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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우

선 대한정신약물학회의 발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든 임원 및 회원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얼마 전 학회사무실이 생겼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이제 대
한정신약물학회도 진정한“국내의 정신약물학과 인접생물정신의학 내지
는 신경과학의 발전”
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985년 학회창립당시의 일들이 회상됩니다. 당시 1985년 2월말 창립총회
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8명의 발기인 중에서도 특히 부회장을 맡았던 연세의대 신경과
의 김진수 교수, 계명의대 하재창 교수 (지금은 고인이 됨), 경북의대의 강병조 교수, 그리고 학
회창립의 산파역을 맡았고 모든 굳은 일을 해준 연세의대의 민성길 교수의 노고가 다시금 생각
이 납니다. 모든 학회가 다 그러하듯이 창립과 초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
다. 적은 수의 회원이 모여 하는 학술대회는 규모도 적었고 또 전국성을 갖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학회창립초기에는 경북의대를 비롯한 영남지역, 충청지역 및 호남지역 교수
님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고 한동안은 한국정신치료학회와 합동학술대회를 하면서 학회발전
의 원동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6년간 회장을 맡았던 시기가 태동기 였다고 생각하
며, 이후 김진수, 강병조, 신석철 회장 시기에는 역량이 축적되는 시기였으며, 민성길, 이홍식
회장 시기에는 발전기라고 명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 동안 학회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으나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대한정신약물학회가
전국적인 학회로 성장한 것 만은 분명한 것 같아 학회 창립자로서 정말 뿌듯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본 학회가 정말 제대로 된 학회로 성장해야 할 기틀이 마련되었고 또 지금부터가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회를 맡고 있는 이홍식 회장, 윤도준 이사장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일
들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학회본연의 임무인 학술활동, 학회지를 더욱 발전시켜주시기를
바라며 대한정신약물학회가 해야 될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회 임원여러분은 회원 개개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한 회원도 소외되지 않게
같이 나가는 회원간 의 유대관계, 친목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가 정
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정신약물학 및 생물정신의학”
분야의 학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 채 원 (대한정신약물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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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대한정신약물학회 사무실 개소

1985년 창립 이후 국내의 신경정신과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학술 활동을 해온 본 학회가 학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2003년 6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100여명
의 내외 축하객을 모시고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사무실에는 역대 회장 및 이사장단 사진과, 그간 국내
에 출시되었던 모든 정신과 약물들을 사무실에 영구
전시되어 있으며, 이우임 사무장이 근무하고 있다 (월
~금, 오전9시~오후 5시). 다음은 2003년 6월 16일
의학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회를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
면서“앞으로 젊은 전문가
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는 일에 학
회가 적극 앞장서고 일익을 담당하겠다”
며 포부를 밝
혔다.
한편 1985년 2월 창립된 대한정신약물학회는 국내
정신약물학계의 개척자인 김채원 전 연세의대 정신과
교수를 중심으로‘정신약리학’
과‘생물정신의학’분야
에 대한 연구와 회원들의 친목 및 학술 교류 등을 목적
으로 출범, 현재 270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나 개원의사들로 하여금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신약물학 분야의 기초 및 관련 지식
의 체계적 습득을 위해 올해부터 학회 차원의 정신약
물치료에 대한 대규모 연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가
운데 내년에‘표준 정신약물치료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정신약물학 교과서(가칭 임상정신약리학)’
등도 발간할
계획이다.
학회사무실을 위해 기부해 주신 분들 (접수 순)

대한정신약물학회(회장 이홍식, 이사장 윤도준)는 지
난 7일 여의도 소재 라이프오피스텔빌딩(320호실)에서
학회 사무실 개소식 행사를 갖고 회원간의 정보 교류
는 물론 정신약물학 분야의 학술 연구를 위한 요람으
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다짐했다.
백인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대한정신약물
학회 민성길 전임이사장 등을 비롯한 100여명의 학계
관계자와 제약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원명 총무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는 20살의 청년
기를 맞는 대한정신약물학회가 독립된 사무실을 갖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학회로 발돋움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이날 축사에서 백인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
사장(가톨릭의대)은“연구 학회인 대한정신약물학회가
20여평의 훌륭한 학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왕성한 학술
활동을 보이는 등 매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무척 부럽다”
면서 사무실 개소식을 축하했다.
민성길 전임 이사장(고문)도“오늘의 대한정신약물학
회가 있기까지 김채원 초대 회장님 이하 많은 회원들
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면서 그분들의 노고가 결코 헛
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윤도준 이사장은“국내 정신약물학과 생물정신
의학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관
련 분야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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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식 회장 : 책상, 책꽂이, 옷장 등
윤도준 이사장 : 기부금 100만원, 장식장,
전시장 일체 및 각종 집기류
채정호 재무이사 : PC 1조, 페르시안 카페트,
큰 액자 2개 등 집기류 등 다수
박원명 총무이사 : 레이저 프린터, 각종 집기류
윤진상 부이사장 : 기부금 100만원
김찬형 교육이사 : 기부금 50만원
정인원 간행이사 : 기부금 50만원
권준수 학술이사 : 기부금 50만원
김영훈 임상연구-윤리이사 : 기부금 50만원
강대엽 무임소이사 : 기부금 50만원, PC 1조
구민성 기획이사 : 기부금 50만원
김승현 홍보이사 : 기부금 50만원
한창환 무임소이사 : 기부금 100만원
(커피 및 음료 관련 지정기탁)
김창윤 부이사장 : 기부금 50만원
하규섭 국제이사 : 기부금 50만원
대한생물정신의학회 : 축의금 20만원
대한우울조울병학회 : 축의금 20만원
대한정신분열병학회 : 축의금 20만원
기백석 중앙대학교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 축의금 20만원
김용식 서울대학교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 축의금 50만원
천근아 회원 : 기부금 10만원
함 웅 계요병원 원장 : 축의금 10만원
김광수 가톨릭의대 정신과학교실주임교수 : 축의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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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총무이사인 박원명교수(가톨릭의대)가 2002년도
성모병원에서 전과에 걸쳐 이루어진 교수업적평가
에서 1위를 차지해 우수교원상을 받게 되었다. 이
상은 2003년 5월 23일 금요일 가톨릭의과학연구
원 2층 대강당에서 거행된“성의국제학술대회”석
상에서 2002년도의 교수 업적을 평가하여 그 업

권준수
(서울의대)

박원명
(카톨릭의대)

구민성
(관동의대)

적이 탁월한 교수에게 주어지는 우수 교원상 시상

기획이사인 구민성교수(관동의대)가 이번 ECNP에

식에서 수여되었다.

서 젊은 연구자의 우수논문에 수여하는 Travel

학술이사인 권준수교수(서울의대)가‘서울대학교병
원 젊은 연구자상’
을 수상하게 되었다. 45세 이하

Award를 수상하게 되었으며 상패와 소정의 상금
을 받게 되었다

의 교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표한 논문의

본 학회에 총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가 경쟁적

SCI impact factor를 계산하여 임상 1명, 기초 1명

으로 좋은 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보아 역시 자타

의 교수에게 주는 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

가 공인하는 최고의 학회임이 틀림이 없다. 이 세

학연구소 대강당 앞 동판에 수상자로 영원히 이름

분께 아낌없는 축하를 보낸다.

이 남는다고 한다.

알 림 (공지사항 참고)
1.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 심포지움
일시 : 2003년 8월 8일 (금)~8월 10일(일)

연수평점 : 5평점
3.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2차 연수교육 (CME)

장소 : 강원도 오대산 호텔

- 정신약물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상 : 평생회원, 연수평점 : 4평점

일시 : 2003년 9월 7일 (일)

2.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오전 9시~오후 6시 15분

일시 : 2003년 9월 5일 (금)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장소 :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연수평점 : 5평점

투고 안내 및 편집위원회 공지 사항
- 2003년도 14권 3, 4호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14권 1,2호
는 투고회원 및 심사위원님들의 협조로 정시에 간행되
었읍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투고 일정이 변경되었읍니다. 논문 제출의 마감시한은

발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고 원고접수는 전자메일만으로도 가능하며 심사가 하
루 이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원고접수처는 아래와 같

각 호 발행예정일(3, 6, 9, 12월)로부터 약 3개월 전까

습니다.

지입니다. 이후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되게 됩

투고논문 접수처 :

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충북대학교병원 신경

- 현재 14권 3호 원저가 마감되었습니다. 14권 4호 게재

정신과 내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위원장

예정 원고는 9월 10일 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착오

정인원 (간사 신철진)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 269-6364, 6183

- 게재(예정)증명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10일 정도 여
유를 두고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열흘 이내로는

팩스 : 043) 267-7951

e-mail : 간행이사 정인원 : ciw@chungbuk.ac.kr
간

사 신철진 : cjshin@chungbuk.ac.kr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3

THE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NEWSLETTER

집행부소식(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상임이사회 6차 모임 및 워크숍
일시 : 2003년 5월 3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 경주 현대호텔
결정 및 보고사항

17. 약물연구는 학회, P.I., 제약회사의 관계를 고려하며 P.I.
의 자율권 및 priority를 일정 수준 인정하기로 하며, 연
구를 활성화하여 학회의 수입에도 기여시키기로 함.
18.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척도 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1. 전공의 및 개원의를 위한 정신약물치료의 이론과 실제

19. GCP와 IRB 등에 대한 교육 workshop을 개최하기로 함

란 주제의 연수교육을 2003년 9월 6일(토)과 11월 8일

20. 원칙적으로 춘계학술대회는 최근의 여러 이슈나 심도

(일) 등 2차례에 더 진행 예정임 - 교육이사 주관 (교

있는 주제 등을, 추계학술대회는 전공의 등이 관심을

육위원회 보고 참고)

가질 실제 임상 위주의 주제나 흥미로운 주제로 많은

2. 학술상과 젊은 연구자상에 대한 후원회사 - 금년까지

회원의 참석을 유도시키고, 동계심포지움은 평생회원

는 학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2004년부터 3~5년간 한

을 상대로 신약 위주의 내용을, 하계심포지움은 GCP

국릴리(릴리학술상)가 후원하기로 함 - 총무이사 주관

등의 내용을 다루기로 함.

3. Seroxat 관련 전국 tour 심포지움 - 총무이사와 학술
이사 주관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4. Seroquel 관련 하계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함 - 총
무이사 (공지사항 참고)
5.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 편찬 준비중임 - 이홍식
회장 주관, 교육이사 실무간사
6. 학술지의 심사위원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기로 함 간행이사 주관

21. 학술대회를 연 1회 개최하는 annual 개념은 회칙문제
와 수입 문제 등으로 재고하기로 함
22. ISS 형태의 심포지움 내용을 관련 제약회사 후원으로
학회지에 특집 형태나 Supplement 형태로 내기로 함.
23. 지방 회원의 활성화 및 많은 참여의 기회를 주기로 함.
24. 학회 내 연구분과를 두는 문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25. 홈페이지건은 홍보이사의 의견을 다시 경청 후 문제
점을 재토론 하기로 함

7. 영문학술지 진행 중이며 금년에 창간호 발행 예정이며

26. 향후 학회의 재정(운영비와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

창간 기념 모임을 하기로 하고 영문지 편집위원 위촉

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함 (예 : 전국

하기로 함 - 간행이사 주관

적 연구, 특정 약물에 대한 Supplement 혹은 특집과

8.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 정인원 간행이사(당연
직)와 김찬형 교육이사(학회 추천인)가 참여하기로 함
9. online 학술지 작업에 각 상임이사가 위원을 추천하기
로 함 - 간행이사 주관
10. 학회 사무실 준비 등을 위하여 상임이사가 자발적으로
수준에 맞추어 기부 하기로 함

같은 학술지 활동, ISS 심포지움 후원, 평생회원의 확
대 등)
27. 현재 62명의 평생회원을 100명까지 확대하고 이후에
는 ACNP와 같이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평생회원을
받기로 함.
28. 대한의학회에서 요청한 Journal of Korean Med-

11. 학회 회칙 개정안은 구민성 기획이사가 담당하기로 함.

ical Science(JKMS)의 Editorial Board 추천에 본 학

특히 학회의 최근 위상과 걸맞게 상임이사의 역할과

회에서는 채정호 재무이사 및 편집위원(가톨릭의대)을

관련된 명칭의 개정, 변경하고 신설하는 상임이사직을

추천함.

고려하기로 함
12.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 총무이사와 학술이사 주관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13. 젊은 연구자 상에 대한 안을 구민성 기획이사가 최종
정리하기로 함
14. 2003 CINP regional symposium(중국 뻬이징)-

From Antipsychotic to Psychotropic -A 10 Year
Experience of Risperidone in Korea -

SARS로 인하여 2004년 3월 24~28일로 연기됨 (국

일시 : 2003년 2월 14~16일

제학술대회일정 참고)

장소 : 제주 Hyatt Regency Hotel, Grand Ball Room

15. 학회의 영문 이름을 CINP, ECNP, ACNP 등과 coun-

[Symposium I]

좌장 : 민성길 (연세의대)

리스페리돈의 전임상 연구

정인원 (충북의대)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로 하기

노인정신의학에서의 리스페리돈

김승현 (고대의대)

로함

국내 Risperidone 임상 연구에 관한 고찰 권준수 (서울의대)

terpart 문제, 향후 입장 등을 고려하여 KCNP(Korean

16.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특히 지역에 인사 pooling 개
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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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리스페리돈 특집 심포지움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지정토론
[특강 ] 문화 유산을 보는 눈

김용식 (서울의대)
유홍준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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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II]

좌장 : 이홍식 (연세의대)

정신분열병환자의 치료에서 국내 경험
정신분열병환자에 대한 리스페리돈의 임상연구
: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의 비교

김영훈 (인제의대)

리스페리돈의 적정 증량

김찬형 (연세의대)

정신분열병환자에 있어서 장기적 효능 및 안전성
김창윤 (울산의대)
강병조 (경북의대)

[Symposium III]

좌장 : 백인호 (가톨릭의대)

양극성 장애에서 리스페리돈의 효과와 안전성
박원명 (가톨릭의대)
Risperidone beyond psychosis

윤도준 (경희의대)

소아청소년 장애에서의 리스페리돈 사용
김붕년 (서울의대)
지정토론

김도훈 (한림의대)

[Poster]

윤진상 (전남의대)

지정토론

노인우울증의 특징과 약물치료

이민수 (고대의대)

2)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P01 정신분열병 외래 환자에서의 약물 치료 경향.
김의태 등 (서울의대)
P02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로부터
Quetiapine으로의 치환. 채정호 등(가톨릭 의대)
P03 First-episode Psychosis vs. Epilepsy.
신용선 등(경희의대)
P04 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환청과 연관된 측두엽 활성화
: fMRI 연구.
전덕인 등(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P05 항정신병약물에 의한 급성 추체외로증후군에서의
감각증상 2례. 김인수 등(경희의대)
P06 급성 조증의 치료에 있어서 Quetiapine의 효과와
안전성. 이경욱 등(가톨릭의대)
P07 Olanzapine으로 호전된 양극성 장애 임신 여성 1례.
정상근(전북의대)
P08 치료 불응성 우울증에는 새로운 항우울제.

일시 : 2003년 3월 21일(금요일)

노준호 등(경희의대)

오전 9시~오후 5시 10분
장소 :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P09 Remission of Early Response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Treated with Mirtazapine.

(강남성모병원 구내)

서호석 등(연세의대)
P10 Venlafaxine 추가치료와 연관된 질출혈 증례.
전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P11 SUPERFLUOUS USE OF BENZODIAZEPINE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TREATED
WITH MIRTAZAPINE. 서호석 등(연세의대)
P12 공황장애 환자에 성별에 따른 베타아드레날린 수용
체 기능의 활성도 차이. 김율리 등(성균관의대)
[초청강연]

좌 장 : 이민수 (고려의대)

예비연구. 박원명 등(가톨릭의대)

종합병원에서 정신과의 역할과 그 전망
이

철 (가톨릭의대)

[Symposium Ⅰ] 종합병원 정신과 환자의 약물치료
좌 장 : 기백석 (중앙의대)
내과 질환을 가진 우울증환자의 약물치료
만성 두통환자의 약물치료전략

능: SSRI와의 비교. 채정호 등(가톨릭의대)
P15 강박장애의 약물 사용 경향과 임상 증상의 변화 : 2
년 자연적 연구. 최정석(서울의대)
P16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Courses in Patients

이양현 (경북의대)

with Early and Late onset Obsessive Compul-

정신병을 동반한 간질환자의 약물치료 은헌정 (예수병원)
좌 장 : 김창윤 (울산의대)

Are the SSRI’s all the same?

P1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환자에서 Mirtazapine의 효

김종흔 (국립암센터)
불면증의 약물치료와 수면습관교정 김 린 (고려의대)
[Special Lecture]

P13 Mirtazapine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효과 :

Brian E. Leonard
(Professor of Pharmacology,

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Ireland)
[Symposium Ⅱ] 우울증 치료의 임상적 이슈들
좌 장 : 전태연 (가톨릭의대)
항우울제의 주관적 부작용과 약물순응도
이상열 (원광의대)
항우울제 치료 중 나타나는 조증으로의 이행 및 대책
하규섭 (서울의대)
첫 우울증 삽화 이후의 임상적 경과와 치료 전략
김찬형 (연세의대)

sive Disorder. 김찬형 등(연세의대)
P17 Dopamine Transporter Density Changes of
Basal Ganglia with SSRI Treatment of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김찬형 등(연세의대)
P18 알코올 의존 환자의 언어적 및 시공간적 작업기억.
전덕인 등(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P19 Tourette 장애 아동에서 Risperidone 치료 전후
[123I]IPT SPECT로 측정한 기저 신경절 Dopamine Trasporter Density 양상. 천근아 등(관동의대)
P20 한국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서 도파민 D4
수용체 유전자(DRD4) Polymorphism과의 연관성.
천근아 등(관동의대)
P21 주기성사지운동에 의한 야뇨증. 신용선 등(경희의대)
우수 포스터상 : 김율리(성균관의대), 최정석(서울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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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형(연세의대), 이경욱(가톨릭의대)
3) AstraZeneca Seroquel Symposium
장소 및 날짜 : 서울(2003. 2.11), 대구(2003. 2.18),
광주(2003. 2.20), 부산(2003. 2.25), 대전(2003. 2.27)
[심포지움 내용]
비전형 항정신병약물의 임상적 효과 : 어떻게 극대화 할것인가?
좌장 : 윤도준(경희의대), 강병조(경북의대),
윤진상(전남의대), 김영훈(인제의대),
왕성근(충남의대)
1. 비전형 항정신병약물 : 그 득과 실
권준수(서울의대), 강대엽(용인정신병원), 한창환(한림
의대), 김정기(부산메리놀병원), 권준수(서울의대)
2. 정신분열병에서 Quetiapine의 임상적 효과와 안정성
김찬형(연세의대), 이양현(대구가톨릭의대), 김찬형(연
세의대), 구민성(관동의대), 안석균(연세의대)
3.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적절한 약물 교체 전략 김창윤
(울산의대), 정인원(충북의대), 채정호(가톨릭의대), 김
창윤(울산의대), 정인원(충북의대)
4. Quetiapine 또한 기분조절제 인가?
박원명(가톨릭의대), 전덕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
원), 윤보현(국립나주정신병원), 신영철(성균관의대),박

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19일(경주현대호텔 : 경북,
대구지역 정신과의사), 2003년 5월 4일 (경주현대호텔 :
호남, 충청지역 정신과의사), 2003년 5월 17일 (부산웨
스틴조선호텔 : 경남, 부산지역 정신과의사)
[심포지움내용]
From Antipsychotic to PsychotropicA-10 Year
Experience of Risperidone in Korea좌장 : 경북·대구지역1 -강병조(경북의대),
호남·충청지역2- 윤도준(경희의대),
경남·부산지역3-윤진상(전남의대)
[1부]
1. 정신 분열병 환자의 치료에서 국내 경험, 정신분열병 환
자에 대한 리스페리돈의 임상 연구 : 다른 항정신병 약
물과의 비교
김영훈 (인제의대) 1, 윤진상 (전남의대) 2, 3
2. 리스페리돈의 적정 증량, 정신분열병 환자에 있어서 장
기적 효능 및 안전성
김찬형 (연세의대)1, 2, 김창윤 (울산의대) 2, 김영훈 (인제의대)3
[2부]
3. 양극성 장애에서 리스페리돈의 효과와 안전성
박원명 (가톨릭의대) 1, 2,3
4. 노인정신의학에서의 리스페리돈

김승현 (고려의대) 1,3

원명(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 장애에서의 리스페리돈 사용

·좌장 및 연자의 순서는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순임

김붕년 (서울의대) 2

4) GSK Seroxat Circuit Symposium

5. 국내 Risperidone 임상 연구에 관한 고찰

장소 및 날짜 : 서울 신라호텔(2003. 6.3), 대구 그랜드

정인원 (충북의대) 1, 권준수 (서울의대) 2,3

호텔(2003. 6.10), 광주 무등파크호텔(2003. 6.12), 대전

Janssen Marketing-Introduction of Risperdal

유성 리베라호텔(2003. 6.17), 부산 롯데호텔(2003. 6.19)

CONSTA 최성구 (한국얀센) 1,2,3

[심포지움 내용]

6) 알고리듬 연구 내용

GAD & PTSD : 진단과 치료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 23개 병원에서 진행중인‘주요 정신장애에 대한

좌장 : 윤도준(경희의대)/권준수(서울의대), 박영우(대구파

한국형 약물치료 알고리듬’연구는 2003년 6월말로 환

티마병원), 김학렬(조선의대), 백기청(단국의대), 김창윤(울

자 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현재 monitoring과 CRF

산의대), 김영훈(인제의대)

수거 중임. 정신분열병 환자 108명, 양극성장애 환자

1. GAD 진단의 문제점과 감별진단
오강섭(성균관의대), 서호석(중문의대), 강대엽(용인정
신병원), 오강섭(성균관의대), 김승현(고려의대)
2. GAD 치료의 함정과 그 대책

87명이 등록되었음.

교육위원회
1)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제1차 연수교육 (CME) -

김찬형(연세의대), 김정범(계명의대), 이상열(원광의대),

정신약물치료의 이론과 실제

김찬형(연세의대), 김철권(동아의대)

일시 : 2003년도 3월 23일 (일)

3. PTSD의 진단과 병태생리

장소 : 영동세브란스병원 대강당

채정호(가톨릭의대), 구민성(관동의대), 윤진상(전남의
대), 정인원(충북의대), 채정호(가톨릭의대)
4. PTSD의 포괄적 치료방안
박원명(가톨릭의대), 한창환(한림의대), 박원명(가톨릭
의대), 지익성(충남의대), 정문용(서울보훈병원)
·좌장 및 연자의 순서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순임

5)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리스페리돈 특집 심포지움
지역 회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한 정신과 전문의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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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시 개최하기를 열화와 같이 희망하여 4월과 5월

정신약물치료의 역사 및 개요

이홍식 (연세의대)

에 3회에 걸쳐 지역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임상약동학

장인진 (서울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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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신경해부학

김재진 (연세의대)

간행위원회

정신약물치료의 신경생화학적 기초 김영훈 (인제의대)
항정신병약물

권준수 (서울의대)

항우울제

김찬형 (연세의대)

기분안정제
항불안약물 및 수면제

박원명 (가톨릭의대)
윤진상 (전남의대)

기타약물 : 정신자극제, 베타차단제, clonidine 등
안용민 (서울의대)

·학회지 발간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4권 1호와 2호가 발
간되어 우송되었음
·채정호 회원이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위원으로 위촉됨
[기타]
서울지방법원에서 의뢰 온 의료 소송 관련 감정의견 조
회시 회보서 작성 의사 추천(3인)을 본 학회에 의뢰해 왔

2) 앞으로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연수교육이 2, 3차에

으며 권준수 학술이사, 김찬형 교육이사, 한창환 무임소

걸쳐 개최될 예정인데 2차 연수교육이 9월 7일(일)에 가톨

(보험)이사가 담당하시기로 내정한 결과 서울지원에서 결

릭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임(공지사항 참고).

정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음.

2002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후기
수 클리닉, 자문활동, 정신과 전문병원과의 연계를 강화

정신약물학회 참관기

하고 생물학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정
전남의대 정신과 정 찬 영

신과 의사들이 대학병원, 정신과 전문병원이나 종합병

원, 개인병원 등 어디에 있건 정신과 전체의 역할과 전
의국에서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학회를 많이 망에 대해 cons-ensus를 갖고 결국 공동운명체라는
다니라는 한 교수님의 말씀이 꼭 아니더라도, 각종 학 인식 하에 유기적으로 역할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
회를 참가하는 일은 국내 권위자와의 만남과 학문적 호 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종합병원 정신과 환자의
기심으로 지방에서 수련 받는 전공의의 마음을 설레게 약물치료라는 대주제 하에 암 환자, 만성두통환자, 불면
한다. 학회를 다닐수록 낯익어지는 연자들의 연제 발표 증, 정신병을 동반한 간질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한 연
스타일을 보는 것과, 같은 얼굴에 같은 주제이지만 새 제가 이어졌는데, 종합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자문의뢰
로워지는 발표 내용들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 를 받거나 협진을 하는 질환들로 구성되어 탄탄한 짜임
다. 다만 부담스러운 것은 바쁜 일정가운데 왕복 10시 새가 인상적이었다. 각 질환과 증상에 대한 정신약물학
간 가까운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행으로 인한 여독을 피 적인 치료전략에 대해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공격적인
하기 위해, 가정이 있는 전공의로서 빠듯한 가계 지출 연구가 타과로부터의 정신과 자문의뢰의 전문성을 인
에다가 비행기 요금을 과감히 추가하는 일인데, 춘추계 정 받고 그 역할과 전망을 담보해줄 수 있으리라는 생
학회 시즌에는 한 달에 서너 번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 각이 들었다.
는지라 가끔씩은 지방에서 참가하는 전공의의 학회 등

개인적으로는 자문의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문
록비를 좀 할인해 주거나 혹시 학회나 의사협회차원에 의뢰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나 외래 섹션이 따로 구성되
서 항공사와 계약해서 학회참가 시엔 요금을 할인 받을 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모 대학에서처
방법은 없나 하는 투정 섞인 바램들도 생기곤 한다. 어 럼 타과 입원병동이나 외래에서 자문 의뢰되는 환자들
쨌든 되도록 빠지지 않고 다니는 학회들 중 가장 임상 에게 정신과 진료에 대한 stigma를 줄여주기 위한 참
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revision이 활발하여 전공의 신한 이름을 내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심을
를 주목 시키는 학회가 바로 정신약물학회가 아닌가 하 먹고 강당 양 옆벽에 게시된 포스터에 대한 발표가 있
는 생각으로 아침 7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었다. 흔히 사용하는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등을 그
이런 저런 상념을 구름 속에 묻고, 리무진의 괜찮은 동안 잘 사용하지 않거나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나 상태
승차감을 즐기다 학회장에 들어서니 이 철 교수님께서 를 대상으로 사용하여 그 효과성을 다루는 논문들이 많
‘종합병원 정신과의 역할과 전망, 자문정신의학의 측 았는데 새롭고 부지런한 시도들이 흥미로웠다. 2002년
면’
이란 연제로 이미 발표를 하고 계셨다. 이번 정신약 에 CINP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아일랜드 국립대학 약
물학회가 다채롭고 좋은 주제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 학부 교수인 브라이언 에드문드 레너드 교수의 연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청중이 좀 의외였었다. 들었다.
종합병원에서 정신과의 역할과 전망을 얘기함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쓴다는 paroxetine이 severe
종합병원에서의 정신과의 생존에 대해 얘기하는 대목 depression에는 less effective 하다는 것이 인상적이
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생존을 위해 외래, 특 었다. 이후에는 우울증 치료의 임상적 이슈들이라는 대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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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하에 항우울제의 주관적 부작용과 약물 순응도에

김도훈 교수님의 노인 우울증이 이어졌다. 첫 우울삽

이어 항우울제 치료 중 나타나는 조증으로의 이행 및

화에는 9개월 유지치료를 권장하고 있었으며, 노인 우

대책의 연제가 이어졌다.

울증에도 가능한 충분한 양의 항우울제를 쓰고 두 개

항우울제에 이은 조증이 있었던 우울증 환자에게 항

이상의 neurotransmitter에 작용하는 것이 더 좋으며,

우울제와 mood stabilizer를 함께 쓸 것인가, 항우울

노년기일수록 정신치료를 combine했을 때 결과가 더

제만 짧게 쓰고 remission과 함께 중단할 것인가, 아

좋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니면 수개월간 항우울제를 유지할 것인가, 항정신병약

저녁 비행기 시간에 쫓겨 포스터 시상을 위해 끝까

물을 함께 쓸 것인가에 대해 질문과 토의가 이어졌다.

지 자리를 지켜달라는 안내방송을 송구스럽게도 뒤로

한가지로 통일된 결론은 없는 듯 했지만 조심스럽고

하고 학회장을 떠나야 했다. 기내에서 어둠 속의 창공

제한적인 항우울제 사용과 환자 및 보호자 교육이 중

을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날아가는 비행기를 정신과와

요하다는 것은 일치된 논지였다. 이후 김찬형 교수님

정신약물학의 미래를 밝히고자 노력하는 정신약물학회

의 첫 우울삽화를 보이는 환자의 경과와 치료전략과

의 선배 일꾼들에 비유해보았다. 고무되는 마음은 하

공지사항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03년 9월 5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연수평점 : 5평점

장소 : 가톨릭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춘계학술대회
09:00-09:20

등 록

09:20-09:30

개회사
인사말

사 회 : 권준수 (학술이사)
이홍식 (학회장)
윤도준 (이사장)

신경전달물질의 실시간 측정과 분석

좌 장 : 김영훈 (인제의대)
박헌국 (경희의대 의용공학과)

[ 초청강연 ]
09:30-10:10

[ Symposium Ⅰ] 소아 정신약물학의 최신 지견
10:10-10:30 소아와 성인의 약물치료의 차이
10:30-10:50 자폐증의 치료, 어디까지 왔나?
10:50-11:10 과잉행동장애의 최신 약물치료
11:10-11:20 토
론
11:20-11:40

COFFEE BREAK

11:40-12:00
12:00-12:20
12:20-12:30

품행장애의 약물치료 목적의 범위와 한계
학습장애/정신지체의 인지향상이 약물로 가능한가?
토
론

12:30-14:00

점심식사

[ Symposium ll ] 치료저항성 정신질환의 경과와 대책
14:00-14:20 치료저항성 정신분열병의 특징과 예후
14:20-14:40 치료저항성 양극성 장애의 임상경과 및 치료
14:40-15:00 치료가 어려운 만성 불안장애의 특징
15:10-15:20 토
론
15:30-15:40

COFFEE BREAK

15:40-16:00
16:00-16:20
16:20-16:30

물질중독은 치료가 가능한가?
치료가 어려운 치매의 약물치료: 이득과 한계
토
론

[ 제 2회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상 및 제 1회 젊은 연구자상 시상 ]
16:30-16:40
16:40-17:00 [기념특강] 제2회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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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조수철 (서울의대)
송동호 (보험공단병원)
천근아 (관동의대)
김붕년 (서울의대)

좌 장 : 안동현 (한양의대)
신동원 (성균관의대)
손정우 (충북의대)

좌 장 : 윤진상 (전남의대)
이중서 (한림의대)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채정호 (가톨릭의대)

좌 장 : 김창윤 (울산의대))
남궁기 (연세의대)
김기웅 (서울의대)

사 회 : 박원명 (총무이사)
좌 장 : 윤도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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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 심포지움
일시 : 2003년 8월 8일 (금)~8월 10일(일)
대상 : 평생회원

장소 : 강원도 오대산 호텔
연수평점 : 4평점

8월 9일 토요일
08:50-09:00

사 회 : 권준수 (학술이사)
이홍식 (학회장)
윤도준 (이사장)

개회사
인사말

[ 이슈 제기 및 패널 토론 ]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임상적 효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09:00-09:15
09:15-09:30
09:30-09:45
09:45-10:00

좌 장 : 박민철 (원광의대)
한창환 (한림의대)
김찬형 (연세의대)
하규섭 (서울의대)
김승현 (고려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정신분열병에 대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효과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양극성 장애에 대한 적용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최신경향과 다양한 사용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 무엇이 문제인가?

10:00-10:20

COFFEE BREAK

10:20-11:00

지정토론

11:00-11:30

지정토론

[특강]
18:00-19:00

한국인의 우뇌형 사회

기백석
김정기
정철호
전덕인

(중앙의대)
(메리놀병원)
(계명의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8월 10일 일요일
[ ISS ]
Quetiapine의 임상적 이점과 안정성 및 국내 PMS 결과
08:00-08:20 항정신병약물의 교체 방법 - Quetiapine을 중심으로
08:20-08:40 Quetiapine의 국내 PMS 자료
08:40-09:00 질의 및 응답

좌 장 : 이홍식 (연세의대)
정인원 (충북의대)
권준수 (서울의대)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연수교육 (CME)
연수교육 전체 일정

1차 (기초과정)

일 시

장 소

3월 23일 (일)

영동 세브란스병원
대강당

연수교육목표
기초 약동학, 기능신경해부학, 생화학적 기초이
론 및 주요 정신과약물에 대한 기초이론과 그
임상적의의를 습득

2차 (중급과정)

9월 7일 (일)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주요 정신장애에서의 실제 약물치료법을
습득

3차 (고급과정)

11월 8일 (토)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특수상황에서의 약물치료법을 습득, 실제 임상

대강당

증례 연구 등.

사전등록 : 전공의 (군전문의 포함) 4만원, 전문의 6만원
사전등록 기한 : 2003년 8월 31일 (전회등록한 경우는 그냥오시면 됩니다)
당일등록 : 전공의 6만원, 전문의 8만원
사전등록처 : 계좌번호 우리은행 832-031243-01-103 예금주 : 채정호 재무이사
등록문의 : 대한정신약물학회 사무실 (사무장 이우임) 전화 : 02) 84-2742 팩스 : 02) 784-5542
E-mail : lwi03@yahoo.co.kr
또는 교육이사 김찬형 (전화 : 3497-3340 팩스 : 3462-4304 E-mail : spr88@yumc.yonsei.ac.kr)
(송금후 이메일 (lwi03@yahoo.co.kr) 보내주시면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공 지 : 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사전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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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
일시 : 2003년도 9월 7일 (일)
장소 :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연수평점 : 5평점
사회 : 김찬형 교육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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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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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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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석균 (연세의대)

3차 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
일시 : 2003년도 11월 8일 (토)
장소 :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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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약물에 의한 정신과적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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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일부 연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위원회 공지사항
학회 홈페이지 주소가 http://www.kspp.or.kr 에서 http://www.kcnp.or.kr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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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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 현재 총 76명)
상임이사진 (14명) :
윤도준, 윤진상, 김창윤, 박원명
권준수, 구민성, 김승현, 정인원, 김영훈, 김찬형, 채정호
하규섭, 한창환, 강대엽
고문, 회장, 감사 (2명) : 이홍식, 임효덕
평이사 (24명) : 기백석, 김도훈, 김철권, 김형섭, 박민철
신영철, 안석균, 오강섭, 윤보현, 이민수, 이상렬, 이종범
이종섭, 이필구, 전덕인, 전태연, 정문용, 정영인, 정영철
정주호, 정철호, 정한용, 지익성, 최성구
정회원 (36명) : 김광수, 김붕년, 김세주, 김용구, 김용식
김 임, 김재민, 김재진, 김정기, 김지웅, 남윤영, 박성근
반건호, 배치운, 서호석, 송동호, 신동원, 신철진, 심주철
안용민, 양종철, 윤 탁, 이경욱, 이승환, 이종훈, 전양환
정범석, 정상근, 조현상, 진용탁, 천근아, 최지욱, 최하석
하태현, 한상우, 홍현주
볼드체는 이전 회보 발간(17권 1호) 이후에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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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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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성, 권준수, 기백석, 김재진, 김찬형, 민성길, 박민철,
박원명, 안석균, 우종인, 윤도준, 은홍배, 이민수, 이정희,
이홍식, 정문용, 정상근, 정영인, 정영철, 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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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choparmacology Course
July 11 - 13, 2003, Grand Traverse, MI, USA
Mood Disorders across the Lifespan
July 14, 2003 - July 18, 2003, Collingwood, ON, Canada
Clinical Neuropsychiatry
July 21, 2003 - July 28, 2003, Collingwood, ON, Canada
British Association of Psychopharmacology Summer Meeting
July 21, 2003 - July 23, 2003, Cambridge, England, United Kingdom
Clinical Psychopharmacology
July 28, 2003 - August 01, 2003, Gravenhurst, ON, Canada
Psychiatry: Current Therapies
August 10, 2003 - August 17, 2003, Honolulu, HI, United States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3년 9월 5일,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서울
Spier Psychopharmacology Congress 2003
September 10-13, 2003, Stellenbosch, South Africa
Clinical Pediatric Pschopharmacology: State of the Art -- Practical, Evidence-Based and
New Psychopharmacological Treatments
September 19, 2003 - September 19, 2003, New York, NY, United States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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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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th World Congress of Biological Psychiatry
September 28, 2003 - October 3, 2003, Buenos Aires, Argentina
16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ECNP)
September 20 - 24, 2003, Prague, Czech Republic
website: http://www.ecnp.nl/Congresses/frames/Congrframe.html
XIth World Congress of Psychiatric Genetics
October 04, 2003 - October 08, 2003, Quebec city, QC, Canada
Website: http://www.psygen2003.ca/
Psychopharmacology Update 2003
October 18, 2003 - October 19, 2003, Houston, TX, United States
Psychopharmacology of Depression
October 24, 2003 - October 24, 2003, Omaha, NE, United States
Therapeutics 2003
October 28, 2003 - November 01, 2003, Caracas,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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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s in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November 07, 2003 - November 08, 2003, New York, NY, United States
Long Term Treatments in Affective Disorders
November 14, 2003 - November 15, 2003, Modena, Italy
42nd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December 07 - 11, 2003, San Juan, Puerto Rico
International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ICGP)
December 12-14, Puerto Rico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World Federation of Societies of Biological Psychiatry
February 9 - 13, 2004, Sydney, NSW, Australi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hizophrenia
January 29, 2004 - February 02, 2004, Chennai, India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World Federation of Societies of Biological Psychiatry
February 09, 2004 - February 13, 2004, Sydney, NSW, Australia
13th Annual Psychopharmacology Review Course: Current Clinical Practice
February 16, 2004 - February 20, 2004, Tucson, AZ, United States
CINP Asian-Pacific Regional Meeting

March 24-28, 2004, Beijing, China
website: http://www.cinp2003beijing.org.cn/cinp2003beijing.htm

대회명

18th Annual Mood Disorders Symposium

일정 및 장소
일정 및 장소

April 22, 2004 - April 22, 2004, Baltimore, MD, United State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7th Annual Meeting
May 01, 2004 - May 06, 2004, New York, NY, United States

대회명

8th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of Biological Psychiatry: Stress and behavior

대회명

일정 및 장소

May 17, 2004 - May 19, 2004, St. Petersburg, Russia

대회명

5th International Symposium¨ Pharmacotherapeutic And Biological Aspects Of Mental Disorders

일정 및 장소

June 14, 2004 - June 20, 2004, Havana, Cuba
24th Collegium Internationale Neuro-Psychopharmacologicum (CINP) Congress

일정 및 장소

June 20, 2004 - June 24, 2004, Paris, France
Deadline for submission of poster abstracts : 2004년 1월 31일
Website: http://www.cinp2004.com

대회명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s Institute of Psychiatric Services

대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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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장소

October 06, 2004 - October 10, 2004, Washington, DC, United States

대회명

17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ECNP)

일정 및 장소

October 9-13, 2004, Stockholm, Sweden

대회명

54th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일정 및 장소

November 04, 2004 - November 07, 2004, Ottawa, ON, Canada

대회명

43rd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일정 및 장소

December 12, 2004 - December 16, 2004, San Juan, Puerto Rico

대회명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8th Annual Meeting

일정 및 장소

May 21, 2005 - May 26, 2005, Atlanta, GA, United States

대회명

8th World Congress of Psychiatry

일정 및 장소

September 10, 2005 - September 15, 2005, Cairo,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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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대회명
일정 및 장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s Institute of Psychiatric Services
October 05, 2005 - October 09, 2005, San Diego, CA, United States
18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October 22, 2005 - October 26, 2005, Amsterdam, Netherlands
55th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November 03, 2005 - November 06, 2005, Vancouver, BC, Canada
44th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December 11, 2005 - December 15, 2005, Waikoloa, HI, United State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9th Annual Meeting
May 20, 2006 - May 25, 2006, Toronto, ON, Canada
19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September 16, 2006 - September 19, 2006, Paris, France

회원동정
[ 근무지 변경 ]
하규섭 국제이사(서울의대) 2003년 3월 1일 서울대 분당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2003년 7월 1일 동 병원 의료정보담당교수
로 발령받음. 동 병원 전자의무기록개발팀장으로서 전자의무
기록 개발 완성하였음.
463-7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번지,
전화번호 : 031-787-7431 FAX : 031-787-4058
과사무실 : 031-787-7439
구민성 기획이사 금년 3월부터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주 3일의 파견근무를 정리하고 원래 소속인 관동의대 명지병
원에만 출근을 하게 됨.
412-27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도 697-24,
전화번호 : 031-962-6900 (611 또는 213)
E-mail : drkooms@kwandong.ac.kr
배치운 회원(가톨릭의대) 연구실 이전으로 전화번호가 02590-2731 에서 02-590-2780 으로 변경되었음.

[축 하]
강병조 고문(경북의대) 2003년 3월 7일 1년 임기의 대한
우울조울병학회 회장에 취임하였음.
양병환 회원 (한양의대) 2003년 3월 7일 대한우울조울병학
회 차기회장에 선출되었음.
김광수 회원(가톨릭의대) 2003년 3월 7일 2년 임기의 대한
우울조울병학회 이사장에 연임되었음.
김율리(성균관의대), 최정석(서울의대), 김찬형(연세의대), 이경
욱(가톨릭의대) 회원 2003년 3월 21일 대한정신약물학회 추
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음.
민성길 고문(연세의대) 대한임상독성학회 초대 회장에 취임하
였음.
이홍식 회장(연세의대), 박원명 총무이사(가톨릭의대), 하규섭
국제이사(서울의대), 김영훈 임상연구-윤리이사(인제의대),
이민수 평이사(고려의대), 오강섭 평이사(성균관의대), 김용식
회원(서울의대), 이철 회원(가톨릭의대), 김재진 회원(연세의
대)(이상 무순) 국내 최대 의료 포탈 사이트인 비닷엠디
(be.MD)와 월간 경제문화잡지인 에퀴터블이 공동으로 기
획한“한국의 최고 명의-우울증 분야 Best 10”에 선정되
었음.
박원명 총무이사(가톨릭의대) Johnson&Johnson (Janssen)
미국 본사가 주관하는 Bipolar Disorder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Asia-Pacific Region의 3인 Expert에
피선되었음.
정철호 평이사(계명의대) 2003년 3월 1일부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교육연구부장을 맡게 되었음.

이홍식 회장(연세의대) 장남 세웅군의 결혼식이 2003년 7
월 20일 늘봄공원 예식부 3층에서 있었음.
정영인 (부산의대) 평이사 5월20일부터 부산대학교 대외협
력지원본부장을 그만두고 동대학병원의 기획조정실장을
맡음.

[조 의]
김영훈 임상연구-윤리이사(인제의대) 모친이 2003년 4월 14
일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회원 가입 ]
아래 6분이 대한정신약물학회원으로 새로 가입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재용 : 서울의대 약리학 조교
주소 : 110-799,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전화 : 02-740-8291
E-mail : mekka@snu.ac.kr
박성근 : 울산기독병원
주소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전화 : 052-263-5111
E-mail : npmd@naver.com
김용구 : 고려의대 안산병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
전화 : 031-412-5140
E-mail : yongku@korea.ac.kr
남윤영 :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전화 : 02-361-5470
E-mail : paulnam@yumc.yonsei.ac.kr
진용탁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13-8
한국냉장빌딩 3층
전화 : 02-817-6812
E-mail : jindr@kodcar.or.kr
홍현주 :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전화 : 02-3497-3340
E-mail : hongdr@chollian.net

[ 해외 학술지 논문게재 ]
전태연, 배치운, 채정호, 박원명, 김광수, 이경욱 (이상 가톨릭의대)
Tae-Youn Jun, Chi-Un Pae, Jeong-Ho Ch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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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Myong Bahk, Kwang-Soo Kim, Hoon Han
and Alessandro Serretti: TNFB polymorphism may
be associated with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Schizophrenia Research, Volume 61,
Issue 1 , 1 May 2003, Pages 39-45
- Tae-Youn Jun, Kyoung-Uk Lee, Chi-Un Pae,
Jeong-Ho Chae, Won-Myong Bahk, Kwang-Soo
Kim, Hoon-Han. Polymorphisms of interleukin-4
promoter and receptor gene for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Psychiatry Clin Neurosci.
2003, 57(3):283-8.

erences in the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between Alzheimer’s disease and vascular
dementia: Are the different pharmacological treatment
strategies justifiable? Human Psychopharmacology
Clinical & Experimental 18(3): 215-220
- Stewart R, Kim JM, Shin IS, Yoon JS (2003): Education and the association between vascular risk factors
and cognitive function: A cross-sectional study in
older Koreans with cognitive impairment.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15(1): 27-36

백인호, 이창욱, 배치운(이상 가톨릭의대)
- VNTR Polymorphism of Tyrosine Hydroxylase Gene
and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Neuropsychobiology 2003;47:131-136
- Injured temporomandibular joint associated with
fluoxetine-monotherapy-induced repeated yawning.
Gen Hosp Psychiatry 2003;25:217-218
- Tumor necrosis factor-alpha gene polymorphism at
position-308 and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Psychiatry Clin Neurosci 2003;57:399-403
- Polymorphism of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and
symptomatic dimensions of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Neuropsychobiology 2003;47:182186
- Association study between glutathione S-transferase
P1 polymorphism and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Prog Neuropsychopharmacol Biol Psychiatry 2003;27:519-523

-

김찬형(연세의대), 구민성(관동의대), 이홍식(연세의대)
Kim CH, Chang JW, Koo MS, Kim JW, Suh HS, Park
IH, Lee HS. Anterior cingulotomy for refractory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cta Psychiatr Scand.
2003 Apr;107(4):283-90.

-

김찬형(연세의대)
Chang JW, Kim CH, Lee JD, Chung SS. Single photon
emission tomography imaging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for stereotaxic bilateral anterior
cingulotomy. Neurosurgery Clinics of North America
14:237-250, 2003

-

김용구(고려의대)
Kim YK, Maes M (2003) : The role of the cytokine
network in psychological stress. Acta neuropsychiatrica 15:148-155

-

김재민(조선의대), 신일선(전남의대), 윤진상(전남의대), 최성구
(한국얀센)
- Kim JM, Stewart R, Prince M, Shin IS, Yoon JS
(2003): Diagnosing dementia in a developing nation:
an evaluation of the GMS-AGECAT algorithm in an
older Kore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8(4): 331-336
- Kim JM, Stewart R, Shin IS, Yoon JS (2003): Limb
length and dementia in an older Korean population.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74:
427-432
- Kim JM, Stewart R, Shin IS, SK Choi, Yoon JS (2003):
Subjective memory impairment,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A community study in older Koreans. Dementia and Geriatric Cognitive Disorders 15(4): 218-225
- Kim JM, Declan Lyons, Shin IS, Yoon JS (2003): D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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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연세의대)
Kim JJ, Crespo-Facorro B, Andreasen NC, O’
Leary
DS, Magnotta V, Nopoulos P (2003). Morphology of
the lateral superior temporal gyrus: relationship to schizophrenic symptoms. Schizophr Res 60:173-181

김재진(연세의대), 권준수(서울의대)
Kim JJ, Youn T, Lee JM, Kim IY, Kim SI, Kwon JS (2003).
Morphometric abnormality of the insula in schizophrenia : a comparison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normal control using MRI. Schizophr Res
60:191-198
- Kim JJ, Kwon JS, Park HJ, Youn T, Kim MS, Lee DS,
Lee MC (2003). Prefrontal-parietal disconnection during
working memory processing in schizophrenia: a
[15O]H2O PET study. Am J Psychiatry 160:919-923
- Kwon JS, Kim JJ, Lee DW, Lee JS, Lee DS, Kim MS,
Lyoo IK, Cho MJ, Lee MC. Neural correlates of clinical
symptoms and cognitive dysfunctions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sychitr Res:Neuroimage
2003:122/1;37 - 47
- Yoon U, Lee JM, Kim JJ, Kim IY, Kwon JS, Kim SI.
Modified MRI-based parcellation method for cerebral
cortex using successive fuzzy clustering and boundary
detection. Ann Biomedl Eng 2003;31:1-7
-

권준수(서울의대) , 윤 탁 (축령복음병원), 김재진(연세의대)
Park HJ, Kim JJ, Youn T, Lee DS, Lee MC, Kwon JS.
Independent Component Model for Cognitive Functions
of Multiple Subjects using [15O]H2O PET images. Hum
Brain Mapp 2003;18:284-295
- Kim MS, Kang SS, Youn T, Kang DH, Kim JJ, Kwon JS.
Neuropsychological correlates of P300 abnormalitie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Psychitr Res:Neuroimage 2003;
123:109-123
- Kang DH, Kwon JS, Kim JJ, Youn T, Park HJ, Kim
MS, Lee DS, Lee MC. Brain glucose metabolic
changes associated with neuropsychological improvements after four-months of treatment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cta Psychiatr Scan
2003;107:291-297
- Kwon JS, Shin YW, Kim CW, Kim YI, Youn T, Han
MH, Chang KH, Kim JJ. Similarity and disparity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d schizophrenia in
MR volumetric abnormalities of the hippocampus
amygdala complex. J Neurol Neurosurgery Psychiatry
2003; 74:962-964
- Lyoo IK, Youn T, Kang DH, Kwon JS. Patterns of changes in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scales in
subjec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following
a four-month treatment. Acta Psychiatr Scan
2003;107:298-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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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oo IK, Youn T, Ha TH, Park HS, Kwon JS. Classification of Frequency Distributions of Diagnostic Criteria
Scores in Twelve Personality Disorders by the Curve
Fitting Method. Psychitr Clin Neurosci 2003;57:417-423

하규섭, 권준수 (이상 서울의대) , 윤 탁(축령복음병원)
Ha KS, Youn T, Kong SW, Park HJ, Ha TH, Kim MS,
Kwon JS. Optimized individual mismatch negativity
source localization using a realistic head model and
the Talairach coordinate system. Brain Topography
2003; 15(4):233-238

-

이종훈(대구 가톨릭의대)
Jong-Hun Lee, Hong-Tae Kim, Dae-Sung Hyun :
Possible association between serotonin transporter
promoter region polymorphism and impulsivity in
Koreans. Psychiatry Research 118 (2003) 19-24

-

[간행]
채정호회원(가톨릭의대) 상실에서 벗어나는 국내 최초의 selfhelp workbook인“모든 것을 잃어도 잃을 수 없는 것”(도서
출판 나들목)을 정찬호, 조현주 전문의들과 함께 출간하였음.

[정정]
지난 2003년 3월 21일(금)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서 천근아 회원이 발표한“한국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서 도파민 D4 수용체 유전자 (DRD4) polymor-phism과의 연
관성”이란 주제의 포스터는 한림대의 김영신 교수와 시카고
대학 정신과 유전자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의 일부 결과로서
자료 분석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발견되어 정정된 결과를 다
시 발표할 때까지 지난 포스터 발표 결과를 보류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러므로 발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활용하시는 일
이 없기를 부탁 말씀 드리며 동시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메일 한마디
상임 이사들은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제반 사항을 토의하지만, 부족한 사항은 항상 이메일을 통하여 서로 의견
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회사무실을 얻게되어가는 과정이 이메일에 잘 표현되어 있어 몇 개 적어봅니다.
▶ 3월 26일
- 방금 심평원 법규부 담당자가 데일리메디에서 리스페달 특집 기사를 보고 하나 달라고 전화. 학회 홈피에 학회 사무실
연락처가 없어 소생에게 전화 했다고...학회홈피, 학회지에 학회사무실 연락처 명시 요망. 나아가 학회지, 초록집 등 보
관할 학회사무실을 이번에는 꼭 만들 것을 늦은 오후 힘 없지만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도준)
- 적극 찬성합니다. 이제 약물학회쯤 되면 상근자와 사무실이 있는 학회로 자리를 잡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정호)
- 재청입니다. (권준수)
▶ 3월 27일
- 총장님 급합니다. (윤도준)
- 총무이사로서 당연히 찬성입니다. (박원명)
- 자 ~ 사무실 구하러 날씨도 좋은데 모두 나가 찾아 보시지요! 영등포구? 강남구? 용산구? 강동구? (윤도준)
▶ 4월 1일
- 63빌딩은 아니지요. 얼마나 비싼데. 그 옆에 라이프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원명)
▶ 4월 4일
- 경사롭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준비할 것이 너무 많은 사무실 구입 사업을 일단 벌렸습니다.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 4월 8일은 대한정신약물학회 역사상 새 획을 긋는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 오피스텔 320호 우편번호 150-731 이 대한정신약물학회의 새 둥지 입니다.
·4월 8일 오전 11시에 잔금을 치르고, 관리사무실에서 절차를 밟고 정식으로 우리 사무실이 됩니다. (박원명)
- “대한정신약물학회는 365일 역사입니다!”감사합니다. (윤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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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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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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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03년 9월 5일(금)
오전 9:00~오후 5:00

장

소 : 가톨릭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연수평점 : 5평점

16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공지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