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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31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2018년 5월 3일(목)~5일

(토) 3일간 맛과 멋의 고장인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당뇨병학 연구자들을 위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명한 학자들의 강연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두 개의 Plenary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을 역

임하고 기초와 임상을 넘나들며 연구와 진료를 해오신 가톨릭의대 차봉연 교수가 ‘Practical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였으며, 두 번째는 36년간 포도당 센서의 전사조절을 연구하

신 연세의대 안용호 교수가 ‘A journey to explore glucose homeostasis’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러 회원들의 관심분야를 고려하고자 당뇨병의 임상, 당뇨병 관리 및 교육, 당뇨병 기초 연구 그리

고 당뇨병 합병증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학술대회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빠

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26개의 세션의 강의를 알차게 마련하였으며, 특히 당뇨병 기초 연구자를 위

한 workshop, 당뇨병 교육자를 위해서는 ‘Meet the expert for educators’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

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금요일 만찬에서 ‘대한당뇨병학회 50년, 그 열정과 도전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유형준 교수의 특별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당뇨병학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

고, 기초, 역학 및 임상 부문의 연구가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뇨병 치료를 위한 최신의학 지견

을 다각적으로 공유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과 당뇨병학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많은 젊은 학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

탁 드립니다.

2018년 5월

이사장   박 경 수

대한당뇨병학회   회  장   이 인 규

초
대

의
 글



4 · 31st Spring Congress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일정표
Room Room 1 (4층) Room 2 (4층) Room 3 (4층) Room 4 (2층) Room 5 (2층) Room 6 (2층)

Time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Behavioral 
medicine/

Education/Clinical 
nutrition/Self-care

Diabetes 
complications & 

comorbidity

Insulin action/
Obesity/Integrated 

physiology 

Islet biology & 
insulin secretion/
Epidemiology & 

genetics

KDA demanded 
session

5월 3일 (목)

15:00~ 등록 (1층)

16:00~18:00
S1 Epidemiology 

& genetics 1: 
workshop

대사질환신약 및

기술개발연구회
신경병증연구회

18:00~ Welcome reception (4층 로비)

5월 4일 (금)

07:30~08:30
Breakfast 

symposium 1
(홀리데이인)

Breakfast 
symposium 2

(라마다)

09:00~10:40
S2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1

S3 Clinical nutrition 지방간 연구회
S4 Integrated 

physiology
S5 Islet biology & 
insulin secretion

10:40~11:00 Coffee break (4층 로비)

11:00~11:10 Opening address

11:10~11:30 설원학술상 특강

11:30~12:10 Plenary lecture 1

12:10~12:30 Break & Poster viewing

12:30~13:10 Luncheon 
symposium 1

Luncheon 
symposium 2

Luncheon 
symposium 3

Luncheon 
symposium 4

13:10~14:10 Poster presentation 1 (1층 전시장)

14:10~15:50
S6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2

S7 Behavioral 
medicine/

Education 1

S8 Diabetic 
complications & 
comorbidity 1

S9 Obesity S10 Epidemiology & 
genetics 2

연구위원회

15:50~16:10 Coffee break (4층 로비)

16:10~17:50
S11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3

S12 Self care
S13 Diabetic 

complications & 
comorbidity 2

대사증후군연구회 유전학연구회 보험법제위원회

18:00~ 50주년 기념 특강 및 Dinner (홀리데이인호텔, 다이너스티홀)

5월 5일 (토)

07:30~08:30
Breakfast 

symposium 3
(홀리데이인)

Breakfast 
symposium 4

(라마다)

09:00~10:40
S14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4

S15 Behavioral 
medicine/

Education 2

S16 Diabetic 
complications & 
comorbidity 3

S17 Insulin action S18 Epidemiology & 
genetics 3

진료지침위원회

10:40~11:00 Coffee break (4층 로비)

11:00~11:20 Young investigator award

11:20~12:00 Plenary lecture 2

12:00~12:20 Break & Poster viewing

12:20~13:00 Luncheon 
symposium 5

Luncheon 
symposium 6

Luncheon 
symposium 7

13:00~14:00 Poster presentation 2 (1층 전시장)

14:00~ Closing ceremony

일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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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

로
그

램

5월 3일 (목)

16:00~18:00
Room 4

S1 Epidemiology & genetics 1: workshop
Genomics approach to diabetes research

S1-1 How to use RNA-seq data in diabetes research
S1-2 How to analyze ChIP-seq data in diabetes research?
S1-3 DNA methylation analysis technologies
S1-4 How to utilize exome sequencing data i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좌장 : 김정국, 김철희

황대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경재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김미랑 (생명공학연구원)

지헌영 (연세대 약리학교실)

16:00~18:00
Room 5

대사질환신약 및 기술개발연구회

Overview of Korea drug and medical devic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minimed development 
experience

RG1-1 KDDF innovation with academia
RG1-2 DGMIF drug discovery platform: high content screening using cell-specific probe

RG1-3 Current statuts of medical device researches in DGMIF
RG1-4 The future in diabetes technology-applying predictive algorithms in devices to increase time in  
             glucose target range

좌장 : 이인규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손문호 (대구경북 신약개발지원센터)

김종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Ohad Cohen (Medtronic Diabetes)

16:00~18:00
Room 6

신경병증연구회

4th clinical recommendation of diabetic neuropathy

RG2-1 Diagnosis & management of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y 
RG2-2 Diagnosis & management of diabetic autonomic neuropathy 
RG2-3 Diagnosis & management of diabetic foot 
Panel discussion

 좌장 : 박태선

문성수 (동국의대 내과)

김종화 (부천세종병원 내과)

이창원 (부산성모병원 내과)

이지현 (대구가톨릭의대 내과), 원종철 (인제의대 내과), 이재혁 (명지병원 내과)

18:00~
4F, 로비

Welcome reception

염기서열분석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쉽게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연구기법이 빠르게 

발전하여 당뇨병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대량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연구기법의 실제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RNA-seq, ChIP-seq, Exome-seq과 더불어 DNA methylation 분석의 실례와 이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준비하였다.

본 춘계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신약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소개 및 실제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개발의 현황에 대한 각 

신약개발지원 및 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의 소개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미니메디라는 인슐린 펌프의 의료기기의 개발과정

에 대한 경험담을 준비하였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서 가장 많은 유병율을 보이고, 다양한 증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킨

다. 신경병증 연구회에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료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당뇨병 족부질환을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본 세

션에서는 개정 및 추가 진료지침 내용에 대해 준비하였다.

Organizers : 강신애, 김하일

Organizers : 대사질환신약 및 기술개발연구회

Organizer : 신경병증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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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40
Room 3

지방간연구회

NAFLD in T2D, vice versa

RG3-1 Evidences that liver disease caused the diabetes
RG3-2 Evidences that type 2 diabetes causes NAFLD & liver disorders
RG3-3 Beneficial liver drugs for T2D in glucose control
RG3-4 Beneficial anti-diabetic drugs for patients with liver disease in liver functions

 좌장 : 조용균, 이대호

조용균 (성균관의대 소화기내과)

이대호 (가천의대 내과)

김승업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박철영 (성균관의대 내과)

09:00~10:40
Room 2

S3 Clinical nutrition
Update on diagnostic and therapeutic issues of nutrition in diabetes

S3-1 Indices of insulin sensitivity and secretion: oGTT vs. mixed meal tolerance test
S3-2 Usefulness of mixed meal tolerance test in Korean diabetic patients
S3-3 Time-restricted eating: metabolic impact of chronic intermittent calorie restriction

S3-4 Is snacking good or bad for blood glucose control?

좌장 : 안규정, 김성래

이은영 (가톨릭의대 내과)

정찬희 (순천향의대 내과)

양수진 (서울여대 식품영양학과)

조재원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S2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1
Challenging times for T1DM, how do we approach?

S2-1 Overview: the current state of management of T1DM
S2-2 Update in the management of childhood-onset T1DM
S2-3 Obesity in T1DM – an evolving challenge
S2-4 Non-insulin treatment for T1DM

09:00~10:40
Room 1

좌장 : 윤건호, 서교일

김재현 (성균관의대 내과)

김재현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노정현 (인제의대 내과)

김상용 (조선의대 내과)

프로그램
프

로
그

램

5월 4일 (금)

이번 세션에서는 첫 번째로 식사부하검사(mixed meal tolerance test)의 특징, 유용성과 그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 식품영

양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한국인을 위한 표준식사부하검사개발 연구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당뇨병 식

사요법에서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 중, ‘시간제한 식사요법이 대사질환에 미치는 영향’과, ‘당뇨병환자의 식사요법

에서 간식 응용 방법’에 대해 최신지견을 리뷰하고 그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제1형 당뇨병은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최근 변화된 역학 및 병태생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 

session에서는 비만도가 늘어가는 사회적 추세에서 변해가는 제1형 당뇨병의 병태생리 및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

하고자 하였으니 이번 session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에 대한 많은 이해와 관심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콜성 지방간은 비만 및 대사증후군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질환이다. 본 세션에서는 당뇨병에 의

한 지방간 생성, 역으로 지방간에 의한 당뇨병 발생을 병태생리학적 원인에 의한 기전 그리고 서로 다른 계통의 약제에 의

한 질병의 호전에 대해 당뇨병 및 간질환 전문가 각각 두 분께서 강의 및 토론을 준비하였다.

Organizers : 식품영양위원회, 김혜진

Organizers : 김상용, 박철영

Organizer : 지방간연구회

07:30~08:30
홀리데이인

Breakfast symposium 1
BS1 CV outcome in type 2 diabetes: why do we care?

좌장 : 정민영

조동혁 (전남의대 내과)

07:30~08:30
라마다호텔

Breakfast symposium 2
BS2 The more effective combination with SGLT-2 inhibitor 

 좌장 : 정춘희

홍준화 (을지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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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0:40~11:00
4층

Coffee break

11:10~11:30
Room 1~3

설원학술상 특강

SL1 갈색지방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품질관리 기전의 역할

좌장 : 박경수

이기업 (울산의대 내과)

11:30~12:10
Room 1~3

Plenary lecture 1

PL1 Practical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

좌장 : 박경수 

차봉연 (가톨릭의대 내과)

프
로

그
램

12:30~13:10
Room 2

Luncheon symposium 2
LS2 The hypoglycemic story of SWITCH and DEVOTE 

좌장 : 손호영

홍은경 (한림의대 내과)

12:30~13:10
Room 1

Luncheon symposium 1
LS1 Translating recent evidence of diabetes care to the real world

좌장 : 김진우

김신곤 (고려의대 내과)

11:00~11:10
Room 1~3

Opening address

09:00~10:40
Room 4

S4 Integrated physiology
Immune meets metabolism

S4-1 Therapeutic roles of gut-specific T-helper 17 cells on obesity and insulin resistance

S4-2 Perinatal licensing of thermogenesis by IL-33 and ST2
S4-3 Metabolic syndrome promotes NLRP3 inflammasome activation in macrophages.

S4-4 The functional plasticity of macrophages in atherosclerosis

 좌장 : 송민호, 김재범

장명호 (Osaka University, Japan)

이민우 (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

문종석 (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

최재훈 (한양대 생명과학과)

09:00~10:40
Room 5

S5 Islet biology & insulin secretion  
Environment regulates beta-cell function

S5-1 Ceramidotoxicity and beta-cell failure
S5-2 Environmental pollutants on pancreatic beta-cells functions
S5-3 Endocytosis of KATP channels drives glucose-stimulated excitation of pancreatic beta-cells

S5-4 Intracellular calcium and phosphate on beta-cell function

좌장 : 김광원, 임성희

문준성 (영남의대 내과)

전숙 (경희의대 내과)

호원경 (서울대 생리학교실)

박규상 (연세원주의대 생리학교실)

최근 대사 경로가 중요한 면역 조절 기전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으며, 대식세포나 T 세포(Th1, Th2, Th17 등) 등과 같은 면

역세포에서의 기능 이상이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의 주요 병인으로 규명되고 있다. 본 session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thermogenesis, inflammasome, 동맥경화 등과 관련된 면역대사(immunometabolism) 전문가 4분의 강의를 준비

하였다.

인슐린을 합성,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기능은 혈당조절에 필수적이다. 다양한 환경요인은 베타세포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베타세포는 내부/외부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한다. 본 세션에는 세포 외부의 환경

적 요인과 세포내부의 활성변화가 베타세포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가톨릭의대 차봉연 교수는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재직시 국내 지역별, 나이별 당뇨병 유병률에 대한 역학자료, 치료율 

등의 검증된 데이터를 분석한 ‘당뇨병 유병률 역학자료(2012 Daibetes Fact Sheet In Korea 2012)’를 발표하는 등 당

뇨병 분야의 학문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Practical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진료 및 연구 노하우를 강연할 예정이다.

Organizers : 박근규, 이용호

Organizers : 강신애, 김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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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50
Room 2

S7 Behavioral medicine/Education 1
Educating patients with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S7-1 Preventing and delaying complications
S7-2 How to educate patients with diabetic foot
S7-3 How to provide nutritional support for diabetes patients with CKD
S7-4 How to recommend exercise in diabetes patients with leg discomfort

좌장 : 김동선, 조동혁

조영중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이정화 (강동경희대병원 간호과)

권미라 (서울대병원 영양과)

김소정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14:10~15:50
Room 1

S6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2
What's next to do?

S6-1 What's the next choice after OHA failure? - basal insulin
S6-2 What's the next choice after OHA failure? - GLP-1 RA
S6-3 What's the next choice after basal insulin failure? - rapid acting insulin
S6-4 What's the next choice after basal insulin failure? - GLP-1 RA
Panel discussion

좌장 : 유재명, 박정현

 김상수 (부산의대 내과)

이우제 (울산의대 내과)

홍은경 (한림의대 내과)

오승준 (경희의대 내과)

서지아 (고려의대 내과), 서성환 (동아의대 내과), 이원영 (성균관의대 내과)

프
로

그
램

프로그램

13:10~14:10
1층 전시장

Poster presentation 1 

14:10~15:50
Room 3

S8 Diabetes complications & comorbidity 1
Let's solve the endless dilemmas: which one will you choose?

S8-1 Should we take the new ACC/AHA blood pressure guideline in diabetes?-yes
S8-2 Should we take the new ACC/AHA blood pressure guideline in diabetes?-no
Panel discussion

좌장 : 조용욱, 이형우

박성하 (연세의대 심장내과)

김현진 (충남의대 내과)

전성완 (순천향의대 내과), 조재영 (전남의대 심장내과)

이번 세션에서는 당뇨병 주사 치료제인 인슐린과 GLP-1 수용체작용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증례를 중심으로 토론할 수 

있는 디베이트 세션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는 경구약제로 충분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기저인슐린 또는 GLP-1 수용

체작용제 중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두 번째는 기저인슐린으로 공복혈당은 조절이 되지만 식후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초속효성 인슐린 또는 GLP-1 수용체작용제 중 어떤 약제가 더 좋은가에 대해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만성합병증을 가진 당뇨병 환자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잘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세션에서는 

‘Education for patients with chronic diabetic complications’ 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했다.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

방하고 지연시키는 것, 당뇨발 환자의 교육, 만성신질환 환자의 영양문제에 대한 해법,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당뇨병 환자

에게 좋은 운동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본 세션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 세션이다. 첫 번째는 미국 심장학회의 새로운 혈압 치료 목표

인 130/80 mmHg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과,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증에서 주된 기전

인 사구체 이상과 최근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신세뇨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토론이다. 

Organizers : 노정현, 정인경

Organizers : 교육위원회, 김혜진

Organizers : 김난희, 김현진

12:30~13:10
Room 3

Luncheon symposium 3
LS3 What is the most preferred first injectable for your T2DM patients?

좌장 : 최영길

김희경 (전남의대 내과)

12:30~13:10
Room 4

Luncheon symposium 4
LS4 Beneficial effects of an advanced DPP-4i in T2DM patients with inadequate glycemic control : 
        Real world data of switching from other DPP-4 inhibitors

좌장 : 박성우

김혜진 (아주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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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프로그램

14:10~15:50
Room 4

S9 Obesity
Digging into energy metabolism

S9-1 Estrogen-related receptor γ regulates hepatic de novo lipogenesis through induction of SREBP-1c 
          expression
S9-2 Role of CRTC2 in systemic energy metabolism
S9-3 Novel roles of lipid droplet binding proteins in energy homeostasis 
S9-4 New insight into monoacylglycerol pathway in energy metabolism

좌장 : 이명식, 원규장

최흥식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구승회 (고려대 생명과학부)

김재범 (서울대 분자세포생물학교실)

김재우 (연세대 생화학교실)

14:10~15:50
Room 5

S10 Epidemiology & genetics 2
Effect of metabolic profile variability on CV outcomes

S10-1 Glucose variability
S10-2 Cholesterol variability and health outcomes
S10-3 Effect of metabolic profile variability on CV outcomes: BP variability
S10-4 Effects of body weight variability on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outcomes

좌장 : 김덕규, 손호상

김진화 (조선의대 내과)

이승환 (가톨릭의대 내과)

김계훈 (전남의대 심장내과)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S8-3 Which is more important in diabetic nephropathy, glomeruli or renal tubules?-glomeruli

S8-4 Which is more important in diabetic nephropathy, glomeruli or renal tubules?-tubules

Panel discussion

이은영 (순천향의대 신장내과)

김상수 (부산의대 내과)

김난희 (고려의대 내과), 김재택 (중앙의대 내과)

당뇨병을 비롯한 대사 질환에서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은 간, 근육, 그리고 지방세포 등 다양한 장기에서 대사 이상을 초래

한다. 이런 에너지 대사의 조절에 관한 연구들은 대사성 질환의 발생 및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본 세션에서는 에너지 대사 조절 및 이로 인한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 등에 미치는 최근 연구들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

였다. 

당뇨병환자에서 고혈당뿐만 아니라 혈당 변동성이 당뇨병성 합병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환자는 고혈당 

외에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과체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본 세션에서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의 변동성이 심

혈관질환에 미치는 연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당뇨병환자 진료와 관련된 연구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뇨병학회에서는 매년 기초 및 임상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양성을 

위해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연구비를 지급받고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Organizer : 고은희

Organizers : 손태서, 이혜진 

Organizer : 연구위원회

14:10~15:50
Room 6

연구위원회

Young investigator's symposium

CS1-1 The role of hemorheologic changes in diabetic microvascular complications
CS1-2 Effects of SGLT-2 inhibitor on appetite, food craving, and body weight
CS1-3 Metabolite profiling in the course of diabetic nephropathy
CS1-4 Effect of conditioned medium derived from umbilical cord mesenchymal stem cells on insulin 
             resistance in the muscle cell
CS1-5 Deterioration of sleep quality by glycemic control state
CS1-6 Analysis of clinical phenotype of neuropathic symptoms in patients with diabetes

 좌장 : 손현식, 김민선

문준성 (영남의대 내과)

이은영 (가톨릭의대 내과)

김남훈 (고려의대 내과)

김경수 (CHA의과학대 내과)

홍준화 (을지의대 내과)

김유지 (전북의대 내과)

15:50~16:10
4층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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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6:10-17:50
Room 1

S11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3
The old ones: is it time to move on?

S11-1 Metformin: is it still the best for 1st line therapy?-as for now!
S11-2 Metformin: is it still the best for 1st line therapy?-may not!
S11-3 Sulfonylureas: should I stay in or to go out-stay in!
S11-4 Sulfonylureas: should I stay in or to go out-go out!
Panel discussion

좌장 : 이문규, 안유배

권혁상 (가톨릭의대 내과)

김신곤 (고려의대 내과)

김성래 (가톨릭의대 내과)

김수경 (CHA의과학대 내과)

박철영 (성균관의대 내과), 김혜순 (계명의대 내과)

16:10-17:50
Room 2

S12 Self-care
How can we help the patients in various conditions?

S12-1 Management of elderly diabetes patients who are unable to self-care
S12-2 Management of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and pregnancy
S12-3 Type 1 diabetes patients in adolescence
S12-4 Community-based diabetes education program in Daegu

좌장 : 김두만, 유순집

송복례 (서울성모병원 간호과)

김선영 (삼성서울병원 간호과)

김영순 (강원대학교병원 간호과)

이혜진 (대구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

16:10-17:50
Room 3

S13 Diabetes complications & comorbidity 2
What are novel pathways in diabetic vascular complications you need to focus on?

S13-1 A novel role of stem cell factor in pathological ocular neovasuclarization
S13-2 Fyn, a target for treatment of renal fibrosis
S13-3 Inflammation and oxidative stress in diabetic kidney disease
S13-4 Claudin-11 (CLDN11) is a new kid to regulate the vascular smooth muscle cell plasticity.

좌장 : 박중열, 박이병

서원희 (중앙대 약대)

김미경 (계명의대 내과)

정춘희 (연세원주의대 내과)

김형석 (전남의대 법의학교실)

16:10-17:50
Room 4

대사증후군연구회

대사증후군과 근감소증 

RG4-1 Overview of sarcopenia and metabolic syndrome 
RG4-2 The current status of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좌장 : 장학철

장학철 (서울의대 내과)

김찬종 (전남의대 소아청소년과)

프
로

그
램

메트포르민은 전통적으로 제2형 당뇨병의 일차약제로 권고되고 있지만,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차약제로 메트포르민

을 꼭 한정하지는 않는다. 설폰요소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던 당뇨병약제 중 하나지만 저혈당이나 체중증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여러 새로운 당뇨병약제들이 사용 가능해지면서, ‘메트포르민만을 일차약제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가’, ‘설폰요소제는 이로운 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선택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가’ 등에 대한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각 주장의 최신지견을 리뷰하고, 토론하는 디베이트 시간을 준비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교육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당뇨병 교육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와 토론을 준비하였고, 특히 지

역사회에서 당뇨병관리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당뇨병성 혈관 합병증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망막의 혈관 신생, 신장의 

염증 및 섬유화, 대혈관의 평활근 증식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표적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Organizers : 노정현, 정인경

Organizers : 당뇨병교육간호사회, 김혜진

Organizers : 김난희, 김재택

대사증후군연구회 세션에서는 대사증후군과 근감소증에 대한 개념과 연구결과, 소아 청소년에서의 대사증후군의 현황, 

만성신질환 환자군에서의 대사증후군 연구에 관련된 한국인 데이터를 소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Organizer : 대사증후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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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

로
그

램

16:10-17:50
Room 5

당뇨병유전학연구회

Novel genomic markers for metabolic traits

RG5-1 Nonsynonymous variant in GLP1R and risk of T2D in Koreans
RG5-2 Recent progress in genetic studies in dyslipidemia
RG5-3 Trans-omics precision medicine (TOPMed) in population scale

 좌장 : 김성훈

곽수헌 (서울의대 내과)

원홍희 (성균관대 성융합의과학원)

강현민 (University of Michigan, USA)

16:10-17:50
Room 6

보험법제위원회

The new government's policy on diabetes management

CS2-1 [제1부] 당뇨병 관리 질향상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CS2-2 [제2부] 당뇨병 교육관리비 급여화 추진 계획

Panel discussion

 좌장 : 박경수(1부), 박태선, 박석오(2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류옥현 (한림의대 내과), 조동혁 (전남의대 내과), 

정인경 (경희의대 내과), 윤석기 (천안엔도내과)

최근 유전체 분석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임상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진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제컨소시엄의 제2형 당뇨병 유전체 연구 동향 및 한국인 특이 제2형 당뇨병 유전체 연구, 고지혈증 관

련 유전체 변이와 심뇌혈관 질환, 미국 TOPMed 프로젝트와 정밀의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보건의료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 윤 주임교수 초청 강의가 준비된 제

1부 세션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만성질환 관리 같은 중요 정책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2

부 세션은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과 함께 보험법제, 교육, 수련위원회가 참여해 일차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당뇨

병 교육관리비 급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Organizer : 당뇨병유전학연구회

Organizer : 보험법제위원회

18:00~18:30
홀리데이인

50주년 기념 특강 및 Dinner
SL2 Our 50-years challenge for the future 유형준 (CM병원 내과)

5월 5일 (토)

07:30~08:30
홀리데이인

Breakfast symposium 3
BS3 Clinical efficacy of the novel thiazolidinedione (TZD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좌장 : 강성구

이용호 (연세의대 내과)

07:30~08:30
라마다호텔

Breakfast symposium 4
BS4 Real-world evidence for gemigliptin's clinical effectiveness and safety

좌장 : 김용기

김철식 (한림의대 내과)

09:00~10:40
Room 1

S14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4
It’s time to ensure inpatient’s stability

좌장 : 우정택, 남문석

RG4-3 Metabolic syndrome and the imbalance between obesity and muscle impairment

RG4-4 Obesity and chronic kidney disease
김태년 (인제의대 내과)

배은희 (전남의대 신장내과)

입원 환자에서 적절한 혈당 조절의 중요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고, 그 조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임상 영역에서 

실질적 관리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세션에서는 입원 중 혈당 관리에 있어 혈당 모니터링과 인슐린을 포함한 

혈당 조절 알고리즘 등에 대한 최근 경향을 듣고,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Organizers : 김상수,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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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

로
그

램

09:00~10:40
Room 2

S15 Behavioral medicine/Education 2
Meet the expert educators- the role of diabetes educators for a successful insulin treatment in elderly 
patients

S15-1 What to consider from doctor’s perspective
S15-2 What to consider from nurse’s perspective
Panel discussion

좌장 : 민경완, 이정림

유형준 (CM병원 내과)

심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과)

이승환 (가톨릭의대 내과), 강양교 (부천성모병원 간호과),

노미라 (보라매병원 영양과), 이혜영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09:00~10:40
Room 3

S16 Diabetes complications & comorbidity 3
Discovering diabetic autonomic neuropathy

S16-1 Gastrointesital neuropathy profile: a proper strategy to solved gastroparesis

S16-2 Urogenital neuropathy in diabetes: a clinical perspective
S16-3 Perioperative considerations in people with diabetes: focused on cardiac autonomic neuropathy

Panel discussion

좌장 : 백세현, 고경수

이동호 (서울의대 소화기내과)

윤하나 (이화의대 비뇨기과)

윤재승 (가톨릭의대 내과)

김상수 (부산의대 내과), 박이병 (가천의대 내과), 이은영 (가톨릭의대 내과)

09:00~10:40
Room 4

S17 Insulin action
Understating the mechanisms of insulin resistance

S17-1 PGC-1α functions as a co-suppressor of XBP1s to regulate glucose metabolism

S17-2 Carnitine induces autophagy and restores high-fat diet-induced mitochondrial dysfunction

S17-3 Identification of sirtuin 6 as a novel target in macrophage switch
S17-4 Regulation of sphingolipid metabolism in hepatosteatosis and obesity

좌장 : 이홍규, 이관우

이재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온정헌 (서울의대 내과)

박병현 (전북대 생화학교실)

박태식 (가천대 생명과학과)

노인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 치료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Meet the expert educators 세션에서

는 환자관리의 실제 경험을 선보이는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의료, 간호, 영양, 운동 분야의 당뇨병 교육전문가 4분

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준비하였다. 노인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 교육 및 인슐린 치료에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습득하고 

일선에서 노인 환자에게 인슐린을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말초신경계과 자율신경계에 발생하며, 특히 자율신경병증은 심혈관계, 위장관계 및 비뇨생식기계를 

침범하여 다양한 증상을 발생시켜, 사망률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본 세션에서는 위장관계, 비뇨생식기계 그리고 심혈 

관계 자율신경병증이 수술 전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화기내과, 비뇨기과 그리고 내분비대사내과 전문가와 패널 3분

을 모시고 강의 및 토론을 준비하였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병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세션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의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 동물 모델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는 물질과 인슐린 저항

성 개선에 관련된 기전 등에 대해 준비하였다.

Organizers : 교육위원회, 김혜진

Organizer : 전성완

Organizers : 김혜순, 이대호

S14-1 What's new? effective management of DKA
S14-2 Insulin management algorithms for the inpatient setting
S14-3 Advances in glucose monitoring and insulin therapy in ICU patients
S14-4 Update in glycemic control for patients with different type of surgery

조동혁 (전남의대 내과)

조영민 (서울의대 내과)

김태년 (인제의대 내과)

서성환 (동아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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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

로
그

램

09:00~10:40
Room 5

S18 Epidemiology & genetics 3
A new look at an old friend: reevaluating the old targets

S18-1 Integrated proteogenomic analysis of diffuse gastric cancers
S18-2 Anti-diabetic rosiglitazone regulates mRNA dynamics to regulate PPARg target genes in adipocytes

좌장 : 김인주, 최철수

황대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원경재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09:00~10:40
Room 6

진료지침위원회

Cardiovascular risk factor management in type 2 diabetes

CS3-1 Opinion about hypertension control in diabetic patients
CS3-2 Lipid control in diabetes: target goal and choice of lipid-lowering agents
CS3-3 Obesity management in diabetes; when to consider medication and surgical option

Panel discussion

좌장 : 박성우, 권혁상

이해영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정인경 (경희의대 내과)

김성수 (충남의대 가정의학과)

김상용 (조선의대 내과), 강은석 (연세의대 내과),

김미경 (가톨릭의대 내과), 임상현 (가톨릭의대 순환기내과)

다양한 오믹스분석 기술과 유전자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이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 연구

된 현상에 대해 새로운 대용량 정보분석을 이용한 해석은 대사질환의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세션에서는 

통해 대용량의 오믹스분석기술을 통해 대사질환의 새로운 해석과 PPARg의 표적유전자의 발현조절에 있어 mRNA 활성

단계에서 조절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당뇨병환자에서 혈압관리, 지질

관리 및 비만관리에 관하여 유관학회(대한고혈압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비만학회)의 의견 및 논쟁점을 알아보

고자 세분의 강의 및 패널 토론을 준비하였다.

간과 베타세포는 우리 몸에서 혈당의 변화를 인지하여 여러가지 반응을 하면서 혈당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30년간 간과 베타세포에서 포도당인지기구로 작동하는 GLUT2와 glucokinase의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대한 연구를 해 

오신 안용호 교수를 모시고 30년간의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Organizers : 강신애, 김하일

Organizer : 진료지침위원회

10:40~11:00
4층

Coffee break

11:00~11:20
Room 1~3

Young investigator award
SL3 Deciphering the risk factors of metabolic disease-related health outcomes

좌장 : 박경수

이승환 (가톨릭의대 내과)

12:20~13:00
Room 1

Luncheon symposium 5
LS5 Reno-protective effects of DPP-4 Inhibitor in type 2 diabetes: a review of preclinical and clinical studies

좌장 : 이현철

김상용 (조선의대 내과)

12:20~13:00
Room 2

Luncheon symposium 6
LS6 DPP-4 inhibitor: beta cell protection and albuminurea improvement effect proven from evidence

좌장 : 최동섭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12:20~13:00
Room 3

Luncheon symposium 7
LS7 SGLT2i: fulfilling evidence with Korean real world data

좌장 : 김영설

정인경 (경희의대 내과)

11:20~12:00
Room 1~3

Plenary lecture 2

PL2 A journey to explore glucose homeostasis

좌장 : 이인규

안용호 (연세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13:00~14:00
1층 전시장

Poster present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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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사전등록

초청연자, 좌장 및 임원

등록데스크 운영시간

현장등록

평점 및 전공의 스티커

등록비 안내

춘계학술대회 홈페이지 ‘등록’창의 ‘사전등록현황’에서 사전등록을 확인하시고, 행사장 1층 사전등록데스크에서 명찰을 수령 

하신 후 초록집 배부처에서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연자, 좌장 및 임원은 2층 로비에 있는 학회부스에서 명찰과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목요일 15:00~17:00 / 5월 4일 금요일 08:30~17:00 / 5월 5일 토요일 08:30~12:00

본 학술대회 현장등록 접수는 행사장 1층 현장등록 데스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 등록데스크에서 명찰을 수령하시고 초록집 배부처에서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장등록

전문의

(개원의, 교수, 전임의 포함)

전일정 등록비

(5/3 ~ 5/5)

회원 200,000원

비회원 250,000원

One day 등록비

(5/4 or 5/5)

회원 100,000원

비회원 120,000원

전공의,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연구원, 운동처방사 및 기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포함)

전일정 등록비

(5/3 ~ 5/5)

회원 90,000원

비회원 110,000원

One day 등록비

(5/4 or 5/5)

회원 50,000원

비회원 60,000원

Exhibitor 200,000원

디너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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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1953년생) 이상 학회회원은 사전등록에 한해 등록비가 면제되며, 인터넷으로 사전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 연수평점
3일(목)-2점, 4일(금)-6점, 5일(토)-3점

(목, 토: 부분평점 없음 / 금: 출석인정 시간에 따라 부분평점 인정)

분과전문의 평점 4점

당뇨병 교육자 평점 10점

※ 전공의 스티커 : 내과 전공의 평점부여 변경규정에 따라 5월 4일(금) 종일 2점 / 5월 5일(토) 반나절 1점으로 발부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당일자 스티커는 각 일정 출석체크 시 발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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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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구연 및 전시

포스터 구연

포스터 전시

주의사항

우수연제

- 일시 : Poster presentation 1 - 2018년 5월 4일(금) 13:10~14:10

           Poster presentation 2 - 2018년 5월 5일(토) 13:00~14:00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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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시간 : 10분 발표 & 5분 토의

- 일시 : 2018년 5월 4일(금) 09:00~5월 5(토) 14:00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 포스터 규격 : 가로 90㎝ x 세로 140㎝

- 포스터 전시 언어 : 국문 또는 영문 중 선택

- 부착 시간 : 2018년 5월 4일(금) 09:00 이전

- 수거 시간 : 2018년 5월 5일(토) 14: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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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 viewing : 2018년 5월 4일(금) 12:10~12:30

                        2018년 5월 5일(토) 12: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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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연제는 발표 및 전시 내용과 발표시간 및 부착시간 엄수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포
스

터
 구

연
 및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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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행

사
장

 안
내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 Room 1, 2, 3

■ 50주년 기념존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 전시장

■ 물품보관소

■ 초록집배부처

■ 등록데스크

■ Room 4, 5, 6

■ KDA 부스

■ 프리뷰룸

■ 소회의실

■ KDA 라운지

50주년 기념존



31st Spring Congress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17

행사장 안내
행

사
장

 안
내

조찬심포지엄

50주년 기념 특강 및 디너

라마다호텔 5층 
대연회장

E/V

연회 로비

중소연회장

홀리데이인호텔 
다이너스티홀

홀리데이인호텔 
다이너스티홀

E/V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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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교

통

열차

고속버스

항공

자가용

구간 소요시간

용산역 → 광주송정역 KTX : 1시간 50분 소요

대전역 → 광주역 일반 : 2시간 30분 / KTX : 1시간 30분

화순역 → 광주역 일반 1시간

구간 소요시간 배차간격

서울 → 광주 3시간 30분 5~10분

부산 → 광주 3시간 30분 20분

대구 → 광주 3시간 40분 40분

대전 → 광주 2시간 30분

전주 → 광주 1시간 20분 20분

울산 → 광주 4시간 30분 2시간

구간 소요시간 1일 운행횟수

김포 → 광주 50분 10~11회

제주 → 광주 1시간 15분 12회

- 서울 → 광주 (경기, 대전, 전북)

   호남고속도로 이용 - 서광주요금소 - 동림IC진입(빛고을로 이용) - 시청후문 - 상무소각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 대구 → 광주 (경주, 포항)

   88고속도로이용 - 동광주요금소 - 동림IC진입(빛고을로 이용) - 시청후문 -  상무소각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 부산 → 광주 (순천, 여수)

   호남고속도로 이용 - 동광주요금소 - 동림IC진입(빛고을로 이용) - 시청후문 - 상무소각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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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안내
셔

틀
버

스
 안

내

셔틀버스 안내

※ A차량 : 광주송정역 - 광주공항 -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공항 - 광주송정역
※ B차량 : 김대중컨벤션센터–라마다플라자호텔
※ 해당 시간은 셔틀버스의 출발시간을 의미합니다.
※ 셔틀버스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를 반드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일(목)

※ A차량 : 광주송정역 – 김대중컨벤션센터

노선/출도착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송정역

A호 14:00 14:20 14:40

A호 14:40 15:00 15:20

A호 15:20 15:40 16:00

A호 16:00 16:20 16:40

A호 17:00 17:20 17:35 17:55

A호 17:55 18:15 18:35

노선/출도착 김대중컨벤션센터 라마다플라자

A호 18:40 18:50

A호 19:00 19:10

A호 19:20 19:30

4일(금)

※ A차량 : 광주송정역 - 광주공항 - 김대중컨벤션센터 ※ B차량 : 호텔순환

노선/출도착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김대중컨벤션

센터
광주공항 광주송정역 노선/출도착

라마다플라자
호텔

김대중컨벤션
센터

라마다플라자
호텔

A호 8:05 경유없음 8:25 8:45 라마다플라자호 8:10 8:25 운행종료

A호 8:45 경유없음 9:05 9:25 B호 8:20 8:35 8:50

A호 9:25 9:40 9:55 10:15 B호 8:50 9:05 9:20

A호 10:15 경유없음 10:35 10:55 B호 9:20 9:35 9:50

A호 10:55 경유없음 11:15 11:35 B호 9:50 10:05 10:20

A호 13:00 경유없음 13:20 13:40 B호 10:20 10:35 10:50

A호 13:40 경유없음 14:00 14:20 B호 10:50 11:05 11:20

A호 14:20 경유없음 14:40 15:00 B호 11:20 11:35 11:50

A호 15:00 경유없음 15:20 15:40 B호 11:50 12:05 12:20

A호 15:40 경유없음 16:00 16:20 B호 12:20 12:35 12:50

A호 16:20 경유없음 16:40 17:00 B호 12:50 13:05 13:20

A호 17:00 17:20 17:35 17:50 18:05 B호 13:20 13:35 13:50

A호 18:05 경유없음 18:25 18:45 B호 13:50 14:05 14:20

노선/출도착 홀리데이인 라마다플라자 B호 14:20 14:35 14:50

A호 디너 종료 후 10분 소요 B호 14:50 15:05 15:20

B호 15:20 15:35 15:50

B호 15:50 16:05 16:20

B호 16:20 16:35 16:50

노선/출도착 홀리데이인 라마다플라자

B호 디너 종료 후 10분 소요

5일(토)

※ A차량 : 광주송정역 - 광주공항 - 김대중컨벤션센터 ※ B차량 : 호텔순환

노선/출도착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송정역 노선/출도착 라마다플라자호텔 김대중컨벤션센터 라마다플라자호텔

A호 12:10 12:30 라마다플라자호 8:10 8:25 운행종료

A호 12:30 12:50 B호 8:20 8:35 8:50

A호 12:50 13:10 B호 8:50 9:05 9:20

A호 13:10 13:30 B호 9:20 9:35 9:50

A호 13:30 13:50 B호 9:50 10:05 10:20

A호 13:50 14:10 B호 10:20 10:35 10:50

A호 14:10 14:30 노선/출도착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송정역

A호 14:30 14:50 B호 1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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