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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개의 Plenary lecture와 2개의 Satellite symposium 외 12개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춘계 학술대회의 Plenary lecture를 위해 대한비만학회는 독일 튀빙겐 대학의 Norbert
Stefan 교수님을 연자로 초빙하였습니다. Stefan 교수님은 비만, 제2형 당뇨병, 비알콜성 지방간의 권위자로
유명하신 분이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상체중이지만 대상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와 비만이지만 대사적으로
정상인 경우 즉, normal weight but metabolically unhealthy vs. metabolically healthy but obese에 대해 많은 연구
업적을 가지고 계시어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론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심포지엄들을 통해 최근 연구된 비만 관련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과 임상에서 흔히
만나는 비만의 진단, 치료 방법, 합병증에 대해 다양한 연구 기조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비만의 생의학적 연구뿐 아니라 사회 생태적 접근이나 정신적인 신체 왜곡 등 비만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비만학회는 새로운 시작을 맞아 이번 춘계 학술대회를 통해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여, 더 단단하고
속이 알찬 열매를 맺는 시작점을 열고자 합니다. 포스터와 구연 발표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신 다양한
분야의 결과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이를 토대로 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최신의 학술적 지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한비만학회는 내적 성장과 함께 회원 여러분들의 학술적 궁금적과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옵고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규래

이사장 이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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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장 |

| Timetable |
Room 1 (6F)
그랜드볼룸 A

Room 2 (6F)
그랜드볼룸 B

08:00-08:50

Satellite
Symposium 1

Satellite
Symposium 2

08:50-09:00

Opening

Symposium 1
(International Session)
09:00-10:30 Metabolic health and
obesity: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Symposium 2
Vascular health and
obesity

10:30-10:50
10:50-11:30

Plenary Lecture

11:30-11:50

총회

Symposium 4
비만 영양관리를 위한
사회 생태학적 접근

12:50-13:50

Oral Presentataion 1

13:50-14:00

Break

15:30-15:50

17:20-17:40

Symposium 7
Nutritional
management after
bariatric surgery

Oral Presentataion 2

Poster
presentation

Symposium 8
신체상 왜곡에 대한
이해와 접근

Coffee Break

Symposium 10
Symposium 9
Obesity and
The effect of
15:50-17:20
organelles: Subcellular
combining treatment
origins of obesity and
in obesity treatment
metabol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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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3
Food craving, hunting
and ingestion: The full
spectrum of eating

Room 5 (8F)
튤립&로즈룸

Luncheon Lecture

Symposium 6
Symposium 5
Indices of obesity and Systemic approaches
14:00-15:30 adiposity: what are
to obesity:
the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obesity
one cell at a time
metabolic disease?

4

Room 4 (7F)
라벤더

Coffee Break

11:50-12:50

라벤더

Room 3 (7F)
가데니아+칼라

Symposium 11
Metabolic syndrome
(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Symposium 12
Exercise for improving
metabolic health

Award &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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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in Detail |

| Program in Detail |

· Plenary Lecture

· Symposium

Plenary Lecture

Room 1+2 (6F)
좌장 : 최영길

Symposium 1 (International)
09:00-09:25
09:25-09:50

Metabolically healthy and unhealthy normal weight and obesity
Norbert STEFAN (University Hospital of Tübingen, Germany)

10:50-11:30

09:50-10:15
10:15-10:30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기조강연자이신 Norbert Stefan은 독일 튀빙겐대학 교수로서 주로 비만과 제2형 당뇨병 및
비알코올성지방간의 병태생리 등을 연구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정상체중을 가지고 있지만 대사이상을 동반한 normal
weight but metabolically unhealthy vs. 비만하지만 대사이상이 없는(혹은 정상인) metabolically healthy but obese
의 병태생리학적 특성과 임상적 의의에 대해 최근 수년간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하시어 이번 춘계학술대회 때 이에 대해
발표해주십니다.

Room 1 (그랜드볼룸 A, 6F)

Metabolic health and obesity: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좌장 : 이문규, Norbert STEFAN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in youth?
이소정 (경희대 체육대학원)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does it exist?
이은정 (성균관의대 내분비내과)
Clinical implication of ectopic fat in elderly
임 수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Panel Discussion
이규래 (가천의대 가정의학과), 김태년 (인제의대 내분비내과), 정소정 (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심포지엄 1세션은 국제세션으로서 영어로 진행됩니다.

Symposium 2

Room 2 (그랜드볼룸 B, 6F)

Vascular health and obesity
09:00-09:30

· Satellite Symposium
09:30-10:00

Satellite Symposium 1

Room 1 (그랜드볼룸 A, 6F)
좌장 : 이창범

08:00-08:30

10:00-10:30

좌장 : 신현호, 최웅환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phosphatase 1 (MKP-1) in obesity-associated atherosclerosis: a
redox-regulated master controller of monocyte function and macrophage phenotype
김홍석 (인하의대 분자의학교실)
Heart failure and obesity
박진선 (아주의대 순환기내과)
Obesity paradox and stroke
강규식 (을지의대 신경과)

The future of phentermine
박은정 (단국의대 가정의학과)

Symposium 3
Satellite Symposium 2

Room 2 (그랜드볼룸 B, 6F)
좌장 : 오승준

08:00-08:30

Advanced clinical outcomes on 24hr glucose control-based on EVERGREEN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09:00-09:30
09:30-10:00
1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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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3 (가데니아 & 칼라 7F)

Food craving, hunting and ingestion: The full spectrum of eating

좌장 : 김영설, 김경진

Identifying neural substrates for salt craving
손종우 (KAIST 생명과학과)
Neural circuit mechanism of object craving and hunting
김대수 (KAIST)
A neural circuit signaling mechanosensation from the digestive tract and controlling ingestive
behavior
김성연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2019년 4월 6일(토) | 쉐라톤디큐브시티호텔(신도림), 서울

7

Metabolic Health beyond Obesity

제50차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 Program in Detail |
· Symposium

· Symposium

Symposium 4

Room 4 (라벤더, 7F)
좌장 : 조영연, 유순집

비만 영양관리를 위한 사회 생태학적 접근

Symposium 5

Room 1 (그랜드볼룸 A, 6F)

Indices of obesity and adiposity: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metabolic disease?

09:00-09:30

강요된 비만: 비만의 사회 환경적 요인
황지윤 (상명대 식품영양학과)

14:00-14:30

09:30-10:00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식품•영양정책 추진방향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30-15:00

Visceral adiposity index and TyG index
이다영 (고려의대 내분비내과)

직장인 비만관리 중재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오범조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15:00-15:30

10:00-10:30

The clinical implication of visceral-to-subcutaneous fat ratio on metabolic diseases
배지철 (성균관의대 내분비내과)

Symposium 6

· Luncheon Lecture
Luncheon Lecture

Room 2 (그랜드볼룸 B, 6F)

Systemic approaches to obesity: understanding obesity one cell at a time

Room 1+2 (그랜드볼룸 A+B)
좌장 : 김용성

Deconstructing adipogenesis induced by beta3-adrenergic receptor activation with single-cell
expression profiling
이윤희 (서울대 약학과)

11:50-12:20

Liraglutide 3.0 mg: a treatment option to manage beyond weight
허규연 (성균관의대 내분비내과)

14:30-15:00

Transcriptome analysis of foam cells in atherosclerotic plaque
최재훈 (한양대 생명과학과)

12:20-12:50

New treatment option for the obese T2DM patients
문민경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15:00-15:30

Metabolomics: untargeted and targeted approaches to obesity
조주연 (서울의대 임상약리학교실)

Room 3 (가데니아 & 칼라 7F)

Nutritional management after bariatric surgery

http://www.kosso.or.kr

좌장 : 서교일, 이규래

14:00-14:30

Symposium 7

8

좌장 : 유형준, 박혜순

Abdominal obesity-centered indices: WC, WHR, WHtR
김양현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좌장 : 최윤백, 이상권

14:00-14:25

How to replace the protein loss after bariatric surgery
김동진 (가톨릭의대 외과)

14:25-14:50

Anemia: how to escape from the iron deficiency and Vitamin B12 after bariatric surgery
김용진 (순천향의대 외과)

14:50-15:15

Osteoporosis: how to escape from the calcium and Vitamin D deficiency after bariatric surgery
박영석 (서울의대 외과)

15:15-15:30

Panel Discussion
허연주 (이화의대 외과), 서경원 (고신의대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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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in Detail |

| Program in Detail |

· Symposium

· Symposium

Symposium 8

Room 4 (라벤더, 7F)
좌장 : 신혜정, 김율리

신체상 왜곡에 대한 이해와 접근

신체상 왜곡의 특징과 기전
김미리혜 (덕성여대 심리학과)

15:50-16:20

14:30-15:00

Eating behaviors, obesity and body image perception에 관한 fMRI 연구
박현진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16:20-16:50

15:00-15:30

신체상 왜곡에 대한 개입
문정준 (인제의대 정신건강의학과)

16:50-17:20

The effect of combing treatment in obesity treatment

Room 1 (그랜드볼룸 A, 6F)
좌장 : 우정택, 김선미

15:50-16:20

16:20-16:50

Phamacotherapy add on bariatric surgery
김정환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16:20-16:50

16:50-17:20

Consideration of obesity treatment in chronic diseases
남가은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16:50-17:20

15:50-16:20

16:20-16:50
16:50-17:20

Room 4 (라벤더, 7F)

Exercise for improving metabolic health

15:50-16:20

Obesity and organelles: Subcellular origins of obesity and metabolic disease

좌장 : 신충호, 정소정

Definitions and surrogate markers of 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김신혜 (인제의대 소아청소년과)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is it a part of 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이지현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
Cardiovascular effect of 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오진희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Symposium 12

Behavioral treatment add on pharmacotherapy
한병덕 (삼육병원 가정의학과)

Symposium 10

Room 3 (가데니아 & 칼라 7F)

Metabolic syndrome (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14:00-14:30

Symposium 9

10

Symposium 11

좌장 : 송욱, 김기진

Effects of exercise and herbal medicine in obesity linked skeletal muscle
김용안 (충남대 생물공학연구소)
Therapeutic effects of exercise intervention in hypoxia on obesity and diseases
박훈영 (건국대 PAP 연구소)
Exercise FITT and obesity, chronic disease; longitudinal study
김용환 (강릉원주대 체육학과)

Room 2 (그랜드볼룸 B, 6F)
좌장 : 김민선, 성제경

Exploring the physiological roles and modulation of mitophagy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therapeutic approach
윤진호 (동아의대 생화학교실)
The role of the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on the development of leptin resistance and obesity
이재민 (DGIST 뉴바이올로지)
Proteomic networks of the metabolic triad: mitochondria, peroxisome and lipid droplet
이현우 (서울대 화학부)

http://www.kos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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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안내 |

☞ 평점안내

☞ 사전등록
·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3월 27일(수)
· 등록방법 : 행사웹사이트 방문하여 온라인 등록
대한비만학회 홈페이지
방문 후 배너를 통하여
행사웹사이트 방문

사전등록 페이지 방문 후
온라인등록

결제 후
사전등록완료

· 결제방법 : 송금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송금하여 등록하시는 경우 반드시 웹사이트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정보기입을 마친 후 진행하십시오.

☞ 등록비
교수, 의사

학생, 군인, 전임의, 수련의,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 연구원 및 기타 참가자

사전등록

50,000원

30,000원

현장등록

60,000원

40,000원

사전등록

70,000원

50,000원

현장등록

80,000원

60,000원

구분

회원

비회원

· 회원이라 함은 대한비만학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신 평생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을 말합니다.
· 등록 취소는 사전등록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사전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 6평점(부분평점인정) (입퇴실 시간에 따른 부분 평점 지급)
* 의사협회 부분 평점 지침 안내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평점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4평점   
-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 5평점   
- 5시간 초과 → 6평점
※ 등록 시 의사 면허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번호 오류 시 의사협회 평점이수자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종료 후, 학회 사무국에서 의사 명단을 의사협회 연수교육 시스템에 등록 하게 되면 자동으로
평점이 부여되고 있으며 개인에게 평점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소요기간 : 약 4주)
※ 대한의사협회 2016년도 연수교육 관리 변경사항 공지에 따라 학술대회 참석 증명을 위한 출결
확인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회참석 시작 및 종료에 대한 2회의 출결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점이
인정되지 않사오니 유의 바랍니다.
· 대한영양사협회 전문영양사 전문 연수교육 기타 4평점
·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임상영양사 전문연수교육(CPD) 5평점
· 대한운동사협회 25평점
· 대한비만학회 비만전문인정의 최대 6평점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시간에 따라 자동 부여되며 모든 참석자에게 평점부과됨.)
· 대한영양사협회 비만인정영양사 최대 6평점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시간에 따라 자동 부여되며 직군 영양카테고리 선택시 적용됨.)

☞ 취소 및 환불규정
· 등록 취소는 사전등록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사전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취소요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청마감일까지 대한비만학회 이메일(obesity@kosso.or.kr)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 사전등록기간 내 취소 : 100% 환불
· 사전등록기간 후 취소 : 환불불가

☞ 등록비 송금 방법(무통장, On-line 송금, 전자결제시스템 중 택 1)
반드시 사전등록을 하신 후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하나은행 / 584-910003-16504 (예금주: 대한비만학회 등록비)
문의처 (학회 사무실)
[0419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 타워 1010호 대한비만학회
TEL: 02-364-0886,0887 FAX: 02-364-0883
E-mail: webmaster@kos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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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 약도 및 교통 |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08209, 쉐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호텔
전화 : 02-2211-2000
홈페이지 : http://www.sheratonseouldcubecity.co.kr

Metabolic Health beyond Obesity

학회를 위해 기여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오시는 방법
· 자가용 : 학회참석자에 한하여 주차료는 무료 진행됩니다.
* 당일행사장에서 상세안내예정
· 지하철 : 신도림역 1, 2호선 하차 후 지하도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 버스
- 일반 버스 : 10, 11-1, 11-2, 510, 83, 88
- 좌석 버스 : 301, 320
- 간선 버스 : 160, 503, 600, 662, 670
- 지선 버스 : 5615, 5714, 6512, 6513, 6515, 6637, 6640, 6516
- 공항 버스 : 6018

Primary Logo

Primary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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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학회
[0419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 타워 1010호 대한비만학회
TEL : 02-364-0886,0887 FAX : 02-364-0883
E-mail : webmaster@koss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