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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2002년 10월 복간
윤 도 준(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경희의대)

본 학회는‘정신약물학’
과‘생물정신의학’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 그리고 국제적 교
류와 회원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1985년 2월에 창립되었으며 동년 5월 창립기념 학술대
회 개최를 시작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88년 2월에는 국제신경
정신약물학회(CINP : Collegium Internationale Neuropsycho-Pharmacologicum)
의 corresponding society로 인정되어 국제 무대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 3월에는 대한
정신약물학회지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1992년 4월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로 인준 되면서 대한정신약물학회
지가 학술잡지로 정식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 3월에는 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그리고 2000년 4월에는 학회 창립 1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한정신분열병학회와 공동으로 2000년 10월부터 한국형 정신분열병과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프로
젝트를 진행하여 두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 지침서인‘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한국형 약물치료 알고리듬 지침서’
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001년 10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CINP Regional Meeting을 일본과 공동 개최하여 본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 학
회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본 대한정신약물학회는 명실공히 국내 정신약물학을 선도하는 전문학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축하합니다
윤도준 교수(경희의대)는 2002년 3월 29일 이홍식 전

& Membership Committee의 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이사장의 후임으로 제 3대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아울러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주축이 될 CINP 산하

에 취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 9대 이홍식 교수(연세

Asian Committee의 위원장으로도 선임되었습니다.

의대)의 회장 취임과 전임 회장인

이는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또한

민성길 교수(연세의대)의 고문

국제사회도 이제는 우리의 역량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추대도 있었습니다.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현 대한정신약물학회 이홍식 회
장 (연세의대)은 2002년 캐나다
이홍식(대한정신약물
학회 회장, 연세의대)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 23차
CINP학술대회에서 Cred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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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2년 10월 18일 (금요일)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연수평점 : 5평점 (공지사항 참고)

오전 8시 45분 - 오후 5시

집행부소식(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총회

(5) CINP 회원 가입 논의

1. 2001-2002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 총회

(6) 학술상, 젊은 연구자 상 제정 건

일시 : 2002년 3월 29일

(7) 전공의를 위한 하계 심포지움 논의

장소 : 강남성모병원 Cafeteria

(8) 학회지의 학진 등록을 위한 준비

토의사항

(9) 회보 (Newsletter)를 연 4회 재발간 논의

(1) 2000년 4월-2002년 3월 회무보고

(10) 기타 토의

(2) 2000년 4월-2002년 3월 재무결산 및 감사
(3) 차기 임원선출 : 새 이사진 선출 (임원명단 참고)

4. 2002-2004년 회기 3차 상임위원회

(4) 2002년도 사업계획 심의

일시 : 2002년 9월 11일

(5) 기타 토의

장소 :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드세프
토의사항

2. 2002-2004년 회기 1차 상임위원회

(1) 한국형 주요 정신질환 치료 알고리듬 field trial 진행 건

일시 : 2002년 4월 18일 오후 6시 30분 - 오후 9시

(2) 2002년 추계학술대회 점검

장소 : 양자강

(3) 2003년 춘계 및 추계 날자 등 논의

토의사항

(4) 2003년 동계 심포지움 논의

(1) 2002년 회기 사업계획 회무보고

(5) 2003년 CINP 뻬이징 Regional Symposium 참여 건

(2) 2002년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내용

(6) 학술상, 젊은 연구자 상 제정 건

(3) 대한정신약물학회지 영문판 편찬과 별책 발행

(7) 회보 (Newsletter) 준비 논의

(4) 2002년 CINP, WPA 심포지움 개최 논의

(8) 영문 학술지 편찬 건

(5) 한국형 주요 정신질환 치료 알고리듬 field trial 진행 건

(9) 기타 토의

(6) 인터넷 홈페이지 개정 논의
(7) 기타 토의

- 캐나다 몬트리얼에서 개최되었던 2002 CINP에 임
원 및 회원들이 참석하여 심포지엄 및 round table

3. 2002-2004년 회기 2차 상임위원회
일시 : 2002년 7월 16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양자강
토의사항

-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2002 WPA에 임원 및 회
원들이 참석하여 심포지엄을 가짐.
- 학술대회 강의료를 현실화 (강의 30분 이내 : 20만원,

(1) 정신약물학회 회보발행

강의 40-60분 : 20-30만원, 지방 연자 : 교통비 10

(2) 2002년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내용

만원 추가, 좌장 : 10만원).

(3) 학회임원 명칭
(4) 2003년 동계 심포지움 일정

2

meeting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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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동계심포지움부터 원칙적으로 평생회비를
낸 회원을 위한 Closed 모임으로 하되 그 해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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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방의 회원들에게는 open하기로 함.
- 전공의를 위한 분기별 워크샵이나 심포지움을 내년

“정신과 약물유전체학”- 좌장 : 김용식 (서울의대)
Pharmacogenomics in Psychiatry : Overview
신재국 (인제의대)

부터 교육이사 주관 하에 시행하기로 함.
- 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부터 학술

Pharmacogenomics : Antipsychotics
김창윤 (울산의대)

상 (40세 이상)을 제정하기로 하였고 내년부터는 필
요 시 젊은 연구자상(40세 미만)을 제정 하기로 하고

Pharmacogenomics : Antideressants
김승현 (고려의대)

학회에서 연제 발표 기회를 주기로 함.
- 학회 회보 (Newsletter)를 연 4회 발간하기로 하고

Tailored Pharmacotherapy of Psychotropics
정인원 (충북의대)

2002년 10월초에 복간하기로 함.

※ 심포지움 - 좌장 : 민성길 (연세의대)

학술위원회

“양극성 장애 치료의 최신 이슈”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부록으로“한국에서의 리스페리

Lithium : Revised As an Antimanics

돈의 경험”
이라는 제목의 특집호를 발간할 예정이며,

민경준 (중앙의대)

현재 workshop과 round table meeting을 가졌으

New Antipsychotic Drugs in Bipolar Disorder
정한용 (순천향의대)

며, 올해 내로 전 회원에게 배포할 예정임.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Bipolar Depre-

학술활동

ssion

1. 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동계심포지움

Strategy of Maintenance Treatment

박원명 (가톨릭의대)
하규섭 (서울의대)

일시 : 2002년 1월 5일 (토)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외국초청특강 - 좌장 : 이홍식 (연세의대)
[1부] 심포지움 - 좌장 : 김명정(부산의대)
Aggression and Psychopharmacology
공격성의 신경생물학

김영훈 (인제의대)

공격성의 뇌영상학적 연구

김재진 (서울의대)

사회환경적 요소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김승현 (고려의대)

New Trends in Treatment of Bipolar Disorder
Lakshimi N. Yatham (British Columbia 대학)
※ 포스터 발표
P01 p53 Gene Polymorphisms in Patients with

공격성에 대한 정신약물학적 치료 정명인 (부산의대)

Schizophrenia and Lung Cancer

지정토론

: Jin Kyng Park 등 (Kyung Hee University)

임효덕 (경북의대)

[2부] 패널 토의 - 좌장 : 이홍식 (연세의대)

P02 Differential effects of clozapine and fluoxe-

국내에서 신경정신약물학의 향후 발전 방향

tine on expression of chemokines and ch-

패널토의자 : 윤도준 (경희의대), 김철권 (동아의대)

emokine Receptors in human mast cell line

정인원 (충북의대), 김창윤 (울산의대)
권준수 (서울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HMC-1 : 김순애 등 (경희의대)
P03 St. John's wort(Hypericum perfortatum) increases the expression of BDNF in human

2. 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02년 3월 29일 (금) 오전 9:30-오후 5:30

neuroblastoma cells : 정승희 등 (국립서울병원)
P04 Fluexetine decreases cell proliferation in

장소 :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dentate gyrus of trimethyltin-induced hip-

사회 : 권준수 (학술이사)

pocampal injury model
: Yeong-Min Yoo 등 (Kyung Hee University)

※ 특강 - 좌장 : 윤도준 (경희의대)
“Postgenomic Informatics in Psychiatry &
Psychopharmacology”
※ 심포지움

김주한 (서울의대)

P05 Association between tryptophan hydroxylase(TPH) gene promotor polymorphism and
Korean schizophrenics : 이희제 등 (경희의대)
P06 Non-Neuroleptics in Psychoses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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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준 등 (경희의대)
P07 Tourette 장애 아동에서 1-123 IPT brain SP-

3. XXIII CINP, Korean Society of Psychopharmacology Symposium

ECT로 측정한 기저 신경절 Dopamine Tran-

일시 : 2002년 6월 24일

sporter 분포양상 : 천근아 (연세대학교)

장소 : 캐나다 몬트리올, 힐튼 몬트리올 호텔

P08 정신분열병 환자 뇌파의 비선형 분석에 미치는
항정신병 약물의 영향 : 채정호 등 (가톨릭의대)
P09 주요 우울증 환자에서 미주신경자극 동조 기능
성 자기공명영상을 이용한 자극 빈도 및 강도에

심포지엄 - 좌장 : 이홍식(연세의대)
Introduction of Bupropion
질의 및 토론

1례 : 김형준 등 (원광의대)

불안장애 치료의 최신지견 오강섭 (성균관의대)
질의 및 토론

Lamotrigine for Bipolar Disorder Treatment
박원명 (가톨릭의대)

P12 항정신병약물의 정신과적 부작용 - 임상적 및
병태생리학적 의의 : 윤도준 등 (경희의대)
P13 Protective effect of St. Johns wort against

김현우 (단국의대),

손현균 (한림의대), 김재민 (남광병원)

P11 Mirtazapine에 반응을 보인 흉통이 동반된 호두
까기 식도증 1례 : 이상열 등 (원광의대)

김정기 (메리놀병원),

정인원 (충북의대), 손창호 (인제의대)

따른 두뇌 활성의 차이 : 채정호 등 (가톨릭의대)
P10 인격변화를 동반한 Marchiafava-Bignami 병

김승현 (고려의대)

질의 및 토론

정인과 (고려의대),

김형태 (마산삼성병원), 배치운 (가톨릭의대)

H202-induced apoptosis on neuroblastoma
cellline SK-N-MC : Mi-Hyeon Jang 등
(Kyung Hee University)

4. XII World Congress of Psychiatry
- 임원 및 회원 14분이 참석하심

P14 Alcohol and nicotine administration inhibits

- Aripiprazole Symposium (The Hotel Yokohama,

serotonin synthesis and tryptophan hydro-

8월 24일)에서 한국, 대만 및 중국 정신과의사가

xylase expression in dorsal and median ra-

참석-연자는 Kane, Casey, Kikuchi였으며 이홍

phe of youngrats

식 회장께서 좌장을 맡으셨음.

: Mi-Hyeon Jang 등 (Kyung Hee University)

- 대한정신약물학회 요코하마 심포지엄 (Pan Pacific

P15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Hotel, Yokohama, 8월 26일)이“Why is Novel

아동에서 1-123 IPT SPECT 영상 : Methylph-

Antipsychotics Needed?”
라는 주제로 개최

enidate를 투여 받은 아동과 Drugnaive ADHD

되었음

아동에서 Dopamine Transporter binding 양상
에 대한 증례 보고 : 천근아 (연세의대)
P16 Kleine-Levin 증후군 환자에서의 amantadine
사용경험 : 안준호 등 (울산의대)
P17 Hopelessness, neurocognitive function, and
insight in schizophrenia : relationship to suicidal behavior
: Chan Hyung Kim 등 (Yonsei University)
P18 Memory Dysfunctions in Checking type Ob-

- 권준수 학술이사는“Development and verifica

sessive-compulsive disorder patient

tion of algorithm for the treatment of mood

: Min-Seong Koo 등 (Kwandong University)

disorders and schizophrenia”심포지움에서 한

P19 Relationships between the changes of first-

국형 정신분열병 알고리듬 개발에 대한 내용을 발

episode drug-nave schizophrenic psycho-

표하였으며,“Functional neuroimaging study on

pathology and the changes of 99m-Tc-ECD

schizophrenia”심포지움에서“Preattentive audi-

SPECT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before

tory deficit in schizophrenia”
를 발표함.

and after risperdione treatment
: Min-Seong Koo 등 (Kwand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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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홍식 회장, Kikuchi, Kane, Ca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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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사가 참가하여 한국의 알고리듬 개발 현황에

장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음.
7. 정신분열병, 양극성 장애 알고리듬 field trial
5. XII World Congress of Psychiatry, Korean

1) 한국형 주요 정신질환 약물치료 알고리듬 (완료)

Society of Psychopharmacology Yokohama

권준수 (학술이사)와 박원명 (총무이사)가 공동 실

Symposium

무책임자로 진행한 연구를 완료하고 2001년 10월

일시 : 2002년 8월 26일 (월) 오후 5:00-오후 7:30

정신분열병 약물치료에 대한 한국형 알고리듬 지

장소 : Pan Pacific Yokohama hotel, Yokohama, Japan

침서를, 2002년 3월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에 대
한 한국형 알고리듬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정신분열병학회 공동 주관).
2) 한국형 주요 정신질환 약물치료 알고리듬의 실제
임상 적용 가능 정도의 평가 (진행 중)
연구책임자 : 권준수 (서울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실무간사 : 안용민 (을지의대), 김찬형 (연세의대)
실무위원 : 이중서 (한림의대), 주연호 (울산의대),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전덕인 (국민건강
보험공단 일산병원), 신영철 (강북삼성
병원),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Symposium : Why is Novel Antipsychotics Needed?
사회 : 권준수 학술이사
[1부] 치료효과 측면에서의 필요성
좌장 : 윤도준 (경희의대)

교육위원회
- 전공의를 위한 분기별 워크샵 또는 심포지엄 예정

양성 증상에 대한 효과

김창윤 (울산의대)

- 2003년 동계심포지엄이 1월 4-5일에 열릴 예정

음성 증상에 대한 효과

김찬형 (연세의대)

- CINP 가입을 적극 권장키로 함 - 공지사항을 참고

인지 장애에 대한 효과

권준수 (서울의대)

주제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 윤보현 (국립나주정신병원), 이경욱 (가톨릭의대)

간행위원회
- 학회지 영문판 발간 : 영문학회지 년 2회 발간을 원칙

[2부] 부작용 및 내약성 측면에서의 필요성
좌장 : 박민철 (원광의대)

으로 준비하기로 하며 게재범위는 정신약물학 및 관

Weight Gain, Impaired Glucose Regulation,

련 분야로 하기로 함. 영문 명은 Clinical Psychoph-

and Diabetes Mellitus

armacology and Neuroscience로 하기로 함.

박원명 (가톨릭의대)

Hyperprolactinemia

구민성 (관동의대)

- 학회지 발간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2권 2호

Cardiovascular Adverse Effect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2권 3호

토론자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2권 4호

정철호 (계명의대),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3권 1호

주제토론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3권 2호 (인쇄중)
[3부] Special Lecture

좌장 : 정문용 (한국보훈병원)

Atypical Brings Light and Shadow to the U.S.
Daniel Casey (Portland, VA hospital)
6.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공지사항 참고)
일시 : 2002년 10월 18일 (금)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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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약물학회 임원 명단(2002-2004년 회기)
명예회장 : 김채원

평이사 (37명)

고

기백석 (중앙의대 필동병원), 김도훈 (한림의대 춘천성심

문 : 강병조 (경북의대), 민성길 (연세의대)
백인호 (가톨릭의대)

회

병원), 김 린 (고려의대 안암병원), 김철권 (동아의대), 김

장 : 이홍식 (연세의대)

철응 (인하의대), 김형섭 (용인정신병원), 박기창(연세원주

이 사 장 : 윤도준 (경희의대)

의대), 박민철 (원광의대), 박종한 (대구효성가톨릭의대),

부이사장 : 김창윤 (울산의대), 윤진상 (전남의대)

신영민 (강남병원),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신재국 (인제

감

의대 약리학), 안석균 (연세의대 광주정신건강병원), 오강

사 : 임효덕 (경북의대), 조숙행 (고려의대)

상임이사 (11명)

섭 (강북삼성병원), 오동열 (국립서울정신병원), 유범희

총무이사 : 박원명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윤보현 (국립나주정신병원),

학술이사 : 권준수 (서울의대)

이기철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이민수(고려의대 안암병

교육이사 : 김찬형 (연세의대)

원), 이상열 (원광의대), 이재우 (한라병원), 이종범 (영남

간행이사 : 정인원 (충북의대)

의대), 이종섭 (밝은마음크리닉서울), 이창욱 (가톨릭의대

기획이사 : 구민성 (관동의대)

강남성모병원), 이필구 (한국 릴리), 전덕인 (국민의료보험

홍보이사 : 김승현 (고려의대)

관리공단 일산병원), 전태연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정문

국제이사 : 하규섭 (서울의대)

용 (한국보훈병원), 정영기 (아주의대), 정영인 (부산의대),

임상연구·윤리이사 : 김영훈 (인제의대)

정영철 (전북의대), 정주호 (경희의대 약리학), 정철호 (계

재무이사 : 채정호 (가톨릭의대)

명의대), 정한용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지익성 (충남의

무임소이사 :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한창환 (한림의대)

대), 최성구 (한국 얀센), 최인근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공지사항
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연 회 비 : 3만원, 입 회 비 : 2만원,

시 : 2002년 10월 18일(금)

연수평점 : 5평점

오전 8:45 - 오후 5:00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후

원 : 한국얀센, 한국화이자, 일동제약-한국
와이어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릴

(강남성모병원 구내)
대 회 비 : 전문의 회원 3만원, 전문의 비회원 4만
원, 전공의 및 기타 2만원 (점심 제공)

리, 한독약품,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애
보트, 환인제약-Lundbeck, 동아제약

추계학술대회
08:45 - 09:20

등 록

사 회 : 권준수 (학술이사)

09:20 - 09:30

개회사

이홍식 (회장)

인사말

윤도준 (이사장)
Symposium Ⅰ

Early Psychosis 약물 치료의 시작

6

좌 장 : 정인원 (충북의대), 김창윤 (울산의대)

09:40 - 09:55

Prodromal Symptom, 약물을 사용할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김철응 (인하의대)

09:55 - 10:10

Early Intervention으로 치료 효과가 더 좋은가?

안용민 (을지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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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10:25

Early Psychosis는 뇌 기능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나?

10:25 - 10:40

윤 탁 (서울의대)

토 론

10:40 - 10:55

Early Psychosis는 인지장애를 동반하는가?

10:55 - 11:10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치료의 효과 차이는?

홍경수 (성균관의대)
안석균 (연세의대)

11:10 - 11:20

토 론

11:20 - 11:40

Coffee Break
Special Lecture - 좌 장 : 이홍식 (연세의대)

11:40 - 12:30

“Recent Advances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Early Psychosis”
Winston W. Shen (Professor, Taipei Medical University, Taiwan)

12:30 - 14:00

점심식사
Guest Lecture - 좌 장 : 민성길(연세의대)

14:00 - 14:50

정신과 약물치료와 관련된 임상약리학적 이슈들

14:50 - 15:10

장인진 (서울의대 임상약리학교실)

Coffee Break
Symposium Ⅱ
정신과 약물, 언제 중단할 것인가? - 좌 장 : 김영훈 (인제의대), 윤진상 (전남의대)

15:10 - 15:25

정신과 약물, 반드시 중단하여야 하나?

김찬형 (연세의대)

15:25 - 15:40

항우울제의 중단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한창환 (한림의대)

15:40 - 15:55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분열병의 약물치료는?

15:55 - 16:15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토 론

16:15 - 16:30

Benzodiazepine의 중단은 가능한 것인가?

16:30 - 16:45

ADHD, Tic disorder의 약물치료는 언제까지 하나?

16:45-17:00
17:00

오강섭 (성균관의대)
토

김붕년 (서울의대)

론

학술상 및 공로상 수여

사 회 : 박원명 (총무이사)

※ 이번 심포지움에는 심포지움 시작 전 즉석 QUIZ를 통한 POLL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새로운 형식의
심포지움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납부 안내
2년 전부터 학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소속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02년 10월 2일 현재 총 46명)

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제도를 만들었습니

상임이사진 (14명)

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계시나 바쁘신 관

윤도준, 윤진상, 김창윤, 박원명, 권준수, 구민성,

계로 아직까지도 못 내신 회원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인원, 김영훈, 김찬형, 채정호, 하규섭, 한창환,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회비는 50만

강대엽, 김승현

원입니다.

고문, 회장, 감사 (2명)

평생회비를 내시면 이후의 모든 행사의 대회비,

이홍식, 임효덕

연회비 등이 없으며 동계심포지엄과 같이 본 학회가

평이사 (22명)

주관하는 인원이 제한된 제주도 등의 장소에서 시행

기백석, 김도훈, 김철권, 김형섭, 박민철, 신영철,

되는 심포지움 등의 행사에 우선적으로 최소의 비용

안석균, 윤보현, 이민수, 이상렬, 이종범, 이종섭,

이나 본인 부담 없이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필구, 전덕인, 전태연, 정문용, 정영인, 정주호,

보내실 곳은 예금주 채정호 (재무이사), 우리은행,

정철호, 정한용, 지익성, 최성구

832-031243-01-102입니다.

정회원 (8)
김붕년, 배치운, 서호석, 신철진, 심주철, 윤 탁,
조현상, 하태현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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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P 가입안내
Available on-line in Adobe Acrobat.PDF

1. 다음의 서류 2부를 작성하시어 다음의 주소로 보

Format CINPapp.PDF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vailable on-line in Microsoft Word .DOC

2. 다음의 서류 중 추천서 (sponsors commenting)
는 따로 부탁하실 필요가 없고 대한정신약물학회

Format CINPapp.Doc

회원 중 CINP fellow로 있는 회원이 이력서 및

Available on-line in Rich Text Format

논문목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일괄해서 CINP에

.RTF CINPapp.Rtf

보내겠습니다.
3. 가입에 대한 안내는 CINP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얻을 수 있습니다 (www.cinp.org).
4. 보내주실 곳

Statement of Commitment to Neuropsychopharmacology (300-500 words)
Up-to-date Curriculum Vitae
Complete List of Publications

김찬형

Letters from two (2) sponsors commenting

전화 : 02-3497-3341, 팩스 : 02-3462-4304

on the accomplishments and dedication of

주소 :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the candidate to neuropsychopharmacology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The application will not be reviewed until

e-mail : spr88@yumc.yonsei.ac.kr

the letters are received.)

5. 연회비 : fellow $150, member $67

CINP 회원 (Member or fellow)

제출서류목록 (2부 작성)

정문용, 정영철, 은홍배, 기백석, 김찬형, 이홍식, 이민수,

Application Form (www.cinp.org)

민성길, 박민철, 우종인, 윤도준, 정영인, 이정희

Call for Papers!
- 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3권 3, 4호 및
2003년도 14권이 연 4회 발간될 예정입니다. 회

학술지에 대한 영문 원고의 투고를 모집합니다.
또한 국문 원고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논문 제출의

투고논문 접수처

마감시한은 없으나 발표예정일 당시 심사 완료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충북대학교병원

논문에 한하여 게제하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내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위원장

- 대한정신약물학회에서 영문 학술지를 발간하기로

정인원 (간사 신철진)

하였습니다. 제목은 Clinical Psychopharmaco-

전화 : 043-269-6364, 팩스 : 043-267-7951,

logy and Neuroscience이며, 2003년 3월 창간

e-mail : iwchung@med.chungbuk.ac.kr

하여 연 2회 발간 예정입니다. 초창기에는 대한

-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가 3월 21일로 예정되어

정신약물학회지에 게재된 최근 원저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초록마감은 2003년 2월 말까지오니

영문으로 번역하여 2차 게재할 예정이며 점차 영

좋은 연구를 계획하시거나 시행 중인 회원께서는

문 학술지에 대한 원저를 늘릴 예정입니다. 영문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학술대회 공지 - first announcement
동계심포지엄 : 2003년 1월 3일 ~ 5일 혹은 4일 ~ 5일 예정, 장소 미정
춘계학술대회 : 2003년 3월 21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추계학술대회 : 2003년 9월 5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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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홈페이지 개편 안내
대한정신약물학회의 홈페이지(http://www.kspp.or.kr/)
가 개편되었습니다.
약물학회 회원들이 로그인 하는 방법은 ID는 회원의

■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Defectors
2. 민성길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outh and North
Koreans and Predicted Conflicts Under the
Unification Process

한글성명을 치시고, password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Korean Traditional Thoughts and Mental Health

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 로그인이 되지 않는 회원은

■ Study on Social Stigma of the Term,

webmaster@kisep.com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물학회회원에 한해 online으로 full text journal을 검
색하고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Schizophrenia
3. 권준수
■ Preattentive Auditory Deficit in Schizophrenia :
LORETA Study of MMN
■ Development of Algorithm for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in Korea

국제학술대회 발표

4. 오병훈
■ Delusions and Hallucinations in Dementia

CINP (캐나다 - 몬트리얼)
1. 박원명
Effect of Mirtazapine i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A Pilot Study
2. 윤도준
Lifetime comorbidity & Psychiatric side effects
Tardive akathisia 1 case
3. 유범희
The Effect of Antidepressant Treatment on
Beta-adrenergic Receptor Responsivenes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Increased Cellular Immunity in Panic Disorder
4. 채정호
Changes in brain activity over the first 2 weeks
of vagus nerve stimulation in depression
Do antipsychotic medications affect on the nonlinear analysis of electroencephalograph in schizophrenic patients?
4. 정문용
Hippocampal Volume and Memory Function in

5. 전진숙
■ Hypersexuality in Dementia
6. 이영문
■ Rethinking Mental Health Reform in KoreaUsing Mental Health Matrix Model
7. 최상섭
■ Diagnosis and Compensation of PTSD in Korea
8. 오강섭
■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al
Phobia
9. 김종주
■ Prozac and Confucian Ethics
10.이 철
■ Consultation-liaison Psychiatry in Korea
11. 이민수
■ New Pharmaco-interventions for Depressive
Disorder in Korea
12. 이창욱
■ The Recent Advances of Pharmacointervention for Schizophrenia with Atypical
Antipsychotics

Patient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ree Communications

WPA (일본 - 요코하마)
Symposia
1. 전우택
■ Experiences of Two Koreans in One SocietyAn Analysis and Prospect

1. 전진숙
■ Clin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lderly
Alcoholics
Poster Sessions
1. 정인원
■ Manowitz Paul : Evidence for an N-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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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ssociation between Endothelial Nitric

glycosylation Polymorphism of Arylsulfatase

Oxide Synthase Genotype and Korean

Predisposing to Alcoholism in Koreans

Bipolar Disorder Patients

2. 반건호
■ Effect of Leuweidihuang-tang on Cell

7. 구민성
■ Relations between Schizophrenic Symptoms

Proliferation in Dentate Gyrus of Alcohol-

and SPECT Findings

intoxicated Rats
■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8. 민성길
■ The Quality of Life of Caregivers of Patients

between Inpatients with Adolescent- & Adult-

with Dementia and Heart Disease

onset Schizophrenia

9. 이상열

3. 안정숙

■ A Case of Mirtazapine and Nutcracker

■ A Korean Version of the Strengths and

Esophagus

Difficulties Questionnaire

■ The Impact of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4. 김창윤

Life in Dyspepsia Patients: Comparison

■ No Association between 5-HTTLPR and

between Organic and Functional Group

Personality Traits

10. 전우택

5. 김도관
■ Endophenotypes of Sertonin Transporter

■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Defectors

Gene Polymorphism
6. 정상근
■ No Association between Apolipoprotein E
Genotype and Korean Schizophrenic Patients

국제학술대회 일정
대회명

Inaugural Australian Bipolar Disorder Conference 2002

일정 및 장소

September 13, 2002, Melbourne, Australia

대회명

2002 World Forum Drugs and Dependencies 2002

일정 및 장소

September 22-27, 2002, Montreal, QC, Canada

대회명

Mood and Anxiety Disorders : Current Treatment Strategies

일정 및 장소

September 25-27, 2002 , Las Vegas, NV, United States

대회명

Mood Disorders: Toward a Long-Term Disease Management Approach

일정 및 장소

September 28, 2002 , New York, NY, United States

대회명

15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일정 및 장소

October 5-9, 2002 , Barcelona, Spain

대회명

Psychopharmacology Update 2002

일정 및 장소

October 5-6, 2002 , Houston, TX, United States

대회명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장소

2002년 10월 18일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서울

대회명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Symposium

일정 및 장소

October 21-23, 2002, Sydney, NSW, Australia

대회명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장소

2002년 10월 24-25일, 63 빌딩, 서울

대회명

10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52nd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THE KOREAN SOCIETY OF PSYCHOPHARMACOLOGY NEWSLETTER

일정 및 장소

October 31, 2002 - November 3, 2002, Banff, AB, Canada

대회명

Latest Advances in the Understanding & Treatment of Bipolar Disorder, 8th Annual Fall Psychiatry Conference

일정 및 장소

November 16, 2002, New York, NY, United States

대회명

41st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일정 및 장소

December 08-12, 2002, San Juan, Puerto Rico

대회명

대한정신약물학회 동계심포지엄

일정 및 장소

2003년 1월 3-5일 혹은 4-5일, 장소미정

대회명

Depression: Emerging Research and Treatment Approaches

일정 및 장소

January 16-17, 2003, Paris, France

대회명

Psychiatry“Current Therapies”

일정 및 장소

February 23, 2003 - March 02, 2003, Honolulu, HI, United States

대회명

4th Latinamerican Congress of Neuropsychopharmacology

일정 및 장소

February 26-28, 2003, Cartagena, Colombia

대회명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및 장소

2003년 3월 21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서울 (예정)

대회명

International Congress on Schizophrenia Research

일정 및 장소

March 29 - April 2, 2003, Colorado Springs, Colorado, USA

대회명

17th Annual Mood Disorders Symposium

일정 및 장소

April 23-25, 2003, Baltimore, MD, United States

대회명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일정 및 장소

May 15-17, 2003, The Argent Hotel, San Francisco, USA

대회명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일정 및 장소

May 17-22, 2003, San Francisco, CA, United States

대회명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및 장소

2003년 9월 5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서울 (예정)

대회명

Spier Psychopharmacology Congress 2003

일정 및 장소

September 10-13, 2003, Stellenbosch, South Africa

대회명

16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일정 및 장소

September 20-24, 2003, Prague, Czech Republic

대회명

8th World Congress of Biological Psychiatry

일정 및 장소

September 28, 2003 - October 3, 2003, Buenos Aires, Argentina

대회명

CINP Asian-Pacific Regional Meeting

일정 및 장소

October 12-15, 2003, Beijing, China

회원동정
이홍식 (연세의대, 회장)

김철응 (인하의대, 평이사)

연세의대 정신과 주임교수로 발령이 나셨으며, 세브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이사장 취임하였습니다.

란스 정신건강병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성길 (연세의대, 고문)

2002년 4월 1일자로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대한사회정신의학회 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위원에 선임 되었습니다.

박민철 (원광의대, 평이사)

백인호 (가톨릭의대, 고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에 취임하였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정영인 (부산의대)

이민수 (고려의대, 평이사)

2001년 3월 1일부터 본 교실의 주임교수를 맡아 오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이사장 피선이 되었습니다.

던 중 2002년 7월 8일부로 정신과 과장을 맡게 됨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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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현재 주임교수와 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박원명 (가톨릭의대)

또한 2002년 3월 7일부터 부산대학교 대외협력지원

“EEG Abnormalities during treatment with

본부장 (처장급)을 맡고 있고, 2002년 8월 1일부터

typical and atypical antipsychotics”
를 American

2003년 7월 31일까지 한국대학국제교류협회장을 맡

Journal of Psychiatry에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게 되었습니다.

배치운, 채정호, 김광수, 전태연회원과 공동으로

대한정신약물학회 제 6대 회장 신석철 충남대 교수

“Mirtazapine may have the propensity for

께서 2002년 2월 23일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

developing a restless legs syndrome? A case

을 빕니다.

report”
를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유범희 (성균관의대)

에,“Even the low dose treatment of venlafaxine

“Catechol-O-methyltransferase genetic

may provoke recurrence of hypertension in

polymorphism in panic disorder”
라는 논문 제목

Asian patients? : A case report”
를 Gen Hosp

으로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월호에 발

Psychiatry에, 그리고“A case of brief psychosis

표하였습니다

associated with an arachnoid cyst”
를 Psychiat-

김승현 (고려의대)

ry and Clinical Neuroscience에 발표하였습니다.

“Receptor mechanisms and circuitry underlying

또한 Effects of mirtazapine in patients with

NMDA antagonist neurotoxicity”이라는 논문 제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Korea : a pilot

목으로 Molecular Psychiatry에 NB Farber와 공동

study를 Human Psychopharmacology에, “A

으로 발표하였습니다.

naturalistic study of risperidone treatment in

김광수 (가톨릭의대)

seven affiliated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를

전태연, 박원명, 채정호, 배치운 회원과 공저로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에 게재할

“Effects of olanzapine on prolactin levels of fe-

예정입니다.

mal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treated with

전태연 (가톨릭의대)

risperidone.”
를 J Clinical Psychiatry에,“HLA all-

배치운, 채정호, 박원명, 김광수회원과 공동으로

eles in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in the

“Polymorphism of CTLA-4 Gene for Major

Korean population.”
,“An Open Pilot Trial of Ol-

Depression in the Korean Population”과

anzapine for Delirium in Korean Population”
을

“Report on IL-10 gene polymorphism at positio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에 발표하

-819 for major depression and schizophrenia in

였습니다.

Korean population”
를 Psychiatry and Clinical

채정호 (가톨릭의대)

Neuroscience에,“Polymorphism of CTLA-4 gene

“Vagus Nerve Stimulation (VNS) synchronized

at position 49 of exon 1 may be associated with

BOLD fMRI suggests that VNS in depressed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을 Psy-

adults has frequency/dose dependent effects.”
를

chiatry Research에 발표하였습니다..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에 발표하였습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정회원 명단(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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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강원룡 (강원룡신경정신과의원)

김경식 (가람신경정신과의원)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강지언 (고신경정신과의원)

김경희 (삼성제일병원)

강민희 (인하의대)

고경봉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김광수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강병조 (경북의대)

구민성 (관동의대)

김대진 (가톨릭의대 성가병원)

강봉선 (강봉선신경정신과의원)

권준수 (서울의대)

김도관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강용갑 (아산정신병원)

기백석 (중앙의대 필동병원)

김도훈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강웅구 (서울의대)

김경빈 (김경빈신경정신과의원)

김동구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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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인 (전주예수병원)

남궁기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일석 (서일석신경정신과의원)

김 린 (고려의대 안암병원)

노동두 (백제병원)

서호석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김붕년 (서울의대)

노형근 (인하의대 약리학교실)

성금영 (성원신경정신과의원)

김병후 (김병후정신과의원)

ㅁ

소은희 (소은희신경정신과의원)

김상덕 (혜원성모병원)

문인원 (서울시립은평병원)

송동근 (한림의대 약리학교실)

김석주 (김석주신경정신과의원)

민경준 (중앙의대 필동병원)

송동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김성철 (김성철신경정신과의원)

민성길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송상길 (송상길신경정신과의원)

김세주 (한림의대 평촌성심병원)

민성혜 (민성혜정신과의원)

신경호 (고려의대 약리학교실)

김순애 (경희대 약리학교실)

민성호 (연세원주의대)

신경희 (성모정신과의원)

김승현 (고려의대 구로병원)

ㅂ

신명숙 (명신경정신과의원)

김영돈 (대전선병원)

박기창 (연세원주의대)

신석철 (충남의대)

김영철 (이화의대 목동병원)

박노택 (박신경정신과의원)

신승철 (남서울병원)

김영훈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박노헌 (박신경정신과의원)

신영민 (지방공사강남병원)

김용관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박동열 (해운대성심병원 )

신영철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김용식 (서울의대)

박묵희 (연세신경정신과의원)

신윤오 (충남의대)

김용찬 (성모신경정신과의원)

박민철 (원광의대)

신일선 (전남의대)

김 원 (김원신경정신과의원)

박범룡 (밝은마음 정신과의원)

신재국 (인제의대 약리학교실)

김유광 (김유광신경정신과의원)

박상운 (대동정신과의원)

신정호 (연세원주의대)

김융희 (자택)

박성숙 (박성숙신경정신과의원)

신철진 (충북의대)

김 임 (김임신경정신과)

박순원 (성동정신병원)

신홍식 (신홍식신경정신과의원)

김장우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박영남 (계명의대)

심주철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김재진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박영우 (대구파티마병원)

ㅇ

김재창 (한마음신경정신과의원)

박원명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안석균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김재환 (목포가톨릭병원)

박재훈 (동래신경정신과의원)

안용민 (을지의대 노원을지병원)

김정기 (메리놀병원)

박정수 (동화신경정신과의원)

안재형 (중앙정신과의원)

김정수 (클리닉 비)

박정주 (강남신경정신과의원)

안정숙 (연세원주의대)

김제헌 (김제헌신경정신과의원)

박조열 (박조열신경정신과의원)

양병환 (한양의대)

김종우 (국립서울정신병원)

박종익 (서울시립은평병원)

양창순 (양창순신경정신과의원)

김종원

박종철 (박종철신경정신과의원)

연규월 (이화의대 동대문병원)

김종주 (김종주신경정신과의원)

박종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염우권 (동촌신경정신과의원)

김지웅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중조 (아산재단 정읍병원)

오강섭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김진수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진한 (유일신경정신과의원)

오동열 (국립서울정신병원)

김진학 (개업)

박청산 (건국의대 민중병원)

오병훈(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김찬형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박행욱 (수원신경정신과의원)

오세원 (둔산 오세원신경정신과의원)

김창기 (김창기정신과의원)

반건호 (경희의대)

왕성근 (충남의대)

김창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배 안 (국립나주정신병원)

우행원 (이화의대 동대문병원)

김채원

배종훈 (밝은마음 정신과의원)

유범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김철권 (동아의대 정신과)

배치운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유상우 (㈜버추얼메디)

김철응 (인하의대)

백용수 (국립춘천정신병원)

유석진 (베드로신경정신과의원)

김형건 (단국의대 약리학교실)

백인호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유순형 (유순형신경정신과의원)

김형섭 (용인정신병원)

변용욱 (서울신경정신과의원)

유원달 (성심신경정신과의원)

ㄴ

ㅅ

육기환 (중문의대 분당차병원)

나규일 (대전 한마음정신병원)

서신영 (중문의대 분당차병원)

윤경수 (윤신경정신과의원)

나 철 (중앙의대 용산병원)

서영대 (한마음신경정신과의원)

윤관수 (서울시립은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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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준 (경희의대)

이창섭 (율곡신경정신과의원)

조도연 (아산정신병원)

윤보현 (국립나주정신병원)

이창영 (부산시립정신병원)

조동환 (메리놀병원)

윤석하 (윤석하신경정신과의원)

이창욱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조성남 (국립공주정신병원)

윤중석 (세련신경정신과의원)

이 철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조숙행 (고려의대 구로병원)

윤진상 (전남의대)

이충순 (용인효자병원)

조인혜 (성애병원)

윤충한 (윤충한신경정신과의원)

이필구 (한국릴리)

조현상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윤 탁 (서울의대)

이한유 (문화의원 정신과)

주문희 (주신경정신과의원)

이경규 (단국의대)

이혜련 (이혜련신경정신과의원)

주 원 (동서울신경정신과의원)

이경욱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이호분 (김병후정신과의원)

지익성 (충남의대)

이광윤 (영남의대 약리학교실)

이호영 (아주의대)

진혜경 (국립서울병원)

이구열 (큰빛신경정신과의원)

이홍석 (해외연수)

ㅊ

이기연 (문막영생병원)

이홍식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채정호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이기철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이희제 (경희의대 약리학교실)

천근아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이대희

임완빈 (임완빈신경정신과의원)

최문종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이만기 (경북의대 약리학교실)

임효덕 (경북의대)

최상섭 (국립감호정신병원)

이만홍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ㅈ

최성구 (한국얀센)

이문희 (이문희신경정신과의원)

장순아 (연세소아정신과)

최소현 (용인정신병원)

이민수 (고려의대 안암병원)

장안기 (국립서울병원)

최영택 (신애정신병원)

이범용 (이범용신경정신과의원)

전덕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최우식 (연산정신병원)

이병욱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전보권 (고려의대 약리학교실)

최인근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이상경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전상배 (동민의원)

최정미 (왈레스기념침례병원)

이상수 (이상수신경정신과의원)

전우택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최정옥 (최신경정신과의원)

이상열 (원광의대)

전지용 (유순형신경정신과)

최진희 (한국보훈병원)

이상익 (충북의대)

전진숙 (고신의대)

최춘호 (최신경정신과의원)

이성룡 (계명의대 약리학교실)

전태연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최하석 (한빛신경정신과의원)

이성민 (이성민신경정신과의원)

정경희 (혜민신경정신과의원)

ㅎ

이성훈 (연정뇌기능수면연구소)

정문용 (한국보훈병원 )

하규섭 (서울의대)

이순규 (이신경정신과의원)

정범석 (아산재단 강릉병원)

하태현 (서울의대)

이양현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정상근 (전북의대)

한동대 (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

이영문 (아주의대)

정성덕 (영남의대)

한상우 (순천향의대)

이영숙 (이영숙신경정신과의원)

정영기 (아주의대)

한상익 (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

이영호 (이영호신경정신과의원)

정영인 (부산의대)

한선호 (순천향의대)

이원석 (부산의대 약리학교실)

정영조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한정옥 (한빛신경정신과의원)

이재승 (이재승정신과의원)

정영철 (전북의대)

한준규 (연세원주의대)

이재우 (한라병원)

정유숙 (성균관의대 서울삼성병원)

한창환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이재원 (한마음연합의원)

정은기 (국립서울병원)

함 웅 (계요병원)

이정구 (마산동서병원)

정인원 (충북의대)

허 균 (아주의대)

이정섭 (인하의대)

정주호 (경희의대 약리학 교실)

허정표 (대연성모병원)

이정엽 (아산정신병원)

정창용 (경북신경정신과의원)

허찬희 (허찬희신경정신과의원)

이종범 (영남의대)

정철호 (계명의대)

홍관화

이종섭 (밝은마음클리닉 서울)

정한용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홍일부 (부산대남병원)

이종헌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정희연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홍진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종훈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조강주 (조강주신경정신과의원)

이중서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조남현 (국립나주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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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본 회보에 게재될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소식과 회원 동정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우편,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회원 명단 중에 실수나 오기로 기록이 잘 못 된 회원이나 누락된 회원은 연락을 주시면 이
후 회보에 수정하여 게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449-91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4 용인정신병원 강대엽
전화 : 031-288-0270, HP : 019-362-0943, 팩스 : 031-288-0184,
e-mail : kangdyb@chollian.net
회원동정 난에는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위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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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02년 10월 18일(금)
오전 8:45 - 오후 5:00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연수평점 : 5평점
(공지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