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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을 마감하면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International Newsletter 2호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

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소아내분비학회는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학술교류활동, 대국민홍보 

등에 힘을 쏟으며 노력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제위원회는 특히 International Newsletter를 창

간하고 Medical Presentation Workshop 개최 등 두드러진 활약들을 해오고 있어서 회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제학술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학회발전에도 자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APPES meeting에 참석하여 일본의 높은 학문적 수준과 방대한 학회 규모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저력을 느끼면서 우리도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2호 소식지는 2016년 개최되었던 파리 ESPE, 도쿄 APPES meeting과 스페인 ISPAD 참관기

와 주요 Hot topic에 대해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학회의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  회원여러분 모

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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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의 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소식지 창간호를 여름의 시작에 발간하였는데 벌써 금년을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 후반
기 주요 국제학회였던 ESPE 학회와 APPES 학회의 학회참관기 및 주요내용을 실었으며, ISPAD 학회의 학회참관기도 담았습니다. 최근에 해외 연
수를 다녀오신 이영준, 이영아 선생님의 연수기와, 후반기에 있는 국제학회 소식 등도 있으니 회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반
기에는 회원들의 해외 발표가 많아서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를 이번 호에 싣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점 또한 기쁜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학회
의 공식적인 영문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국제적으로 저희 학회를 알릴 수 있게 되었고, 회원들의 국제학회 발표 역량 강화를 위해 Medical English 
Presentation Workshop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앞으로 영어로 쓰여지는 지문도 더 넓혀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구성 및 알찬 내용
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식지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특히 좋은 글로 참여해
주신 회원들과, 묵묵히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해주신 국제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를 바랍니다. (유지숙, 국제이사/단국대병원)

 ESPE 참관기 <파리에서의 ESPE 2016> 
201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파리에서 있었던 55번째 ESPE annual meeting은 앞서 7월 니
스 트럭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다소 엄숙하고 삼엄한 경비 안에 이뤄졌지만 3800명의 참
석자들이 모였다고 하니 여전히 소아내분비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다.  학회 진행은 크
게 plenary lecture와 소주제에 따른 심포지움, 워킹 그룹, 구연발표, 포스터 발표, Meet 
the expert로 이루어졌다. working group시간에 들었던 파트는“functional hypothalamic amenorrhea and breast disorder”으로 탄수화물 가용
력 (CHO availability) LH호르몬의 교란에 대한 생리학적 설명으로 에너지 결핍과 케톤, 렙틴, CHO availability에 대한 내용, 운동선수들과 내분
비 문제들이 흥미롭게 설명되었다. plenary session은 총 5개로 3일간에 걸쳐 요오드의 역사와 질환, T4와 인지의 U shape관계 등에 대한 설명을 다
룬 “Environmental chemicals, brain development and human intelligence”을 시작으로 부신 항진 및 종양, 칼슘 감지 수용체, 비만의 유전적 원
인, 유전체 각인 현상에 이르는 주제들에 대한 최신 지견을 소개, 질환의 역사, 기전, 질환의 연구 방향 및 미래 제시 등 방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
다. plenary session은 다소 방대한 내용에 집중이 어려운 점이 있던 반면 소주제를 다룬 심포지움은 보다 명료하였다. 첫날 있던 bone and mineral 
metabolism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심포지움도 흥미로웠다. X-linked hypophosphatemia의 anti-FGF23 치료제의 기전과 역할, 기대되는 결
과, 골형성 부전증에서 사용되는 bisphosphonate 대신 denosumab S.C로 대체 치료, 연골무형성증에서 FGFR3 신호를 조절하는 치료제의 접근 등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적 접근에 대한 착안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젊은 소아내분비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
은 Meet the expert는 올해 "clinical management of transgender youth", "hypertension in children", "glucocorticoid induced fractures", "neonatal 
Grave's disease", "hypercholesterolemia in children", "prolactinomas in adolescence", "neonatal hypocalcemia", "steroid measurements in paediatric 
endocrinology"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마지막 날 ESPE 시상식에서는 단연 교육, 연구, 소아내분비 영역에 대한 리더십, 교육, 연구, 전반적인 기
여도를 인정받아 주는 가장 영예로운 Andre Prader award의 수상자인 Leipzig의 Wieland Kiess의 수상 소감이 주목을 받았다. 한 의료인 인생의 긴 
여정을 듣는 듯해 참석자들의 몰입과 호응이 좋았다. 이번 ESPE에서는 무엇보다 한국 소아내분비 선생님들의 발표와 참여가 많았고 구연 발표에
도 선정이 되는 등 계속 발전되는 대한 소아내분비학회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포스터 세션을 발표하고 다른 발표자의 연구들을 들
으며 현재 진료하는 환자에 대한 고민을 다른 나라 소아내분비 선생님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번 학회에서 여
전히 유전 분야는 차세대 염기서열 도입과 더불어 소아 내분비에
서 핫한 세션이었으나 전통적인 기전에 대한 실험 연구, 진료 가
이드라인 확립, 그리고 내분비 질환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적인 임
상 추적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년 9월 워싱턴 DC에서 10th international meeting of 
Pediatric Endocrinology로 열릴 예정으로 더욱 발전된 소아내분
비의 연구 및 진료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
엇보다 바쁜 진료 환경에서도 학회원들의 더 나은 진료에 대한 열
의, 끊임없는 연구와 모색을 통해 대한소아내분비 학회와 회원들
의 국제적 위상과 입지가 더욱 강건해 질 것이라 소망하고 또 그

려본다. (김유미,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내분비) 

 ESPE 2016 Hot topic

Obesity   

Title: Hypertension in Childhood 
Speaker: Jorg Dotsch, University of Cologne
비만인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시기의 고혈압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시기의 혈압 및 체질량지수가 청장년층의 혈압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소아청소년 시기의 비만 및 혈압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진단: 일반적인 청진을 통한 측정법은 수축기,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는 데 비해 oscillometric measurement는 mean arterial blood pressure를 측
정한다. Ambulatory blood pressure measurement(ABPM)은 oscillometric method을 사용하므로 일반측정법과는 다른 참고치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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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sch and Rascher, 2014). Masked hypertension은 일반적인 측정법으로는 진단되지 않고 ABPM이나 target organ damage 소견을 통해서만 발견
되는 고혈압이다 (Mitsnefes et al.,2016).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white coat hypertension으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
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측정 시 3번은 측정하여 95 퍼센타일 이상으로 진단 되어야 white coat hypertension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Balasquide et 
al., 2016). 고혈압에 의한 target organ damage중 중요한 것이 망막병증, 신손상, left ventricular mass의 증가이다. 이들 중 망막병증은 진단하기가 
힘들며 신손상은 후기에야 나타나므로, left ventricular mass 측정이 end organ damage의 진단에 가장 중요하다. 
 역학: 이전에는 대부분이 이차성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만6세가 되면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의 비율이 같아지고 그 이

후로는 1차성 고혈압이 더 많다고 알려졌다. 비만을 제외하면 이차성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은 신장 질환(85-89%)이고 그 다음으로 심혈관 질환(5-
10%), 내분비질환,(5%) 신혈관 질환의 순서이다. 내분비와 연관된 고혈압은 유전성 고혈압(monogenic forms of hypertension), 비만 연관 고혈압, 발
달 과정에 의한 고혈압이다. 내분비의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유전성 고혈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로 11-beta-hydroxylase deficiency와 17-alpha-hydroxylase deficiency가 있다. 이외에 유전성 고혈압으로는 apparent mineralocorticoid excess 
(11-beta hydroxysteroid dehydrogenase deficiency에 의함), glucocorticoid remediable aldosteronism (chimeric aldosterone gene에 의함), Liddle’s 
syndrome (epithelial sodium channel의 activation mutation에 의함) 등이 있다. 비만과 연관된 고혈압의 발생 기전은 혈관내피세포 기능 이상, 염증, 
renin-angiotensin-aldosterone system의 activation,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등이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과체중 아이들에서 BMI-SDS를 0.25 이상 줄일 
경우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Reinehr et al., 2016). 발달 과정에서 주산기 프로그래밍도 고혈압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저출생체중 뿐만 아니라 높은 출생체중도 이후의 고혈압 발생의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다. 
 치료: ACE inhibitor (말초 혈관 저항 감소), Beta blocker (심박동 감소), Ca channel blocker, Diuretics (CCB, 박출량 감소)가 주로 쓰인다. ACE 

inhibitor는 dry cough, Beta blocker는 physical activity의 저하, CCB는 edema, Diuretics는 소변량의 증가와 저칼슘혈증 등이 고려해야 할 주요 부
작용이다. 병합치료시는 서로 다른 기전을 갖는 약물 중에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합(e.g. CCB+diuretics)을 사용하면 좋다.
 후기: 소아 및 청소년기 고혈압은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성인 심혈관 질환과 연관되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원인과 치료에 대한 새

로운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향후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도 다양한 치료를 기대해 본다. (권아름, 세브란스병원 & 윤주영, 창원경상대학교병원)

Adrenal   

Title: Recent advances in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1. Long-term health in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lessons from a national study (Speaker: Anna Nordenstrom, Stockholm, Sweden)

스웨덴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환자들의 registry를 통해 진단 시 임상적 특징과 유전자형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임상 양상, 직업, 소득, 결혼, 
소득 등의 특성까지 Salt wasting (SW) type과 Simple virillizing type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여 조기 androgen 노출이 장기적인 psychosocial 
aspec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시해 준 시간이었다. SW type 여자 군에서 상위 소득층에 포함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바라
는 직업 여성상이 중성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져 흥미로웠고 Registry 를 통해 너무나 다양한 주제를 재분석하는 것이 인상
적이었다.
2. New approaches to glucocorticoid replacement (Speaker: Richard Ross, Sheffield, UK)

Central clock의 input, output과 circadian rhythm의 기전 제시부터 현재의 소아 CAH의 연령별 recommendation을 보여주었고, 2-3회 분복의 
hydrocortisone투약이 점심 저녁의 physiologic cortisol secretion에 비해 더 과도한 peak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10mg tablet을 분할하여 
투약 하다보니 정량을 먹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약물 개발들은 이러한 반감기나 약물 분할을 고려하였고 소개하였던 약물
들은 아래와 같았다. Infacort는 부신부전 소아에서 약물을 정확하게 분할 투약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약의 맛을 개선하여 현재 3상을 완료하였
고 subcutaneous infusion으로 hydrocortisone을 투약하는 것은 circadian rhythm을 고려하여 CAH 조절이 더욱 정교할 수 있다고 소개되었다. 새로
운 약물 개발로 반감기가 긴 chronocort는 밤 동안의 cortisol유지를 도와 성인기 CAH에서의 biochemical control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현재 
EU에서 phase 3에 있다고 소개하였다. (김유미, 부산대병원)

Diabetes Mellitus  

Title: Use of Dual Hormone (Glucagone) vs Single Hormone (Insulin) in the Treatment of Diabetes with Closed-loop System 
Speaker: Revital Nimri, Schneider Children’s Medical center of Israel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과 인슐린 펌프의 발달은 1형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을 위한 피드백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철저한 당뇨 조절은 향후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지만 이에 인해 저혈당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지난 수년에 걸쳐 적절한 저혈
당 및 고혈당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은 closed-loop system으로 보다 생리적으로 고안된 방법으로 특히 새벽 저혈당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CGM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하루 일과 중 70% 이상에서 CGM을 사용해야 효과적이지만 잦은 알람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져 오히려 밤사이에 
작동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혈당을 인슐린과 그의 counter-regulatory 호르몬인 글루카곤을 통하여 조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closed-loop system을 고안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1형 당뇨환자에서 췌장의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능의 결여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는 글루카곤 분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저혈당의 횟수를 줄이고 대사 조절의 최적
화를 위해 인슐린 단독 사용 보다는 글루카곤을 함께 투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가설을 통해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bi-hormone (인
슐린, 글루카곤)의 사용으로 저혈당의 횟수가 감소할 수 있어 유용한 결과를 보였고 특히 어린 소아, 저혈당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환자,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특히 효과가 좋다고 하였다. 또한 글루카곤의 사용은 식후 고혈당의 개선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계자
체가 복잡하고, 크고, 비싸기 때문에 실제 사용이 힘들기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여 1형 당뇨 환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기술
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발표를 통해 기술의 발전을 통해 1형 당뇨 환자들의 의료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들을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계의 사용의 1형 당뇨 환자들에게는 제한점이 있지만 추후의 후속 연
구 및 개발을 통해 좀더 환자에게 최대의 효과를 내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김자혜, 한양대 구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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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S 참관기
The 9th biennial scientific meeting of the Asia Pacific Paediatric Endocrine 
Society (APPES) took place from November 17th to the 20th at the Tokyo 
International Forum. This year, the scientific meeting was a joint effort 
by APPES and the Japanese Society for Pediatric Endocrinology (JSPE)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ual meeting of JSPE, which started in 1967. Personally, this was the second time at an APPES scientific 
meeting. I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APPES Fellow Training Meeting as well as the 8th biennial meeting which was held 2 
years ago in Darwin Australia. Although I enjoyed the fellows training meeting thoroughly, I remember being quite weary at the time because 
of the long time away (total of 8 days) and the long journey. This meeting, in contrast, was short, compact and close-by, being held in Tokyo 
within a 2 hour flight. Tokyo was a clean, modern city as expected and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by the everyday kindness of the ordinary 
citizens. I was quite nervous for the oral presentation in the first oral session of the first day however, the opportunity to present orally and 
receive questions from other participants was a valuable experience. The program of the meeting was comprehensive with 4 plenary sessions, 
9 symposiums, 10 oral sessions (including the Kaichi Kida oral session) and 7 meet the expert sessions over a span of two and a half days. 
The plenary sessions covered diverse topics ranging from obesity, bone fragility, multilineage-differentiating stress enduring (muse) cells 
and RASopathies. The symposiums consisted of 3 presentations on each of the following topics: new era of growth disorders, mechanisms 
and disorders of puberty, management of thyroid disorders, new strategies, increasing risk of morbid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obesity, diabetes glycemia, and variations in sex development and in gender identity. There was a symposium of hot topics which included the 
importance of epigenetic variation and exogenous exposures that can modify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consequences of low hypothalamic 
insulin sensitivity in the accumulation of visceral fat and the MIRAGE 
syndrome, a new adrenal hypoplasia syndrome. I found the meet the expert 
sessions especially helpful as they focused on practical aspects of clinical 
care and there was an opportunity to actively discuss problem cases and 
patient experiences. 
Overall, the APPES/JSPE joint meeting was a good opportunity to update 
myself on practical and applied clinical knowledge of important topics 
in pediatric endocrinology. The breadth and scope of the research being 
carried out in our neighboring countries was especially interesting to see 
and served to stimulate new research ideas. I hope to carry the knowledge 
and stimulation gained from the meeting and apply it to my everyday 
practice and research. (정혜윤, 경희대병원)

 APPES 2016 Hot topic

Obesity   

Title: Management of hypothalamic obesity
Speaker: Mitchell Eugene Geffner, Keck School of Medicine of USC
시상하부성 비만은 시상하부의 tumor infiltration, injury 또는 dysfunction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소아에서는 두개인두종 치료 후 흔히 발생
한다. 두개인두종 수술 이후 25-75%의 환자에서 시상하부성 비만이 발생하며, 이를 앓는 환자와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어려운 문제다. 시상하부
성 비만은 여러 병태생리학적 기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시상하부의 중요 nuclei (ventromedial hypothalamus, lateral hypothalamic 
area, paraventricular nucleus, arcuate nucleus)의 손상으로 인하여 시상하부에서 adipocytokines, incretin, insulin 및 nutrients에 대한 feedback이 소
실되어 hypothalamic signaling의 이상이 발생한다. 임상적으로는 빠른 체중 증가와 시상하부 이상 증상들 (fatigue, increased appetite, temperature 
dysregulation, changes in sleep pattern, mood disorders, decreased physical activity)이 나타나며 종양에 대한 치료 후 첫 12개월 이내에 비만도의 증
가가 확연하다. 시상하부성 비만은 여러 comorbid condition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환자들에서 age-matched, BMI-matched controls에 비해 대사증후
군 (66% vs. 15%), 경구 당 부하 시험에서 더 높은 인슐린 분비 및 내당능장애 (impaired glucose tolerance; 40% vs. 0%)의 발병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삶
의 질이 떨어진다. 시상하부성 비만의 치료는 보존적 (약물) 및 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현재까지 연구된 치료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Lifestyle changes: 식이조절과 운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성인을 대상으로 hypothalamic obesity 군과 simple obesity 군에서 식이조절, 운
동 및 sibutramine의 triad를 비교한 결과, 두 군 모두에서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sibutramine은 cardiovascular adverse 
effect으로 인해 판매 중지된 상태로 더 이상 치료제로 선택할 수 없다. 
2. Octreotide: 172명의 중등도 비만과 insulin hypersecretion을 가진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 placebo 또는 3가지 dose의 octreotide 투약을 
비교한 결과, 체중 감량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octreotide를 투약 받은 군에서 glucose level의 증가 등의 side effect를 보였다. 18명의 시상하부
성 비만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octreotide로 치료를 받은 군에서 blunted weight gain을 보였으며 insulin level은 감소하면
서 glucose level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상하부성 비만 치료제로 가능성을 보였으나 gallbladder 및 bile sludging 등의 문제로 실제 사용은 어렵다. 
3. Growth hormone: 성장호르몬 투약 전후로 3년 동안 체중변화를 연구한 결과, 성장호르몬 자체가 BMI 및 체중을 조절하는 효과는 보이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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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imulants (dexamphetamine): ADHD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 시상하부성 비만 군에서도 연구가 되었으며 치료를 할 경우 체중 증가속
도가 치료 전에 2kg/month이었던 반면에 0.5kg/month로 감소하였고 BMI가 stabilization 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되었다. 
5. Diazoxide+Metformin: 이론적으로는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면서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되었으며 치료전과 치
료 6개월 후를 비교한 결과, BMI SDS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 good responder에서는 확실히 insulin level이 감소하는 효과도 보였다. 이는 
hyperinsulinism이 시상하부성 비만 발생기전에 기여함을 보여준다. 
6. T3 treatment: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T3의 투약이 효과적인 체중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갑상선 기능 항
진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는 하였으나 실제 측정된 T3 level이 300-400 이상이므로 치료가 long-term하게 tolerable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7. GLP-1 (glucagon-like peptide 1) agonist: 시상하부성 비만과 2형 당뇨를 가진 17세 환자에서 GLP-1 agonist의 투약 후 29 kg의 체중감량을 보였
다는 보고가 있으며 시상하부성 비만과 2형 당뇨가 동반된 8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평균 13 kg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 그러
나 2형 당뇨가 동반되지 않은 환자들에서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8. Beloranib: Methionine aminopeptidase 2 (MetAP2) inhibitor로 식욕억제와 reduced fat synthesis, increased fat burning 및 reduced inflammation 
등의 효과를 보이는 약제로 비만 치료제로 promising 하였지만 Prader Willi syndrome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phase III clinical trial에서 deep 
vein thrombosis로 인한 사망 2례가 발생하여 개발이 중단되었다. 
9. 수술적 치료: Vagotomy, bariatric surgery 및 deep brain stimulation 등이 있으며 bariatric surgery는 체중 감소에 dramatic response를 보여 효과
는 입증되었으나 소아청소년 환자에서는 아직 medical 및 ethical 문제로 이견이 있다. 
시상하부성 비만의 발생은 여러 병태생리학적 기전들이 작용하여 늘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관여하는 기전들과 이와 관련된 치료
제들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 연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상하부성 비만 발생의 예방도 중요함
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뇌하수체기능의 저하 및 지방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아직까지 병태생리나 효과적인 치료
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았다. 음식물 섭취조절, 에너지 대사 조절과 관련된 시상하부의 역할과 호르몬의 역할 등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정혜운, 경희대학교병원 & 강석진, 신촌세브란스 어린이병원)

Adrenal   

Title: Mirage Syndrome: A New Adrenal Hypoplasia Syndrome Caused by Heterozygous SAMD9 Mutations
Speaker: Naoko Amano / Keio University, Japan
일차성 부신기능부전증 환자들의 대부분은 소변이나 혈장의 스테로이드 대사물질을 측정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지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특징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아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렇게 소변이나 혈액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
로 일차성 부신기능부전증의 알려진 원인 유전자들을 분석하였을 때, 70%에서만 유전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30%에서는 그 원인 유전
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른 나이에 일차성 부신기능부전증이 발생하였지만, 생화학적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낼 수 없었던 24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exome sequencing과 genetic analyses를 시행하여 이들 중 11명의 환자에게서 이형접합의 SAMD9 변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들의 공통적인 임상증상을 종합하여 이 질환을 ‘MIRAGE’ syndrome으로 명명하였다. 이 질환은 Myelodysplasia, Infection, Restriction of growth, 
Adrenal hypoplasia, Genital phenotypes, Enteropathy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의 부신은 초음파를 통해 보았을 때 매우 작았으며, 환자 두 명의 부
검을 통해 부신이 매우 작고 저형성 된 모습을 보이며 부신 수질이 피질의 일부로만 덮여 있고 부신 피질 세포가 foamy appearance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SAMD9 변이에 의한 일차성 부신기능부전증의 임상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SAMD9 변이와 관련된 기능 연구의 결과들을 접할 
수 있었다. Exome sequencing을 통해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던 질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으며,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exome sequencing의 유용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윤명, 서울아산병원)

Diabetes Mellitus  

Title: Improving metabolic control without increasing severe hypoglycemia 
Speaker: Karin Akesson, National Swedish Pediatric Diabetes Registry

스웨덴에 등록(모든 환자의 97% 이상)된 1형 당뇨병 환자는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평균 HbA1c가 7.8% 에서 7.4%로 감소하였다. 이는 insulin 
pump의 사용으로 tight한 glucose control이 가능 할 수 있던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severe hypoglycemia의 발생 비율은 오히
려 2011년 3%에서 2015년 2.5%로 감소되었다. 이는 첫째, 새로운 기술인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and advanced insulin pumps의 영향으로 가
능 했을 것이다. 둘째로, 2009년 7월부터 당뇨병을 가진 소아들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집, 학교 및 daycare center에서도 
caregiver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pediatric diabetes team의 support를 쉽게 받을 수 있는 close environment으로 가능 했을 것이다. 
본 강의는 환자 자체에 대한 교육 및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주변 환경이 치료와 관리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면 당뇨병을 적
절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발표였다. 우리 나라에 실정에 적용해 생각 해보면, severe hypoglycemia에 대한 우려는 new technology로 인하
여 많이 감소 했다. 오히려, 고가의 insulin pump 사용, 유지에 대해 보험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insulin pump를 사용 하는 
환자들이 지속적이면서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support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철환, 아주대학교병원 & 문정
은,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Bone   

Title: Hypophosphatemic Rickets: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Speaker: Toshimi Michigami, Osaka Medical Center)
Phosphate는 skeletal mineralization에 필수적이다. Phosphate는 음식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나, intestine 흡수장애 및 Fanconi syndrome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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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renal proximal tubules에 장애가 있을 때, hypophosphatemic rickets 등을 일으킬 수 있다. Renal reabsorption은 주로 type 2a와 2c sodium-
phosphate co-transporter(NPT2a and NPT2c)에 의해 조절 되는데, NPT2C를 encoding하는 SLC34A3의 mutation은 hereditary hypophosphatemic 
rickets with hypercalciuria(HHRH)를 유발하게 된다. Fibroblast growth factor 23 (FGF23)은 bone의 osteocytes에서 주로 생성되고, FGF23의 과도
한 작용으로 hypophosphatemic rickets나 osteomalacia가 발생하게 되고, 증가된 FGF23은 NPT2a, NPT2c 등의 활성을 낮추고,1,25-dihydroxy-
vitamin D level을 낮춰 1,25(OH)2D의 농도가 낮은 hypophosphatemic rickets를 유발한다. 또한, X-linked hypophosphatemic rickets (XLH), 
dentin matrix protein 1 (DMP1), ectonucleotide pyrophosphatase phosphodiesterase-1 (ENPP1), family with sequence similarity20, memberC 
(FAM20C) 등의 mutation, McCune-Albright syndrome, linear nevus sebaceous syndrome, tumor-induced osteomalacia 에서도 은 FGF23-related 
hypophosphatemic rickets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FGF23 levels을 측정하는 것이 FGF23-related hypophosphatemic rickets등과 다른 질환을 
구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에는 XLH 환자들은 active vitamin D 및 phosphorus로 치료를 하고 있으나, 이 두 치료는 FGF23 level을 증가시켜 병
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FGF23에 대한 neutralizing antibody 가 개발 중에 있으며, 임상시험 중에 있다. (장경미, 경북대학교병원) 

Title: Pediatric Osteoporosis 
Speaker: Craig Munns, University of Sydney
소아의 fracture 의 50% 는 early adolescence 에서 발생하며 이들 중 20%는 secondary fracture 해당한다. 대개 소아 골절은 trauma 와 관련이 높
지만 골밀도 감소와 skeletal fragility 관련이 높아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중요하다.  ISCD 2013 Pediatric Official Positions가 제한한 fracture 
prediction and the definition of osteoporosi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에서는 소아에서 bone health 에 관한 evaluation 기준으로, densitometry 
뿐 아니라 bone fragility 의 clinically significant fracture history 가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health에 대한 평가로서 BMD 를 측정한다. 의미있는 
clinically fracture history 는 다음 셋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를 말한다. 
1. 10세 까지 2개 이상의 long bone fractures 2) 16세 까지 3개 이상의 long bone fractures 3)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 (loss of 20% height)  
위에 해당하는 경우 DXA±pQCT, genetic studies, lateral spine x-ray, mineral, vitamin D level, thyroid disease, gonadal status 의 적극적인 work-
up을 하며, recurrent fracture 에 대해 calcium, vitamin D 섭취, 적절한 physical activity, 기저 질환을 치료하고 필요 시 bisphosphonate 치료를 고려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혜련,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ISPAD 참관기   

스페인 발렌시아를 다녀왔다. 아니 ISPAD (INTERNATIONAL SOCIETY 
for PEDIATRIC and ADOLESCENT DIABETES) 2016 학회를 다녀왔다. 
한국에서의 직항이 없는 관계로 스페인 지역 내 마드리드를 경유하여 발렌
시아 지역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 발렌시아는 스페인 동부 지중해의 발렌
시아 만에 면한 도시이며, 무더운 반 건조 지역으로 여름에는 28~34°C이고, 지중해성 기후와 푄 (foehn) 현상으로 겨울에는13~20°C로 온화하다고 
알려져 있다. 학회 기간 동안에도 날씨는 맑고, 건조하며, 약간 더운 날씨였다. 분위기는 비교적 조용하고, 치안도 좋은 편으로 보였다. 학회는 지난 
2016년 10월 26일에서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 되었다. ISPAD 는 처음으로 참석하였는데, ENDO 혹은 ESPE 보다 규모는 현저히 작지만 오직 소아
청소년 당뇨병에 집중하여 유럽 지역 연구자들이 주로 진행하는 느낌을 받았다.  
학회의 내용들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1형 당뇨병의 유전자 이상 보고, 지역에 따른 발생율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 혹은 대사 이상 환자의 증가에 의한 2형 당뇨병의 증가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 하였다. 이는 췌장 베타 세포의 인슐린 분비를 결
국 감소 시켜 합병증 및 후유증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이 함께 증가하고 있
음을 이야기 하였다. 학회 기간 동안 인상 깊었던 것은 소아청소년에서 발병한 당뇨병 관련 급성 및 만성 합병증에 대한 보고였다. 당뇨병성 케토산증 
이외에 저혈당에 대하여 깊이 있고, 활발히 연구된 최근 내용을 확인 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저혈당의 경우 환자의 생활의 질을 감소 시키며, 잘못된 처치를 통하여 만성 합병증의 조기 발병 그리고 심한 경우 사망 혹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
우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함께 분비되는 펌프 그리고 스마트 혈당 측정기가 합쳐진 신기술에 대
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대한 비당뇨인과 비슷한 환경은 마련해주기 위하여 저혈당을 미리 예견 그리고 잡아주는 신기술
이 보고되었다. 아직은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대단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비교적 좋은 혈당 조절 결과를 확인 해 볼 수 있었다. 이 외에 인상 
깊었던 내용은 청소년기의 당뇨인은 타 연령대의 환자들과 비교하여 조절 정도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 시기 조절 정도에 따라 향후 만성 합병증
의 정도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혈당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의료진과 연계된 조절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당뇨병 진단 시기가 사춘기인 환자들은 향후 만성 합병증의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진단 받은 경우 보다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진단 받은 환아들은 진단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시작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학회를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나 스
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춘기 접어들어서 진단 받거나 혹은 기존에 치료 받던 아이들이 사춘
기 접어들었을 때 본인의 심리적 혼란기가 함께 와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게 된다. 물론 혈당 조절도 
어렵고, 진료 대화에도 어느 정도 거리가 느껴지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지나가는 
시기이니 혈당이 조절 잘 안되더라도 조금은 기다려 주자’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있던 나에게 어
느 정도 진료의 방향을 제시 해주는 학회가 되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 방법을 다양화 하여 혈
당을 확실히 잡아 주는 것이 아이들의 예후를 양호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스페인 발렌시아의 저녁 공기는 신선하고 시원하였다. 
(김민선, 전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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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임상 연수 기간이었지만 제게 CHOP pediatric thyroid center에
서의 연수는 해당 환자를 앞으로 더욱 잘 진료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향후 다국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유익한 경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홈페이지 제작
2016년도 국제위원회에서는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외 
연구자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하여 오
픈하였습니다(http://www.kspendo.or.kr/eng/main/main.html).

 Medical Presentation Workshop 
회원들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 1회 Medical English 
Presentation Workshop이 2016년 10월 22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국제 
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워크샵은 현재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재직 
중 이신 Zak Callaway 교수가 진행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오
전 세션에서는 Delivering appealing presentations 및 How to handle 
questions and unexpected problems란 주제로 영어 발표에 대한 효과
적인 발표 방법,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
고, 오후 세션에는 실제로 국제학회에 발표할 manuscript를 이용해 젊
은 연구자 선생님
들의 영어 구연을 
하였고 참여한 다
른 선생님들과 영
어로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전 강의에서는 익
숙히 알고 있는 내
용도 있었지만 특
히, 좌장으로서 세
션을 이끌어갈 때 
유용한 표현과 질
문을 받았을 때 당
황하지 않고 대응

 해외 연수기 
 이영준 (고대안산병원) 

저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Karolinska Institute의 ‘말괄량이 삐삐’로 유명한 스웨덴 동화 작가
의 이름을 딴 Astrid Lindgren Children’s Hospital에서 연수를 하였
습니다. Karolinska Institute는 1810년 설립된 의과대학으로, 우리에게
는 비교적 생소하지만 세계 의과 대학 순위 top 10에 들 정도의 높은 
연구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11월이면 Karolinska Institute
의 노벨위원회에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PI는 
Lars Sävendahl 이었으며 Pediatric Endocrinology와 Department of 
Womeń s and Childreń s Health의 professor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 연구 분야는 experimental growth research 입니다. 저는 growth 
plate의 chondrocyte와 osteoblast의 apoptosis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
려진 new drug 후보 물질의 효과에 대한 in vitro, in vivo 실험을 통해
서 장기간 glucocorticoid 치료를 하는 만성염증 질환, ALL, Duchenne 
Muscular Dystrophy 환자에서 bone growth rescue를 위한 새로운 치
료법 개발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실험실은 12명의 연구
원으로 이루어졌는데 3 명의 스웨덴 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국적이 다른 연구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한다는 점과 많은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 연구를 하는 점이 장
점으로 생각됩니다. 틈나는 대로 외래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학병
원 교수가 지역 의사들과 환자 진료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진하는 시
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자연 환경이 매우 좋고, 사회가 안
정되어 있고 영어도 잘 통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연수
를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추천합니다.

  해외 연수기
 이영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2016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CHOP) pediatric thyroid center 에 다녀왔
습니다. 담당 선생님이신 Andrew J Bauer 교수님은 소아갑상선질환 
특히,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결절, 갑상선암 환자를 진료하시고 소
아영상의학과, 수술팀, 병리과, 핵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CHOP 
pediatric thyroid center 의 director 이십니다. 2015년 처음으로 발표된 
미국갑상선학회 소아갑상선결절 및 암 권고
안에 중추적으로 참여하신 분이시기도 합니
다. 저는 소아갑상선 결절, 소아갑상선암 환
자의 다학제 협진 진료 및 추적, 소아 갑상선
항진증 환자에서의 definitive therapy인 수술 
및 동위원소치료에 대해 참관하였습니다. 갑
상선학 교과서 chapter 집필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Andrew J Bauer 교수님의 지도 아래 
공동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1개월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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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어 표현은 매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 세션에서 발표자, 좌장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실제 학
회와 유사하게 진행하였는데,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발표 
상황에서는 쉬운 표현도 생각만큼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
었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Zak Callaway 교수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
문에 “Speaking English is no magic.”이라고 답하면서 결국은 매일 
30분의 시간이라도 영어를 듣고, 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
고, 영어도 학문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꾸준히 정진하는 노력이 중요
함을 느꼈다. 
토요일 전일 일정에도 전임의를 포함한 20여명의 회원들이 워크샵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열띤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회의 미래가 밝다고 생
각하였고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이러한 기회를 접하였으면 좋겠다고 느
꼈다. 워크샵 강의 슬라이드는 소아내분비학회 홈페이지 학술활동란
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순,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해외내분비학회 및 유관학회 소개

53rd Annual Clinical Diabetes and Endocrinology in 2017 
•Date: January 21-24, 2017 
•Location: Snowmass Village, Colorado 81615, United States 
•URL: https://www.nationaljewish.org/diabetes-conference 

Frontiers in Reproductive Endocrinology: A Comprehensive 
Review and Update 
•Date: March 2-5, 2017
•Location: Arlington, Virginia 22209, United States
•URL: http://ccoe.rbhs.rutgers.edu/catalog/courses/17MR01.htm

Annual Clinical Genetics Meeting 2017
•Date: March 22-24, 2017
•Location: Phoenix, AZ, USA
•URL: http://www.acmgmeeting.net/acmg2017

World Congress on Osteoporosis, Osteoarthritis and 
Musculoskeletal Diseases - WCO-IOF-ESCEO Florence 2017 
•Date: March 23-26, 2017
•Location: Florence, Italy
•URL: http://www.wco-iof-esceo.org/

Bones and Stones: The 2017 Update in Mineral Metabolism 
•Date: March 25, 2017 
•Location: Dallas, Texas 75235, United States 
•URL: https://cme.utsouthwestern.edu/rp1703g 

ENDO 2017 
•Date: April 1-4, 2017
•Location: Orlando, Florida 32819, United States
•URL: https://www.endocrine.org/endo-2017

Obesity Medicine 2017 
•Date: April 19-23, 2017
•Location: Seattle, WA, USA
•URL: http://obesitymedicine.org/conferences/obesity-medicine-

conference/

77th Scientific Sessions of the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Date: June 9-13, 2017
•Location: San Diego, California 92101, United States
•URL: http://professional.diabetes.org/content-page/program-

information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ildren's Bone Health
•Date: June 10-13, 2017
•Location: Würzburg, Germany
•URL: http://www.iccbh.org/

 진료실에서의 영어 한마디

▒  어떻게 오셨나요?

   What brings you here?

  = What seems to be your problems?
  = Why have you come to the hospital today?

▒  오늘 어떠신가요?

   How are you feeling today?

▒  어디가 아프신가요?

   Where does it hurt exactly?

  = Can you describe your pain?
  = What is your pain like?

▒  통증(증상) 지속 기간에 대한 문의

   What does your pain feel like?

   How long have you had the symptoms?

  = When was the first time you felt th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