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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정신약물학(또는 임상정신약리학이라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이 용어를 더 좋아한다)은
이제 정신과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었다. 필자가 조사한 한 연구에서 환자나
그 가족들도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필자가 1969년 처음 정신과의사로 입문하였을 때, 치료는 약물치료라기 보다 정신
치료가 우선적이었다. 그래서 그 때, 열심히 정신치료 면담을 녹음하거나 verbatum을
만들어 선생님에게 지도 받는 것이 큰 업무 중 하나였다. 그 때만 하더라도 당시 지도교
수님이었던 김채원선생님께서 읽어 보라고 추천해 주셨던 책이 저자는 잘 기억이 안 나
지만 Physical Basis of Mind라는 얇은 책이었는데, 그 제목부터“충격적”
이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필자 자신은 군을 필하고 1976년에 대학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정신치료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침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정신과와 정신화학연구소(그 이름마저도 놀
라운)에 연수 갈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 북유럽은 정신과라 하면 온통 생물정신의학 일변도였다. 굳이 말하자
면 정신내과 였다. 거기서 들으니, 독일 대학에서 정신분석을 공부하면 주임교수한테 쫓겨 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구석에서는 몰래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였다. 코펜하겐대학 정신과
에서는 당시 영국에서 정신분석가를 초빙해 1년에 6개월씩 강의와 지도를 하고 있는 정도였다. 어쨌든 소위 선
진국에서는 정신과는 그야말로 정신화학이었던 것 같았다. 필자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다. 그때 아무래도 대학
에서는 생물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임상정신약
리학을 전공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데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는 뜻에서이다. 우리는 한국 땅 안에서도 충분한 인구를 가지고 있어 의사로서 살아가기에 별 부족할 것이 없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현 상황에 안주하기 쉽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인양 착각하고 만족하기 쉽다. 그러
나 실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알기 쉬어,
자신도 모르게 통이 좁은 인간이 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알수록 우리의 환자를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무엇을 더 잘 알 것인
가. 더 잘 더 많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가. 생물정신의학, 약물정신의학은 하루
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신치료는 우선 기본 원칙을 잘 배우고 계속 실행하면서 기술을
다듬어 가는 갓이 필요하다. 그러나 약물정신의학은 전혀 새로운 파라다임의 이론과 기술 그리고 구체적인 약
물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우리 나라에서 정신약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
는 연구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 우리도 이러한 급변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한 몫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
절하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하면서, 전 회원께 새해를 맞이하
여 건강과 행복과 그리고 시도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가호가 같이 하시기를 기원한다.
민 성 길 (대한정신약물학회 고문, 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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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권준수(서울의대), 박원명(가톨릭의대)교수가 2002년
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 1회 대한
정신약물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고, 민성길(연세의대)
교수는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권준수교수는 또한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최고 권
위의 인명사전‘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
s
Who)’2003년도 개정판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권
교수는 정신분열병과 강박증 환자의 뇌 신경 이상
등에 관한 업적을 인정 받아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
니다.
윤

권준수
(서울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윤 탁
(서울의대)

정되었습니다. 윤 전임의는‘정신분열병에 있어 특
정 뇌파와의 관련성 규명’
이라는 논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시상식은 4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탁(서울의대) 전임의는 권위있는 International

Congress on Schizophrenia Research(ICOSR)에
서 수여하는‘젊은연구자상’2003년도 수상자로 선

알 림 (공지사항 참고)
1.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2.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1차 연수교육 (CME)

일 시 : 2003년 3월 21일 (금요일)

일 시 : 2003년도 3월 23일 (일)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장 소 : 영동세브란스병원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연수평점 : 5평점

Call for Papers!
- 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3권 3, 4호가 송
부되었으며 2003년도 14권 1-4호가 발간될 예
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논문 제출
의 마감시한은 각 호 발행예정일(3,6,9,12월)로부
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후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4년차 전공의 논문
은 7월말까지 송부하셔야 3호에 게재가 가능하며,
4호 게재 예정이라도 9월 말 이후에 접수되는 전
공의 논문은 기한 내 별쇄본 제출이 불가능합니
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정신약물학회에서 영문 학술지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목은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이며, 2003년 4월 경 창간을 목
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연 2회 발간 예정입니다.
초창기에는 대한정신약물학회지에 게재된 최근 원
저를 중심으로 영문으로 번역하여 2차 게재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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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점차 영문 학술지에 대한 원저를 늘릴 예
정입니다. 영문 학술지에 대한 영문 원고의 투고
를 모집합니다.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메일 서버의 변경으로 대한
정신약물학회지의 논문 투고 메일 주소가 바뀌었
음을 알려드립니다. 13권 3호의 메일주소는 잘못
된 것이며 13권 4호에 기재되어 있는 메일 주소가
바로 표기된 것입니다.

투고논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충북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내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위원장
정인원 (간사 신철진)
전화 : 043-269-6364,6183 팩스 : 043-267-7951,
e-mail : 간행이사 정인원 : ciw@chungbuk.ac.kr,
신철진 : cjshin@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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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소식(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4차 모임
일시 : 2002년 12월 2일(월) 오후 6시
장소 : 중식당 도원
상임위원회 5차 모임
일시 : 2003년 2월 16일(일) 오전 6시
장소 : 제주도 중문소재 하이얏트호텔 한식당
결정 및 보고사항
1. 전공의 및 개원의를 위한 정신약물치료의 이론과 실
제란 주제의 연수교육을 춘, 추계학술대회 다음날인
2003년 3월 22일(토), 2003년 6일(토)과 11월 8일
(일)등 3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함 - 교육이사 주관
2. 2003년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40세 이상)과 젊은
연구자상(40세미만)을 시행하기로 하며 수상자의 기
념강연을 하기로 함 - 젊은 연구자 상에 대한 안을
기획이사가 최종 정리하기로 함
3. 홈페이지를 예비회원 자격으로 전공의에게도 개방하
기로 함
4. OCD 알고리듬 Project를 교육이사 책임 하에 시행
하기로 함
5.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논의
(공지사항 참고)
6. 학회 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하고, 아울러
상임이사 등에 관련된 애경사에 관한 내규를 정하기
로 하였는데 이는 국제이사와 재무이사가 안을 준비
하기로 함
7. 학회 서식 편지지, 봉투 등은 재무이사가 맡아 제작
완료함
8. Seroxat 관련 전국 tour 심포지움이 2003년 6월 예
정(6월 3일, 10, 12, 17, 19일 예정)되어 있고
Seroquel 관련 하계심포지움을 2003년 7월이나 8
월 경 개최할 예정임
9. 영문학술지 진행 중임-간행이사 당분간 국문 학술지
의 특집은 김찬형 교육이사가 맡기로 함
10.2004년 동계심포지움은 원칙적으로 평생회비를 낸
회원을 위한 Close 모임(해당 지방은 Open)으로 일
시는 2004년 1월 3일(토)-4일(일)로 예정되어 있으
며, 장소는 미정임
11. 알고리듬 field trial은 enroll 기간을 2003년 3월 말
까지 연장하기로 함
12. 2003년 전체이사회를 2003년 3월 21일 춘계학술대
회 당일 오전에 열기로 함
13.한창환 무임소이사는 보험관련 업무를 전담하기로 함
-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라)과 카리솔프로돌(에스정)에

대한 향정신병약물 혹은 마약류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법무부 질의 사항에 대하여 상임이사의 의견을
물어 정리하여 보내기로 함.
- 아울러 보험 업무에 관하여 언론매체, 대국민 홍보
등 좀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
기로 함
- 보험수가로 인하여 사라져 가는 전형 항정신병약 등
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필요 시 열기로 함
14.대한신경정신의학회보에 대한정신약물학회 소개
- 2003년 1월 43권 1호에“20여년 역사 불구 관련분야
선두주자‘자리매김 ’학회구성원의 결집된 역량 바
탕‘국제적 학회’
발전 매진”이라는 제목으로 회장,
윤도준 이사장의 사진과 함께 본 학회가 소개되었음.

학술위원회
1) 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음
일 시 : 2002년 10월 18일(금요일)
오전 8시 45분 - 오후 5시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Symposium 1] Early Psychosis 약물 치료의 시작
좌 장 : 정인원 (충북의대), 김창윤 (울산의대)
Prodromal Symptom, 약물을 사용할 것인가?
관찰할 것인가? 김철응 (인하의대)
Early Intervention으로 치료 효과가 더 좋은가?
안용민 (을지의대)
Early Psychosis는 뇌 기능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나?
윤 탁 (서울의대)
Early Psychosis는 인지장애를 동반하는가?
홍경수 (성균관의대)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치료의 효과 차이는?
안석균 (연세의대)
[Special Lecture] - 좌 장 : 이홍식 (연세의대)
“Recent Advances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Early Psychosis”
- Winston W. Shen
(Professor, Taipei Medical University, Taiwan)
[Guest Lecture] - 좌 장 : 민성길 (연세의대)
정신과 약물치료와 관련된 임상약리학적 이슈들
장인진 (서울의대 임상약리학교실)
[Symposium Ⅱ] - 정신과 약물, 언제 중단할 것인가? `
좌 장 : 김영훈 (인제의대), 윤진상 (전남의대)
정신과 약물, 반드시 중단하여야 하나?
김찬형 (연세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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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의 중단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한창환 (한림의대)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분열병의 약물치료는?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Benzodiazepine의 중단은 가능한 것인가?
오강섭 (성균관의대)
ADHD, Tic disorder의 약물치료는 언제까지
하나? 김붕년 (서울의대)
학술상 및 공로상 수여
※ 이번 심포지움에는 심포지움 시작 전 즉석 QUIZ를 통한
POLL을 실시하여 많은 회원들이 관심과 흥미를 보여주었
습니다.

2)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예정 (공지사항 참고)
일 시 : 2003년 3월 21일 (금)
장 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3) 정신분열병, 양극성 장애 알고리듬 field trial 진행
상황
2003년 3월 5일 현재 정신분열병 92명,
양극성장애 55명이 등록 되어 진행되고 있음.

교육위원회
1) 동계심포지움
대한정신약물학회 동계 심포지움이 광주와 서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원래는 광주 히딩크 호
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광주지방의 폭설로 서
울서 출발하는 연자와 회원들을 태운 비행기가 약 1
시간 동안 선회하다가 결국 착륙을 못하고 서울로 회
항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 났습니다. 결국 총무이사
와 재무이사의 도움으로 서울에서는 여의도 성모병
원, 광주에서는 히딩크호텔에서 분산 개최되어 동계
심포지엄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음성증상에 대한 효과
인지장애에 대한 효과

김찬형 (연세의대)
권준수 (서울의대)

[ 제 2 부 ] 부작용 측면 좌장 : 김광수 (가톨릭의대)
신경내분비적 부작용 측면 구민성 (관동의대)
체중증가
박원명 (가톨릭의대)
심혈관계 부작용 측면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 초청 특강 ] 좌장 : 윤진상 (전남의대)
Recent advances in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Stephan Marder(UCLA School
of Medicine and VA Greater Los Angeles
Healthcare System, LA. U.S.A.)
2)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연수교육이 3차에 걸
쳐 개최될 예정임 (공지사항 참고)
3) 임상신경정신약물학 편집위원회 발족
학회공식 정신약물학 전문서적인“임상신경정신약물
학”편집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편집위원장에 이홍
식 교수, 편집간사에 김찬형 교수, 편집위원에 윤도
준, 김창윤, 윤진상, 박원명, 권준수 교수가 선임되었
다. 1차모임으로 2월 15일 1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
였는데, 정신분열병(김창윤 교수), 우울증(이민수 교
수), 소아정신약물학(송동호 교수), 노인정신약물학(오
병훈 교수)의 4분야에 각각 소 분야 편집위원을 두기
로 하였다.
4) 좌담회 개최
주제 : 정신장애 환자의 치료 및 관리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정신약물학회는 대한정신분열병학회와 공동으로
2002년 11월 2일 서울대학교병원 소회의실에서 상기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좌담회에는 양학회
의 회장, 이사장, 총무이사, 학술이사(김용식, 이홍식,
윤도준, 김철응, 김승현, 박원명, 김찬형)외에 보건사
회연구원 서동우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Jeffrey Lieberman 교수
의“Impact on Early Identification of Treatment
on First Episode Schizophrenia”란 주제의 특강
이 있었다.

간행위원회

일 시 : 2003년 1월 4일(토)-1월 5일(일)
장 소 :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요셉관,
광주 히딩크호텔
주 제 : 새로운 항정신병 약물 : 어디까지
개선되었는가?
[ 제 1 부 ] 치료효과 측면-좌장 : 김용식 (서울의대)
양성증상에 대한 효과
김창윤 (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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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1일 발행된 KoMCI 2000(Korean
Medical Citation Index)에 정신과 관련잡지로는 대
한정신약물학회지와 신경정신의학회지가 등재되었음.
2002년 후반기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본 학술지는 정신과 관련학술지로는 유일하게 등재
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음.
학회지 발간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3권 3호와 4호가
발간되어 우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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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후기
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작’
은, schizophrenia prodromal phase에 약물치료 및 기타
치료를 시작할 경우 onset을 연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용인정신병원 3년차 변 희 정

이 시기에도 chronic schizophrenia에서와 유사한 구조적/기능

3년차가 되었음에도 춘계학회 이후 이렇다 할 학술대회를 제

적 이상을 보이고, 인지 기능의 손상도 시작되며, 통합적 치료

대로 들어보지 못한 채 가을이 깊어 가고 있었다. 할일만 하면

접근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강의 주제와 구성이 잘 조화되

학회를 있는 대로 다 듣는다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병원 분

었던 것 같다. 두 번째 연자 안용민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준비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된데 대해서,‘내 외래가 학회

것이 먼저의 김철응 선생님이 준비하신 것과 겹치는 부분이 많

많은 금요일이잖아. 게다가, 1학기엔 병원 공사며, 학회 심사며

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약간 지각한 나는 오히려 그 점

정신이 없었지, 뭐.’
하며 맘 편하게 projection 해보았지만 여전

도 도움이 되었다. coffee break 다음은 special lecture인 대만

히 맘 한구석은 찜찜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동기 선생님들

의과 대학 Dr. Shen의‘Recent Advances of Diagnosis and

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웬일로 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

Treatment of Early Psychosis(라기보다는 schizophrenia 전

회에 가자는 제안을 하는 거였다. 늘 서로 다른 일정 때문에 함

체)’
로, 띄엄띄엄 알아듣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끝까지

께 분과학회에 갈 기회는 좀처럼 없는지라 반가운 마음이 들었

듣고 나자 정신분열증 총 복습을 한 듯 뿌듯한 기분이 되어 친

다. 하. 지. 만...... 아무리 다른 과 친구들이 보기엔 바쁘지 않게

구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

보이는 정신과 전공의라 하여도,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계획대

오후 강의는 guest lecture인‘정신과 약물치료와 관련된 임

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병원에서 주최하는 WHO 학회가

상약리학적 이슈들’로 향후 genotyping을 통한 treatment

같은 날에 열린다는 걸 뒤늦게야 알고 역할분담을 할 수밖에 없

modification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면서 시작되었

었다. 의국장은 WHO, 한 명은 남아서 외래를 맡아야 하고, 그러

다. 잇따른 symposium은‘정신과 약물, 언제 중단할 것인가?’

고 나니 약물학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가고

하는 솔깃한 제목으로,‘치료 목표와 cost-benefit, side- effect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남는 자료집 꼭 챙겨오기’
의

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는 다소 막연한 일반론으로 시작되었으

mission을 부여 받았으니 혼자라고 딴청 피울 수도 없이 꼭 가

나 뒤따른 내용은 antidepressant, antipsychotics,

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리 개인 정신치료 환자, 외래 환자들과의

benzodiazepine, ADHD/Tic 치료 등 가장 흔히 접하는 약물에

약속을 미루고, 학회가 열리는 강남 성모병원에 근무하는 대학

대한 비교적 specific한 guideline을 제시해주어 실제적인 도움

친구에게도 연락해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

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불이 켜지고 보니 오전보다 훨씬 많

9시 40분부터면 꽤 이른 시간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공부하
러 온 사람이 많았다. 입구에서 왜 리모콘 같은 걸 나눠주나 했

은 사람들이 빡빡하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어 강당 안이 후끈
할 정도였다.

더니, 각 연자들이 준비해온 주제 관련 문제를 보고 리모콘으로

연자들의 적절한 자료 준비와 좌장 선생님들의 엄격한 시간

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그래프로 정답률을 볼

관리로 거의 예정된 시간에 학회가 끝이 났다. 맡은 바 임무에

수 있도록 하는 거였다. 꽤 재미있었다. 누가 몇 번을 찍었는지

충실하기 위하여 진행 요원인 전공의 선생님의 난처한 표정에

는 보여주지 않고 통계만 내는 거라 내가 찍은 답이 틀려도 안

아랑곳하지 않고 자료집까지 챙긴 후 학회장을 나왔다. 공부도

틀린 척 하고 있으면 되는데, 처음엔 그걸 몰라서 누르질 못했다

하고, 친구도 만나고, 날씨도 맘에 드는 좋은 하루였다.

는 게...... 오전 symposium인‘Early psychosis 약물 치료의 시

공지사항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03년 3월 21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10분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대회비 : 전문의 회원 3만원, 전문의 비회원
4만원, 전공의 2만원(점심 제공), 평생회원 면제

연 회 비 : 3만원(평생회원 면제) 입회비 : 2만원,
연수평점 : 5평점
후
원 : 환인제약-Lundbeck, 한국얀센-한국오가논,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릴리,
일동제약-한국와이어스, 한국화이자, 한독약품,
사노피-신데라보, 참제약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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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술대회
08:45-09:20

등 록

09:20-09:30

개회사
인사말

사 회 : 권준수 (학술이사)
이홍식 (학회장)
윤도준 (이사장)

[ 초청강연 ]
09:30-10:20

종합병원에서 정신과의 역할과 그 전망

좌 장 : 이민수 (고려의대)
이 철 (가톨릭의대)

10:20-10:40

COFFEE BREAK

[ Symposium Ⅰ]
10:40-11:00 내과
11:00-11:20 만성
11:20-11:30 질문

종합병원 정신과 환자의 약물치료
질환을 가진 우울증환자의 약물치료
두통환자의 약물치료전략
및 토론

11:30-11:50
11:50-12:10
12:10-12:20

불면증의 약물치료와 수면습관교정
정신병을 동반한 간질환자의 약물치료
질문 및 토론

12:20-14:00

점심식사 및 포스터 발표

14:50-15:10

COFFEE BREAK

[Symposium
15:10-15:30
15:30-15:50
15:50-16:00

Ⅱ] 우울증 치료의 임상적 이슈들
항우울제의 주관적 부작용과 약물순응도
항우울제 치료 중 나타나는 조증으로의 이행 및 대책
질문 및 토론

16:00-16:20

COFFEE BREAK

16:20-16:40
16:40-17:00
17:00-17:10

첫 우울증 삽화 이후의 임상적 경과와 치료 전략
노인우울증의 특징과 약물치료
질문 및 토론

17:10-

우수포스터상 시상

좌 장 : 기백석 (중앙의대)
김종흔 (국립암센터)
이양현 (경북의대)
김 린 (고려의대)
은헌정 (예수병원)

사 회 : 박원명 (총무이사)
[ Special Lecture ]
좌 장 : 김창윤 (울산의대)
14:00-14:50 Are the SSRI’
s all the same?
Brian E. Leonard
(Professor of Pharmacology,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Ireland)
좌 장 : 전태연 (가톨릭의대)
이상열 (원광의대)
하규섭 (서울의대)

김찬형 (연세의대)
김도훈 (한림의대)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연수교육 (CME)
연수교육 전체 일정
1차 (기초과정)

일 시
3월 23일 (일)

장 소
영동 세브란스병원
대강당

2차 (중급과정)

9월 7일 (일)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연수교육목표
기초 약동학, 기능신경해부학, 생화
학적 기초이론 및 주요 정신과약물
에 대한 기초이론과 그 임상적의의
를 습득
주요 정신장애에서의 실제
약물치료법을 습득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특수상황에서의 약물치료법을
대강당
습득. 실제 임상증례 연구 등.
사전등록 : 1회 등록 : 전공의 (군전문의 포함) 4만원, 전문의 6만원
전회등록 : (1,2,3차 포함) 전공의 10만원, 전문의 14만원
당일등록 : 전공의 6만원, 전문의 8만원
사전등록처 : 계좌번호 우리은행 832-031243-01-103 예금주 : 채정호 재무이사
등록문의 :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김찬형 (전화 3497-3340, 팩스 3462-4304)
E-mail : spr88@yumc.yonsei.ac.kr
(송금후 이메일 보내주시면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공 지 : 참가자에게 중식, 교재 제공, 강의 슬라이드CD 제공 및 전회 참석자에게는 수료증 제공 예정,
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사전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차 (고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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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
일 시 : 2003년도 3월 23일 (일)
장 소 : 영동세브란스병원 대강당
사 회 : 김찬형 (교육이사)
인사말 : 윤도준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시 간
09:00 - 09:30
09:30 - 10:15
10:15 - 11:00
11:00 - 12:00
12:00 - 12:15
12:15 - 13:30
13:30 - 14:30
14:30 - 15:30
15:30 - 15:30
15:45- 16:45
16:45 - 17:30
17:30 - 18:00
18:00 - 18:15
18:15 - 18:30

주 제
정신약물치료의 역사 및 개요
임상약동학
기능신경해부학
정신약물치료의 신경생화학적 기초
질문 및 정리
점심식사
항정신병약물
항우울제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치료의 효과 차이는?
Coffee Break
기분안정제
항불안약물 및 수면제
기타약물 : 정신자극제, 베타차단제, clonidine 등
질문 및 정리
설문, 퀴즈 및 수료증배부

연 자
이홍식 (연세의대)
장인진 (서울의대)
김재진 (연세의대)
김영훈 (인제의대)

권준수 (서울의대)
김찬형 (연세의대)
안석균 (연세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윤진상 (전남의대)
안용민 (서울의대)

2차 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
일시 : 2003년도 9월 7일 (일)
장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시 간
09:00 - 09:30
09:30 - 10:00
10:00 - 10:30
10:30 - 11:00
11:15 - 11:45
11:45 - 12:15
12:15 - 12:45
14:00 - 14:30
14:30 - 15:00
15:00 - 15:30
15:30 - 16:00
16:15 - 16:45
16:45 - 17:15
17:15 - 17:45
17:45 - 18:00

주
제
정신분열병의 약물치료 (1) : 정신분열병의 표준 약물치료
정신분열병의 약물치료 (2) : 치료저항성 환자의 치료
정신분열병의 약물치료 (3) : 주요 부작용과 그 처치
우울증의 약물치료 (1) : 표준 약물치료 전략
Coffee Break
우울증의 약물치료 (2) : 치료 저항성 환자, 주요 약물부작용과 그 처치
우울증의 약물치료 (3) : 양극성 우울증
조울병의 약물치료
점심 식사
공황장애의 약물치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약물치료
사회공포증 및 범불안장애의 약물치료
강박장애의 약물치료
Coffee Break
불면증 및 기타 수면장애의 약물치료
치매의 약물치료
정신과적 응급 및 난폭행동에 대한 약물치료
설문, 퀴즈 및 수료증 배부

연 자
김창윤 (울산의대)
정인원 (충북의대)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이민수 (고려의대)
전태연 (가톨릭의대)
정한용 (순천향의대)
하규섭 (서울의대)
유범희 (성균관의대)
채정호 (가톨릭의대)
오강섭 (성균관의대)
구민성 (관동의대)
김 린 (고려의대)
오병훈 (연세의대)
안석균 (연세의대)

3차 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
일시 : 2003년도 11월 8일 (토)
장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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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09:00 - 09:30
09:30 - 10:00
10:00 - 10:30

15:45 - 17:45

주
제
비만 및 식사장애의 약물치료
임신과 수유시의 약물치료
알코올 및 기타 물질남용의 약물치료
Coffee Break
인격장애의 약물치료
정신약물치료의 정신과적 부작용 및 처치
ECT 및 TMS
점심 식사
소아약물치료의 원칙 (1)
소아약물치료의 원칙 (2)
노인약물치료의 원칙 (1)
노인약물치료의 원칙 (2)
Coffee Break
까다로운 증례에서의 약물치료 (증례토의) 증례1, 증례 2

17:45 - 18:00
18:00 - 18:30

질문 및 정리
설문, 퀴즈 및 수료증 배부

10:40 - 11:15
11:15 - 11:45
11:45 - 12:15
12:15 - 12:15
12:15 - 14:00
14:00 - 14:30
14:30 - 15:00
15:00 - 15:30

연 자
이영호 (나눔 클리닉)
김도훈 (한림의대)
남궁기 (연세의대)
한창환 (한림의대)
윤도준 (경희의대)
채정호 (가톨릭의대)
김붕년 (서울의대)
천근아 (관동의대)
김승현 (고려의대)
이창욱 (가톨릭의대)
사회 : 김찬형
패널토론자 : 김창윤, 권준수,
박원명, 김승현

홍보위원회 공지사항
1. 대한정신약물학회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심있으신 회
원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연락처 : 고려대 정신과 김승현 교수
02-818-6740, webmaster@kspp.or.kr

2. 전공의 선생님들이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
서는 먼저 준회원 입회원서를 총무이사에게 제출하셔
야 합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양해해주기를 부탁드립
니다.

평생회비 납부 안내
2년 전부터 학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소속감을 고취하
기 위하여 평생회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계시나 바쁘신 관계로 아직까지도 못 내신 회원 분들
은 이번 기회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회비는
50만원입니다.
평생회비를 내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춘추계 학술대회 대회비 면제
2. 동계, 하계 심포지움 등 인원이 제한된 행사에
최소의 부담 또는 본인부담 없이 우선 초대
3. 학회지, 회보 등 학회자료 제공
4. 유료 연수교육 50% 할인
5. 연회비 면제
▷ 보내실 곳은 예금주 채정호(재무이사)
우리은행, 832-031243-01-102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03년 2월 28일 현재 총 61명)
상임이사진 (14명)
윤도준, 윤진상, 김창윤, 박원명, 권준수, 구민성, 김승현,
정인원, 김영훈, 김찬형, 채정호, 하규섭, 한창환, 강대엽
고문, 회장, 감사 (2명) 이홍식, 임효덕
비상임이사 (22명) 기백석, 김도훈, 김철권, 김형섭, 박민철,
신영철, 안석균, 윤보현, 이민수, 이상렬, 이종범, 이종섭,
이필구, 전덕인, 전태연, 정문용, 정영인, 정주호, 정철호,
정한용, 지익성, 최성구
정회원 (23명) 김광수, 김붕년, 김세주, 김용식, 김 임,
김재민, 배치운, 서호석, 신동원, 신철진, 심주철, 안용민,
윤 탁, 전양환, 정범석, 정상근, 조현상, 하태현,
천근아, 양종철, 이종훈, 최하석, 한상우

CINP 가입안내
1. 다음의 서류 2부를 작성하시어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다음의 서류 중 추천서 (sponsors commenting)는 따로
부탁하실 필요가 없고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원 중 CINP
fellow로 있는 회원이 이력서 및 논문목록을 참조하여 작
성하여 일괄해서 CINP에 보내겠습니다.
3. 가입에 대한 안내는 CINP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얻을 수
있습니다 (www.cinp.org).
4. 보내주실 곳
김찬형
전화 : 02-3497-3341, 팩스 : 02-3462-4304
주소 :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e-mail : spr88@yumc.yonsei.ac.kr
5. 연회비 : fellow $150, member $67
제출서류목록 (2부 작성)
Application Form (www.cinp.org)
Available on-line in Adobe Acrobat.PDF Format
CINPap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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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on-line in Microsoft Word .DOC Format
CINPapp.Doc
Available on-line in Rich Text Format .RTF
CINPapp.Rtf
Statement of Commitment to Neuropsychopharmacology (300-500 words)
Up-to-date Curriculum Vitae
Complete List of Publications
Letters from two (2) sponsors commenting on the
accomplishments and dedication of the candidate to
neuropsychopharmacology (The application will not
be reviewed until the letters are received.)
CINP 회원 (Member or fellow)
정문용, 정영철, 은홍배, 기백석, 김찬형, 이홍식, 이민수,
민성길, 박민철, 우종인, 윤도준, 정영인, 이정희, 권준수,
박원명, 정인원, 정상근, 김재진, 구민성, 안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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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일정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Psychopharmacology
March 1, New York, NY, United States
Integrating Complementary Therapies into Clinical Practice
March 9 - 12, 2003, Boston, MA, USA
Imaging and Targeting Receptors: Two Decades of Progress
March 14 - 15, 2003, Baltimore, MD, USA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2003년 3월 21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서울
International Society of Psychoneuroendocrinology XXXIII Annual Meeting
March 26 - 30, 2003, Pisa, Italy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The Place of Pharmacotherapy & Psychotherapy
April 04 - 05, 2003, Washington DC, USA
17th Annual Mood Disorders Symposium
April 23-25, 2003, Baltimore, M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ess and Affective Disorders
April 26 - 30, 2003, Luzern, Switzerland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May 15-17, 2003, The Argent Hotel, San Francisco, USA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May 17-22, 2003, San Francisco, CA, United States
Advanced Psychopharmacology
November 16, 2002, New York, NY, United States
41st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June 20 - 22, 2003, New York, NY, USA
World Federation of Societies of Biological Psychiatry Regional Conference
June 28 - 30, 2003, Kuala Lumpur, Malaysia
The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Annual Meeting 2003
June 29 - July 04, 2003, Edinburgh, Scotland, United Kingdom
Psychoparmacology Course
July 11 - 13, 2003, Grand Traverse, MI, USA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3년 9월 5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서울 (예정)
Spier Psychopharmacology Congress 2003
September 10-13, 2003, Stellenbosch, South Africa
8th World Congress of Biological Psychiatry
September 28, 2003 - October 3, 2003, Buenos Aires, Argentina
CINP Asian-Pacific Regional Meeting
October 12-15, 2003, Beijing, China
Deadline for the abstraction submission: 2003년 5월 31일
website: www.cinp2003beijing.org.cn/cinp2003beijing.htm
Sato 교수가 2003 북경 학회에 한국도 적극 참여를 유도한답니다
16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ECNP)
September 20 - 24, 2003, Prague, Czech Republic
Deadline for submission of papers for poster presentations: 2003년 3월 31일
Submission via Internet: 2003년 1월 15일 이후 가능
website: www.ecnp.nl/Congresses/frames/Congrframe.html 일정 및 장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s Institute of Psychiatric Services
October 29 - November 02, 2003, Boston, MA, USA
53rd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October 30 - November 03, 2003, Halifax, NS, Canada
42nd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December 07 - 11, 2003, San Juan, Puerto Rico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World Federation of Societies of Biological Psychiatry
February 9 - 13, 2004, Sydney, NSW, Australia
8th World Congress of Biological Psychiatry

September 28, 2003 - October 3, 2003, Buenos Aires, Argentina
Collegium Internationale Neuro-Psychopharmacologicum(CINP) 2004
Deadline for submission of symposia, synthesia and workshops proposal
: 2002년 12월 31일
Deadline for submission of poster abstracts : 2004년 1월 31일
Website : www.cinp2004.com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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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근무지 변경 ]
안용민 회원 을지의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2년 12월 2
일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병원,
전화번호 : 02-760-2455
오동렬 회원 국립의료원 과장 마치고 관동의대 정신과 과
장 부임하였습니다.
천근아 회원 연세의대 전임의를 마치고 관동의대 조교수
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양현 회원 대구가톨릭의대에서 경북의대로 부임하였습
니다.
서호석 회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사직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에
부임하였습니다.
김형섭 회원 2002년 3월 1일 용인정신병원 사직하고전주
마음사랑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496-28
전화 : 063-240-2100(226번)
팩스 : 063-240-2117
민경준 회원 (중앙의대) 2003년 1월부터 해외연수 중
입니다.
[축 하]
채정호회원 (가톨릭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기총회
에서 정신분열병에 대한 연구 성과로 “Dr. Paul
Janssen Schizophrenia Research Award”
를 수상하였
으며“지산 이세종 문화정신의학 연구기금 연구비”
를 수여
받았습니다.
김재민, 윤진상회원 (전남의대)
2002년 6월 Canada Montreal월에서 열린 제 23회
CINP에서‘The impact of APOE e4 on cognitive
decline is modified by education: A prospective
study among Korean elderly’
라는 제목으로 포스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재진 교수 (연세의대) 2002년 11월 16일 개최된 대한
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애보트 학술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이홍식 회장 (연세의대) 2년임기(2003.3.1-2005.2.28)의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장에 유임되었습니다.
윤도준 이사장 (경희의대) 2003년 2월 19일부로 경희의대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익성 회원 (충남의대) 과장 겸 주임교수 발령이 났습
니다.
한선호 회원 (순천향의대) 2002년 3월 서울순천향병원
병원장 취임하였습니다.
정희연 회원 (순천향의대) 2002년 12월 1일 천안 순천향
병원 병원장 취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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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용 회원 (순천향의대) 2002년 12월 1일 주임교수
발령이 났습니다.
박종한 회원 (대구가톨릭의대)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
장 취임 하였습니다.
안정숙 회원 (연세원주의대) 연세원주의대 과장으로 취임
하였습니다.
[조 의]
박원명 총무이사와 구민성 기획이사가 빙부상을 당하셨습
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회원 가입 ]
아래 10분이 대한정신약물학회원으로 새로 가입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정수 : 미래병원 E-mail : bebe3464@hanmail.net
홍경수 : 성균관의대 서울삼성병원
E-mail : kshong@smc.samsung.co.kr
문지현 : 동화신경정신과의원
E-mail : drpsyche@empal.com
이문수 : 음성병원
E-mail : leemoonsoo@yahoo.com
정범석 : 을지의대
E-mail : drshrink@eulji.ac.kr
김재민 : 조선의대
E-mail : jmkim@mail.chosun.ac.kr
신동원 :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E-mail : ntour@unitel.co.kr
이소영 :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E-mail : irenelee@schbc.ac.kr
전양환 : 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
E-mail : jeonleo@olmh.cuk.ac.kr
양종철 : 전남의대
E-mail : u9898169@chonnam.ac.kr
※ 김재민, 신동원, 양종철, 전양환, 정범석 회원은 가입과 동
시에 평생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 논문게재 ]
박원명, 배치운, 채정호, 김광수 회원 (가톨릭 의대)
‘A naturalistic study of risperidone treatment in seven
affiliated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라는 제목으로
Psychiatry Clin Neurosciences 2003 2월호에 게재하였
습니다.
전태연, 배치운, 채정호, 박원명 회원 등(가톨릭의대)
‘Tumor necrosis factor-beta gene polymorphism may
not be associated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the Korean population’
라는 제목으로 Psychiatry Clin
Neurosciences 2003, 2월호에 게재하였습니다.

THE KOREAN SOCIETY OF PSYCHOPHARMACOLOGY NEWSLETTER

채정호 회원(가톨릭의대)
‘Novel treatments of mood disorders based on brain
circuitry (ECT, MST, TMS, VNS, DBS)’
를 Semin Clin
Neuropsychiatry에, ‘Vagus Nerve Stimulation : A
Research Update’
를 Neurology 게재 하였습니다.
윤진상, 신일선(전남의대), 김재민(조선의대) 회원이 다음과
같이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Predictors of institutionalization in patients with
dementia in Korea’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ate-life depression compared between urban and
rural populations in Korea’
,‘Previous stroke but not
vascular risk factors are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a cognitively impaired older Korean population’
,
‘Alcoholism in older Korean men: prevalence,
aetiology, and comorbidity with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i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
-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Apolipoprotein E among Korean Alzheimers disease
patients in community-dwelling and hospitalized
elderly samples’
-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 Correlates of dropout,
efficacy, and adverse events in the treatment with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s in Korean patients with

Alzheimer’
s disease’
- Journal of Nutrition, Health & Aging - Low cholesterol,
cognitive function and Alzheimer’s disease in a
community population with cognitive impairment
김찬형 회원
- Kim CH, Jayathilake K, Meltzer HY. Hopelessness,
neurocognitive function, and insight in schizophrenia:
relationshp to suicidal behavior. Schizophrenia
Research 60:71-80, 2003
천근아 회원
- Keun-Ah Cheon, Young-Hoon Ryu, Young-Kee Kim,
Kee Namkoong, Chan-Hyung Kim, Jong Doo Lee .
Dopamine transporter density in the basal ganglia
assessed with [123I]IPT SPET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Europ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30(2):306-311 (SCI, IF = 3.464, JCR2001)
[간행]
채정호회원(가톨릭의대)은 우울증 self help 책자인“우울
증에서 벗어나는 92가지 방법”(아카데미북)을 발간하였습
니다.

이메일 한마디
상임 이사들은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제반 사항을 토의하지만, 부족한 사항은 항상 이메일을 통하여 서로 의견
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상적인 몇 마디를 적어 봅니다.
- 예상치 못한 폭설로 심포지움이 광주와 서울 두군 데서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어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것 같습니다
(구민성)
- 학회 회보에 평생에 두고두고 남을 동계 심포지움 이원화(서울, 광주)하여 열린 내용을 멋있게 써주세요. (박원명)
- 이번 동계심포지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어찌 됐던 멋있게 끝난것 같습니다. (윤도준)
- 동계학술대회를 회원 모두 안전하게 무사히 치루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도준)
- 학회는 시간외 근무 수당 안 주나요? 왜 우리는 이시간에 PC앞에 있어야 하나요,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4시간 가동합
니다. ㅎㅎㅎ (자정이 다되도록 이메일 연락하면서...) (윤도준)
- 대단한 계획입니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전공의 연수교육 공지를 보시고) (민성길)

알 림
본 회보에 게재될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소식과 회원 동정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우편,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시면 빠짐없이 회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회원 명단 중에 실수나 오기로 기록이 잘 못 된 회원이나 누락된 회원은 연락을 주시면 이후 회보
에 수정하여 게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449-91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4 용인정신병원 강대엽
전 화 : 031-288-0270 / HP : 019-362-0943 / 팩 스 : 031-288-0184,
E-mail : kangdyb@chollian.net
회원동정 난에는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위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11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03년 3월 21일(금)
오전 9:00 - 오후 5:10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연수평점 : 5평점

(공지사항 참조)

[근하신년]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원 여러분 !
2002년 한 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가내 만복이
깃드시기를 비옵나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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