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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여름의 문턱을 넘어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소아내분비학회 International 

Newsletter 발간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대로 갈수록 국제학술교류의 기회가 많아지고 학회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야겠다는 취지 

아래 이번 회기에 새롭게 국제이사를 임명하고 국제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소식지는 

국제위원회의 노력의 첫 산물로서 지난 봄에 있었던 2016년 ENDO meeting 에 대한 개괄적인 

요약과 소아내분비 질환과 관계있는 주제들에 대해 정리를 하여 특히 학회에 참석 못하신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최근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회원 분들의 연수 경험과 

연구 주제를 소개하여 앞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비록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국제위원회의 이 소식지가 회원들의 해외교류를 

더욱 넓히고 학회의 국제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소식지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유지숙 국제이사와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소개의 글

(고대안암병원/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 이기형   



2016년 ENDO Meeting이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보스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개인적으로 2011년 보스턴에서 열렸던 ENDO Meeting 이후에 2번째 보스턴을 방문하게 

되었다. 5년 전 전임의 때는 첫 해외학회여서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2번째 방문이라 익숙한 기분도 들고 새로운 최신 지견을 배운다는 흥분이 더 컸던 

것 같다.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보스턴은 고풍스런 건물과 이국적인 도시 모습으로 

반겨주었다. 학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보스턴은 변화무쌍한 기후를 보여주었는데, 도착한 

이틀째까지는 우리나라의 봄 날씨 같은 약간은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보여주었지만, 

3일째부터 비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추워지더니, 오기 전날에는 4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나 할 정도로 눈보라가 휘몰아 쳤었다. 한국에서 떠날 때 옷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겨울 점퍼를 챙겨갔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1. 강병호, 임성직, 조자향, 구재회, 심계식 / Change of growth pattern and thickness of epiphyseal plate in female rats according to injected estrogen dosage

2. 강은구, 조자향, 최진호, 유한욱 / Etiology and therapeutic outcomes of children with peripheral precocious puberty 

3. 김기은, 정모경, 권아름, 채현욱, 김덕희, 김호성 / Recurrence of Childhood onset Craniopharyngioma with/without Growth hormone replacement: Long term experiences

4. 김신혜, 이재호, 박미나, 김재범, 신동미, 박미정 / Effects of growth hormone treatment on insulin resistance in young obese mice

5. 김화영, 정혜운, 이경민, 김소연, 정경아, 최근희, 이혜진, 이영아, 양세원, 신충호 / The Risk Factors of Cardiac Autonomic Neuropathy in Youth with Type 1 Diabetes 

6. 남효경, 김혜련, 이영준, 이기형 / Serum antimullerian hormone levels in precocious puberty girls according to timing of GnRH agonist 

7. 안문배, 전연진, 정인아, 김신희, 조원경, 조경순, 박소현, 정민호, 서병규 / Correlations Between Capillary Blood Spotted Filter Paper Thyrotropin and Serum Thyroid Function Test in Premature Neonates

8. 안정민 / Effects of obesity on peak level of luteinizing hormone in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stimulation test and bone age with central precocious puberty

9. 유지숙, 이승호, 허승 / Clinical Features of Childhood Diabetes Mellitu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Focusing on Autoantibody Status 

10. 윤종서, 이해상, 임중섭, 황진순 / Thyrotoxic Hypokalemic Periodic Paralysis Due to Hashimoto's Thyroiditis in Adolescents 

11. 이경민, 박양희, 이성재, 최재혁, 서정훈, 김준범 / Unrecognized high prevalence of and risk factors for low bone mineral density in patients with an inherited channelopathy

12. 이영아, 김소연, 정혜운, 김화영, 이혜진, 신충호, 양세원 / Pediatric Goiter: Can Thyroid Disorders be Predicted at Diagnosis and in Follow-up?

13. 이영아, 정혜운, 김화영, 이경민, 김소연, 정경아, 최근희, 임연희, 배상혁, 홍윤철, 신충호, 양세원 / Exposure to Phthalates Is Associated with Overweight or Obesity in 4-Year-Old Children

14. 이지은, 김재현 / Optimal Cutoff of Hemoglobin A1c for Detecting Impaired Fasting Glucose in Korean Youth: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1-2012

15. 이지은, 윤다영, 김재현 /  Prevalence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Analysis of the 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NANHES IV)

16. 이지현, 이윤숙, 조현혜, 이선화, 김혜순 / MRI Findings in Central Precocious Puberty 

17. 이해상, 임중섭, 황진순 / The Effect of Growth Hormone Treatment on Bone Mineral Density and Body Composition in Children with Idiopathic Short Stature

18. 이혜진, 유혜원, 정혜운, 이영아, 김재현, 정혜림, 유재호, 김은영, 유지숙, 신충호, 양세원, 이성용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and Severity of Diabetic Ketoacidosis at Diagnosis of Type 1 Diabetes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19. 임한혁 / The Proportion of Trucal Fat to Total Body Fat is the Strong Determinant Factor of Metabolic Unhealth in Nonobes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20. 정모경, 김기은, 권아름, 채현욱, 김덕희, 김호성  / The Effect of Growth Hormone-Releasing Peptide (MK-677) on Somatic Growth in Rats

21. 정모경, 김기은, 권아름, 채현욱, 김덕희, 김호성  / Adult Height and Growth Pattern in Patients with Classic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22. 정모경, 허진호, 김기은, 권아름, 채현욱, 김덕희, 김호성 / Insulin Resistance Is Elevated in Girls with Precocious Puberty 

23. 조성윤, 김옥화, 진동규, 한헌석 / Spondyloepimetaphyseal dysplasia caused by novel mutations in COL2A1 in two Korean families

24. 조원경, 안문배, 전연진, 정인아, 김신희, 조경순, 박소현, 정민호, 서병규 / Low bone mineral density in adolescents with leukemia treated with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 

25. 조원경, 장정필, 최은정, 안문배, 전연진, 정인아, 정민호, 김태규, 서병규 / Toll-Like Receptor-3 and -4 gene polymorphisms are associated with autoimmune thyroid disease in Korean children. 

26. 조자향, 강은구, 김구환, 최진호, 유한욱 / Clinical phenotypes and molecular analysis of the THRB gene in children with thyroid hormone resistance 

27. 최진호, 강은구, 조자향, 김구환, 유한욱 /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molecular spectrum of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in Korea 

28. 황정원, 김선영, 김민선, 이대열 / IGFBP-1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ancreatic Beta Cell Function and Insulin Resistance in Obese Children

29. 황정원, 김선영, 김민선, 이대열 / Hemoglobin A1c Measurement for the Diagnosis of Type 2 Diabetes in Korean Children

2016년 ENDO Meeting은 adrenal/cardiovascular/lipids, diabetes/obesity, reproduction/neuroendocrinology/pituitary, thyroid cancer & neoplasia, 

nuclear & membrane signaling/EDC, pediatrics/genetics/aging/bone/calciotropic hormones/miscellaneous의 총 6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구 방향에 따라 basic, translational, clinical study로 세분화되어 진행되었다. 강의 방식에 따라 Plenary lectur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Meet the professor, Symposium 등으로 구분되어 많은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 매일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강의를 

들어야 했다. 올해는 주로 Plenary lecture 와 Meet the professor session을 들었는데, 4일 동안의 강의 중에서도 Gary Lee Francis 교수의 thyroid 

nodule의 검사 및 치료 방향에 대한 강의가 인상 깊었다. 외래에서 thyroid nodule 환자를 볼 때 fine needle aspiration test를 언제 해야 할 지 

매번 고민이었는데, guideline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특히 학회에서 각 나라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포스터를 보면서 연구 주제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많은 얻는 편인데, 올해도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주로 puberty 와 neuroendocrinology 분야의 포스터를 열심히 보았는데, 

최신 연구 경향은 역시 임상적인 data에 대한 유전자 연구가 많이 보여서 molecular mechanism에 대한 연구 방법 및 이론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학회를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회에서 열심히 듣고 질문하는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앞으로 더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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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 with long-term use of GH are plausible (Jean-Claude 
Carel/ Robert Debré Hospital, University Paris Diderot, France)

8개 유럽국가에서 주요 부작용(사망, 암 등)에 대한 rhGH 모니 

터링을 하기 위하여 SAGhE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4개의 

문헌이 보고되었다. 프랑스 SAGhE Cohort를 high, middle, low risk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Carel et al, JCEM2012), high risk 

group(n=1,210)에서는 암 등이 보고되었고, low risk group(iGHD, ISS, 

SGA, n=6,928)에서는 심혈관(CV), stroke, ischemia 등 다른 유형의 

부작용과 관련이 높았다. 그러나 GHD, SGA는 CV, stroke 위험이 

다른 질환의 환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SAGhE 연구에서는 GH에 의해 2543명 중 21명이 

사망하였고, 의학적 요인으로는 5명이 사망하였다. 스웨덴 GH 

mortality를 adjusted model로 분석 시 SMR은 0.95(0.59-1.46, 

P=0.95)이다. rhGH를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risk level에 따른 

부작용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SAGhE 결과 해석 시에는 cohort 

assembly, 각 국가별 F/U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ebate session

* Mortality Is Not Increased in Recombinant Human Growth Hormone-treated Patients When 
Adjusting for Birth Characteristics.  (J Clin Endocrinol Metab 2016 May; 101(5): 2149-59).

Long-term use of GH is safe 
(Ron G Rosenfeld, MD/ Stat 5 LLC, Los Altos, CA)
rhGH의 장기 부작용 연구는 대개 industry sponsored registry로, 대개 

10년 미만이며, SAE 보고 의무는 없는 제한이 있으나, 120,000명 이상 

환아 data가 수집되어 있다. 연구별 Adjust mortality model 결과는 거의 

일치한다. rhGH 그룹은 체중, 키, congenital malformation이 다르다. 

최근 발표된 문헌 (Albertsson-Wikland K et al, JCEM2016*) 에서

Convenient model SMR이 1.43인 반면 advanced model의 SMR은 0.96

으로, factor 보정 시 GH 부작용 위험 관련성이 낮았다. 

프랑스 SAGhE 연구 문헌은 GH 부작용을 결론짓기에는 여러 

제한점이 있다 (small number, heterogeneous population, failure to repro-

duce findings, lack of appropriate control group 등). 영국 연구결과 

에서도 rhGH 사용과 발암 관련성이 있었으나, 발병 환자수가 매우 

적었다. 즉, 현재까지 GH과 부작용에 대한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는 많으나, 명확한 관련성은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Bradford hill criteria for causation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Presidential Plenary: 
Technology and Delivery Breakthroughs in Diabetes
Making Human Pancreatic Beta Cells for the Study and 
Treatment of Diabetes
(Douglas A Melton,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HHMI, Cambridge, MA)
Outpatient Studies Testing Automated Glycemic Control with a Bionic 
Pancreas
(Edward R Damiano, PhD/ Boston University, Boston, MA)

Big Data Discoveries and 
Clinical Advances in Adrenal Disease
Steroid Metabolomics As a Discovery Tool
(Wiebke Arlt, MD, DSc, FRCP, FmedSci / Univ. of Birmingham, Birming-
ham, UK)
Lessons Learned from the Study of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Deborah P. Merke, MS, MD / NIH, Bethesda, MD)

The Study and Preservation of 
Female Fertility
Steroid Metabolomics As a Discovery Tool
(Wiebke Arlt, MD, DSc, FRCP, FmedSci / Univ. of Birmingham, Birming-
ham, UK)
Lessons Learned from the Study of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Deborah P. Merke, MS, MD / NIH, Bethesda, MD)

Endocrine Genetic and Epigenetic Control of Development: 
Bases for Human Health and Disease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and Multigenerational Health Conse-
quences
(Barbara A Cohn, PhD/ Public Health Institute, Berkeley, CA)
Discovering the Genetic Architecture of Endocrine Systems Using 
Human Disease Models: A Journey from Mendel to Populations 
(William F Crowley, Jr., MD/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MA)

New Genetic Insights into the Pathogenesis and Treatment of 
Thyroid Cancer
Genomic Characterization to Elucidate Mechanisms of Thyroid Oncogene-
sis and Progression
(Matthew D Ringel, MD/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New Insights in Genetics to Diagnose Thyroid Cancer
(Barbara Maria Jarzab, MD, PhD/ Maria Sklodowska-Curie 
Memorial Cancer Center and Institute of Oncology, Gliwice, Poland)

New Signaling Pathways and Novel Approaches for Treating 
Metabolic Bone Disease
Macrophages As Mediators of Bone Health and PTH Actions
(Laurie Kay McCauley, DDS, PhD/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Dentistry, Ann Arbor, MI)
New Approaches to Treating Osteoporosis
(Michael R McClung, MD, FACP/ Oregon Osteoporosis Center, Portland, OR) 

Novel Insights in Adipoctye Signaling and 
Impact on Clinical Care
Development, Endocrine Function, and Metabolism of Marrow 
Adipose Tissues
(Ormond A MacDougald, PhD/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Ectopic Adipose Accumulation in Lipodystrophy: 
Molecular Insights and Clinical Implications
(Steven Kyle Grinspoon, MD./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MA)

Plenary session



GH insensitivity (GHRD, GH gene deletion)에서 성장을 목적으로 rIGF-I을 사용할 수 있다 (Laron syndrome, Rabson–Mendenhall syndrome 

등). rIGF-I은 보통 80ug, 120ug/kg 용량을 사용하며, 1년 치료 시 HV 및 Ht SDS가 증가한다. GHRD 환아에 rIGF-I(150μg/kg)과 GH(45μ

g/kg)을 병용 치료한 경우, GH 단독군에 비해 1년째 HV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rIGF-I 치료의 주요 부작용으로는 대사증후군, 지방 증가, 저혈당, soft tissue growth 등이 알려져 있다. GHD에서 GH 투여에 비해 

이상반응이 많으나, 대부분 이상 반응이 심하지 않고 대처 가능하므로 치료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 첫 1달 이내 49%에서 저혈당을 

경험했는데, 대부분은 치료 전에도 저혈당 병력이 있던 경우였다.  IGF-1에 대해서는 적정 용량, 투약 대상, 장기적 이득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제목 Long-term outcomes and safety of rhIGF-1

연자 Steven D. Chernausek

소속 University of Oklahoma College of Medicine

제목 Efficacy and safety of long-acting GnRH analogs

연자 Erica A Eugster

소속 Riley Hospital for children

진성 성조숙증(CPP) 환아를 luprolide depot (3개월 제형), triptorelin (IM, 6개월 제형), histrelin (SC implant, 1년 제형)으로 치료하는 경우, 

성조숙증 지연효과가 monthly depot 제형과 유사하다. 이 중, histrelin의 경우, 2007년 CPP로 허가 받았으며, LH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Histrelin 이식 후 후 환자의 약 30%에서 breakage가 보고되었으나 수술 제거 시간은 30분 미만으로 환자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서방형 제형으로 인한 residual scar (sterile abscess)가 관찰되었고, histrelin은 약 50% 환자에서 투여 부위 반응, 

breakage 등이 보고되었다. Histrelin 제거 약 1년 후 초경 및 testis volume은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mense cycle은 규칙적이며 생식 기능에 

영향은 없으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발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GnRHa 투여 시 BMI는 치료 중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중단 후 

정상화되며 대조군과 차이가 없어 BMI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BMD는 치료 중 감소하나 중단 3~5년 후에는 대조군과 

비슷해진다. 결론적으로, CPP 치료 시 GnRH analog의 효능 및 안전성은 대체로 우수하다.

Asthma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Inhaled corticosteroids (ICS)를 투여하는 경우 성장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glucocorticoid의 기전 상 pulsa-

tile GH 분비, liver IGF-I, adrenal androgen 생성,  GH receptor expression 및 골 증식이 감소되고 apoptosis가 증가하여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임상 결과, ICS 사용 시 약 1.5cm/yr까지 성장이 지연되었다. 부작용은 입자크기와 관련성이 있으며, 치료기간이 길수록 부작용이 

증가한다. ICS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우선은 치명적인 질환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장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물 선택, 용량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ICS 고용량 사용 시, constitutional growth 

delay,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ADHD), 순응도가 높은 경우).

(남효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제목 Inhaled corticosteroids and growth: still an issue after all these years

연자 David Bruce Allen

소속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Medicin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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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D failure의 원인은 크게 4가지 (misdiagnosis, inadequate dosing, Nonadherence, Adverse effects of ATD) 원인에 따라 접근한다. 이 중 

non-adherence와 adverse effects로 인한 경우가 가장 흔하며, 이러한 경우 임상적으로 가능하다면 radioiodine therapy가 선호된다. 

과거 retrospective study 결과에 따르면 remission을 최대화하기 위해 ATD를 장기간 투여하는 것이 권고되었지만, 이후 randomized 

prospective trials에 의하면 12-18개월 이상 치료하는 것이 보다 높은 remission rate를 보이지는 않았다.1 

Drug choices after ATD failure

제목

소속

좌장

1. Refractory Graves’Disease (GD)
요오드 과다 섭취는 항갑상선제(ATD)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 근거로서 ipodate (iodine-containing contrast media) 치료를 받은 

경우 ATD가 덜 효과적이며, 반면, 요오드결핍이 있는 환자는 ATD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병태생리적으로 과도한 요오드는 ATD가 

요오드화(iodination) 과정에서 타이로신 잔기와 경쟁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1) Iodine
2) (Lithium)
3) Corticosteroids
4) Bile acid sequestrants: binding resins은 thyroid hormone의 enterohepatic circulation을 방해하여 fecal excretion을 증가시킨다. 
5) Plasma exchange/ plasmapheresis:  major ATD adverse effects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refractory patients에서 고려될 수 있다.

제목  Thyrotoxicosis: When antithyroid drugs (ATD) fail

소속 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 Bethesda, Maryland

연자 Henry B. Burch, MD

Thyroid

Hot topic



후기

항갑상선제인 methimazole (MMI)과 propylthiouracil (PTU)는 6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약제로, thyroid hormone synthesis를 감소시키고 spontaneous 
remission을 기다리는 동안 euthyroid state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나, Graves disease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한다. 미국의 경우 radioactive iodine이 
가장 선호되는 치료법인 반면, 국내에서는 항갑상선제가 초기 치료로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잦은 재발을 보이는 질병 자체의 특성과 
장기간 투약으로 인한 compliance 저하나 재발에 따른 환자의 불신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비록 Caucasian 성인에서의 meta-analysis 
결과이기는 하나, 항갑상선제를 18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remission rate를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소아청소년 Graves 
disease 환자의 경과 및 Refractory Graves disease 에서의 치료 및 추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경험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화영, 강원대학교병원)

후기

1 Cooper, D.S. J Clin Endocrinol Metab 2003 Aug;88(8):3474-81. [PMID 12915620]
2 Langley and Burch. Endocrinol Metab Clin North Am 2003;32:519 [PMID 12800544]
3 Basaria. Am J Med 2005;118:706 [PMID 1598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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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apid preparation for thyroidectomy (Regimen)2

1) Saturated solution of potassium iodide (SSKI) 2-4gtts p.o. 3-4 times daily (oral cholecystographic agents 사용 가능)
2) Propranolol 40-80mg 3-4 times daily
3) Cholestyramine 4g p.o. 4 times daily
4) Dexamethasone 2mg p.o. or IV every 6 hours

2. Amiodarone Induced Thyrotoxicosis (AIT)
Amiodarone (200mg) tablet에는 약 75mg의 iodine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10%의 iodine이 free iodine으로 방출되는데 이는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의 약 50배에 해당한다. Amiodarone의 반감기는 약 100일이다.

AIT는 복잡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으로 대부분의 AIT 환자들은 type 1 또는 type 2로 구분하기가 힘들다.3

Refractory AIT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아래 2가지 이외의 경우 ATDs와 corticosteroid (CS)의 병합치료를 하면서 close follow-up이 필요하다.
1) 명백한 iodine-induced thyrotoxicosis를 보이는 stable한 환자들은 ATDs 단독치료를 해 볼 수 있다.

2) Iodine-induced disease의 근거가 없는 stable한 환자들은 corticosteroid 단독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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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보스턴대학 의공학과 (Biomedical Engineering) 교수인 연자는 그의 아들이 1형 당뇨로 진단된 이후 혈당조절을 도울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중에서 bihormonal (insulin과 glucagon) bionic pancreas를 개발하여 실용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개발 및 동물실험의 과정을 

거쳐, 성인 및 청소년 1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였다. 그가 개발한 모바일 시스템은 혈당 조절 알고리즘을 휴대전화에 넣고 두 

개의 펌프 (인슐린 펌프와 글루카곤 펌프)와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 기계를 연결한 것이고, 임상 실험에서 우수한 혈당 조절 

기능 및 새벽 저혈당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상하던 것을 현실로 옮기는 추진력과 기술에 감탄하였다. 한편, 아직 CGM 및 인슐린 펌프가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1형 당뇨 환자의 치료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DNA methylation은 세포/조직 특이적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뇨와 관련하여 췌장 islet cell을 분석하였을 때 alpha cell이 beta cell 

보다 insulin promotor site의 methylation이 더 많이 되어있다. 2형 당뇨인과 비당뇨인의 췌장 islet cell의 DNA methylation 패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102개의 유전자가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다른 패턴으로 methylation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었다. 

비당뇨인의 나이에 따른 췌장세포의 methylation 패턴을 비교했을 때 241개의 위치에서 나이에 따라 methylation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중 139개의 위치는 혈액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였다.  KLF14, FHL2, GNPNAT1 유전자의 baseline DNA methylation이 많이 될수록 10년 후 2

형 당뇨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나이 등 비유전적 요인에 의해 DNA methylation 패턴이 변화하며 혈액에서의 DNA 

methylation이 췌장세포의 DNA methylation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genetics와 epigenetics 사이의 상호작용이 2형 당뇨와 췌장세포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GWAS

를 이용하였는데 2형 당뇨병와 연관된 40개의 SNP들 중에서 DNA methylation site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연구하였다. 48%의 2형 당뇨 위험 allele

은 CpG site에 변화를 주는 것이었으며 비당뇨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DNA methylation pattern 및 유전자 발현, alternative splicing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DNA methylation pattern의 변화는 2형 당뇨의 인슐린 분비능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혜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제목 Outpatient Studies Testing Automated Glycemic Control with a Bionic Pancreas

연자 Edward R Damiano 

소속 Boston University, Boston, US 

제목 Epigenetic Change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Impact on Insulin Secretion and Action

연자 Charlotte Ling

소속 Lund University Diabetes Center, Sweden

제목 Diabetic Neuropathies
연자 Rodica Pop-Busui   

소속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해외 연수기

2011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미국 Boston에 있는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Reproduc-
tive Endocrine Unit 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담당 책임 선생님은 William F. Crowley Jr. MD
이시며 Harvard Reproductive Endocrine Science Center & Reproductive Endocrine Unit of the 
Department of Medicin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Dr. Crowley Jr. 
선생님의 주 연구 분야는 Isolated GnRH deficiency에 대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Kallmann 
syndrome과 idiopathic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의 원인 유전자 및 진단, 치료관련 각종 
임상 연구를 수행 중으로 현재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이용한 새로운 원인 유전자의 
발굴과 GnRH pump therapy 등의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연수기간 중 isolated GnRH deficiency
의 유전자 돌연변이의 founder effect를 증명하는 과제와 CHD7 유전자 돌연변이와 isolated GnRH deficiency와의 연관성 및 기능 연구를 
하였습니다. 많은 research fellow (MD & PhD), lab manager, genetic counselor, nurse practitioner들이 임상 진료와 연구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각종 conference와 MIT Broad Institute와 cowork을 통해 관련 과제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최진호 (서울아산병원)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는 비교적 드문 합병증으로 진료실에서 흔히 간과되기 쉽다. 하지만 간단한 문진과 검사로서 선별이 
가능하며,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에의 영향과 위중도를 고려할 때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직까지 그 병태생리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분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화영, 강원대학교병원)

후기

Diabetic neuropathy (DN)은 diabetes의 chronic complication 중 하나이다. Distal symmetrical polyneuropathy (DSPN)은 1형 당뇨병의 경우 

진단 20년 이후 약 20%에서 발생하고, 2형 당뇨병의 경우 진단 시부터 약 10-15%에서 동반될 수 있다. Cardiac autonomic neuropathy 

(CAN)는 유병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는데, 1형 당뇨병의 경우 진단 20년 이후 약 30%, 2형 당뇨병의 경우 진단 15년 이후 약 60%의 

유병률이 보고되었다. 

1. DN의 진단

DSPN의 진단

- 임상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symptoms (pain, dysesthesias, electric shock-like sensation with numb foot) 및 signs 유무를 평가한다.

- Signs: simple clinical tests로 가능하다. T1DM에서는 진단 5년 이후, T2DM에서는 진단 시부터 매년 screen이 필요하다. 

* Small fiber부터 손상되므로 initial stage에서는 NCV testing은 정상이며, Thermal, pin-prick sensation 검사가 필요하다.

- 그 외 metabolic syndrome, impaired glucose tolerance, obesity, hypertriglycemia 환자에서도 neuropathy risk 가 증가하므로 screening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DN의 시기적절한 진단이 중요하지만 DN은 종종 진료실에서 간과되어지며, 임상의들은 종종 간단하고, 민감하며, 비용-효과적인 

진단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Large Myelinated Fibers Small Myelinated & Unmyelinated Fibers

Reflexes, proprioception, vibration Thermal, pin-prick sensation

NCV Testing (median, sural, peroneal nerves) Historically “invisible” Skin Biopsy for IENFD, 
Corneal confocal microscopy, QST

(thermal discrimination, pain), Sudomotor function QST (vibration perception)

Examination

Diagnostic Test

- Pain에 대한 치료제로 FDA 승인된 약제는 Pregabalin, Duloxetine 2가지로, 그 중 Pregabalin이 효과면에서 더 좋다. 

   (그 외 opioid 계열로 Tapentadol이 FDA 승인됨)

2. DN의 치료

DN의 병태생리를 밝히려는 최근의 주요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DSPN의 자연경과를 target으로 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인 통증의 경우 opioids는 너무 쉽게 처방되고 있고, 남용과 중독 및 다른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통증에 대한 다른 약제들을 먼저 시도하고, 실패한 경우 opioid 사용 전에 통증 클리닉으로의 referral이 고려되어야 한다.

Drug Class

Anticonvulsants

Common AEsAgent
Initial Effective

Pregabalin

NNT Range 
(30-50% improvement)

3.3-7.725-75mg, 
1-3x/day

Does

300-600
mg/day

Somnolence
Dizziness
Peripheral edema
Headache
Ataxia
Fatigue
Xerostomia
Weight gain

Angioedema
Hepatotoxicity

Rhabdomyolysis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
Seizures after rapid 
discontinuation

Thrombocytopenia

Major 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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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미국 Baltimore에 있는 Johns Hopkins University Hospital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Sally Radovick 이시며 Rutgers University, Dean of Research
에 계시며 전문 분야는 Pediatric Endocrinology 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각종 Knock-Out mouse
로 endocrine physiology를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은 연구 중심 
병원답게 리서치가 매우 발달 해 있었습니다. 단지 1년간의 방문교수였지만 박사 후 과정 
펠로우로서 활발한 실험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동물실험실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 및 절차도 
까다롭고, 그 외에도 까다로운 단계가 아주 많은 병원이었습니다.  시간을 잘 분배해서 활용을 
해야만, 동물실험실에서의 일상적 연구와 랩에 올라와서 해야 하는 그 날의 실험을 간신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연구인력이 많으면서도 할 일이 세분화되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사이가 좋으면 협업도 가능 했지만,  모두 바쁜 시간을 쪼개 도움을 얻는지라 계획을 잘 세워야만 했습니다. 
기계 사용 하나 하나도 스케쥴표에 미리 잘 예약해 놓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기에, 적시에 시행해야 할 실험을 망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했고, 랩 미팅 때 실험결과 발표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주 1회 소아내분비 펠로우가 당직 하면서 담당했던 
환자를 발표하고 소아내분비 스탭들과 토론하는 시간이 재미있었고, 소아내분비 의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외래에 옵저버로 
들어가는 시간도 즐거웠는데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코리아에 대해 익숙하게 알고 악수를 청하곤 해서 친근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현재 Sally Radovick 교수님은 JHU에서 Rutgers University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김세영 (분당제생병원)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Boston University에 있는 Evans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Biomedical 
Research Section of Endocrinology, Diabetes, and Nutrition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Elizabeth 
Pearce, M.D., MSc 이셨으며 Associate Professor of Medicine으로 계시면서 clinical and epidemiologic 
research in areas including the sufficiency of dietary iodine in the U.S. 와 thyroid effects of environmental 
perchlorate exposure and otherpotential endocrine disruptors 을 주로 연구하셨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Iodine associated disorder와 perchlorate와 관련된 화학분석 및 임상연구/역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입니다. 
화학분석법은 고난위도의 기술은 아닌지라 기본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 clinical research를 
함께 하는 것이 좋으나, 기본적으로 성인 내과 base의 research를 하는지라 연구의 중심이 달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다면 국내에서 연구 계획을 미리 하여 시료를 가지고 가서 결과 분석을 하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로 Endocrine grand round 참석을 통해 배운 내용이 
있고 및 후반부의 Pediatric endocrine clinic 의 외래 및 회진 참여를 통해서도 다른 임상 여건 및 다른 질환군에 
대한 진료를 경험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정혜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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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미국 California 주의 San Diego에 있는 UC San Diego 소속의 
Rady Children’s Hospital 의 Pediatric Endocrinology & Diabetes Clinic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담당 책임 선생님은 Michael Gottschalk, M.D., Ph.D. 이시며 Pediatric Endocrinology & Diabetes 
Division의 Chief로 Pediatric Endocrinology 전반적인 질환을 다 담당하시며 주로 Diabetes 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주로 Rady Children Hospital의 소아내분비 Clinic 에서 지냈고 이곳은 소아내분비 전문 
교수가 9명이 계시며 fellow 3명 외의 Psychologist 1명, Diabetes Nurse Educators 2명, 그 외의 

사회사업가, 검사 담당 기사 등의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여유로운 진료 환경에서 환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진찰, 검사 및 치료를 하는 것을 보았으며 매주 시행하는 conference, PGR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곳은 활발한 Diabetes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 중으로 type 1 DM의 prevention, type 2 DM에 대한 신약 개발, genetic study 등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영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미국 Huston 에 위치한 베일러 
의과대학(Baylor College of Medicine) 및 Texas Children’s Hospital에서 
연수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Department of Molecular and Human Genet-
ics에서 post.doc research fellow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베일러 
의과대학은 Genetics 전 분야에서 미국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이며, 
Molecular and Human Genetics 과를 구성하는 staff의 수 만도 87명이나 
되었습니다. 

Department의 Chair는 The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ASHG)의 전직 President로서, Neuronal carnitine deficiency as a risk factor 
for autism, Angelman syndrome, Prader-Willi syndrome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Arthur L Beaudet 교수였으며, PI는 Marco Sardiello 
교수로 Lysosomal storage disorder의 innovative therapy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3D screening method를 이용하여 
Autism 환자 2100명을 대상으로 특정 관련된 유전자의 deletion prevalence 확인을 위해 multiplex qPCR 분석을 하였고, 여러 public data base
를 이용하여 다양한 Mendelian 유전질환의 genetic variants에 대한 curation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1년 6개월간 여러 신체 대사에 관여하는 
mTOR signaling pathway 및 lysosomal storage disorder 각 상호간의 Protein to protein interaction 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전종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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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EASD) 
        Annual Meeting 2016

Date: 2016.09.12-16

Location: München, Germany

Website: http://www.easd.org/images/easdwebfiles/annualmeeting/

                   52ndmeeting/index.html

2. Australasian Paediatric Endocrine Group (APEG) Annual 
    Scientific Meeting

Date: 2016. 8. 14 - 17 

Location: Alice Springs NT Australia

Website: https://willorganise.eventsair.com/

            QuickEventWebsitePortal/2016-apeg-conference/website

7. European Society for Paediatric Endocrinology 
      (ESPE) 2016

Date: 2016. 9. 10–12

Location: Paris, France

Website : http://www.espe2016.org/

3. 28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ediatrics
Date: 2016. 8. 17 – 22

Location: Vancouver, Canada

Website : http://www.ipa2016.com/

4. International Diabetes and Endocrine Congress (IDEC)
Date: 2016. 8. 19 – 21 

Location: Karachi, Pakistan

Website : http://www.bideonline.com/IDEC-2016.aspx

1. Metabolic & Endocrine Disease Summit (MEDS) West
Date: 2016. 7. 13–16 

Location: Scottsdale, United States

Website: https://medsummit-cecme.org/site/userdetails.aspx

5.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Endocrinology in 
     collaboration with the 15th Annual Meeting of the 
     Chinese Society of Endocrinology

Date: 2016. 8. 31 – 2016. 9. 4 

Location: Beijing, China

Website : http://www.ice-cse2016.org/en/

6. The 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Lipid Metabolism & 
     Atherosclerosis (ICLA 2016)

Date: 2016. 9. 9–10 

Location: Seoul, Korea, Republic Of

Website : http://www.icla2016.org/

9. 85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ATA)
Date: 2016. 9. 21–25 

Location: Denver, United States

Website : http://www.thyroid.org/86th-annual-meeting-ata/

10.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and Adolescent Diabetes 
       (ISPAD) Meeting

Date : 2016. 10. 26 - 29

Location : Valencia, Spain

Website : http://2016.ispad.org/

11. 6th Congress of the European Academy of Paediatric Societies
Date: 2016. 10. 21–25

Location: Geneva, Switzerland

Website ; http://www.paediatrics.kenes.com/

13. 8th International GRS-IGF Congress 
Date : 2016. 11. 6 - 10

Location : Tel Aviv, Israel

Website : http://grs-igf2016.com/

14. Society for Endocrinology (SfE) BES 2016 
Date : 2016. 11. 7-9 

Location : Brighton Centre, Brighton, UK

Website : http://www.endocrinology.org/meetings/2016/sfebes2016/

                   index.aspx

15. 9th APPES/50th JSPE Joint Scientific Meeting
Date : 2016. 11. 17 - 20

Location : Tokyo, Japan

Website : http://www.appes-jspe2016.jp/en/index.html

16. 44th Meeting of the British Society for Paediatric 
       Endocrinology and Diabetes

Date : 2016. 11. 23-25

Location : Nottingham, UK 

Website : http://www.bsped.org.uk/meetings/BSPED2016/

17. 14th Annual World Congress on Insulin Resistance,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Dates : 2016. 12. 1 - 3

Location : Los Angeles, United States

Website : https://wcir.org/

12. 11th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Western Pacific Region 
        Congress (IDF-WPR) Congress and 8th As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ASD) Scientific Meeting (2016)

Date: 2016. 10. 27-30

Location : TICC, Taipei, Taiwan

Website : http://www.idfwpr201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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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아내분비학회의 국제교류와 국제적 학술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국제위원회에서 국제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창간호에는, 국제소식지의 취지를 살려 4월에 있었던 Endo 2016 학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소아내분비학의 최신 연구 

경향을 알리기 위해 최근에 연수를 다녀오신 선생님들의 연수기와, 후반기에 있을 국제학회 소식 등을 담았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위원들의 노력이 모여 창간호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발간되는 첫 호라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겠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읽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더 나은 국제소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지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들, 특히나 Endo 2016 학회의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느라 애써주신 선생님들, 

연수를 다녀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연수기를 정성껏 써 주신 선생님들 및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국제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후기

(국제이사 단국대병원) 유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