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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1985년 창립된 우리 학회는 정말 놀랄만한 발전을 하였습니다. 김채원 교수님을 초대
회장님으로 모시고, 민성길 교수가 주동이 되고, 나도 거들면서 만들어진 우리 학회가
20년도 안되어 단독 사무실을 갖게 되었고, 학술진흥재단 인정 학회지에 오르며, 영자
학회지를 출판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와 같은 발전의 뒤에는 초창기부
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임원진들의 자기 헌신적인 노력이 숨어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
습니다. 그러나 또한 운도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
의 정신약물학과 생물정신의학의 놀라운 발전이 우리나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기와
일치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공의 교육을 받던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는 역동정신의학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
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계추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문의 경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
의 발전 및 과학의 발전 방향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역동정신의학과 생물정신의학의 통합에 흥미를 느끼면서, Sigmund Freud의 초창기의 마음으
로 돌아가 봅니다. Freud 당시에는“뇌는 neuron으로 되어있다”
는 정도밖에는 신경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Freud는 인간의 마음을 뇌로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뇌의 기능은 국소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수많은 회로와 network의 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다
음과 같은 인간 마음의 뇌 회로나 센터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恨, 業(Karma), 容恕, 사랑의 센터나 회로는 어디인가?
적개심과 분노의 센터가 amygdala요 이를 중심으로 한 회로가 있다면, 틀림없이 용서와 사랑의 회로도 같은
회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라이라마가 말씀하셨듯이 火를 푼다고 이 분노의 회로를 자꾸 작동시키면 더욱
더 火가나서 악순환만 반복되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회로)을 발휘하면 이 사랑의 회로가 더욱 더 활성화된다
고, 종교 본능 내지 종교 센터 (전두엽)도 있고, 이타적인 유전자도 있으며, 이타심의 회로를 발견했다는 뉴스
(에모리대학 정신과 교수)를 접하고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물론 이런 센터나 회로들이 심리적 사회적 작용 없이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정신과 의사들은 없
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뇌의 부위는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나아가 전 우주적 영향을 받으면서
작용하며, 다만 이런 마음의 기능을 이 부위에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뇌의 부위를 말한다고 해서
organic이며 psychogenic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정신약물학회, 생물정신의학, 역동정신의학, 인간의 마음, Freud, 뇌의 기능,
적개심, 용서와 사랑, amygdala”등 잡다한 생각들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 병 조 (대한정신약물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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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2004-2006년 회기 차기 회장에
이홍식(연세의대)현 회장이, 이사
장에 윤도준(경희의대) 현 이사장
이 유임되었고, 감사에는 함웅(계
요병원), 김정기(부산메리놀병원)
평생회원이 신임 선출되었다.

이홍식 (연세의대)

박원명 총무이사(가톨릭의대)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윤도준 (경희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김재민 (조선의대)

dence’
로Travel Award를 수여 받았다.

세계최고 권위의 의과학분야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

김재민 평생회원(조선의대)은 치매를 비롯한 노년기

즈후(Marquis Who’
s Who)’2004-5년도 개정판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치료의 논문들을 권위 있는

에 이름이 등재되었다. 박원명 이사는 2001년 이후

국제학술지에 게재시킨 연구실적을 인정 받아

20여 편의 조울병, 정신분열병, 정신약물학 관련 논

International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

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우수한 연구논문 업
적을 인정 받아 이름이 등재되게 되었다.

pharmacology (ICGP)에서 수여하는 2003년도
‘International Junior Investigator Award’
수상자로

최인근 평이사(한림의대)는 2003년 ECNP에서

결정되어서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ICGP Annual

‘Genetic Polymorphisms of Alcohol and Aldeh-

meeting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노년기

yde Dehydrogenase, Dopamine and Serotonin

우울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서 대한신경정신의학

Transporters in alcohol dependence patients

회에서 수여하는 2003년도‘GSK 젊은 의학자상’
을

with or without family history of alcohol depen-

수상하였다.

알 림 (공지사항 참고)
1.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동계 심포지움
(평생회원 대상의 Closed Meeting)
일
장
평
후

시 : 2004년 1월 3일(토) 오후 3시
소 : 충남 유성 스파피아 호텔
점 : 3평점
원 : 한국오츠카

2.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04년도 3월 19일 (금)
장 소 :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평 점 : 5평점 예정

투고안내 및 편집위원회 공지사항
1. 2003년도 14권 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 영문학술지“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창간호가 2003년 12월말 발간 예정
입니다.
3. 편집위원회내에 사무원이 채용되어 부분시간제로
(월~금 9:30~12:30) 근무중입니다. 연락처는 043272-0123이며 성명은‘유연자’입니다.
4. 초고 원고접수는 전자메일만으로도 가능하며 심사가
하루 이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원고접수처는 아래
와 같습니다.
5. 최근 원고의 심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심사위
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원고의 투고자에게 다른 연구자의 원고를 심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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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고가 중요하
고 급한 만큼 다른 분의 원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
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영문학술지에 대한 투고를 환영합니다. 투고는 국문
으로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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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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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소식(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2002-2004년 회기 대한정신약물학회
상임이사회 7차 모임
일 시 : 2003년 8월 8일(금) 오후 4시
장 소 : 강원도 오대산호텔
2002-2004년 회기 대한정신약물학회 전체 이사회
일 시 : 2003년 9월 5일(금) 오전 7시 30분
장 소 : 강남성모병원 카페테리아
결정 및 보고사항
1. 2003년 학술상(상금 500만원) 4명과 젊은 연구자상
(상금 200만원) 2명 후보 중 학술상 에는 김용식(서
울의대) 평생회원과 젊은 연구자상에는 배치운(가톨
릭의대) 평생회원이 선정되었음.
2. Seroquel 및 Seroxat 전국 tour 심포지움 내용을 학
회지에 특집으로 발간하기로 하였고 이는 권준수 학
술이사, 김찬형 교육이사, 박원명 총무이사 주관하기
로 결정하였음.
3. 본 학회의 한글 이름 대한정신약물학회를 대한신경
정신약물학회로 바꾸는 문제는 회장, 원로분들에게
자문 결과 적극 찬성하였고, 대한의학회에서 이견이
없는 한 명칭을 바꾸기로 하였음.
4. 학회 내 연구분과로 소아정신약물학 분야를 두어 관
련된 회원들이 팀을 이루게 하고 학회에서 지원하기
로 하였음.
5. Virtual MD와 2003년도 연수교육(CME) 동영상 제
작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음.
6. 2004년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일시 확정함.
춘계 : 2004년 3월 19일(금)
추계 : 2004년 9월 3일(금)
7.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는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
였으며 200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할 예정임. 이홍식 회장 주관이 되고 김찬형 교육이
사가 실무간사를 맡기로 하였음.
8. 전공의 등의 rating scale 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9. 2004년도 하계 심포지움은 GCP와 IRB 등에 대한
교육 워크샵 형태로 하기로 잠정 결정함.

10. 학회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2005년 3월중에 2박
3일로 예정하였으며 윤도준 이사장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음.
11. 재미한인 정신과의사 등 국외에 학술지 배포하기로
예정함.
12. 국문학회지는 2005년부터 년 6회 발행하기로 예정
하였고 그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13. 의편협 홈페이지, KoreaMed 등 온라인 학술지
update작업이 필요해서 정인원 간행이사와 김승현
홍보이사가 주관하기로 하였음.
14. 교보문고와의 온라인 학술지 계약은 채정호 재무이
사의 주관 하에 지속하기로 하였음. 담당 위원은 이
경욱(가톨릭의대), 김세주(한림의대), 안용민(서울의
대), 한창수(고려의대) 평생회원이 맡기로 하였음.
15. 2004-2006년 차기 회기 회장에 이홍식(연세의대)
현 회장이, 이사장에 윤도준(경희의대) 현 이사장이
유임되었으며 감사에는 함웅(계요병원), 김정기(부산
메리놀병원)회원이 신임 선출되었음.
16. 학회 회칙의 일부 변경사항
회장과 이사장의 임무의 변경 등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상임
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3) 상임이사에 정보이사, 보험법제이사가 신설되었다.
4) 명예회원과 평생회원에 대한 세부 회칙을 신설하
였다.
5) 이외는 학회 홈페이지 참조 바람.

학술위원회

1.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심포지움
일 시 : 2003년 8월 8일(금)~8월 10일(일)
장 소 : 강원도 오대산관광호텔
8월 9일 (토)
이슈 제기 및 패널 토론 -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임상적
효과 :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좌 장 : 박민철 (원광의대), 한창환 (한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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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분열병에 대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효과
김찬형 (연세의대)
-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양극성 장애에 대한 적용
하규섭 (서울의대)
-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최신경향과 다양한 사용
김승현 (고려의대)
-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 무엇이 문제인가?
박원명 (가톨릭의대)
- 지정토론
기백석 (중앙의대), 김정기 (메리놀병원),
정철호 (계명의대), 전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자유토론
- 특강 (한국인의 우뇌형 사회)
이시형 (사회정신건강연구소)
8월 10일 (일)
ISS-Quetiapine의 임상적 이점과 안정성 및 국내
PMS 결과
좌 장 : 이홍식 (연세의대)
- 항정신병약물의 교체 방법 - Quetiapine을 중심으로
정인원 (충북의대)
- Quetiapine의 국내 PMS 자료
권준수 (서울의대)
- 질의 및 응답
2.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03년 9월 5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10분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초청강연]
좌 장 : 김영훈 (인제의대)
- 신경전달물질의 실시간(real time) 측정과 분석
박헌국 (경희의대 의용공학과)
[SymposiumⅠ] 소아 정신약물학의 최신 지견
좌 장 : 조수철 (서울의대)
- 소아와 성인의 약물치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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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자폐증의 치료, 어디까지 왔나? 천근아 (관동의대)
- 과잉행동장애의 최신 약물치료
김붕년 (서울의대)
좌 장 : 안동현 (한양의대)
- 품행장애의 약물치료 목적의 범위와 한계
신동원 (성균관의대)
- 학습장애 / 정신지체의 인지향상이 약물로 가능한가?
손정우 (충북의대)
[Symposium Ⅱ] 치료저항성 정신질환의 경과와 대책
좌 장 : 윤진상 (전남의대)
- 치료저항성 정신분열병의 특징과 예후
이중서 (한림의대)
- 치료저항성 양극성 장애의 임상경과 및 치료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 치료가 어려운 불안장애의 특징
채정호 (가톨릭의대)
좌 장 : 김창윤 (울산의대)
- 치료 저항성 알코올 의존의 치료적 접근
남궁기 (연세의대)
- 치료가 어려운 치매의 약물치료 : 이득과 한계
김기웅 (서울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상 및 젊은 연구자상 시상]
사 회 : 박원명 (총무이사)
[기념 특강]
좌 장 : 윤도준 (경희의대)
제 2회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상 수상자
ECS와 신호전달계
김용식 (서울의대)

3. Aripiprazole 임상연구
대한정신약물학회에서 주관하는 아리피프라졸 4상
임상시험을 위한 1차 연구자모임이 2003년 10월 17
일에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 되었음. 초
기 급성연구는 권준수 학술이사가, 장기연구는 김창
윤 부이사장 주관하기로 하였음.
4. 주요 정신질환 알고리듬 프로젝트 경과
(권준수 학술이사, 박원명 총무이사 주관)
2003년 6월말로 23개 기관에서 정신분열병 108명,
양극성 장애 87명 등록 15개 기관 site visiting하여
9개 기관에서 CRF 수거 종료 현재 정신분열병 40
명, 양극성 장애 30명 종료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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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03년 대한정신약물학회 전공의 및 개원의를 위한
제 2차 및 3차 연수교육이 2003년 9월 7일(일)과 11
월 8일(토)에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
서 220 여명의 회원이 사전 등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1.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제2차 연수교육 (CME)
- 정신약물치료의 이론과 실제
일 시 : 2003년도 9월 7일 (일)
장 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 정신분열병의 약물치료 (1) : 정신분열병의 표준 약물치료
김창윤 (울산의대)
- 정신분열병의 약물치료 (2) : 치료저항성 환자의 치료
정인원 (충북의대)
- 정신분열병의 약물치료 (3) : 주요 부작용과 그 처치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 우울증의 약물치료 (1) : 표준 약물치료 전략
이민수 (고려의대)
- 우울증의 약물치료 (2) : 치료 저항성 환자, 주요 약물
부작용과 그 처치
전태연 (가톨릭의대)
- 우울증의 약물치료 (3) : 양극성 우울증
정한용 (순천향의대)
- 조울병의 약물치료
하규섭 (서울의대)
- 공황장애의 약물치료 유범희 (성균관의대)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약물치료
채정호 (가톨릭의대)
- 사회공포증 및 범불안장애의 약물치료
오강섭 (성균관의대)
- 강박장애의 약물치료 김찬형 (연세의대)
- 불면증 및 기타 수면장애의 약물치료
김 린 (고려의대)
- 치매의 약물치료
오병훈 (연세의대)
- 정신과적 응급 및 난폭행동에 대한 약물치료
안석균 (연세의대)
2.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제3차 연수교육
(CME)
일 시 : 2003년 11월 8일 (토)
장 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 비만 및 식사장애의 약물치료 이영호 (나눔 클리닉)
- 임신과 수유시의 약물치료
김도훈 (한림의대)
- ECT 및 TMS
채정호 (가톨릭의대)
- 인격장애의 약물치료
한창환 (한림의대)
- 향정신약물에 의한 정신과적 부작용
윤도준(경희의대)
- 알코올 및 기타 물질남용의 약물치료
남궁기 (연세의대)
- 소아약물치료의 원칙 (1)
천근아 (관동의대)
- 소아약물치료의 원칙 (2)
천근아 (관동의대)
- 노인약물치료의 원칙 (1)
김승현 (고려의대)
- 노인약물치료의 원칙 (2)
이창욱 (가톨릭의대)
- 까다로운 증례에서의 약물치료 (증례토의)
증례1, 증례 2
사회 : 김찬형 (교육이사)
- 패널 좌장 : 윤진상 (전남의대)
- 패널토론자 : 이중서 (한림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정한용 (순천향의대)
3. Roundtable Meeting
일 시 : 2003년 11월 20일 (목) 오후 18:00~20:40
장 소 : 그랜드 인터콘티넬탈 호텔
주 최 : 대한정신약물학회
- Schizophrenia and Comorbid Conditions
- Special Lecture
좌장 : 윤도준 (경희의대)
- Schizophrenia and Comorbid Conditions
Michael Y. Hwang, M.D.
- Panel Discussion
좌장 : 윤진상 (전남의대)
권준수 (서울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김찬형 (연세의대)

간행위원회
논문 투고 상황 - 2003년 9월호인 14권 4호가 심사
완료되었고, 15권 1호는 심사중임

기 타
현재까지 출간된 학회지를 보관하고자 정리 중 1권~
5권(1990년~1994년), 6권 1호(1995), 8권 1호(1997), 12
권 1호(2001), 13권 2호(2002)가 결권이 있어서 이 중
12권 1호는 윤도준 이사장이, 나머지는 강대엽 무임소이
사가 기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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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후기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다녀와서
강동성심병원 정신과 전공의 김 성 재
비록 3년 채 되지 않은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지만, 정
신약물학과 관련한 정신과학이 최근에 들어 더욱더 급속
도로 발전하고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
낄 수 있다. 그 만큼 정신과 분야에 있어 정신관련 약물학
의 분야가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에 발
맞추어 대한정신약물학회 역시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어
중요한 학회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2003년9월 5일 개최된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
술대회에서는‘소아 정신약물학의 최신 지견’
과‘치료저
항성 정신질환의 경과와 대책’
이라는 두개의 큰 주제를
놓고 진행되었다. 현재 본원에 소아청소년정신과라는 분
과가 없기 때문에 소아 환자를 직접 접하기는 힘든 실정
이다. 그리고 운 좋게 소아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도, 진단부터 시작해서 약을 사용해야 될지 말아
야 할지, 사용한다면 용량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등 하
나부터 열까지 고민을 하고 책을 뒤적이던 것이 기억난
다. 직접적으로 환자를 체험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번 대
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소아 정신약물학의 최신
지견’심포지움을 듣고 소아환자에 있어 약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평소 궁금했던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뜻 깊은 자리였던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정신관련 약물이 개발되었
지만, 여전히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임상현장
에서 환자를 접하는 선생님들이라면 다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한정신약물학
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치료저항성 정신질환의 경과와 대
책에 대한 강의들은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다

공지사항

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같다. 특히 알코올 환자 치료에 있어, 환자를 치료하기 위
해 병원에 입원시킨 보호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전공의들까지 은연중에 알코올 환자는 어떤 의미에서 불
치의 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
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
회에서 강의한‘therapeutic of approach toward
treatment resistant alcoholism’강의를 듣고 나서 꼭 그
런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약물 치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치료자가 약물 치료를 하는데
있어 실패하였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알코올 환자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치료 저항성
을 보이고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그리
고 다른 정신과적 질환자들을 볼 때“또 입원했구나, 이제
더 이상 쓸 약도 없는 것 같은데, 해줄 것도 없을 것 같은
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역시 사실이다. 물론 많은 정신
과적 질환 자체가 아직 명백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완치라는 개념을 가진 약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
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들의 매너리즘이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있어 또 다른 영향
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얻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소아 환자의 약물 치료에 있어서 관심과 조
그마한 자신감, 치료저항성 환자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
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두 가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
된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
회를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 모
두에게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대한정신약물학회가 계속
적으로 발전하고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진심으
로 기원한다.

사회
3:00 ~ 3:10

인사말

권 준 수 (학술이사)
이 홍 식 (학회장)

심포지움 : Beyond 2nd generation antipsychotics?

2003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동계 심포지움
일
장
후
평

시 : 2004년 1월 3일(토) 오후 3시~6시
소 : 충남 유성 스파피아 호텔
원 : 한국오츠카제약
점 : 3평점

이번 동계심포지움은 2004년 신년 하례식과 국
내 최초 영문학술지 창간 자축연을 겸한 모임으로
평생회원(87명)을 위한 closed meeting을 원칙으
로 하나 유성에서 하는 관계로 평생회원이 아니어
도 충청도 지역의 회원이나 전공의의 경우는 참석
을 권장합니다.
연락처 : 이우임 사무장
이메일 : lwi03@yahoo.co.kr
학회 전화번호 : 78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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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3:25
3:25 ~ 3:40
3:40 ~ 4:40
4:40 ~ 5:00

좌장
전 태 연 (가톨릭의대)
연구보고 : 전형 항정신병약물과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비교 연구
김 찬 형 (연세의대)
이슈 제기 :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효과와 안정성
윤 진 상 (전남의대)
좌장
윤 도 준 (경희의대)
토론
지정토론자 김 용 식 (서울의대)
박 원 명 (가톨릭의대)
Coffee Break
Industrial Sponsored Lecture

5:00 ~ 5:20

Dopamine System Stabilizer : Aripiprazole
권 준 수 (서울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영문 학술지 창간 기념식

5:20 ~ 5:30
5:30 ~ 5:35
5:35 ~ 5:50
5:50 ~ 6:00

사회
박 원 명 (총무이사)
경과보고
정 인 원 (간행이사)
기념사
윤 도 준 (이사장)
축사 및 기념케이크 절단식
김 용 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강 병 조 (고문),
민 성 길 (고문), 백 인 호 (고문), 이 홍 식 (회장)
향후 계획
정 인 원 (간행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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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04년 3월 19일 (금) / 장 소 :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 평 점 : 5평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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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추계 학술대회 대회비 면제
2. 동계, 하계 심포지움 등 인원이 제한된 행사에
최소의 부담 또는 본인 부담 없이 우선 초대
3. 학회지, 회보 등 학회자료 제공
4. 유료 연수교육 50% 할인
5. 연회비 면제

정인원, 김영훈, 김찬형, 채정호, 하규섭, 한창환, 강대엽
고문, 회장, 감사 (2명) 이홍식, 임효덕
평이사 (26명) 기백석, 김도훈, 김린, 김철권, 김형섭,
박민철, 신영철, 안석균, 오강섭, 유범희, 윤보현, 이민수,
이상렬, 이종범, 이종섭, 이필구, 전덕인, 전태연, 정문용,
정영인, 정영철, 정주호, 정철호, 정한용, 지익성, 최성구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03년 12월 22일 현재 총 87명)

정회원 (45명) 김광수, 김문두, 김붕년, 김세주, 김용구,
김용식, 김 임, 김재민, 김재진, 김정기, 김지웅, 김태용,
남윤영, 박성근, 박지홍, 박건호, 배치운, 서천석, 서호석,
송동호, 신동원, 신철진, 심주철, 안용민, 양종철, 윤 탁,
이경욱, 이승환, 이양현, 이종훈, 장안기, 전양환, 정범석,
정상근, 조현상, 진용탁, 천근아, 최종혁, 최지욱, 최하석,
하태현, 한상우, 한창수, 함 웅, 홍현주

상임이사 (14명)
윤도준, 윤진상, 김창윤, 박원명, 권준수, 구민성, 김승현,

(볼드체는 이전 회보 발간 (17권 2호) 이후에 납부해 주신 분들 입니다.)

▷ 보내실 곳은 예금주 채정호(재무이사)
우리은행 832-031243-01-10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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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inp.org).
4. 보내주실 곳
김찬형 전화 : 02-3497-3341, 017-290-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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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강섭, 우종인, 윤도준, 은홍배, 이민수,
이정희, 이홍식, 정문용, 정상근, 정영인, 정영철, 정인원
(볼드체는 이전 회보 발간 (17권 2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홍보위원회 공지사항
학회 홈페이지 주소가 http://www.kspp.or.kr 에서 http://www.kcnp.or.kr 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일정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hizophrenia / icons-scarf.org
2004. 1.29-2.2 / Chennai, India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World Federation of Societies of Biological Psychiatry / www.icms.com.au/wfsbp2004
2004. 2.9-13 / Sydney, NSW, Australia / 2003.10.3
13th Annual Psychopharmacology Review Course : Current Clinical Practice
2004. 2.16-20 / Tucson, AZ, USA
VIII Colombian Congress of Neuropsychopharmacology / www.ccnpcolombia.org
2004. 2.26-28 / Bogota,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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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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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 Global Psychopharmacology Congress / www.neiglobal.com / programs / congress / 2004
2004. 3.11-14 / San Diego, CA, USA
17 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2004. 3.12-15 / Baltimore, MD, USA
2004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 http://www.kcnp.or.kr
2004. 3. 19 /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105 th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ASCPT) Annual Meeting / www.ascpt.org
2004. 3.24-27 / Miami Beach, Florida, USA
6 th Neurochemistry Winter Conference / www.sambax.com/nwc2004
2004. 3.27-4.1 / Soelden, Austria
CINP Asian-Pacific Regional Meeting / www.cinp2003beijing.org.cn
2004. 3.25-28 / Beijing, China / 2003.12.31
UCLA's SIXTH ANNUAL NEUROPSYCHIATRY TODAY CONFERENCE / www.neuropsychiatrytoday.com
2004. 4.1-4 / Maui, Hawaii, USA
12 th Congress of the Association of European Psychiatrists
2004. 4.17-22 / Geneva, Switzerland
The 4 th International Review of Bipolar Disorders / www.expertreview.org
2004. 4.21-23 / Barcelona, Spai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7 th Annual Meeting / www.psych.org/edu/ann_mtgs/am/04/index.cfm
2004. 5.1-6 / New York, NY, USA
3 rd Regional International Society of Psychoneuroendocrinology (ISPNE) Congress for Central & Eastern Europe
2004. 5.13-15 / Cappadocia, Turkey / www.ispne2004.org / 2004. 1.15
8 th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of Biological Psychiatry: Stress and behavior
2004. 5.17-19 / St. Petersburg, Russia
When Does Sex Matter? A Clinical Pharmacology Symposium on Women's Health
2004. 6.6-7 / Washington, DC, USA / www.ascpt.org
5 th International Symposium Pharmacotherapeutic And Biological Aspects Of Mental Disorders
2004. 6.14-20 / Havana, Cuba / www.sld.cu/eventos / neuropsicofar/index.htm / 2004. 4.30
Topics in Drug Therapy - Series 1
2004. 6.16-18 / Las Vegas, NV, USA
24th Collegium Internationale Neuro-Psychopharmacologicum (CINP) Congress
2004. 6.20-24 / Paris, France / www.cinp2004.com / 2004. 1.31
2004 WFSBP Asia-Pacific Congress / www.wfsbp2004.org
2004. 7.9-11 / Seoul, Korea / Oral : 2004. 1. 10, Poster : 2004. 3. 31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
2004. 9.8-11 / Seoul, Kore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Institute of Psychiatric Services / www.psych.org/edu/ann_mtgs/ips/04/index.cfm
2004. 10.6-10 / Washington, DC, USA
17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ECNP)
2004. 10.9-13 / Stockholm, Sweden / 2004.3.31
54th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2004. 11.4-7 / Ottawa, ON, Canada
43rd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2004. 12.12-16 / San Juan, Puerto Rico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8th Annual Meeting
2005. 5.21-26 / Atlanta, GA, USA
8th World Congress of Biological Psychiatry / www.wfsbp-vienna2005.com
2005. 6.28-7.3 / Vienna, Austria / 2004.11
8th World Congress of Psychiatry / www.wpa-cairo2005.com / xiii_pres.html
2005. 9.10-15 / Cairo, Egypt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Institute of Psychiatric Services
2005. 10.5-9 / San Diego, CA, United States
18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2005. 10.22-26 / Amsterdam, Netherlands
55th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2005. 11.3-6 / Vancouver, BC, Canada
44th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2005. 12.11-15 / Waikoloa, HI, US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9th Annual Meeting
2006 5.20-26 / Toronto, ON, Canada
19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2006. 9.16-19 / Paris, France

THE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NEWSLETTER

회원동정
[ 근무지 변경 ]
이필구 평이사 2003년 9월 1일 부로 베링거잉겔하임 medical
부 이사로 근무중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883 한국베링거인겔하임 Medical
전화 : 709-0150, 팩스 : 749-0062
e-mail : pglee@seo.boehringer-ingelheim.com
최성구 평이사 (한국얀센)는 2003년 6월 2일부터 미국얀센
본사에서 Associate Director로 근무 중임.
영문이름 : Choi, Sungku(Alan)
Johnson & Johnson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CNS 1125 Trenton-Harbourton Road,
Titusville, NJ 08560, USA
역할 : Project Physician of“Paliperidone palmitate”
전화 : 1-609-730-6774, e-mail : schoi18@prdus.jnj.com
구민성 기획이사 (연세의대)는 하버드의대 부속 Brigham
Women Hospital과 Brockton Veterans Health Center
에서 schizophrenia neuroimaging study와 neurophysiological study를 주제로 연수 중임.
36 Gerry Rd., Chestnut Hill, MA, 02467, U.S.A
e-mail : koo@bwh.harvard.edu, drkooms@daum.net
조현상 평생회원 (연세의대)이 Yale 대학에서 연수를 마치고
2년만에 귀국을 하였음.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6-6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전화 : 031-760-9400, 교환 : 9406
e-mail : chs0225@yumc.yonsei.ac.kr
[축 하]
이상열 평이사(원광의대) 2003년 5월 제주에서 열린 대한
소화관 운동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인지, 자동사고 및 질병행동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우수포스터 상을 수상하였음.
또한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세계 정신신체의학회에서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 in Republic
of Korea’라는 주제로 60분 워크샵을 주관하고 발표
하였음.
한창환 무임소이사 2003년 9월 1일 한림의대 신경정신과
학교실 주임교수 및 강동성심병원 신경정신과 과장으로
발령 받았고, 2003년 12월 5일 대한 청소년정신의학회 부
회장에, 12월 13일에 한국임상예술학회 제 10대 회장에 취
임 하였음.
배치운 평생회원 (가톨릭의대) 2003년 9월 5일 제1회 대
한정신약물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하였고, SCI journal인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의 Advisory
Editor로 선임됨.
채정호 재무이사(가톨릭의대) 한국과학재단 2003년 특정
기초연구사업 공모에서“인간 지능에 대한 신경과학적 기
제 규명 및 임상적 응용을 위한 기초 연구”
로 연구과제가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게 됨.
권준수 학술이사 (서울의대) 일본에서 발간되는 SCI journal
인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에 2004-2006
년까지 3년간 편집위원으로 위촉 받음.
이홍식 회장 (연세의대), 박원명 총무이사 (가톨릭의대).
김용식 평생회원 (서울의대) 미국 얀센 본사가 주관하는
새로운 항정신병약 Paliperidone International 3상 연구
(A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Parallel Group, Dose-Response Study to Evaluate
the Efficacy and Safety of Three Fixed Doses of
Extended Release OROS Paliperidone (3, 9, and 15
mg) and Olanzapine (10 mg) in the Treatment of
Subjects with Schizophrenia ; Phase III)에 한국의
Site P.I.로 참여하게 됨.
박원명 총무이사 (가톨릭의대)“감정 연구용 안면 표정
영상의 개발”, 정한용 평이사 (순천향의대)는“우울 및
불안 증상이 있는 신체화 환자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 김용구 평생회원 (고려의대)은“우울증의 동물
모델에서 사이토카인의 변화와 항우울제가 사이토카인
에 미치는 영향”, 김도훈 평이사 (한림의대)는“주요 우
울증에서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와 transforming growth factor-βs(TGF βs)의 병태
생리적 역할”이라는 연구과제로 2003년 10월 10일 대
한우울조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03년도 대한우
울조울병학회 연구기금을 수상하였음.
김린 평이사(고려의대) 안암병원 기조실장에 취임하였음.
2004-2005년 회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김용식 평
생회원(서울의대)은 이사장, 신영민 평이사(강남병원)는
총무이사, 전태연 평이사(가톨릭의대)는 학술이사, 권준수
학술이사(서울의대)는 기획이사, 오강섭 평이사(성균관의
대)는 홍보이사, 김철응 평이사(인하의대)는 수련교육이
사, 한창환 무임소이사(한림의대)는 보험이사로 피선 되
었고, 오병훈 회원(연세의대)은 간행이사로 재임되었음.
[ 회원 가입 ]
정회원 11분, 특별회원 3분이 대한정신약물학회원으로 새로가
입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정회원
박지홍 : 울산의대
682-060 울산시 동구 전하동 울산의대 정신과
전화 : 052-250-8818, 팩스 : 052-232-3309
e-mail : pjihong@uuh.ulsan.kr
손정우 : 충북의대
361-71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충북의대 정신과
전화 : 043-269-6187, 팩스 : 043-267-7951
e-mail : mammos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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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석 : 용인정신병원
440-91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4
용인정신병원
전화 : 031-288-0216, 팩스 : 031-288-0184
e-mail : csseo@medigate.net
김태용 : 서울보훈병원
134-79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6-2 보훈병원 정신과
전화 : 02-2225-1484
e-mail : alkadien@kornet.net
한창수 : 고려의대
425-020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16 고려의대
안산병원 정신과
전화 : 031-412-5140, 팩스 : 031-412-5144
e-mail : hancs@korea.ac.kr
김봉조 : 경상의대
660-702 경남 진주시 칠암동 경상의대 정신과
전화 : 055-750-8086, 팩스 : 055-759-0003
e-mail : bongcho@medigate.net
rlaqhdwh@nate.com
주은정 : 을지의대
139-711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0-1 을지의대 정신과
전화 : 02-970-8303, 팩스 : 02-949-2356
e-mail : jej1303@eulji.or.kr
우성일 : 순천향의대
140-74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 순천향의대 정신과
전화 : 02-759-9232, 팩스 : 02-795-9959
e-mail : siwoo@hosp.sch.ac.kr
김문두 : 제주의대
690-756 제주시 아라1동 산 1번지 제주의대 정신과
전화 : 064-754-3933 팩스 : 064-702-0548
e-mail : mdkim66@cheju.ac.kr
최종혁 : 국립의료원
100-799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18-79
전화 : 02-2260-7292, 팩스 : 02-2268-5028
e-mail : jhc56@hanmail.net
박지영 : 가천의대
405-76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98 가천의대정신과
전화 : 032-460-2151, 팩스 : 032-422-5105
e-mail : jypark@gachon.ac.kr
특별회원
홍의극 : SK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번지 SK빌딩
Bio-Pharm사업부
전화 : 02-2121-5335, 팩스: 02-2121-7775
e-mail : ykhugo@skcorp.com
이한주 : SK주식회사 의약개발팀 선임연구원
305-712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140-1 SK
대덕기술원 의약개발팀
전화 : 042-866-7836, 팩스 : 042-866-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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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saltyi@skcorp.com
구본철 : SK주식회사 의약개발팀 수석연구원
305-712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140-1 SK
대덕기술원 의약개발팀
전화 : 042-866-7551, 팩스 : 042-866-7702
e-mail : bonchul@skcorp.com
박지홍, 김태용, 서천석, 한창수, 최종혁, 김문두 회원은 가
입과 동시에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평생회원이 되셨습니다.
[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
전태연,배치운,채정호,박원명,김광수(2003) : Possible
association between -G308A tumour necrosis factoralpha gene polymorphism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the Korean population. Psychiatr Genet, 13
: 179-181
채정호(2003) : A review of functional neuroimaging studies of vagus nerve stimulation (VNS). J Psychiatric
Res, 2003 ; 37 : 443-455
배치운, 채정호, 박원명, 전태연, 김광수(2003) : Tumor
necrosis factor-αgene polymorphism at position 308 and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Psychiatry Clin Neurosciences, 57 : 399-403
배치운, 이경욱, 이창욱, 박원명, 이철, 백인호(2003) : Effect
of nizatidine on olanzapine associated weight gain in
schizophrenic patients in Korea : A pilot study.
Human Psychopharmacol Clin Exp, 18 : 453-456
이헌정, 김용구 (2003) : Serum lipid levels and suicidal
attempt. Acta Psychiatrica Scand 108 : 215-221
김용구, 김상현, 한창수, 이헌정, 윤성철, 김대진, 송기준,
Michael Maes, 송진원(2003) : Borna disease virus and
deficit schizophrenia. Acta Neuropsychiatrica 15 :
262-265
이헌정, 이홍석, 김용구, 김승현, 김린, 이민수, 조숙행, 정인
과, 서광윤, 김상덕(2003) : Allelic variants interaction of
dopamine receptor D4 Polymorphisms correlate with
personality traits in young Korean female population.
Am J Med Genet 118B : 76-80
Aye-Mu Myint, 김용구(2003) : Cytokine-serotonin
interaction through IDO : A neurodegeneration hypothesis of depression. Med Hypothesis 61 : 519-525
이헌정, 이홍석, 김용구, 김인, 이민수, 정인과, 서광윤, 김상
덕(2003) : D2 and D4 dopamine receptor gene polymorphisms and personality traits in a young Korean
population. Am J Med Genet 121B 44-49
문두건, 한창수, 김용구, 김제종 (2003) : Sexual function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nile paraffinoma.
Asian J Androl 3 : 191-194
[간행]
이상열 평생회원(원광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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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진기획에서 출판한 대한소화관운동학회 총서“과
민성 장 증후군”
의 비약물치료를 집필하였음.
권준수 학술이사(서울의대)
군자출판사에서 신간“정신분열병 : A to Z”
를 출간하였음.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정신분열병의 최신 지견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정신분열병과 관련이 있는 보건전문가와 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필수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것임.

[정정]
17권 2호 5쪽에 포스터‘P08 치료 불응성 우울증에는 새
로운 항우울제’
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가 누락되어있어
이를 정정함. 새로운 항우울제에 반응 없던 환자에게 기존
(old) 항우울제로 치료 성공한 사례 보고하면서 새로운 항
우울제가 만능이고 무조건 일차약이라는 경향에 대한 경종
을 울리는 내용이었음.

이메일 한마디
8월 18일
- 배치운 : 이번 하계는 기대와 달리 매우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역시 약물학회의 멤버가 최고인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쉬었습니다. 특히 장소가 조용하고 가족들과 같이 하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하계심포지움 끝나고...).
- 신동원 : 안녕하세요? 잘 들어가셨지요? 많은 사람들의 성원속에 무사히 정신의학회 하계심포지움을 마치신 것을 축
하드립니다.선생님 덕분에 난생 처음 오대산에도 가보고 여러가지로 감사해서 후기를 보냅니다. 처음 오대산이라고 해
서 너무 멀리 느껴지고 마침 휴가철이라 길이 엄청 막힐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상 소요시간이 넉넉잡고 4-5시간이었습
니다. 그런데 집(이촌동)에서 출발해서 호텔까지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휴계소에서 약 20분 놀다 들어갔으
니까 세시간도 안 걸린 셈이예요. 오대산 호텔 주변에 산, 계곡, 바다 등 가볼만한 곳이 많이 있었고 오대산 호텔 시설
도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강의는 땡땡이(선생님 표현을 빌리자면) 를 치는 바람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요(죄송합니다) 저녁의 이시형박사님 강의는 정신과 의사나 가족들이 모두 적절히 이해하고 공
감할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측에서 준비한 심포지움은 1시간안에 모두 마쳐서 적절했다고 생각됩
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심포지움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니 12시 반!!! 두 시간반만에 서울에 돌아왔습니
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장소선택은 확실히 탁월하셨습니다.
- 이홍식 : 오대산 세미나 장소는 여름철로써 제 경험상 최고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요일 오전 심포지움이 8AM10AM 정도 였으면 하는 개인생각이 듭니다. 박원명교수의 동정 회보에 보았습니다. 지난 5월 우수교원상 수상을 진심
으로 축하드리며, 반가웠습니다. 계속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6일
- 윤도준 : 대한정신약물학회 임원 여러분, 2년 임기를 맡아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차기 이사장으로 연임 시켜 주심에 감
사드립니다.
9월 7일
- 윤도준“CME를
:
필요로 하는 정신과의사가 있고 이것을 해야 할 대한신경정신약물학회가 있다”
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비오는 일요일이었습니다(2차 CME 마치고).
10월 23일
- 윤도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 참석차 여의도 오시지요. 63 빌딩 바로 옆에 있는 대학정신약물학회 사무실도 한
번 찾아 주십시요. 학회 사랑. 나라 사랑..
11월 8일
- 윤도준 : 상임이사 그리고 사무장 전, 3차 연수교육을 끝으로 2003년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
적 생각과 행동하는 힘으로 한층 도약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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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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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04년 3월 19일(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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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평점 : 5평점 예정

(공지사항 참조)

[근하신년]
다사다난했던 2003년 한해에도 저희 학회는 사무실 개소,
영문학회지 발간 등 여러 굵직한 실적을 올렸으며,
많은 회원들이 다방면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회원들의 사랑과 성원에 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가내 만복이 깃드시길 비옵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