediatric to adult diabetes care-adult endocrinologist approach
S5-3 Diabetes in pregnancy - obstetrician's aspect
S5-4 Diabetes in pregnancy - endocrinologist’s aspect 

좌장 : 최문기, 장학철

유재호 (동아의대 소아청소년과)

권혁상 (가톨릭의대 내과)

최석주 (성균관의대 산부인과)

조동혁 (전남의대 내과)

16:00~18:00
Room 3

S6 Diabetic complications 1
Emerging strategies for overcoming diabetic microvascular complications
S6-1 The cross talk between metabolic stress and immune cells in diabetic nephropathy

S6-2 The role of oxidative stress in diabetic complications

S6-3 Non-glucose pathogenic pathway of peripheral neuropathy in diabetic patient 
S6-4 Evolution of treatment for painful diabetic neuropathy: from past to future

좌장 : 최동섭, 이형우

문주영 (경희의대 신장내과)

Karin Jandeleit-Dahm (Baker IDI Heart and Diabetes Institute, Australia)

진흥용 (전북의대 내과)

김종화 (세종병원 내과)

프
로

그
램

12:30~13:00
Room 2

Satellite symposium 5
SS5 NAFLD - hepatic manfiestation of DM

좌장 : 배학연

김광준 (연세의대 노년내과)

12:30~13:00
Room 4

Satellite symposium 7
SS7 What is the the optimal treatment for glycemic control in various type of patients? 

좌장 : 강성구

강은석 (연세의대 내과)

12:30~13:00
Room 5

Satellite symposium 8
SS8 Solution for optimal glycemic control in early and advanced stages of type 2 diabetes

좌장 : 김영건

정인경 (경희의대 내과)

12:30~13:00
Room 6

3rd Korea-Japan diabetes forum - Luncheon seminar
KD-LS TBD

좌장 : Takashi Kadowaki

Young-Bum Kim (Harvard University, USA)

12:30~13:00
Room 3

Satellite symposium 6
SS6 Management of elderly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what is the cutting edge?

좌장 : 최영길

김상용 (조선의대 내과)

14:40~15:40
1층 전시장

Poster presentation 1

12:10~12:30
Room 1

Young investigator award 좌장 : 이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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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토)

16:00~18:00
Room 4

S7 Self care
Training strategy for effective self-care of diabetes
S7-1 Utilization of education tools for diabetes management
S7-2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diseases in elderly people with diabetes
S7-3 How to prevent and manage eye and kidney complications of diabetes
S7-4 Educational approaches to the use of non-insulin anti-diabetes drugs

좌장 : 김순애, 송복례

구민정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윤정 (서울아산병원 간호과)

윤혜령 (전북대학교병원 간호과)

나영 (여의도성모병원 간호과)

16:00~18:00
Room 5

S8 Insulin action/molecular metabolism
Insulin action and energy metabolism in liver
S8-1 Sirt3 and succinate signaling in hepatic stellate cell activation
S8-2 Regulation of IGFBPs in metabolic signaling and disease 
S8-3 Protective role of endogenous plasmalogens against hepatic steatosis and steatohepatitis

S8-4 Peroxisome and adipogenesis of lipid droplet-bound W-protein

좌장 : 이기업, 이관우

조은희 (강원의대 내과)

임승순 (계명의대 생리학교실)

고은희 (울산의대 내과)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09:00~11:00
Room 2

S9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3
Recent issue in anti-diabetes agents
S9-1 Type 2 DM-Sulphonylurea: vecchio amore? progressive amore?
S9-2 Unsolved problems of TZD therapy
S9-3 Microvascular complications and incretin-based therapy
S9-4 The pharmacologic efficacy of SGLT2 inhibitor in urinary glucose excretion (UGE) and its clinical effectiveness  
          in HbA1c in T2D subjects

좌장 : 백홍선, 우정택

김성래 (가톨릭의대 내과)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강양호 (부산의대 내과)

이병완 (연세의대 내과)

16:00~18:00
Room 6

3rd Korea-Japan diabetes forum
Symposium 2 - Incretin/gut hormone
KD2-1 TBD
KD2-2 Intestinal FXR agonism restores pancreatic beta cell physiology

KD2-3 Incretin in the management of Asian type 2 diabetes: what is known and what remains to be  
             investigated
KD2-4 How to improve the incretin sensitivity of the pancreatic beta cell under diabetic milieu?

좌장 : 김광원, Yuichiro Yamada

Yuichiro Yamada (Akita University, Japan)

Sung Soon Fang (Yonsei University, Korea)

Daisuke Yabe (Kyoto University, Japan)

Young Mi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07:30~08:00
파라다이스호텔 
카프리룸

Satellite symposium 9
SS9 A new treatment option for type 2 diabetes

좌장 : 김진우

허지혜 (연세의대 내과)

07:30~08:0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Satellite symposium 10
SS10 Real-world evidence for gemigliptin’s clinical effectiveness and safety

좌장 : 김성연

정창희 (울산의대 내과)

프
로

그
램

18:00~ Dinner (Ro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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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2:50
Room 2

Satellite symposium 11
SS11 Current trend in management of T2DM and role of SGLT-2 inhibitors

좌장 : 김영설

박정현 (인제의대 내과)

12:20~12:50
Room 3

Satellite symposium 12
SS12 T2D treatment “to protect T2D patients’ lives”

좌장 : 손호영

임수 (서울의대 내과)

12:20~12:50
Room 4

Satellite symposium 13
SS13 Time-in-range is a major patient priority, regardless therapy, why?

좌장 : 이현철

김신곤 (고려의대 내과)

11:00~11:20 Coffee break (1F lobby) 

11:20~12:20
1층 전시장

Poster presentation 2

14:00~
Room 4

Closing ceremony

09:00~11:00
Room 3

S10 Diabetic complications 2
Newer approaches in the treatment of diabetic vasculopathy
S10-1 Transglutaminase 2: a key enzyme in VEGF-induced vascular leakage in diabetic retina

S10-2 Human vasculogenic cell therapy for diabetic ischemia 
S10-3 Role of MG53 in type 2 diabetes and its complication
S10-4 Lactate metabolism in diabetic heart

좌장 : 박중열, 박정현

하권수 (강원대 생화학교실)

강규태 (덕성여대 약학과)

Rui-Ping Xiao (Peking University, China)

박찬배 (아주의대 생리학교실)

09:00~11:00
Room 4

S11 Clinical nutrition 
Macronutrient impact on control of metabolic disease
S11-1 Macronutrients and dietary patterns for glucose control
S11-2 Weight reduction outcome in low CHO high fat diet
S11-3 Dyslipidemia and CVD outcome in LCHF diet
Panel discussion

좌장 : 김덕규, 안규정

 임정현 (서울대병원 영양과)

김오연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조홍근 (연세조홍근내과)

김영설 (순천의료재단정병원 내과), 서정숙 (영남대 식품영양과)

09:00~11:00
Room 5

S12 Integrated physiology
Liver-centric approach for systemic energy homeostasis
S12-1 Hepatokines and insulin resistance
S12-2 Hepatic lipids and insulin resistance
S12-3 Targeting hepatic gluconeogenesis for modulation of systemic glucose homeostasis

S12-4 Ubc13-dependent mitophagy protects against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nd  
             improves glucose tolerance

좌장 : 김인주, 송민호

 최경묵 (고려의대 내과)

문영아 (인하의대)

전재한 (경북의대 내과)

노윤석 (충북대 약대)

09:00~11:00
Room 6

보험법제위원회

당뇨병 관리 수준 향상의 핵심, '교육'의 접근성 제고 방안 (가제)

CS1-1 Education is a key for diabetes management
CS1-2 교육비 급여화에 대한 정부 정책 

Panel discussion

좌장 : 박태선, 박석오

류옥현 (한림의대 내과)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

TBD (TBD)

프
로

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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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lecture 1

Plenary lecture 2

박태선
전북의대 내과

Takashi Kadowaki 
University of Tokyo, Japan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박태선 교수는 미국 Eastern Virginia Medical School 당뇨병 연구소에서 

Aaron Vinik 교수 지도하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 연수 후 귀국한 이

래 지금까지 꾸준히 당뇨병성 신경병증 연구에 헌신해 왔다. 대한당뇨병학회 산하 신경병증 연구

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해당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춘계 당뇨병학

회에서는 “매우 흔하지만 치료하기에는 어려운 당뇨병성 신경병증 (Diabetic neuropathy that is 

very common but difficult to manage)”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안의 진료 및 연구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동경대학교 의학부 가도와키 교수는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병의 분자 수준 발병 기전 이해

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세계적인 석학이다. 가도와키 교수의 연구팀은 특히 아디포넥틴에 대해 집

중적인 연구를 수행해왔고 아디포넥틴 수용체인 AdipoR1과 AdipoR2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AdipoR1과 AdipoR2는 동물실험을 비롯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춘계 당뇨병학회에서는 한일

당뇨병포럼과 함께 하는 plenary session에서 가도와키 교수를 모시고 “제2형 당뇨병에서 나타나

는 인슐린 저항성의 메커니즘 – 새로운 개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을 예정이다.

Diabetic neuropathy that is very common but difficult to 
manage

Mechanism of insulin resistance in type 2 diabetes 
– a new concept

5월 12일 (금) 11:30~12:10 Room 1

5월 12일 (금) 14:00~14:40 Roo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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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만
성균관의대 내과

박정현
인제의대 내과

김현민
중앙의대 내과

조재형
가톨릭의대 내과

전대원
한양의대 소화기내과

이용호
연세의대 내과

김상균
순천향의대 소화기내과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최근 당뇨병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 전략 수립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

다. 본 세션에서는 당뇨병 치료에서 향후 주목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새로운 치료와 진단적 기법

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성균관의대 진상만 교수가 인공췌장과 관련한 최신 지견 및 임상 

연구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며, 인제의대 박정현 교수가 당뇨병 치료에 있어 다양한 새로운 인슐

린 제제와 전달 기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중앙의대 김현민교수가 연속혈당측정기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의 최근 발전 동향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톨릭의대 조재형 교수가 당뇨병 치료에 있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 및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세션을 통해 당뇨병 환자 진료에 

있어 최신의 치료지견과 연구 정보를 얻기를 기대한다.

대한당뇨병학회 산하 ‘지방간 연구회’는 지방간 분야에서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2016년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비알콜성 지방간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는 단순 지방간(simple 

hepatosteatosis)부터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NASH), 말기 간질환인 간경화 또는 간암에 이

르는 spectrum을 가진 질환으로 전세계적으로 만성간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단 및 역학 연구의 제한 점들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자료의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향후 지방간 연구의 

연구 platform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본 춘계 당뇨병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한당뇨병’, ‘대한간학회’ 

산하 지방간 연구회에서 비알콜성 지방간에 역학 및 진단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 향후 환자 관리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교환의 장을 가지고자 한다.

New therapeutics/technology for diabetes

Joint symposium of KDA-KASL research group o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S1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1 

S2 Epidemiology

이혜영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조영중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심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과

조재원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양동희
일산백병원 사회사업팀

이번 세션에서는 Recent update of diabetes education 이라는 주제로, ‘physical activity와 

exercise’에 대한 ADA의 Position statement를 중심으로 리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뇨병환

자에서 physical activity와 exercise에 대해 근거에 입각한 권고사항들에 대한 리뷰, 운동과 관련

한 여러 상황에서 의학적 고려사항, 운동에 의한 저혈당의 예방과 치료, 건강한 근육 유지를 위한 

dietary recommendation, psychologic support 등 5개의 토픽으로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연자들

이 리뷰를 진행한다. 많은 당뇨병교육자들이 이번 세션을 통해 관련내용을 update하고, 다양한 상

황의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cent update of diabetes education

S3 Behavioral medicine/education

5월 12일 (금) 09:00~11:00 Room 2

5월 12일 (금) 09:00~11:00 Room 3

5월 12일 (금) 09:00~11:00 Room 4

Organizers : 노정현, 손장원

Organizer : 이병완

Organizer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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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동아의대 소아청소년과

권혁상
가톨릭의대 내과

최석주
성균관의대 산부인과

조동혁
전남의대 내과

김재범
서울대 생명과학부

조계원
순천향의생명연구원

이재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오병철
가천의대 분자생화학교실

문주영
경희의대 신장내과

Jandeleit-Dahm K
Baker IDI Heart and 

Diabetes Institute, Australia

진흥용
전북의대 내과

김종화
세종병원 내과

당뇨병은 환자의 나이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관여된 진료과에 따라 조절 목표, 관리 및 치료 등에 

관점의 차이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세션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 

사이 당뇨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해 소아청소년과의 관점에서 동아의대 유재호 교수가 발표하고, 내

분비내과의 관점에서 카톨릭의대 권혁상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임신 중 당뇨병의 관리 및 

치료에 대해 성균관의대 최석주 교수가 산부인과의 관점에서, 전남의대 조동혁 교수가 내분비내과

의 관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본 세션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진료과의 관점에서 증례를 포함하는 

당뇨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다양한 지식 공유와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만증에 병발하는 대사질환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만증이 어떻게 대사질환을 일으키는지, 그 분자

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본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연

구 업적을 보유하고 있는 네 분의 훌륭한 연자를 모셨다. 첫 번째 강의는 서울대학교 김재범 교수

가 비만 동물의 지방조직에서 에너지 과잉 스트레스가 어떻게 염증 반응에 일으키는지에 대한 강

의를 해 주실 예정이며, 두 번째로 순천향대학교 조계원 교수가 식이유발성 비만증에서 일어나는 

면역·염증 반응에 있어서 대식세포 (macrophage)와 수지상세포 (dendritic cell)의 차별화된 역할

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이다. 세 번째 연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이재민 교수로 비만증에

서 소포체 스트레스가 어떻게 렙틴저항성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를 차단하는 약물 치료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천의대 오병철 교수는 비만증에서 세포 내 

·숨 과잉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예정이다. 본 심포지움이 

여러분들의 비만증에서 대사 장애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세션에서는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개념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경희의대 신장내과 문주영 교수는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에서 대사성 물질 (uric acid, 

succinate)의 역할을 실험적인 방법과 임상 시료에서 확인하고 새로운 치료 목표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 Baker Institute의 Jandeleit-Dahm교수는 산화스트레스가 당뇨병성 신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으며, 이를 종합하여 발표할 것이다. 전북의대 진흥

용 교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주된 위험인자인 고혈당 이외에 대사증후군의 요소들과 인슐린, 

성장인자들 및 c-peptide 등이 발병 원인 및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기초와 임상 연구들을 토대

로 발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종병원 김종화 선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약물들의 진화를 살펴

보고 현재 연구중인 미래의 약제들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고자 한다.

Complexity in glycemic control (with case discussion)

Obesity, inflammation, and altered cellular signaling

Emerging strategies for overcoming diabetic microvascular complications

S5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2

S4 Insulin action/obesity

S6 Diabetic complications 1

5월 12일 (금) 09:00~11:00 Room 5

5월 12일 (금) 16:00~18:00 Room 2

5월 12일 (금) 16:00~18:00 Room 3

Organizer : 김민선

Organizers : 정인경, 강양호

Organizer : 김난희

세
션

 미
리

보
기



30th Spring Congress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13

세션 미리보기

구민정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윤정
서울아산병원 간호과

윤혜령
전북대학교병원 간호과

나영
여의도성모병원 간호과

조은희
강원의대 내과

임승순
계명의대 생리학교실

고은희
울산의대 내과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

Self-care 세션은 당뇨병 관리의 효과적인 자가간호의 전략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구민정 선생은 당뇨병 관리를 위한 도구 활용 교육법에 대해서, 아산병원 신윤정 

선생은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의 심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법을 전북대학교병원 윤혜령선생은 눈

과 신장합병증의 예방적 간호관리법을 여의도 성모병원 나영 선생님 경구용 신약제 소개 및 사

용법과 문제점들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자가간호에서 필요한 새로운 교육도구의 활용 및 

새로 개발되고 있는 약제 등에 대한 최신정보와 예방적인 합병증 관리 등 전반적인 자가간호법을 

준비하였다.

인슐린 작용 및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하여 간세포 및 조직에서 매우 흥미로운 분자생물학적 기전

들이 최근에 발표되어서 이를 소개하고 리뷰하는 뜻 깊은 기회를 갖고자 한다. 강원의대 내과 조은

희 교수가 간세포의 Sirt3 활성이 succinate 대사를 통해서 간 성상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기전을 

강의하고, 계명의대 생리학교실 임승순 교수가 메포르민이 IGFBP-2 조절을 통해서 인슐린 감수성

과 대사신호전달을 개선시키는 기전을 소개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연제들은 peroxisome 기능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로서 울산의대 내과 고은희 교수가 콜레스테롤 대사와도 관련이 있

는 plasmalogen이 DHA를 통해서 지방간 발생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기전과 함께 강

의하고, 마지막으로 광주과학기술원 박래길 교수는 peroxisome의 기능과 중요성을 심도있게 소개

하면서 기능이상 시에 볼 수 있는 대사표현형을 강의한다. 간조직에서 에너지 대사 및 인슐린 작용

과 관련 새로운 분자생물학적 최신 지견들을 접해보시기 기대한다.

Training strategy for effective self-care of diabetes

Insulin action and energy metabolism in liver

S7 Self care

S8 Insulin action/molecular metabolism

김성래
가톨릭의대 내과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강양호
부산의대 내과

이병완
연세의대 내과

당뇨병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 약물요법은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에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최근 많은 혈당개선제의 개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반면 약

물의 선택과 병용에 따라 환자의 혈당 및 상태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세션에서

는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경구약제들을 중심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보고자한다. 먼저 가톨릭의대 김성래 교수가 최근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약제인 

설폰요소제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고 성균관의대 이은정 교수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로 잘 알려진 thiazolodinedione 사용시 임상적 유용성과 극복해야 하는 부분에 대

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부산의대 강양호 교수가 인크레틴을 이용한 치료에서 논란이 되

고 있는 미세혈관 합병증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연세의대 이병완 교수가 최근 사용되고 있는 

SGLT-2 억제재의 약효 및 임상적 효과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 세션을 통해서 전

통적인 약제부터 새로운 약제까지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Recent issue in anti-diabetes agents

S9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3

5월 12일 (금) 16:00~18:00 Room 4

5월 12일 (금) 16:00~18:00 Room 5

5월 13일 (토) 09:00~11:00 Room 2

Organizer : 당뇨병교육간호사회

Organizer : 이대호

Organizers : 이병완, 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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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권수
강원대 생화학교실

강규태
덕성여대 약학과

Rui-Ping Xiao
Peking University, China

박찬배
아주의대 생리학교실

최경묵
고려의대 내과

문영아
인하의대

전재한
경북의대 내과

노윤석
충북대 약대

임정현
서울대병원 영양과

김오연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조홍근
연세조홍근내과

김영설
순천의료재단정병원 내과

서정숙
영남대 식품영양과

당뇨병으로 인한 심혈관합병증의 치료를 위해 혈관 및 심장에서 과발현되는 특이적인 표적점을 찾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세션은 먼저 혈관 분야에서 강원의대 생화학교실 하권수 교

수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서 관찰되는 혈관 누출을 치료하기 위한 표적으로 transglutaminase 2를 

발굴하여 동물실험에서 입증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며 이어서 덕성여대 약학과 강규태 

교수가 당뇨병으로 인한 대혈관 순환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세포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북경대학의 Xiao 교수는 MG53이 당뇨병성 심혈관합병증에 주요 치료 표

적이 된다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주의대 생리학교실 박찬배 교

수가 젖산 생성에 관여하는 젖산탈수소효소-B의 심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

할 예정이다. 이번 세션을 통해 당뇨병과 관련된 심혈관질환 제어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연구 정보

를 얻어가시기 바란다. 

간은 포도당과 지방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는 장기로 전신 포도당 및 지질의 항상성 조절에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간을 포함한 대사성 간질환은 인슐린저항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간에서의 

인슐린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세션에서는 인슐린저항성을 극복하

기 위해서 간 중심의 접근법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4명의 연자를 초청하였다. 첫 번째 연자이신 

고려의대 최경묵 교수는 간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인 hepatokine에 대한 리뷰와 hepatokine에 

의한 인슐린저항성 발생의 기전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연자이신 인하의대 문영아 교

수는 간의 지방합성 조절을 통한 전신인슐린 저항성의 극복 방안에 대한 리뷰를 하시고 세 번째 연

자이신 경북의대 전재한 교수는 간의 포도당신생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조절을 통한 전신 인슐린저

항성 극복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네 번째 연자이신 충북대 약대 노윤석 교수는 간세포

의 미토파지(Mitophagy) 기능부전에 의한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과 전신 인슐린 저항성에 대

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실 예정이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사”에 대한 열풍과 관심은 최근 몇 개월간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의 검토와 진지한 토의보다는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내

용을 앞세운 여러 보도들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였고, 무엇보다 질환을 가진 환

자들은 이를 믿고 실행하면서 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미 5개 전문 학술단체

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사”와 관련한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열풍은 줄었지

만, 학술적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정확한 근거를 다시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이번 학회의 임상영양세션에서는 대사질환관리에 대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macronutrients의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서울대병원 임정현 선생이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을 

위한 macronutrients의 영향과 식사 패턴에 대하여 강의하고, 동아대학교 김오연 교수가 저탄수화

물 고지방식사의 체중감소 예후에 대한 근거를 정리할 예정이며, 조홍근 선생이 저탄수화물 고지

방식사가 이상지질혈증 및 심혈관 질환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당뇨병 전문가이신 김영설 교수와 임상영양학의 전문가이신 서정숙 교수를 모시고 발표된 연제 및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사와 관련하여 향후 환자 관리 및 교육 방향에 대하여 심층적 패널 토의가 계

획되어 있다. 본 세션을 통하여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사”와 관련하여 정확한 근거와 정보를 공유하

고, 진료와 연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Newer approaches in the treatment of diabetic vasculopathy

Liver-centric approach for systemic energy homeostasis

Macronutrient impact on control of metabolic disease

S10 Diabetic complications 2

S12 Integrated physiology

S11 Clinical nutrition

5월 13일 (토) 09:00~11:00 Room 5

5월 13일 (토) 09:00~11:00 Room 3

5월 13일 (토) 09:00~11:00 Room 4

Organizers : 박근규, 송민호

Organizer : 김재택

Organizer : 식품영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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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전
서울아산병원 안과

조현재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권혁상
가톨릭의대 내과

곽수헌
서울의대 내과

조성범
국립보건연구원

강은석
연세의대 내과

김운봉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당뇨병의 약물 치료는 새로운 기전의 약제에 더하여 동일 계열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신약이 개발

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안정적인 효과에 더하여 부작용이 줄어든 약제들의 개발은 

그 힘든 당뇨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논란에서 온

전하게 자유로운 약물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메트포민에 이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DPP4 억

제제가 심혈관질환 및 심부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최근 

DPP4 억제제가 망막합병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소개되

어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DPP4 억제제가 망막혈관의 permeability와 leakage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기전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공통적으로 적용할만한 

기전이 될 수 있으므로 혈관세포연구회에서 꼭 논의하여야 할 주제이다. 

본 심포지엄은 서울아산병원 안과 김윤전 교수님이 당뇨병 망막합병증의 병태생리에 대한 최신 견

해를, 망막혈관에 미치는 DPP4 억제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직접 참여했던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조현재 교수님이 읽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논문 내용의 깊은 속살을, 카톨릭의대 권혁상 교수

님이 대규모 임상 연구들에서 나타난 DPP4 억제제와 망막합병증의 관계를 각각 정리하여 소개할 

것이다. 진위를 가리기 위해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관심이 많거나 논란의 중심에 든 과제에 대하여 

실험 또는 임상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결론을 얻고 그 결론을 올바로 해석하여 적용

할 것인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유전체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임상 진료 현장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유전체 기술은 당뇨병의 병인 연구뿐만 아니라 당뇨병 위험 예측, 약물 반응성 예측 

등에 활용되어 정밀 의료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유전체 

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연자는 서울의대 내과 

곽수헌 교수로 한국인 1,303명에서 시행한 Whole Exome Sequencing에서 발견된 변이들의 임상

적 적용에 대하여 소개해 줄 것이다. 국립보건원 바이오과학정보과 조성범 과장은 다양한 유전체 

정보를 통합한 당뇨병 발병 위험 계층화에 대해 발표할 것이다. 연세의대 내과 강은석 교수는 유전

체 정보를 이용한 당뇨병의 약물 반응성 예측에 관한 발표를 해줄 것이다. 마지막 국가생명연구자

원정보센터(KOBIC) 김운봉 센터장은 KOBIC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유전체 분석 써비스에 대

해서 소개해줄 것이다. 이번 세션을 통해 최신 유전체 기술이 임상에 적용되어 당뇨병 환자의 예방 

및 치료에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DPP4 inhibitor and retinopathy: vascular permeability and leakage

Clinical implications of genetic research in diabetes

KDA research group on diabetic vascular cell biology

KDA research group on genetics

5월 11일 (목) 15:00~17:00 Room 3

5월 11일 (목) 15:00~17:00 Room 4

Organizer : 혈관세포연구회

Organizer : 유전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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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섭 
이노스메드  

최철수
가천의대 암당뇨연구원

남궁완
연세대 약대

최선
이화여대 약대

유성훈
한양의대 내과

이재민
을지의대 내과

정승재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한국은 지난 십여년 간, 의학 및 의과학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고, 임상연구 및 기초연

구의 양과 질에서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각 대학과 병원, 제약업계 및 연구소 등에서 융

합형 학술적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약을 개발하여 마켓에 내보내는 기초/중개/

임상연구의 전 과정에서 임상의사들의 역할 및 참여에는 현실적인 제한 점이 많다. 

올해 처음으로 발족한 대한당뇨병학회 내에 대사질환 신약 및 기술개발 연구회에서는, 대사질환에 

대한 신약 및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임상의과학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임상의들

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향후 대사질환의 치료적인 발전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에 첫 연구회 세션으

로 신약개발의 노하우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준비하였다. 가천의대 암당뇨연구원 최철수 교수님

가 대사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의 진화된 형태의 R&D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실 예정이다. 다

음으로 연세대 약대 남궁완 교수가 small molecule GLP1R agonists 에 대한 screening assay에 

대해 발표를 해 주시고, 최선 이화여대 약대 교수가 신약개발의 분자 모델링과 약물디자인에 대한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세션을 통해 실제적인 신약개발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 많은 지식과 정

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된다.

당뇨병의 유병율은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인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65세 이

상의 노인 당뇨병의 유병율이 30% 전후로 보고되고 있어, 노인 인구에서의 당뇨병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노인당뇨병의 관리가 청장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지 

알아 볼 예정이다. 한양의대 유성훈 교수가 노인당뇨병의 교육이 청장년과 비교하여 어떠한 관점

의 차이로 다루어 져야 하는지 소개할 예정이며, 을지의대 이재민 교수가 약물치료 시 노인당뇨병 

환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해 주실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서울병원 정승재 선

생이 노인당뇨병환자에서 운동 처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집어주실 예정이다. 이 세션을 통해 

노인당뇨병 환자의 진료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Know-how to develop a new drug for metabolic disease

Management of diabetes for the elderly: differences from adolescent 
diabetes

KDA research group on development of new drug and 
technology on metabolic disease

KDA research group on diabetes in old age

5월 11일 (목) 15:00~17:00 Room 5

5월 11일 (목) 15:00~17:00 Room 6

Organizer : 대사질환신약 및 기술개발연구회

Organizer : 노인당뇨병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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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미리보기

Hirotaka Watada
Juntendo University, Japan

Daisuke Koya
Kanazawa University, Japan

Myung-Shik Lee
Yonsei University, Korea

Jae Man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Yuichiro Yamada
Akita University, Japan

Sung Soon Fang
Yonsei University, Korea

Daisuke Yabe
Kyoto University, Japan

Young Mi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자가포식의 발견이 2016년 노벨생리학상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2형 당뇨병의 병태생리에 자가포식의 이상이 기여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

다. 지속적인 고혈당은 세포내 항산화능력의 손상을 초래하여 산화스트레스 매개 세포 손상을 일

으킨다. 이와 함께 자가포식의 장애는 세포 소기관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토

콘드리아 기능 장애이다. 이러한 기전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세션

에서는 자가포식을 당뇨병과 합병증 의 발생 기전 측면 및 치료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위장관은 영양분의 흡수와 대사를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위를 축소하거나 위장관의 해부학적 구

조를 변경하는 배리아트릭 수술은 에너지대사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다양한 위장관 호르몬

의 분비 변화가 배리아트릭 수술 후의 당뇨병의 관해 및 호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위장관 호르몬을 이용하여 비만과 당뇨병 모두를 치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세션에서는 일

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제2형 당뇨병에서의 인크레틴 치료와 위장관 호르몬의 작용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Symposium 1 - Autophagy & diabetes

Symposium 2 - Incretin/gut hormone

3rd Korea-Japan diabetes forum

3rd Korea-Japan diabetes forum

5월 12일 (금) 09:00~11:00 Room 6

5월 12일 (금) 16:00~18:00 Room 6

세
션

 미
리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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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사전등록기간 및 방법

평점 및 전공의 스티커

등록비 안내

- 기간 : 2017년 1월 25일(수) ~ 3월 31일(목)

- 방법 : 본 회의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신 후, 사전등록 결제 창에서 카드 결제하시면 됩니다.  

   사전등록비 영수증은 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카드결제 내역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영수증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메일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http://www.kcp.co.kr에서 조회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구 분
국내 국외(일본)

사전등록 현장등록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개원의, 교수, 전임의 포함)

전일정 등록비

(5/11 ~ 5/13)

회원 130,000원 200,000원

USD 130 USD 200

비회원 200,000원 250,000원

One day 등록비

(5/13 or 5/14)

회원 70,000원 100,000원

비회원 100,000원 120,000원

전공의,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연구원, 운동처방사 및 기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포함)

전일정 등록비

(5/11 ~ 5/13)

회원 70,000원 90,000원

비회원 90,000원 110,000원

One day 등록비

(5/13 or 5/14)

회원 40,000원 50,000원

비회원 50,000원 60,000원

디너 20,000원 30,000원 USD 20 USD 30

※ 회원 범위 :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 정회원, 준회원의 경우 미납 연회비가 없어야 회원 등록비로 인정됩니다. (연회비 납부 확인 : 마이페이지) 
※ 일반회원에서 학회회원으로 전환 : 일반회원에서 탈퇴 후 학회회원(준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휴면회원은 학회회원에서 제외됩니다.
※ 평생회원 중 온라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은 ID와 PW를 만든 후 진행해야 합니다.
※ 65세(1952년생) 이상 학회회원은 사전등록에 한해 등록비가 면제되며, 인터넷으로 사전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 연수평점 11일(목)-2점, 12일(금)-6점, 5일(토)-3점

분과전문의 평점 4점

당뇨병 교육자 평점 10점

※ 등록 시 의사 면허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번호 오류 시 의사협회 평점이수자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전공의 스티커 : 12일(금), 13일(토) 각각 스티커 한 장이 발급되며, 한 장 당 2점으로 인정됩니다. (해당일자 스티커는 각 일정 출석체크 시 발급 예정)

※ 학술대회 종료 후, 학회 사무국에서 의사 명단을 의사협회 연수교육 시스템에 등록 하게 되면 자동으로 평점이 부여되고 있으며 개인에게 평점카드를 

    발급 하지 않습니다. (소요기간 : 약 4주) 

※ 사전등록 후 대회에 불참 할 경우 평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평점카드 대리수령도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시고 본인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2016년도 연수교육 관리 변경사항에 따라 교육 수강 시작 및 종료에 대한 2회의 출결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점이 인정되지 않사오니  

    유의 바랍니다.

등
록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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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취소 및 환불 규정

주의사항

현장등록

※ 등록 취소는 사전등록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사전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등록 취소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마감일까지 대한당뇨병학회 이메일 (diabetes@kams.or.kr)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사전등록 기간 (2017년 3월 31일(금) 까지) : 100% 환불 / 사전등록 이후 (2017년 4월 1일(토) 부터) : 환불 불가

※ 사전등록을 하였으나 학술대회에 불참 하실 경우에는 행사 후에 초록집을 보내드리오니, 사전등록 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결제가 이중으로 처리된 경우, 사전등록 기간 내에 직접 학회로 연락 주셔야 하며, 그 이후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본 대회 기간 동안 현장등록을 하실 분은 현장등록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 등록데스크에서 명찰을 수령하시고 초록집 배부처에서 초록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
록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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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접수

초록접수 기간

초록채택 발표

주의사항

Travel grant

포스터 구연

포스터 전시

2017년 1월 25일(수)~2월 28일(화)

2017년 3월 3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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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인 교육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병원 약사, 운동처방사 및 연구원 

•자격 및 심사 : 초록 1편당 최대 2인(당뇨병 교육증례로 제출한 초록은 1편당 1인) 지원 및 학술위원회 심사 후 선정 

•지원내용 : 등록비, 교통비, 숙박비 (실비 정산 - 25만원까지 지원)

                -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및 호남 : 25만원 이하 지출 시 실비정산 & 25만원 이상 지출 시 25만원까지 지급

                - 부산 및 영남 : 10만원 이하 지출 시 실비정산 & 10만원 이상 지출 시 10만원까지 지급

•지원신청 : 춘계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가능 

•발표 방법 : 개별 통보 및 행사 홈페이지 공지

•접수마감 : 2017년 4월 14일(금)

•일시 : 2017년 5월 12일(금요일) 14:20 ~ 15:20 

           2017년 5월 13일(토요일) 11:20 ~ 12:20 

•장소 : 벡스코 1층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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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시간 : 8분 발표 & 4분 토의

•일시 : 2017년 5월 12일(금) 09:00 ~ 2017년 5월 13일(토) 14:00 

•장소 : 벡스코 1층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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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5월 12일(금) 09:00 이전 

•수거 시간 : 2017년 5월 13일(토) 14:00 이후

초
록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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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행

사
장

 안
내

행사장 안내

학술대회장

부스전시

포스터 
전시/
발표

포토죤

휴게공간

등록데스크

초록집 배부처
VIP Lounge

포토죤

휴게
공간

VIP Lounge

등록
데스크

초록집
배부처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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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조찬 심포지엄

벡스코 안내도

조찬심포지엄
(카프리 룸 2F)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96(중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67

1F 웨스틴조선 부산

조찬심포지엄
(그랜드볼룸B 1F)

행
사

장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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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

통

공항 & 철도

김해공항, 부산역, 해운대역 → 벡스코

교통수단 출발지 시간 (출발지 - 경유지) 경유지 이동수단 소요시간 도착지

항공 김포공항
첫 출발: 07:00

김해공항 지하철/버스 약 50분 부산 벡스코
마지막 출발: 20:30

철도

서울역
(KTX)

첫 출발: 05:30
부산역 지하철/버스 약 50분 부산 벡스코

마지막 출발: 22:50

서울역
(일반)

첫 출발: 06:05
부산역 지하철/버스 약 50분 부산 벡스코

마지막 출발: 22:15

※ 자세한 항공 시간표 확인 및 예약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기차 시간표 확인 및 예약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 출발지 첫 출발 마지막 출발 소요시간 운행간격 상세정보

리무진 버스 김해공항 05:10 19:50 약 50분 약 25분 해운대 1번, 해운대 2번

시내버스

부산역 04:30 22:00
약 30분 약 8분 1001번, 1003번(급행)

약 40분 약 18분 40번(일반)

해운대역 05:00 21:50
약 30분 약 8분 1001번(급행)

약 40분 약 18분 181번, 63번, 100-1번(일반)

지하철

부산역 05:47 24:11 약 50분 약 5분~10분
1호선 부산역 > 2호선 서면역(환승)
2호선 센텀시티역 1번 출구 하차

(도보 약 5분)

해운대역 05:21 24:31 약 5분 약 5분~10분
2호선 해운대역 >

2호선 센텀시티역 1번 출구 하차
(도보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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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안내

제30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기간 동안 호텔을 이용하실 분은 춘계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호텔 안내를 참고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96(중동)

예약전화 : 051-749-2111~3

객실요금 : 180,000~230,000원

웨스틴조선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67

예약전화 : 051-749-7001

객실요금 : 230,000원

해운대센텀호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센텀3로 20

예약전화 : 02-726-5544 (한진관광)

객실요금 : 152,000~185,000원

노보텔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해운대해변로 292 

예약전화 : 02-726-5544 (한진관광)

객실요금 : 153,100~235,700원

파크하얏트 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1로 51 

예약전화 : 02-726-5544 (한진관광)

객실요금 : 284,000~448,000원

씨클라우드 호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87

예약전화 : 02-726-5544 (한진관광)

객실요금 : 141,000~185,000원

호텔리베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80-14 

예약전화 : 02-726-5544 (한진관광)

객실요금 : 90,000~119,000원

이비스앰버서더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 번길 209 

예약전화: 02-726-5544 (한진관광)

객실요금: 90,000~105,000원

숙박
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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