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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2019년 제32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아름다운 자연과 천년의 역사를 품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5월 9일(목) ~ 11일(토) 3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두 개의 Plenary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첫 번째 Plenary 강의는 당뇨병성 신증을 

포함한 합병증 연구와 지역 기반 당뇨병 임상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부산의대 김인주 교수가 ‘당뇨병 합병증 

및 지역 기반 연구’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였으며, 토요일 두 번째 Plenary 강의는 생체 내 주요 에너지원인  

지방대사물과 이를 저장하는 지방조직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김재범 교수가 비만동물의 지방조직 리모델링과  

인슐린 민감도 조절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30개의 세션 (19개의 학술, 4개의 위원회,  

6개의 연구회 세션, 1개의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여 강의를 알차게 마련하였으며, 특히 당뇨병 기초 연구자를  

위한 2회의 기초 실험 기법 workshop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변화로는 환자관리 위원회 세션과  

젊은 연구자 주도를 통한 공모 세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찬란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 경주에서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당뇨병학에 종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기초, 역학 및 임상 부문의 연구가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뇨병 치료를 위한 최신의학 지견을 다각적으로 공유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

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2019년 5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박 경 수

대한당뇨병학회   회  장   이 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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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Room 5 ~ 6

초록집배부처

프리뷰룸

전시장 & 포스터 발표

등록데스크

KDA 부스

물품보관소

1F,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전시장 & 포스터 발표

등록데스크

초록집
배부처

KDA
부스

프리뷰룸

Room 5 Room 6

물품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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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3 ~ 4

KDA 라운지

미팅룸

2F,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KDA
라운지 미팅룸

Room 3

Room 3-1

Roo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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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Room 1 ~ 2

Welcome reception & Dinner

기부금 안내 데스크

3F,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기부금
안내 데스크

Room 1 Room 2
Welcome reception

& Dinner

(3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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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우양미술관)

회의장
(다이아몬드홀)

경주힐튼호텔 우양미술관 회의장

조찬심포지엄

경주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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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5월 9일 (목)

Room Room 1 (3층) Room 2 (3층) Room 3 (2층)

Clinical diabetes and therapeutics Diabetes care & Education KDA special symposium

15:30~17:30
Truth of diabetic 

neuropathy
Real world data 

[Rm3-1]

17:30~18:00 Satellite symposium 1

18:00 ~ Welcome reception (3층 300C)

5월 10일 (금)

07:30~08:30
Breakfast symposium 1 
(힐튼호텔 우양미술관)

Breakfast symposium 2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09:00~10:40 S3 New therapies, new avenue S4 Health care delivery system
Novel drug target, 

metabolism
Diabetes 

advocacy [Rm3-1]

10:40~11:00 Coffee break

11:00~11:10 Opening address

11:10~11:30 설원학술상 특강

11:30~12:10 Plenary lecture 1

12:10~12:30 Break

12:30~13:10 Luncheon symposium 1 Luncheon symposiu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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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15:50 S8 CVD and diabetes S9 CGMS and education
Young 

investigator’s 
symposium

KDA, hope for 
the future

[Rm3-1]

15:50~16:10 Coffee break

16:10-17:50 S12 Age specific management S13 Diet for special situation
Diabetes, equipment,

insurance

18:00 ~ Dinner (3층 300C)

Tim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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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4 (2층) Room 5 (1층) Room 6 (1층) Room

Diabetes complications & 
Epidemiology

Diabetes complications & 
Epidemiology

Basic diabetes research

S1 Therapeutics in diabetic 
complication

S2 Diabetes research method Inscrutable NAFLD 15:30~17:30

Satellite symposium 2 17:30~18:00

Welcome reception (3층 300C) 18:00~

07:30~08:30

S5 Diabetes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S6 Inflammation and metabolic 
diseases

S7 Matter of islet mass and function 09:00~10:40

Coffee break 10:40~11:00

11:00~11:10 

11:10~11:30

11:30~12:10

Break 12:10~12:30

Luncheon symposium 3 Luncheon symposium 4 12:3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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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Neuropsychiatric disorders S11 Integrated physiology Beta cell replacement 14:10~15:50

Coffee break 15:50~16:10

S14 Diabetic microvascular 
complication

S15 Tumor metabolism Vascular cell research 16:10-17:50

Dinner (3층 300C) 18:00~

Tim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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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5월 11일 (토)

07:30~08:30
Breakfast symposium 3 
(힐튼호텔 우양미술관)

Breakfast symposium 4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09:00~10:40 S16 Insurance coverage issue S17 Current diabetes care KDA 2019 guidelines

10:40~11:00 Coffee break

11:00~11:20 Young investigator award

11:20~12:00 Plenary lecture 2

12:00~12:20 Break

12:20~13:00 Luncheon symposium 5 Luncheon symposium 6 Luncheon symposium 7

13:00~14:00 Poster presentation 2 (1층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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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30

S18 Complications research guide S19 Brown and beige adipogenesis Precision medicine in diabetes 09:00~10:40

Coffee break 10:40~11:00

11:00~11:20

11:20~12:00

Break 12:00~12:20

12: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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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

 목
요

일

Scientific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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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신경병증연구회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에 관한 임상세션으로 위험인자들을 조절하면 당뇨병성신경병증 진행을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와 약물치료에서 병인론적 치료와 통증을 조절하는 증상치료의 찬반 강의를 듣고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패널들과의 

토론시간을 준비하였고, 당뇨병성신경병증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5:30~17:30, Room3

RG1 Truth of diabetic neuropathy
 All you need to know about diabetic neuropathy

RG1-1 Prevention of diabetic neuropathies focusing on risk factor control
RG1-2 Pathogenetic therapy of diabetic neuropathy
RG1-3 Debate, symptomatic therapy

 Panel discussion

 좌장:  박태선

오태정 (서울의대 내과)

진흥용 (전북의대 내과)

원종철 (인제의대 내과)

이창원 (부산성모병원 내과)

조호찬 (계명의대 내과)

김종화 (세종병원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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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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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김헌성

빅데이터라는 단어는 의료계에서 real world data (RWD)라는 단어로 정착이 되었다. RWD를 이용한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증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제공이 가능한 임상연구라는 이슈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RWD는 임상연구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다. 단순히 짧은 연구 기간과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가능한 

연구라는 점만으로는 아직 많은 허들이 존재한다. RWE를 진행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5:30~17:30, Room3-1

RG2 Real world data
 Clinical research based on EMR data

RG2-1 Proceed with caution when using real world data
RG2-2 Privacy issues when using EMR data
RG2-3 How to perform data engineering for EMR analysis

 좌장:  최영식

김헌성 (가톨릭대 의료정보학교실)

신수용 (성균관대 디지털헬스학과)

김광준 (연세의대 노년내과)



5월
 9일

 목
요

일

Scientific program

14

Organizer:  전성완

태초부터 인간은 작동원리와 여파를 모르고도 널리 약물을 사용했다. 체계적 분석이 도입된 이래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

된 약제만 제도권에서 허가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널리 쓰이는 약제의 입증된 효과와 안전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용법을 소개한다. 나아가 근거의 적절성과 현행 제도의 취약점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15:30~17:30, Room4

S1 Therapeutics in diabetic complication
 Is it time for a new treatment paradigm?

S1-1 Should SGLT2 inhibitor be given first priority for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ASCVD?
S1-2 SGL2 inhibitor in diabetic kidney disease
S1-3 Medical treatment for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in diabetic patients

S1-4 DM foot treatment  

 좌장:  김동선, 고경수

김상수 (부산의대 내과)

한상엽 (인제의대 신장내과)

박경원 (동아의대 신경과)

박재형 (고려의대 순환기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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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김하일

본 세션은 Basic 세션으로 대사질환의 연구에 있어서 세포소기관에서부터 개체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를 활용한 실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세포소기관인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방법, 개체 수준에서 대사활성과 모델동물의 phenome 분석방법을 어떻게 당뇨병의 연구에 활용하는지를 소개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의 경험을 공유한다.

15:30~17:30, Room5

S2 Diabetes research method
 How to study metabolism from organelle to organism?

S2-1 Quantifications of metabolic flux in vivo using stable isotope tracers and  
 mass spectrometry
S2-2 BXD mouse genetic reference population, a research tool for metabolic diseases  
 based on phenomics 
S2-3 The role of the ER stress on the development of obesity and type 2 diabetes and  
 the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the study
S2-4 Understanding autophagic flux assays and their applications

S2-5 Microbial endocrinology

 좌장:  정춘희, 장상아

김일영 (가천의대)

류동렬 (성균관대 의학과)

이재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재만 (경북대 생화학세포생물학교실)

허규연 (성균관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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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지방간연구회

비알콜성 지방간은 비만 및 대사증후군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질환이다. 지방간을 진료 및 연구를 하다 보면 궁금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유전적 소양에 의한 지방간 생성, 골감소증, 당뇨병과 비알콜성 지방간에서의 역학 관계 및 새로  

개발되고 있는 지방간 신약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2020년 초에 발표 예정인 비알콜성 지방간 position statement를  

미리 듣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5:30~17:30, Room6

RG3 Inscrutable NAFLD
 Inscrutable NAFLD in T2D 

RG3-1 Genetic predisposition or acquired lifestyle in NAFLD
RG3-2 Push and pull among T2D, sarcopenia and NAFLD
RG3-3 Summary of clinical trials results in novel NAFLD drugs
RG3-4 Statement on NAFLD and diabetes 

 좌장:  김철희

김원 (서울의대 소화기내과)

한유진 (계명의대 내과)

배지철 (성균관의대 내과)

지방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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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s:  김상용, 박철영

본 세션은 clinical 세션으로 인슐린과 경구약제를 포함하여 혈당 관리 및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및 

상용화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보험급여가 가능해진 베리아트릭 수술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본 세션을 통하여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새로운 약물과 기술을 통하여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09:00~10:40, Room1 

S3 New therapies, new avenue
 Upcoming therapies for diabetic management

S3-1 Recent progress of injectable therapy for diabetes 
S3-2 Pace and direction of new oral hypoglycemic agent
S3-3 New technology for better glucose control 
S3-4 Bariatric surgery - view from endocrinologist 

 좌장:  이문규, 송민호

강양호 (부산의대 내과)

홍준화 (을지의대 내과)

문준성 (영남의대 내과)

김진화 (조선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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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당뇨병교육간호사회

2018년도 발족된 만성질환 관리추진단은 일차의료전달 체계 내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본 세션은 clinical 세션으로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듣고, 이어서 보건소 등 대표적인 지역사회 건강관리 

기관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과 현황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행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서 교육자들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 세션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당뇨병관리를 위한 당뇨병교육자들의 역할과 준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09:00~10:40, Room2 

S4 Health care delivery system
 Diabetes management in health care delivery system of Korea

S4-1 National chronic disease management in primary care - diabetes care

S4-2 Chronic disease management system in community health center  - diabetes

S4-3 Case report on successful diabetes management in the hypertension and diabetes  
 registration prorgram
S4-4 The role of educators and the linkage of diabetes management according to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좌장:  손호상, 이정림

이연경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김혜령 (인제대 간호대학)

강미숙 (하남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이정화 (강동경희대병원 간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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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대사질환 신약 및 기술개발 연구회

비만 및 고령 인구의 증가는 대사 질환의 유병율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어, 대사 질환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 개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인슐린 신호전달, 미토코드리아 기능, 세로토닌 신호전달에 대한 새로운  

약제 타겟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내 유수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09:00~10:40, Room3 

RG4 Novel drug target, metabolism  
 Novel drug target for metabolic disorders

RG4-1 Therapeutic effects of novel tau antibody for alzheimer's disease

RG4-2 Allosteric insulin receptor agonist aptamer for selective glucose modulation

RG4-3 Regulation of cellular metabolism by mitochondrial chaperone TRAP1:  
 therapeutic opportunities 
RG4-4 Serotonin as a new therapeutic target for diabetes and obesity

 좌장:  이인규

윤승용 (울산의대 뇌과학교실)

류성호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강병헌 (울산과학기술원)

김하일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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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환자관리위원회

본 세션은 clinical 세션으로 Diabetes patient advocacy (당뇨병 환자의 권리 보호)에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던 당뇨병 환자에서 운전 중 발생한 심한 저혈당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대표적으로 특수한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교정 기관에서의 당뇨병 관리에 관련하여 다각적인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당뇨병 환자 권리 보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9:00~10:40, Room3-1

CS1 Diabetes advocacy 
 Diabetes management in certain settings 

CS1-1 Diabetes advocacy in ADA 
CS1-2 Diabetes management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CS1-3 Diabetes and driving

 Panel discussion

 좌장:  김철식, 조동혁

전성완 (순천향의대 내과)

이성수 (가톨릭의대 내과)

정찬희 (순천향의대 내과)

윤지성 (영남의대 내과)

나영 (여의도성모병원 간호팀)

이영란 (동탄성심병원 영양팀)

김동희 (상계백병원 사회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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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김현진

심혈관질환과 그 위험인자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서 중요하다. 이 세션에서는 당뇨병 환자에서의  

심부전에 대한 국내 현황을 알아보고 항응고제의 사용,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의 역할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09:00~10:40, Room4 

S5 Diabetes cardiovascular complications 
 Clinical aspects of diabetes-associated CVD

S5-1 Diabetes-associated heart failure in Korea
S5-2 Management of anticoagulants in diabetes with CVD  
S5-3 Management of hypertriglyceridemia in primary prevention: REDUCE-IT trial 

S5-4 Aspirin vs. statin in primary prevention in diabetes

 좌장:  윤건호, 이창범

박진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배명환 (경북의대 순환기내과)

김현민 (중앙의대 내과)

이상학 (연세의대 심장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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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이대호, 김혜순

본 세션은 Basic 세션으로 염증대사경로의 실제 대사질환과의 연계성을 간단히 리뷰하고 나서,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연구결과들로서 지방조직 뿐만아니라 신장조직에서도 대사염증 경로에 중요한 역할들이 밝혀지고 있는 TonEBP의 작용, 

lamin이 대사염증반응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 그리고 지방조직에서 NK 세포가 대식세포와 함께 대사염증반응의 조절에 

매우 중요함을 논하는 최신지견의 장을 마련하였다.

09:00~10:40, Room5

S6 Inflammation and metabolic diseases
 Inflammation, is it a real culprit?

S6-1 Overview
S6-2 TonEBP mediates insulin resistance and inflammation induced by excess calorie intake

S6-3 Role of chromatin 3D structural regulation by lamin A in the obesity-induced  
 insulin resistance
S6-4 Obesity-induced inflammation and its implications in the development of  
 insulin resistance and type 2 diabetes

 좌장:  남홍우, 김민선

이대호 (가천의대 내과)

권혁무 (울산과학기술원)

조계원 (순천향대 순천향의생명연구원)

Jong Soon Lee (Harvard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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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강신애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베타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본 translational research 세션에서는 당뇨병에서 베타세포의 역동적 변화를 리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타세포 재생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해당 세션을 통해서 청중들은 베타세포를 중심으로 한 당뇨병의 병태생리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려 연구 결과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09:00~10:40, Room6

S7 Matter of islet mass and function
 β Cell dynamics in diabetes

S7-1 Overview: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β Cell dynamics and diabetes  

S7-2 Glucagon-like peptide-1 increases pancreatic beta-cell regeneration by  
 promoting α- to β-cell transdifferentiation
S7-3 Dynamic pathology of islet endocrine cells in diabetes
S7-4 SREBP1c-PAX4 Axis in β cell compensation

 좌장:  김광원, 임성희

강신애 (연세의대 내과)

전희숙 (가천의대 암당뇨연구원)

원규장 (영남의대 내과)

김재범 (서울대 생명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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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설원 김응진 선생님의 희사금을 그분의 뜻에 따라 당뇨병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당뇨병학의 연구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연구자에게 매년 설원학술상을 수요하고 있다. 올해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송민호 교수가 평생동안의 당뇨병 관련 연구의 업적을 인정받아 설원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11:10~11:30, Room1,2

설원학술상 특강

SP1 Interactive roles of Th2 cytokines, mitochondrial function and macrophages in adipose 

 좌장:  박경수

송민호 (충남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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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인주 교수는 당뇨병 합병증 관련 혈관세포 연구와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연구에 꾸준히 헌신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다기관 당뇨병 연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분야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춘계 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합병증 및 지역 기반 연구”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안의 진료 및 연구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11:30~12:10, Room1,2

Plenary lecture 1

PL1 Bring the spotlight onto a niche in diabetes research

 좌장:  박경수

김인주 (부산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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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s:  노정현, 정인경

심혈관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 및 이환율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당뇨병환자에게 혈관합병증의 선별검사 및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세션에서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당뇨병 환자에게  

숨어있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선별검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심장내과의사와 내분비내과의사 관점에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있어서 LDL 55 mg/dL 미만의  

극초고위험군이 과연 필요한가?> 에 대한 주제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주제 모두 아직까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당뇨병 환자의 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10~15:50, Room1 

S8 CVD and diabetes 
 Hot issues in management of cardiovascular risk in type 2 diabetes

S8-1 Should adults with type 2 diabetes be screened for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 perspective of cardiologist
S8-2 Should adults with type 2 diabetes be screened for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 perspective of endocrinologist 
S8-3 Does extreme risk category for CVD need for dyslipidemia management  
 in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 pros
S8-4 Does extreme risk category for CVD need for dyslipidemia management  
 in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 cons 

 Panel discussion 
 Should adults with type 2 diabetes be screened for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Does extreme risk category for CVD need for dyslipidemia management  
 in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좌장:  궁성수, 우정택

조진만 (경희의대 심장내과)

서성환 (동아의대 내과)

박철영 (성균관의대 내과)

문민경 (서울의대 내과)

송기호 (건국의대 내과)

김현진 (충남의대 내과)

이지현 (대구가톨릭의대 내과)

권수경 (고신의대 내과)



5월
 10일

 금
요

일

27

Organizer:  교육위원회

연속혈당측정기 (continous glucose monitoring system)는 혈당 조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이를 통해서 환자가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환자가 연속혈당 측정기를 이용하여 혈당 모니터링 및 사용 

방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여 본인의 혈당조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세션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연속혈당 측정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환자교육에 대한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10~15:50, Room2

S9 CGMS and education
 A guide for contin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and education 

S9-1 Understanding of CGM and hybrid closed-loop pump
S9-2 Blood glucose pattern management using CGMS  
S9-3 Using CGMS in dietary management of diabetes
S9-4 Exercise education using CGM and wearables

 좌장:  서교일, 박이병

김재현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심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과)

김지영 (서울대학교병원 급식영양과)

문정화 (일산백병원 스포츠의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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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연구위원회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젊은 연구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구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매년  

기초 및 임상 분야에 젊은 연구자들의 양성을 위한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연구비를 지급받고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격려와 조언을 통해 젊은 연구자들의 성공적인 연구가 앞으로 더 큰 연구들로 이어져 성장할 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4:10~15:50, Room3

CS2 Young investigator's symposium
 Recent advances in clinical and basic diabetes research

CS2-1 Liver glucose metabolism control through brain-liver interaction
CS2-2 Role of trained immunity on the development of metabolic disease in high risk patients

CS2-3 Cardiovascular safety of SGLT2 inhibitor vs. other antidiabetic drug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CVD-REAL 2 Korea)
CS2-4 Regulation of hepatic lipid metabolism by Htr2a
CS2-5 Sestrin2 as a novel mediating factor between metabolic disturbanc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좌장:  유재명, 오태근

최형진 (서울대 해부학교실)

전성완 (순천향의대 내과)

전자영 (아주의대 내과)

남궁준 (연세원주의대 생화학교실)

류혜진 (고려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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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기획위원회

최근 학회를 둘러싼 정책의 변화는 기존의 학회 운영방식의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선도적으로 정책 설정을 꾀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사회적 기부와 새로운 

사업을 통한 기금 마련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부를 통한 기금 마련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새로운 리더로부터 향후 당

뇨병학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듣고자 한다.

14:10~15:50, Room3-1

SP2 KDA, hope for the future
 Beyond KDA, toward world: now is the time to pivot!

SP2-1 KDA 2030 vision
SP2-2 Philanthropy development and leadership
SP2-3 My aspiration for KDA - standing together for the world free from diabetes

 Panel discussion

 좌장:  박경수

김신곤 (고려의대 내과)

비케이안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차기이사장

박태선 (전북의대 내과), 박정현 (인제의대 내과)

김성래 (가톨릭의대 내과), 박석오 (광명성애병원),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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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손태서, 이혜진

본 세션은 clinical 세션으로 신경정신질환과 당뇨병은 서로가 양방향으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에서 흔히 동반되는  

인지 장애, 기분 장애, 불면, 알콜, 흡연 문제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다. 신경정신질환이 있는 당뇨병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4:10~15:50, Room4

S10 Neuropsychiatric disorders
 Psychosoci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diabetes

S10-1 Cognitive dysfunction in diabetes 
S10-2 Mood disorder in diabetes
S10-3 Insomnia in diabetes
S10-4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in diabetes mellitus

 좌장:  이관우, 박강서

김혜금 (영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김양태 (계명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정구 (인제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정우영 (부산의대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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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이용호

당뇨병, 지방간, 비만과 같은 대사 질환은 하나의 장기에서 나타난 이상이 아닌, 간, 지방, 근육, 뇌 등과 같은 다양한 장기의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유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병인 기전 및 치료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본 session에서는 장, 간, 지방, 뇌 등의 장기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리뷰 및 최신 연구결과와 대사 수술에 대한 전문가  

4인의 강의를 준비하였다.

14:10~15:50, Room5

S11 Integrated physiology
 Interorgan crosstalk in metabolism

S11-1 Overview of recent studies with organ-crosstalk
S11-2 Metabolic control by less studied gut hormones 
S11-3 Gut microbiome play pivotal roles in gut-liver-adipose axis  
 to control metabolic homeostasiss
S11-4 Gastric bypass in rodents

 좌장:  안규정, 원규장

김민선 (울산의대 내과)

권오빈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황성순 (연세대 의생명과학부)

하은영 (계명대 생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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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베타세포연구회

본 세션은 clinical 세션으로 현재 근치적 당뇨병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공췌장과 췌도이식의 기술 발전 및 장단점

에 대해 알아보고, 인공췌장과 췌도이식 중 어떠한 것이 미래 치료의 대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본 세션을 

통하여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췌장과 췌도이식 분야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한다.

14:10~15:50, Room6

RG5 Beta cell replacement
 The artificial pancreas versus the islet transplantation

RG5-1 Artificial pancreas 
RG5-2 Islet transplantation

 Panel discussion

 좌장:  한경아

김재현 (성균관의대 내과)

김병준 (가천의대 내과)

강신애 (연세의대 내과)

조재형 (가톨릭의대 내과)

문준성 (영남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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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s:  최성희, 김상수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연령별 특수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본 임상 

세션에서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3분을 모시고 소아청소년기와 고령의 특수 연령 및 임신한 여성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최근 연구 동향과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당뇨병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10-17:50, Room1

S12 Age specific management
 Diabetes management for specific age groups

S12-1 Type 2 DM in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S12-2 Management of diabetes during pregnancy 
S12-3 New onset diabetes in the elderly

 좌장:  조용욱, 남문석

유재호 (동아의대 소아청소년과)

장학철 (서울의대 내과)

박정현 (인제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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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식품영양위원회

당뇨병 환자는 다양한 특별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며, 그 상황에 적합한 맞춤치료가 필요하다. 이 세션에서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 임신이나 수유 중인 경우, 암이 있는 경우, 당뇨병전단계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임상영양요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세션을 통해 당뇨병 환자의 개별맞춤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임상영양요법 중 특별한  

상황에서 고민되는 문제들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6:10-17:50, Room2

S13 Diet for special situation
 Medical nutrition therapy for special situation in diabetic patients

S13-1 MNT for diabetic patients using insulin
S13-2 MNT for diabetic patients in pregnancy or lactation
S13-3 MNT for cancer patients with diabetes 
S13-4 MNT for prediabetes

 좌장:  백세현, 김성래

최진선 (강북삼성병원 영양팀)

최희정 (보라매병원 영양팀)

이연희 (아주대학교병원 영양팀)

전숙 (경희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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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보험법제위원회

본 세션은 clinical 세션으로 학회 및 환자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호응에 의해 당뇨병관리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9년 1월부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속적혈당측정기 소모품에 대한 요양급여지원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추후 상대적 고가 기기 보험급여화의 적용 시 효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상 확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정부기관및 환자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16:10-17:50, Room3

CS3 Diabetes, equipment, insurance
 Policy for expanding insurance benefits regarding diabetes management  
 equipment and consumables  

CS3-1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upport system for diabetes self-management:  
 current and future
CS3-2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upport system regarding  
 diabetes self-management equipment and consumables

 Panel discussion 

 좌장:  박석오, 김재현

윤유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허지혜 (연세원주의대 내과)

김규리 (성균관의대 내과)

김재현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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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김난희

당뇨병성 신증의 마커는 알부민뇨가 대표적이지만 더 예측력이 좋은 인자를 찾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변의  

extracellular vesicle의 micro RNA나 RNA transcriptome 연구로서 새로운 당뇨병성 신증의 마커 개발에 대해 알아보고,  

신증과 망막증의 기초적 연구들의 동향도 살펴보는 등, 이 분야 연구의 최근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16:10-17:50, Room4

S14 Diabetic microvascular complication
 Where are we in understanding the pathophysiology of diabetic complications?
   

S14-1 Urinary EV miRNA in the prediction of DKD progression
S14-2 Comparative RNA-seq transcriptome analyses in diabetic nerve and kidney disease

S14-3 Role of ACE2 in diabetic kidney disease
S14-4 Basic research in degenerative eye disease in diabetes

 좌장:  민경완, 박중열

이대호 (가천의대 내과)

박미영 (부산대 의생명연구원)

배은희 (전남의대 신장내과)

박태관 (순천향의대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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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박근규

정상세포와는 다른 암세포의 대사적 특징으로 aerobic glycolysis가 밝혀진 이래 Warburg effect는 지난 수십년 간 암 대사의  

기본 개념으로 정립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최첨단 분자생화학적 실험 기법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에너지 대사를 포함한  

암 대사 특징이 보다 더 세밀하게 밝혀지고 있다. 이번 세션은 Basic 세션으로 암세포의 대사적 특징과 암 대사 연구  

현황에 대한 리뷰를 포함하여 종양의 생성과 진행에 중요한 에너지/대사 표적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다. 본 세션은 당뇨병 

학회 회원들이 대사적 관점에서 종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16:10-17:50, Room5

S15 Tumor metabolism
 Pulling the plug on the cancer factory

S15-1 Targeting cancer energy metabolism: the final journey to cancer cure

S15-2 Pathogenic role of UBE2O in cancer progression and metabolism 

S15-3 Targeting mitochondria for cancer therapy
S15-4 Lactate as a signaling molecule in cancer metabolism

 좌장:  이홍규, 박석원

김수열 (국립암센터 기초실용화연구부)

송수정 (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

채영찬 (울산과학기술원)

최연경 (경북의대 내과)



5월
 10일

 금
요

일

Scientific program

38

Organizer:  혈관세포연구회

당뇨병 연구에 있어서 혈관세포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본 세션에서는 당뇨병의 혈관합병증에  

관여하는 각 혈관세포들의 primary cell의 제작과 배양 방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강의로 구성하였으며, 직접 혈관세포를  

연구하고 있는 의사이자 기초실험자들을 중심으로 연자를 구성하여, 보다 쉽게 혈관세포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know-

how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하였다.

16:10-17:50, Room6

RG6 Vascular cell research
 How to start vascular cell research: state-of-the-art

RG6-1 Isolation and cultivation of endothelial cells
RG6-2 Isolation and production of primary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RG6-3 Isolation and culture of cardiac myocytes, pacemaker cells, and fibroblasts 

RG6-4 The importance of tubular cell studies in kidney disease:  
 isolation and primary culture of renal proximal tubular cells
RG6-5 Isolation and culture of retinal and choroidal vascular cells

 좌장:  김인주

맹용선 (연세의대 여성생명의과학연구소)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김재택 (중앙의대 내과)

양승희 (서울대 신장연구소)

이준엽 (영남의대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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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김상수

복잡한 당뇨병의 병인만큼 최근 다양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들이 등장하고 또한 같은 계열 내에서 여려 약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 임상 세션에서는 최근 거론되는 당뇨병약제의 허가 기준과 보험급여 적용 대한 논쟁에 대해 임상약리학 

전문가의 해석과 관점을 듣고 증거바탕의 찬반 토론을 통해 이견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09:00~10:40, Room1

S16 Insurance coverage issue
 Insurance coverage issue of anti-diabetic agents

S16-1 Clinical application of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for health insurance

S16-2 So, is the insurance/approval policy for anti-diabetic agents too strict in Korea? Yes

S16-3 So, is the insurance/approval policy for anti-diabetic agents too strict in Korea? No

 Panel discussion

 좌장:  정춘희, 박석오

이형기 (서울의대 임상약리학과)

김성래 (가톨릭의대 내과)

김재현 (성균관의대 내과)

오승준 (경희의대 내과)

원종철 (인제의대 내과)

윤석기 (천안 엔도내과)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과)

송선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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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s:  김혜진, 원종철, 이병완

본 세션에서는 국내 1차,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서의 당뇨병 교육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며, 나아가 국가 기반의 당뇨병 케어 모델을 소개하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 당뇨병 교육  

관리의 현주소를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9:00~10:40, Room2

S17 Current diabetes care
 Diabetes care: where do we stand?

S17-1 The current status and proposal related to diabetes education in tertiary level hospitals 

S17-2 Diabetic self-care behaviors and education program in secondary hospital

S17-3 Diabetes education management by medical doctor in the  primary medical institution

S17-4 Prospects for a country-based diabetes care model: based on the pilot project  
 of chronic disease management by primary care

 좌장:  김두만, 송복례

노나리 (세브란스병원 간호팀)

이연희 (광명성애병원 간호팀)

유형준 (CM병원 내과)

박태선 (전북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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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진료지침위원회

본 세션은 clinical 세션으로 2019년 새롭게 발표되는 ‘당뇨병 진료지침 2019’의 핵심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당뇨병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혈압, 지질 조절에 관한 새로운 진료지침 권고안을 소개하고, 당뇨병 경구 약제 및 GLP-1 RA 

사용에 관한 변화된 치료 권고안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이다. 금번 지침에는 당뇨병환자의 포괄적 관리를 위한 권고안이 

새롭게 추가 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09:00~10:40, Room3

CS4 KDA 2019 guidelines
 Korean Diabetes Association 2019 guidelines: what's new?

CS4-1 New treatment guideline strategy in 2019 edition
CS4-2 Glycemic targets in type 2 diabetes mellitus
CS4-3 Blood pressure targets in type 2 diabetes mellitus
CS4-4 Management of dyslipidemia in type 2 diabetes mellitus
CS4-5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2019 KDA:  
 oral hypoglycemic agents in type 2 diabetes mellitus
CS4-6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2019 KDA: GLP-1 RA in type 2 diabetes mellitus

CS4-7 Comprehensive evaluation of diabetic patients

 좌장:  안유배, 손현식

권혁상 (가톨릭의대 내과)

김대중 (아주의대 내과)

김상용 (조선의대 내과)

노정현 (인제의대 내과)

고승현 (가톨릭의대 내과)

강은석 (연세의대 내과)

김수경 (CHA의과학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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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김재택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분자 표적의 발굴은 당뇨병 만성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본 기초 세션에서는  

새로운 유전자변형 마우스를 분양 받는 방법, 고지방식이 섭취 후 여러 장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동맥경화증 발생에  

관여하는 다양한 세포의 분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패널들과의 토론 시간을 마련하였다.

09:00~10:40, Room4

S18 Complications research guide
 Practical guide for mouse research on diabetes-induced organ damage

S18-1 Functional validation of diabetes and obesity-related genome through 
 systemic mutant mouse phenotyping
S18-2 Metabolic phenotyping methods of high-fat diet-fed mice
S18-3 Studies of multifaceted immune cells in atherosclerotic development 

 Panel discussion

 좌장:  이명식, 송기호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남궁준 (연세원주의대 생화학교실)

박성미 (경북의대 생명의학연구원)

박용식 (경희대 미생물학교실)

박찬배 (아주대 생리학교실)

박규상 (연세원주의대 생리학교실)

배순식 (부산대 약리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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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고은희

최근 성인에서도 대사적으로 활성화된 형태의 갈색지방조직이 존재하며 비만인에 비해 정상체중인 사람이 갈색지방조직의 

활성도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갈색지방조직이 비만 및 관련된 대사 질환 치료의 주요 연구 주제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세션은 Basic 세션으로 갈색지방조직의 열생산 기전, 갈색지방조직 분화 및 흰색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 연구 및 실제 국내 

임상연구를 통하여 갈색지방조직에 대한 최신 연구로 강의를 준비하였다. 

09:00~10:40, Room5

S19 Brown and beige adipogenesis
 From bench to bedside: activation of brown fat

S19-1 Recent advances in study of brown adipose tissue  
S19-2 A multifunctional protein, EWS, is essential for early brown fat lineage determination

S19-3 Role of innate immune system in thermogenesis
S19-4 Clinical implication of brown adipose tissue in human

 좌장:  유순집, 최철수

고은희 (울산의대 내과)

박준홍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항상성연구단)

이민우 (순천향의생명연구원)

이주희 (충남의대 내과)



5월
 11일

 토
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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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7 Precision medicine in diabetes
 Precision medicine in diabetes

RG7-1 Precision medicine in the field of diabetes
RG7-2 Precision medicine in Korea
RG7-3 Using genomic and gut microbiome profiles to design personalized interventions  
 for diabetes

 좌장:  김성훈

최성희 (서울의대 내과)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심장내과)

박선민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Organizer:  당뇨병유전학연구회

최근 다양한 오믹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정밀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밀의료가 과연 기존의 진단, 분류,  

치료를 혁신적으로 개선시켜서 저비용 고효율 진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쎄션에서는 당뇨병 분야에서 정밀의료의  

국제적인 발전 흐름을 살펴 보고 국내 정밀의료 추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당뇨병 

정밀의료 실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09:00~10:40, Room6



5월
 11일

 토
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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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investigator award 특강

SP3 Interplay between skeletal muscle and liver in metabolic disease  

 좌장:  박경수

김규리 (성균관의대 내과)

11:00~11:20, Room1,2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만 45세 이하의 젊은 연구자들의 당뇨병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당뇨병학의 연구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젊은 연구자에게 학술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삼성서울병원 김규리  

임상조교수가 그간의 업적을 인정받아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5월
 11일

 토
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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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lecture 2

PL2 Roles of adipose tissue remodeling in insulin sensitivity regulation

 좌장:  이형우

김재범 (서울대 생명과학부)

11:20~12:00, Room1,2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김재범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지방대사와 지방조직에 대하여 연구하여 오고 있다. 생체 내 주된  

에너지원인 지방대사물과 이를 저장하는 지방조직의 이상 증가는 당뇨병을 포함하여 대사성 질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재범 교수는 기초생명과학자로서 비만동물을 모델로 하여 지방조직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 과정과 그로 인한 

인슐린 민감도 변화에 대한 최신 동향과 연구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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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sym
posia

5월 9일 목요일 / 17:30~18:00, Room3 좌장:  정민영

Satellite symposium 1
SS1 The renoprotective effect and safety of DPP-4 inhibitors for type 2 diabetes: GUARD study

강은석 (연세의대 내과)

5월 9일 목요일 / 17:30~18:00, Room4 좌장:  강성구

Satellite symposium 2
SS2 Rethinking the approach to managing type 2 diabetes with DECLARE

박정현 (인제의대 내과)

5월 10일 금요일 / 07:30~08:30, 힐튼호텔 우양미술관 좌장:  김영설

Breakfast symposium 1
BS1 Recent diabetes guideline and suitable option after metformin for Korean T2DM patients

최성희 (서울의대 내과)

5월 10일 금요일 / 07:30~08:30,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좌장:  이현철

Breakfast symposium 2
BS2 Ideal combination therapy: consideration targeting β-cell function

홍은경 (한림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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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sym

posia

5월 10일 금요일 / 12:30~13:10, Room2 좌장:  최영길

Luncheon symposium 2 
LS2 Stairway to glycemic target with insulin therapy

좌장:  유형준

Breakfast symposium 4
BS4 The additional benefit of anagliptin beyond glycemic control

5월 11일 토요일 / 07:30~08:30, 현대호텔 다이아몬드홀

김종화 (세종병원 내과)

5월 10일 금요일 / 12:30~13:10, Room1 좌장:  최동섭

Luncheon symposium 1 
LS1 Which is the better choice to diabetic patients with metabolic syndrom:  
 TZD vs DPP-4 inhibitor 김남훈 (고려의대 내과)

이승환 (가톨릭의대 내과)

5월 10일 금요일 / 12:30~13:10, Room5 좌장:  허갑범

Luncheon symposium 3 
LS3 Managing diabetes in elderly: go easy and individualizes 이용호 (연세의대 내과)

좌장:  김용기

Breakfast symposium 3
BS3 Treatment approach for reducing complications and comprehensive  
 CV risk management in T2D patients

5월 11일 토요일 / 07:30~08:30, 힐튼호텔 우양미술관

홍준화 (을지의대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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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sym
posia

좌장:  박성우5월 11일 토요일 / 12:20~13:00, Room1

Luncheon symposium 5
LS5 Advanced clinical outcomes on 24hr glucose control based on evergreen study

권혁상 (가톨릭의대 내과)

좌장:  김진우5월 11일 토요일 / 12:20~13:00, Room2

Luncheon symposium 6
LS6 Reassuring CV benefit of T2D patients from EMPA-REG through RWE across CV risk

정인경 (경희의대 내과)

좌장:  김용성5월 11일 토요일 / 12:20~13:00, Room3

Luncheon symposium 7
LS7 Does simplicity matter to improve drug adherence in type 2 diabetes?

고관표 (제주의대 내과)

5월 10일 금요일 / 12:30~13:10, Room6 좌장:  손호영

Luncheon symposium 4 
LS4 Glycemic variabi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type 2 diabetes 김상용 (조선의대 내과)



GENERAL INFORMATION

구분 일시 장소

등록

5월 9일(목)   14:00~17:00

5월 10일(금) 08:00~17:00

5월 11일(토) 08:00~13:00

1층 로비

프리뷰룸

5월 9일(목)   14:00~18:00 

5월 10일(금) 08:30~18:00

5월 11일(토) 08:30~14:00

1층 101

포스터구연
5월 10일(금) 13:10~14:10

5월 11일(토) 13:00~14:00 

1층 전시장포스터전시
5월 10일(금) 09:00~18:00

5월 11일(토) 09:00~14:00

전시
5월 10일(금) 09:00~18:00

5월 11일(토) 09:00~14:00

소셜
이벤트

웰컴 5월 9일  (목) 18:00~ 3층 300C

오프닝 5월 10일(금) 11:00~11:10 3층 Room 1~2

디너 5월 10일(금) 18:00~ 3층 300C

운영시간

등록안내

평점안내

- 의사협회 연수평점: 9일(목)   2점 (부분평점 없음)

                              10일(금) 6점 (출석인정 시간에 따라 부분평점 인정)

                              11일(토) 3점 (부분평점 없음)

-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평점: 1일 2점 (KMA 교육센터 이수확인서 증빙)

- 당뇨병교육자평점: 10점

- 대한내과학회 전공의 외부 학술회의: 10일(금) 2점 / 11일(토) 1점

- 사전등록: 행사장 1층 사전등록데스크에서 명찰을 수령 하신 후 초록집 배부처에서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등록: 행사장 1층 현장등록데스크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및 등록 후 명찰을 수령 및 초록집 배부처에서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초청연자, 좌장 및 임원: 행사장 1층 로비에 있는 KDA부스에서 명찰과 초록집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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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운영일시(2일간)

포스터 구연 / 포스터 전시 / 부스전시 / 커피

- 2019년 5월 10일(금) 09:00~18:00

   2019년 5월 11일(토) 09:00~14:00

51

전시장 안내

Coffee

포스터발표
#1

포스터발표
#3

포스터 
전시

포스터발표
#2

포스터발표
#4

BMS MEDINET
비앰에스메디넷

삼우메디칼

Entrance Entrance

전시장

전시장 운영일시(2일간)
2019년 5월 10일(금) 09:00~18:00
2019년 5월 11일(토) 09:00~14:00

포스터 발표 / 포스터 전시 / 부스전시 / 커피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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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LE BUS 

신경주역 - 화백컨벤션센터간

현대호텔-베니키아스위스로젠-화백컨벤션센터 순환노선

5월 9일 목요일

버스노선 신경주역 KTX(출발) 화백컨벤션센터(경유/출발) 신경주역 KTX(도착)

KDA 1 12:20 13:10 14:00

힐튼호텔 13:20 14:10 -

KDA 1 14:20 15:10 16:00

KDA 1 16:50 17:40 18:30

KDA 1 19:45 20:35 -

5월 10일 금요일

KDA 1 8:55 9:45 10:35

KDA 1 10:40 11:30 12:20

힐튼호텔 12:00 12:50 -

KDA 1 13:20 14:10 15:00

KDA 1 15:50 16:40 17:50

KDA 1 18:20 19:00 -

5월 11일 토요일

KDA 1 8:50 9:40 10:30

KDA 1 10:40 11:30 -

KDA 1 - 13:30 14:20

KDA 2 - 13:40 14:30

KDA 1 - 15:10 16:00

KDA 2 - 15:30 16:20

5월 9일 목요일

버스노선 현대호텔(출발)
베니키아

스위스로젠호텔 (경유/출발)
화백컨벤션센터(경유/출발)

베니키아

스위스로젠호텔(경유/출발)
현대호텔(도착)

KDA 2 14:00 14:10 14:15 14:20 14:30

KDA 2 14:35 14:45 14:50 14:55 15:05

KDA 2 15:10 15:20 15:25 15:30 15:40

KDA 2 15:45 15:55 16:00 16:05 16:15

KDA 2 16:55 17:05 17:10 17:15 17:25

KDA 2 17:30 17:40 17:45 17:50 18:00

KDA 2 18:05 18:15 18:20 18:25 18:35

KDA 2 18:40 18:50 18:55 19:00 19:10

KDA 2 19:15 19:25 19:30 19:35 19:45

현대호텔 - - 19:30 - 19:40

KDA 2 19:50 20:00 20:05 20: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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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금요일

버스노선 현대호텔(출발)
베니키아

스위스로젠호텔 (경유/출발)
화백컨벤션센터(경유/출발)

베니키아

스위스로젠호텔(경유/출발)
현대호텔(도착)

KDA 2 8:00 8:10 8:15 8:20 8:30

현대호텔 8:30 - 8:40 - 8:50

KDA 2 8:35 8:45 8:50 8:55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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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A 2 9:45 9:55 10:00 10:05 10:15

KDA 2 10:20 10:30 10:35 10:40 10:50

KDA 2 10:55 11:05 11:10 11:15 11:25

KDA 2 11:30 11:40 11:45 - -

KDA 2 - - 13:20 13:25 13:35

KDA 2 13:40 13:50 13:55 14:00 14:10

KDA 2 14:15 14:25 14:30 14:35 14:45

KDA 2 14:50 15:00 15:05 15:10 15:20

KDA 2 16:00 16:10 16:15 16:20 16:30

KDA 2 16:35 16:45 16:50 16:55 17:05

KDA 2 17:10 17:20 17:25 17:30 17:40

KDA 2 17:45 17:55 18:00 18:05 18:15

KDA 2 18:20 18:30 18:35 18:40 18:50

KDA 2 18:55 19:05 19:10 19:15 19:25

현대호텔 - - 19:30 - 19:40

KDA 2 19:30 19:40 19:45 19:50 20:00

KDA 2 20:05 20:15 20:20 20:25 20:35

5월 11일 토요일

KDA 2 8:00 8:10 8:15 8:20 8:30

현대호텔 8:30 - 8:40 - 8:50

KDA 2 8:35 8:45 8:50 8:55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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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A 2 9:45 9:55 10:00 10:05 10:15

KDA 2 10:20 10:30 10:35 10:40 10:50

KDA 2 10:55 11:05 11:10 11:15 11:25

KDA 2 11:30 11:40 1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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