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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새해를 맞이 하면서
갑신년 새해에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정신약물학회는 무척이나 많은 발
전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학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회원 수가 적어서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회원을 배가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는 연구학회에서 가장 많은 수의 회원과 모든 지역, 모든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는 균형
잡힌 학회가 되었습니다. 춘계, 추계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동계, 하계심포지엄, 연수교
육, 워크샵, 전공의 교육 등 많은 학술 모임을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이제는 세계학회와 다
를 바 없는 자랑스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연구학회 중 먼저 실행한 사항도 많습니다. 우수 포스터상, 학술상, 임
상지침 등을 시행했고, 특히 가장 먼저 학술진흥재단 후보 학술지에 선정되었으며 영어 잡지를 가장 먼저 제작
한 연구학회가 되었습니다. 세계학회에 참석해 보아도 항상 우리 회원들이 훌륭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으면서
세계학회의 위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학회가 발전하게 된 이면에는 여러 많은 회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
창기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젊은 회원들은 훌륭한 기관에서 훌륭한 학자와 함께 연구하고 연수하면
서 스스로 훌륭한 회원들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세계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을 많나 얘기하다보면 지금은 누
가 자신과 함께 일을 했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동료, 제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발전과
함께 같은 동료를 아끼고 감싸주며 형제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였기에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
는 학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약회사의 도움도 컸습니다. 제약회사의 도움으로 규격을 갖춘 연구나 많은 센터
의 임상 연구를 함께 할 수 있었고, 보다 규모 있는 학술대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전을 축하하고 더욱 발전하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이제는 진료, 연구에 있어서 의료 윤리적인 측면을 좀더
고려했으면 합니다. 교수신문의 한 논고는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면서 난자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고, 치료적으로 언제 그 날이 올지 잘 모르는데 금시 닦아 오는 것처럼 너무 과대포
장하고 있지 않나 걱정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훌륭한 연구이니만큼 이면의 보다 윤리적 측면을
갖추어야 한다는 걱정이겠지요. 임상연구를 하면서 환자 선택은 보다 엄격하게 따르고 있는지, 환자들에게 충
분한 정보를 주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지, 설계한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조그마한 결과
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는 무엇보다도 환자를 존경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환자와 그 가족들
이‘우리 의사 선생님’하면서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
다. 지금 같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는 무엇보다 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권익을 환자와 그
가족들, 환자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의사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변화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
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의학교육에 좀더 참여하고 사회봉사에 좀더 헌신했으면 합니다. 환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의학도 교육, 의사 보수 교육에 참여하여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도록 가르쳐 주었으
면 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의 의사는 따듯하고 포근한 마음의 의사를 만들 수 있고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귀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처치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며,
사회 정의를 위해 우리 이웃,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면서도 이웃
과 함께 하는 시간이 보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박 민 철 (원광의대 학장, 대한정신약물학회 평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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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공지사항 참고)
1.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04년 3월 19일 (금)
장소 :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강남성모병원 구내)

2.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04년 9월 3일 (금)
장 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평 점 : 5점 예정

평점 : 5 평점

대한정신약물학회 2004-2006년 새로운 회기를 맞으며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원 귀하
항상 대한정신약물학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2004년 회기의 현 집행부에서는 2년 사이에
국내 정신과 학회로는 최초로 국문 학술지가 학술진흥
재단 후보학술지로 등재되었고, 또한 최초로 영문학술
지 창간 및 특정 단일 항정신병약물에 대한 별책을 발
행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학회로는 최초로 작년 6월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사무장이 상주하고 있으며, 평생회
원 수만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회 회보를 복
간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한국형 정신분열병과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지침서를 편찬하였습니다.
연구학회로는 최초로 학술상을 제정하였으며, 이전
과는 반대로 학회가 제약회사 전국 투어 심포지움을
공식 후원하는 새로운 전기의 심포지움도 가졌습니다.
연인원 700명이 참가한 체계적인 신경정신약물학에
대한 3차례의 CME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특히
직접 참석치 못한 회원들을 위하여 Virtual M.D.와
CME 동영상을 제작하여 화상 제공하였습니다.
이홍식 회장은 CINP Credentials and Membership
Committee에 위원장으로 피선이 되었으며 21명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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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분들이 CINP Member 혹은 Fellow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술적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회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애정 그리고
희생적 참여 덕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2004년 3월 19일 춘계학술대회 이후부터는 새로운
2004-2006년 회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회기에는 이전 회기 사업의 지속 뿐만이 아
니라,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 편찬, 2005년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 학술진흥재단 정식
학술지 등재, 한국형 정신분열병과 양극성 장애 약물
치료 알고리듬 지침서 재개정, 한국형 강박장애 약물
치료 알고리듬 지침서 편찬, 지방회원을 위한 전국 투
어 심포지움 및 CME, 의편협 홈페이지, KoreaMed
등 온라인 학술지 update 작업, 국문 학술지 년 6호
발행, 영문학술지의 지속적 발행, GCP와 IRB 등에 대
한 교육 워크샵, 전공의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Scale 교육, 전국 규모의 임상약물 연구 등의 사업
을 할 예정입니다.
2004-2006년의 새로운 회기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THE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NEWSLETTER

투고안내 및 편집위원회 공지사항
1. 2004년도 15권 1호가 3월 30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2. 15권 2호에 게재될 원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3. 영문학술지“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창간호가 2003년 12월말 발간되었
으며, 2004년 동계 심포지움에서 축하행사가 있었습
니다. 창간호의 배포는 국내 492부, 국외 314부를 발
송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학회 사무실로 연
락을 주시면 가능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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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고가 중요하

고 급한 만큼 다른 분의 원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
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지난 4년간 편집위원회 간사로 학술지의 발행에 수
고해 주신 신철진 교수가 업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정우 교수가 2004년
3월부터 편집위원회 간사를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투고논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충북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내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위원장 정인원
(간사 손정우)
전화 : 043-269-6364, 6183 팩스 : 043-267-7951
e-mail : 간행이사 정인원 : ciw@chungbuk.ac.kr
간사 손정우 : jwsonn@chungbuk.ac.kr

집행부소식(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2002-2004년 회기 대한정신약물학회
상임이사회 8차 모임
일 시 : 2003년 12월 20일(토) 오후 5시
장 소 : 제주도 중문 신라호텔
1. 전공의 및 개원의를 위한 정신약물치료의 이론과 실제
연수교육의 2004년도 계획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
2. Seroxat 전국 tour 심포지움 내용을 학회지에 특집
으로 내년 1호에 실을 예정임 (김찬형 교육이사, 박원명
총무이사 주관)
3. Seroquel 전국 tour 심포지움 내용 학회지에 특집으로
내년 2호에 실을 예정임.
4. 2004 CINP regional symposium(3월 24-28일,
중국 뻬이징)에는 가능한 임원 참석하기로 함.
5. 학회의 한글 이름 대한정신약물학회를 대한신경정신
약물학회로 바꾸는 공문을 대한의학회에 보내기로 함.
6. 2004년 동계심포지움
평생회비를 낸 회원을 위한 Close모임으로 해당 지방
은 모든 회원들에게 Open하기로 함.
날 짜 : 2004년 1월 3일(토)-4일(일)
장 소 : 유성 스파피아호텔
후 원 : 한국오츠카

7. 2004년 하계심포지움
평생회비를 낸 회원을 위한 Close모임.
날 짜 : 2004년 7월 혹은 8월 예정(2박 3일)
장 소 : 미정
후 원 : 사노피-신데라보
8. 2004년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일시 확정함.
춘 계 : 2004년 3월 19일(금)
추 계 : 2004년 9월 3일(금)
9. 간행일을 돕는 part-time 일용직 채용하였음.
(충북의대에서 근무)
10. 2004-2006년 회기 임기는 춘계학술대회 날인
2004년 3월 19일(금) 시작함.
11. GCP와 IRB 등에 대한 교육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함
12. 의편협 홈페이지, KoreaMed 등 온라인 학술지
update작업을 하기로 함.

학술위원회
1. Roundtable Meeting
장 소 : 제주 중문 신라호텔
일 시 : 2003년 12월 20일 오후 3시 50분- 오후 6시 15분
주 최 : 대한정신약물학회
후 원 : 사노피-신데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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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Sponsored Lecture
Dopamine System Stabilizer : Aripiprazole
권준수 (서울의대)
3. 주요 정신질환 알고리듬 프로젝트 경과
(권준수 학술이사, 박원명 총무이사 주관)
2003년 6월말로 23개 기관에서 정신분열병 108명,
양극성 장애 87명이 등록되어 현재 자료 입력을 완
료하여 분석 중에 있음.

간행위원회
1부 : Dopamine system and treatment of
schizophrenia
좌장 : 윤진상 (전남의대), 김창윤 (울산의대)
Modulation of D2 receptors as a basis of antipsychotic
effect
김영훈 (인제의대)
Amisulpride as a model
김승현 (고려의대)
A metaanalysis of studies with amisulpride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2부 : Round table discussion
좌장 : 권준수 (서울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토 론:
토론자 : 윤도준 (경희의대), 한창환 (한림의대),
정인원 (충북의대), 하규섭 (서울의대),
채정호 (가톨릭의대), 김찬형 (연세의대)
2. 대한정신약물학회 동계심포지움
일 시 : 2004년 1월 3일(토)
장 소 : 대전 스파피아호텔

좌 장 : 전태연 (가톨릭의대)
연구보고 : 전형 항정신병약물과 비정형 항정신병약
비교 연구
김찬형 (연세의대)
이슈제기 :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효과와 안정성
윤진상 (전남의대)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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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윤도준 (경희의대)
김용식 (서울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영문 학술지 창간 기념식
일 시 : 2004년 1월 3일
장 소 : 대전 스파피아 호텔
경과보고 : 정인원 (간행이사)
기념사 : 윤도준 (이사장)
축사 및 기념케이크 절단식 :
김용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강병조 (고문), 민성길 (고문), 백인호 (고문),
이홍식 (회장)
향후 계획 : 정인원 (간행이사)
기념사 : 윤도준 (이사장)

◀ 대한정신약물학회
영문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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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6년 대한정신약물학회 신임 임원 명단
명예회장 : 김채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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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장 : 이홍식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이 사 장 : 윤도준 (경희의대)
부이사장 : 김창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윤진상 (전남의대)
감

사 : 함 웅 (계요병원), 김정기 (부산메리놀병원)

상임이사 (14명)
총무이사 : 박원명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학술이사 : 김찬형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교육이사 : 민경준 (중앙의대 필동병원)
기획 및 재무이사 : 채정호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간행이사 : 정인원 (충북의대)
정보이사 : 김승현 (고려의대 구로병원)
홍보이사 :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국제이사 : 조현상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임상연구 윤리이사 : 권준수 (서울의대)
보험 법제이사 : 한창환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무임소이사 : 김영훈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하규섭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정한용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이상렬 (원광의대)
평이사 (39명-17명 연임, 22명 신임)
구민성 (관동의대 명지병원), 기백석 (중앙의대 필동병원), 김도훈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김 린 (고려의대 안암병원), 김붕년 (서울의대), 김용구 (고려의대 안산병원),
김재진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김철권 (동아의대), 박민철 (원광의대),
박헌국 (경희의대 의용공학과), 반건호 (경희의대), 배치운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서호석 (중문의대 구미병원), 송동호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신영철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심주철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안용민 (서울의대), 오강섭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이광헌 (동국의대 경주병원), 이양현 (경북의대), 이종범(영남의대),
이종훈 (대구가톨릭의대), 이중서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이창욱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장안기 (국립서울병원), 장인진 (서울의대 약리학), 전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양환 (가톨릭의대 성모자애병원), 전태연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정문용 (서울보훈병원),
정상근 (전북의대), 정영인 (부산의대), 정영철 (전북의대), 정철호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천근아 (관동의대 명지병원), 최성구 (한국얀센), 최종혁 (국립의료원), 홍경수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

신임 임원과 변경된 임원은 볼드체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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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동계심포지움 후기
2004 대한정신약물학회 동계심포지움을 마치고
한마음 정신병원 최 하 석
대한정신약물학회 동계심포지움이 2004년 1월 3일
대전 유성에서 열렸다. 작년에는 폭설로 인해 2곳에
서 분산 개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맑은 겨울날씨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후 3시부터 비전형 항정신병약물의 효과와 안전
성에 대한 연구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5시부터는 본
학회의 영문 학술지 창간 기념식이 있었다.
필자는 심포지움이 시작되기 전 가장 먼저 도착하여
회의장 한쪽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고 이후 학회
의 전과정을 지켜보았다. 연자들의 발표를 주의깊게 들
었고 여러 회원들의 열띤 토론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번 심포지움은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특히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비전형 항정신병약물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검
토해볼 시기라는 것이다. 여러 문헌상에서, 그리고 경
험에 의거할 때, 비전형 항정신병약물의 우수성은 대
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이제 거의
10년의 경험이 축적되었기에 효과, 안전성, 부작용, 비
용 등의 측면을 포함하고, 또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효능까지 고려하여 다시금 평가해 볼 시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학회에서
의 발표자료들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둘째, 여러 회원들이 지적했듯이 생각과 감정을 포
함한 인간의 정신적 행동은 뇌로부터 유래되는데 그
것을 평가하는 잣대는 현상학적인, 기술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뇌의 해부학적, 생화학적, 전기
생리학적인 측면이 속속들이 밝혀지고는 있지만 아직
도 초보적인 수준이며 따라서 병리, 생리학적인 설명

을 가하고는 싶지만 아직도 우리의 잣대는 100년전과
비교하여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학적인 증상들을 화학적인 분자식을 가진
약물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불일치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뇌의 신비가 밝혀진다 할
지라도 병리-생리적 원인과 그로부터 유발되는 증상
과 또한 그 치료에 있어 1대 1의 대응이 되기는 힘들
지 않을까? 카오스 이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들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학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셋째, 의료보험과 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대한 토론도
많이 있었다. 배운대로, 공부한대로, 경험한대로, 양심
에 의거하여 진료에 임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
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가
려는 여러 임원진들의 고충과 노고를 알게 되었다. 이
또한 우리들 회원 모두가 고민하고 개선시켜야 할 부
분이다.
넷째, 영문 학술지의 창간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국
제화, 세계화의 시기에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가장 중
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신경전달물질이 중요 정보
를 전달하듯, 국제어를 통해 우리 학회가 세계와 중요
정보를 공유하는 고속도로에 올라간 듯한 생각이 들
었다. 우리 학회의 위상을 한단계 격상시키는 계기로
생각된다. 창간이 되었으니 이제는 빨리 본궤도에 올
려야 할 것이다. 위의 4가지는 그 특성상 우리 학회에
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도해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
된다. 정체성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우
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윤도준 이사장님의 힘찬 구호
를 다시 한번 외쳐본다.

Go! KCNP, Viva! KCNP.

교육위원회 공지사항 2004년 대한정신약물학회 연수교육 (CME)
주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의 이해와 집중적 약물치료전략”
대한정신약물학회는 작년에 3회에 걸쳐 '정신약물치료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와 연수교육을 개최하였으며 많은 회원, 개
원의 및 전공의의 참여로 성황리에 연수교육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에는 작년 연수교육의 경험을 배경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정신장애를 중심으로 그 질환의 이해와 집중적인 약물치료 전략에 대해 연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입니
다. 1차 연수교육에서는 우울증의 이해와 집중적 약물치료전략을 2차 연수교육에서는 양극성 장애의 이해와 집중적 약물
치료전략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회원, 개원의 및 전공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회원들의 편의
를 위하여 1, 2차 연수교육을 붙여서 개최하게 된 점 이해 바랍니다.
▶

2004년도 연수교육 일정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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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연수교육 주제

1차 연수교육

8월 27일(금)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우울증의 이해와 약물치료전략

2차 연수교육

8월 28일(토)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양극성 장애의 이해와 약물치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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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04년 3월 19일(금요일) 오전 9시 20분-오후 5시 10분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강남성모병원 구내)
대회비 : 평생회원 면제, 전문의 회원 3만원, 전문의 비회원 4만원,
전공의 2만원 (점심 제공)
연회비 : 3만원, 평생회원 면제
입회비 : 3만원,
연수평점 : 5평점
후 원 : 한국오츠카, 사노피-신데라보,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릴리, 한국얀센, 한국화이자,
한국와이어스-일동제약, 부광약품, 환인제약-한국룬드벡

09:20-09:50

등 록

09:50-10:00

개회사
인사말

사 회 : 권 준 수 (학술이사)
이 홍 식 (학회장)
윤 도 준 (이사장)

심포지움 ( I ) - 약물치료 반응의 평가 : 약물을 변경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10:00-10:20
10:20-10:40
10:40-11:00
11:00-11:20
11:20-11:30
11:30-11:45

급성 정신병 증상의 치료
우울증상의 치료
강박증상의 치료
치매와 연관된 행동장애의 치료
Q&A
Coffee Break

좌 장 : 정 인 원 (충북의대)
정 영 철 (전북의대)
박 원 명 (가톨릭의대)
김 찬 형 (연세의대)
김 승 현 (고려의대)

특강(I)

좌 장 : 이 홍 식 (연세의대)

11:45-12:25
12:25- 13:25

Genetic polymorphisms in ABC drug transporters
점심식사

이 민 구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13:25- 14:30

포스터 발표

14:30- 15:10
15:10- 15:30

특 강 ( II )

좌 장 : 윤 도 준 (경희의대)

정신약물학의 영욕
Coffee Break

채 정 호 (가톨릭의대)

심포지움 ( II ) - 증례를 통해 본 흔한 약물 상호 작용과 부작용 15:30-15:55
15:55-16:20
16:20-16:45
16:45-17:00
17:00-17:10

항고혈압제를 투여받는 60대 우울증 남자
갑상선 항진증을 가진 30대 정신분열병 여자
스테로이드를 복용중인 20대 양극성 장애환자
종합토론
우수 포스터 상 시상

좌 장 : 김 창 윤 (울산의대)
김 정 범 (계명의대)
조 현 상 (연세의대)
하 규 섭(서울의대)

※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정신약물학 및 생물정신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에 대한 포스터 발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학회 당일 우수 포스터를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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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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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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내실 곳은 예금주 채정호(재무이사)
우리은행 832-031243-01-102 입니다.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04년 3월 10일 현재 총 94명)
상임이사 (14명)
윤도준, 윤진상, 김창윤, 박원명, 권준수, 구민성, 김승현,
정인원, 김영훈, 김찬형, 채정호, 하규섭, 한창환, 강대엽

고문, 회장, 감사 (2명) 이홍식, 임효덕
평이사 (27명) 기백석, 김도훈, 김 린, 김철권, 김형섭,
박민철, 신영철, 안석균, 오강섭, 오동열, 유범희, 윤보현,
이민수, 이상열, 이종범, 이종섭, 이필구, 전덕인, 전태연,
정문용, 정영인, 정영철, 정주호, 정철호, 정한용, 지익성,
최성구
정회원 (51명) 김광수, 김문두, 김붕년, 김세주, 김용구,
김용식, 김 임, 김재민, 김재진, 김정기, 김지웅, 김태용,
김희철, 남윤영, 박성근, 박지홍, 박헌국, 반건호, 배 안,
배치운, 서천석, 서호석, 송동호, 신동원, 신철진, 심주철,
안용민, 양종철, 윤 탁, 이경욱, 이승환, 이양현, 이종훈,
이중서, 장안기, 전양환, 정범석, 정상근, 조현상, 진용탁,
천근아, 최종혁, 최지욱, 최하석, 하태현, 한상우, 한창수,
함병주, 함 웅, 홍경수, 홍현주
(볼드체는 이전 회보 발간 (17권 2호) 이후에 납부해 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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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35-270 서울 강남구 도곡동 146-92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전화 : 02-3497-3341, 017-290-6152
팩스 : 02-346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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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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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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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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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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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FSBP Asia-Pacific Congress / www.wfsbp2004.org
2004. 7.9-11 / Seoul, Korea / Oral : 2004. 1. 10, Poster : 2004. 3. 31
2004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 http://www.kcnp.or.kr
2004. 9. 3 / 가톨릭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
2004. 9.8-11 / Seoul, Korea
Addiction 2004 / http://www.addiction-conference.elsevier.com/
2004. 9.24-26 / Sunshine Coast, Queensland, Australia / 2004.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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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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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근무지 변경 ]
� 박성근 평생회원 - 울산기독병원에서 신천연합병원으로 옮김.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69-3
전 화 : 031-310-6550
� 송동호 평생회원 - 3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
병원에서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옮김.
� 박종익 회원 - 2004년 3월 2일자로 시립은평병원에서
강원대병원 정신과로 옮김.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7-1
전 화 : 033-250-6025
e-mail : lugar@medimail.co.kr
� 정상근 평생회원 (전북의대)
이메일 cjcsk@moak.chonbuk.ac.kr 또는
skchung@mail.chonbuk.ac.kr에서 skchung@chonbuk.ac.kr
로 변경되었음.
[축 하]
�이홍식 회장 (연세의대) - 2003년 12월 18일 한국자살예방
협회 회장에 선임되었고 2004년 3월 11일 범국민생명존
중운동본부 출범식을 주최함.
�이경욱 총무간사 - 2004년 3월 1일부로 가톨릭의대 전임
강사 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근무처를 성모병원에서 의정
부성모병원으로 옮김.
�전덕인 평이사 - 2004년 1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정신과 과장에 취임하였음.
�이 철 회원 - 2004년 3월 1일부로 가톨릭의대 주임
교수 발령받음.
�강대엽 무임소이사 - 2004년 3월 2일부터 의료법인 용인
정신병원 부원장에 취임하였음.
[조 의]
�정인원 간행이사 (충북의대) - 부친이 2004년 2월 8일
별세 하셨습니다.
�송동호 평생회원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 2004년
2월 18일 빙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귀 국]
�민경준 회원 (중앙의대) - 2003년 1월 부터 1년간 미국
LA에 있는 Harbor-UCLA Medical Center에서 연수 후
귀국하였음.
�심주철 회원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 2001년부터 2년간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정신분열병의 outcome을
주제로 연수 후 2003년 12월 귀국하였음.
[ 회원 가입 ]
정회원 3분과 특별회원 1분이 대한정신약물학회원으로 새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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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정회원
�박헌국 회원 (경희의대 의용공학과)
신규가입과 동시에 평생회비 납부함.
주 소 : 130-702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전 화 : 02-958-8985, 팩 스 : 02-958-8914
e-mail : hpark@khmc.or.kr
�함병주 회원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신규가입과 동시에 평생회비 납부함.
주 소 : 150-71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00
전 화 : 02-2639-5460, 팩 스 : 02-2677-9095
e-mail : hambj@hallym.or.kr
�김희철 회원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신규가입과 동시에 평생회비 납부함.
주 소 : 700-712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
전 화 : 053-250-7813, 팩 스 : 053-250-7810
e-mail : mdhck@dsmc.or.kr
특별회원
�박종우 회원 (한국오츠카)
주 소 : 135-93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0
우리종금빌딩 12층
전 화 : 02-558-1142, 팩 스 : 02-561-2042
e-mail : jwpark@otsuka.co.kr
[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
�김찬형, 구민성, 천근아, 유영훈, 이종두, 이홍식 (2003) :
Dopamine Transporter Density of Basal Ganglia
Assessed with [123I]IPT SPET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Europ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30 : 16371643.
�천근아, 유영훈, 남궁기, 김찬형, 김재진, 이종두 (2004) :
Dopamine Transporter Density of the Basal Ganglia
Assessed with [123I]IPT SPECT in Drug-Naive Children
with Tourette's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Neuroimaging 130(1) : 85-95.
�배치운, 이경욱, 이창욱, 박원명, 이철, 백인호(2004) :
Switching to quetiapine in patients with acute mania
who were intolerant to risperidone. Hum Psychopharmacol. 19 : 47-51.
�배치운, 이창욱, 이철, 백인호(2004) : Paroxetine in the
treatment of depressed patients with haematological
malignancy : an open-label study. Hum Psychopharmacol. 19 : 25-29.
�전태연, 이경욱, 배치운, 채정호, 박원명, 김광수(2004) : No
evidence for an association of the CTLA4 gen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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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olar I disorder. Psychiatry Clin Neurosci. 58 : 21-24.
�Lavretsky H, Kim, M-D(김문두), Kumar A, Reynolds CF,
IIIrd (2003) Combined treatment with methylphen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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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한마디
1월 4일

중앙문화사 간행 , 정가 18,000원
[정정]
� 17권 3호 7쪽 평생회비 납부 안내 내용에서 정회원 명단 중
“반건호”
가 박건호로 잘못 표기되어 이를 정정함.

2004-2006년 회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김찬형 학술이사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이사장
도 아닌데, 이사장 격려사 같아서 죄송합니다.......)

윤도준

정인원 간행이사님 신철진 간사님
영문잡지 창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명
총장님 지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잘 키워나가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일

[간행]
� 민성길 고문 (연세의대)
본회 고문인 민성길 교수가 임상정신약리학 개정판을 출판
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초판이후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정신장애의 약물치료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포
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새로운 정신과 약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
구들을 망라되어 있다. 이 책은 초판에서와 같이 정신과의
사 뿐 아니라 신경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기
타 각과 임상 의사들이 참고하기에 적절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 특히 정신신체장애, 식사장애, 비만, 불면
증, 성기능장애, 약물남용 등의 약물치료와 일반약물의 향
정신성 효과에 대한 내용 등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권준수

이 모두가 윤도준 이사장님과 박원명 총무이사의 헌
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사분들의 노력도 큰 힘이 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두분 교수님께 감
사드립니다.

2월 3일

김

임

이홍식 회장님
춘계학회 일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원명 총무이사의 발 빠른 활동과 여러가지 소식 전
달이좋았읍니다.
특히 학회에 참가하지못한 회원들에게 발표된 유인
물을 보내주어서 도움이 컸읍니다. 회장님의 눈부신
활동과 해외 업적을 축하드리며 학회의 발전한 모습
에도 경하드리며 모든 것에 감다드립니다. 평생회원
이 100여명에, 회원 20명이상이 CINP에 Fellow이상
으로 돼 있다니 대단하군요. 새해에도 눈부신 활동을
기대하면서 주안에서 평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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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