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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 정신약물학 단상 -

1985

년 대한정신약물학회가 창립되어 대한정신의학회의 연구학회로서는 가장
활발하고 또한 국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학회로 발전함을 축하한다. 그 동안
학회를 창립하시고 초대회장이 이신 김채원 교수님과 민성길 교수님, 강병조 교수님들의
노고가 크셨고 현 회장님이신 이홍식 회장님, 윤도준 이사장님과 집행부 교수님들의 노
력에 감사드린다.
정신장애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된 정신약물학은 1950년대 우연히
chlorpromazine이나 항우울제인 imipramine의 발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고
상위 10개 약품 중에 5개 이상이 향정신약물이 포함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것이 밝혀지고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도 초창기의 학설인 세포간의 정보전달에 영향
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나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들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난 50년간 항정
신약물들은 증상의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기능의 회복에는 많은 한계점을 보여 왔다. 더욱이 일부 정신
분열병, 양극성장애, 강박성장애, 주요우울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장애에서는 증상의 완화에도 효과가 미치
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신경과학의 발달로 정신장애의 원인의 연구와 항정신약물의 개발이 정보의 전달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수
준(gene level), 신체적 수준(systemic level),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신경세포간(intercellular), 신경
세포내(intracellular) 수준, 환경과 경험에 의한 정보의 저장고에서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어 이러한 모든 수준
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약물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이미 사용 중인 약물도 이러한 여러 단계에서의 영향이 연구
되고 있다. 이들은 세포간의 신경전달에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계 즉 세포 내 신호전달이나 유전자
수준에서 유전자전사에도 영향을 주고 세포 간에도 무수히 많은 다른 신경전달물질과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는 항정신약물들의 확실한 작용기전이 밝혀지고, 개인 차이에 맞는 올바른
처방을 하기까지는 얼마간 더 기다려야 하겠다. 또한 정신장애가 하나의 원인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여러 복합
적인 원인들에 의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앞으로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하여야 할 분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하겠다. 이제 이러한 연구에 혼신의 힘을 불사를 큰 꿈을 가진 젊은 회원들이 보다 많이 나타나기
를 바라 마지않는다.
이제 임상에서는 과거보다는 많은 것들이 규명이 되었고 치료경험도 쌓여 현재의 약물과 현재의 진단 기준으로
처방하였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효과를 보고 기능도 회복되어 자신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의
사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은데 의사의 현재의 처방에도 환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무척 다행스
럽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현재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효시적인 연구를 시동하는 많은 연구자
들이 있지마는 현 상황으로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연구가 가능하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연구는 임상
연구라고 생각된다. 학회의 집행부는 회원 하나하나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게 유대관계를 강화하
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각 분야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임상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광 수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이사장, 가톨릭의대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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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공지사항 참고)
1.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 심포지움

일 시 : 2004년 8월 27일(금) ~ 28일(토)

일시 : 2004년 7월 16일(금) ~ 18일(일)

장 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장소 : 강원도 용평리조트 호텔

평 점 : 5점

후원 : 사노피-신네라보
평 점 : 5점

3.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 학술대회
일 시 : 2004년 9월 3일(금)

2.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연수교육
주 제 :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의 이해와 집중적

장 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평 점 : 5점예정

약물치료 전략

투고안내 및 편집위원회 공지사항
1. 2004년도 15권 2호가 6월 30일 발간되었습니다.
2. 15권 3호에 게재될 원고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
다.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3. 초고 원고접수는 전자메일만으로도 가능하며 심사가

6. 대한정신약물학회지는 2005년도 부터 연 6회 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를 보다 신속하게
발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
고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이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원고접수처는 아래
와 같습니다.
4. 원고의 투고자에게 다른 연구자의 원고를 심사할 수

투고논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충북대학교병원

있는 상호 심사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경정신과내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위원장 정인원

원고가 중요하고 급한 만큼 다른 분의 원고도 역시

(간사 손정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원님들의 적

전화 : 043-269-6364, 6183 팩스 : 043-267-7951

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mail : 편집인 정인원 : ciw@chungbuk.ac.kr

5. 지난 5월 31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를 위한

간 사 손정우 : jwsonn@chungbuk.ac.kr

계속심사 1차년도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소식(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2. 정회원수 264명에서 313명
3. 3차례 전공의 및 개원의를 위한 정신약물치료의

2004년 ~ 2006년 회기 대한정신약물학회

이론과 실제 연수교육

전체 이사회 회무보고

2003년 3월 23일(일), 9월 7일(일), 11월 8일(토)

일 시 : 2004년 3월 19일(금) 오후 5시 30분

연인원 700여명 참석 및 Virtual M.D.와 동영상 계약

장 소 : 양자강 (중식당)

하여 화상 제공
4. 2002년 학술상 제정 및 2003년 젊은 연구자상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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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2004년 회기 회무보고

작년까지는 학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금년부터는 한국

1. 평생회원 17명에서 96명 (2명 추가 예정)

릴리가 후원하며 릴리 학술상으로 명칭 변경 예정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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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3년 Seroxat 전국 tour 심포지움 및 Seroquel
전국 tour 심포지움 후원

17. Online 학술지 담당 위원 : 이경욱(가톨릭의대), 김세주
(한림의대), 안용민(서울의대), 한창수(고려의대)

심포지움 내용은 학회지에 특집 발간 준비 중

18. 한창환 무임소이사는 보험관련 업무를 전담하기로 함

a. Seroquel 전국 tour 심포지움

19. 2003년 9월 5일 학회 회칙 개정 통과(주요 내용)

일자 : 2월 11일(화), 2월 18일(화), 2월 20일(목),
2월 25일(화), 2월 27일(목)
장소 :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가.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b. Seroxat 전국 tour 심포지움

20. 학회지 학술진흥재단 후보학술지 등재

일자 : 2003년 6월 예정

21.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 정인원 간행이사

(6월 3, 10, 12, 17, 19일 예정)
장소 :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6.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개최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 제1회 학술상 시상 및
Quiz Poll
2003년도

(당연직)와 김찬형 교육이사(학회 추천인)가 참여하
기로 함
22. 학회의 영문 이름을 KCNP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로 하기로 함
23. 평생회원을 100명까지 확대하고 이후에는 ACNP와
같이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평생회원을 받기로 함.

춘계학술대회 : Prof. Brian Leonard
(CINP 차기 회장 초청 강연)
추계학술대회 : 학술상 및 젊은 연구자상 시상,
학술상 수상자 기념 강연
동계 심포지움 : 폭설로 2원화하여 진행(서울과 광주)
하계 심포지움 :

24. 학회 사무실 개소식 성료 : 2003년 6월 7일,
사무장 : 이우임
25. 간행 업무 일을 돕는 part-time 일용직 채용
(학회에서 매달 30만원 지급, 충북의대에서 근무)
26. 차기 회장 및 이사장을 2003년 9월 5일 정기이사
회에서 선출함 (이홍식 회장 및 윤도준 이사장 연임)

2004년도 동계심포지움 : 영문학술지 창간 기념식
7. 2002년 6월 CINP(Canada, Montreal) : 이홍식 회장

2004년 ~ 2006년 회기 향후 일정 및 계획

이 CINP Chief of Membership & Credential

1. Aripiprazole 임상연구 :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Committee 과 Asian Corresponding Committee

2. Solian 정신분열병 전국 투어심포지움

위원장으로 피선
8. 2003년 2월 한국얀센 후원하에 리스페리돈 학회지
특집 suppl 발행
9. 2003년 2월~ 5월 리스페리돈 학회지 suppl 특집
심포지움 4회 (제주, 경주 2회, 부산)
10. 학회의 한글 이름 대한정신약물학회를 대한신경정신
약물학회로 바꾸는 문제 - 대한의학회에서 보류됨
11. 한국형 주요 정신질환 치료 알고리듬 지침서 (정신분
열병, 양극성 장애) 발간 및 field trial 진행중임
12. 강대엽 무임소이사 주관하에 학회 회보(Newsletter)
를 연 4회 복간하기로 하고 2002년 10월 복간호 발행

: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3. Seroquel 양극성 장애 전국 투어심포지움
: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4. 2004년도 하계심포지움 : 공지사항 참고
5. 2004년도 Seroquel 하계 심포지움
일시 : 2004년 8월 13일(금) ~ 15일(일)
장소 : 강원도 오대산관광호텔(예정)
주최 : 아스트라제네카
후원 : 대한정신약물학회
6. 2004년도 전공의 및 개원의를 위한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정신약물치료 연수교육 : 공지사항 참고

13. CINP Fellow 및 Member 11명에서 21명

7. 2004년도 추계 학술대회 : 공지사항 참고

14. 해외 도서관 및 재미한인 정신과의사 등 국외에 영

8. 올란자핀 국내 5주년 기념 특집 학술지 Suppl 작업

문학술지 배포
15. 2003년 12월 영문학술지 창간 : Clinical Psychophamacology and Neurosciences
16. 교보문고와의 온라인 학술지 계약 연장

9. 전공의 등의 scale 교육
10. 학회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일시 : 2005년 3월(2일간) 예정
윤도준 이사장이 준비위원회 위원장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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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학회와 영문학술지 건 협의
12.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 편찬 작업
13. 학회지 2005년부터 연 6회 발행 예정
14. 의편협 홈페이지, KoreaMed 등 온라인 학술지
update작업
15. OCD 알고리듬 Project
16. 학회지의 학술진흥재단 후보학술지에서 정식학술지
로 승급 노력
17. 젊은 연구자에 대하 지원, 특히 지역에 인사 pooling
개발
18. GCP와 IRB 등에 대한 교육 워크숍 개최하기로 함
19. 학회내 연구분과로 소아정신약물학 분야를 두어 관

3. Seroquel 전국 tour 심포지움 내용 학회지에 특집
으로 2004년 2호에 실을 예정
4. Aripiprazole 임상연구 I : 권준수 임상연구이사 주관
∙정신과 약물 임상연구 workshop :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26개 센터 Kick Off 및 경상권 심포지움 일시 : 2004년 6월 12(토)
장소 : 부산 조선비치호텔
주최 : 한국오츠카
후원 : 대한정신약물학회
5. Aripiprazole 임상연구 II : 김창윤 부이사장 주관
- 김창윤 부이사장 주관 :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련된 회원들이 팀을 이루게 하고 학회에서 지원하기

∙Scale 미팅 :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로함

∙P. I. 미팅

20. 2005년 동계심포지움

일시 : 2004년 6월 14일(월)

장소 : 미정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

일시 : 2005년 1월 8일(토) (예정)

주최 : 대한정신약물학회

후원 : 한국오츠카

후원 : 한국오츠카

21. 한국형 정신분열병과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지침서 재개정 작업
22. 전국 규모의 임상약물 연구
23. 릴리 학술상

6. 대한정신약물학회 학회지 Zyprexa 특집
Supplimentary 편찬을 위한 1, 2차 Meeting
: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7. 2004년 아스트라제네카 양극성 장애
전국 투어 심포지움 :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2004년 ~ 2006년 회기 대한정신약물학회
상임이사회 1차 모임

8. 2004년 GSK Paxil CR 런칭 심포지움
일시 : 2004년 5월 29일(토)
장소 : 제주도 샤인빌 리조트
주최 : GSK
후원 : 대한정신약물학회 및 대한우울조울병학회
공동 후원
9. 2004년 하계심포지움 예정 - 평생회원을 위한
Close모임 : 공지사항 참고
10. 2004년 아스트라제네카 심포지움 예정
날자 : 2004년 8월 13일(금) ~ 15일(일) (2박 3일)
장소 : 강원도 오대산관광호텔
주최 : 아스트라제네카

일시 : 2004년 5월 25일(토) 오후 6시
장소 : 대한정신약물학회 사무실
1. 전공의 및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 - 김찬형 학술이사,
민경준 교육이사, 박원명 총무이사 주관 : 공지사항
참고
2. Seroxat 전국 tour 심포지움 내용을 학회지에 특집
으로 2004년 1호에 개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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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 대한정신약물학회 및 대한정신분열병학회
공동 후원
11. 2004년도 추계 학술대회 : 공지사항 참고
12.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예정
심포지움 후원 : 한국오츠카, GSK, 한국릴리,
한국화이자
일시 : 2005년 3월 25일(금) ~ 26일(토) 이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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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요 정신질환 알고리듬 프로젝트 경과 -

학술위원회

권준수 학술이사, 박원명 총무이사 주관
A. Feasibility test (field trial)
� 2004년 1월 10일로 coding까지 마침

1. 2004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04년 3월 19일(금요일)

- 정신분열병 : 108명, 양극성장애 : 92명
B. 향후 계획

오전 9시 20분~ 오후 5시 10분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

� 전문가 집단 및 feasibility test 참석자 대상으

(강남성모병원 구내)

로 한 발표회 및 algorithm 수정에 관한 토론회
: 2004년 8월 21일(토)
� feasibility test 결과 분석 및 발표 : 2004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 예정
� algorithm의 수정 및 지침서 변경에 대한 발표
: 200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향후 조직 재편에 대한 계획 및 장기적 계획안
14.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 작업 중
15. 영문학술지 부록 리스페리돈 특집 - 전반기 발행 예정임
16. 2005년부터 학회지를 연 6회 발행 예정 - 국문 학
회지 국내 발표 인용문헌도 영문으로 하기로 함
17. 학회 홈페이지. 의편협 홈페이지, KoreaMed 등
온라인 학술지 update작업을 지속하기로 함
18. 학술지의 심사위원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기로 함

사 회 : 권준수 (학술이사)
심포지움 (I)
약물치료 반응의 평가 : 약물을 변경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좌 장 : 정인원 (충북의대)

19. 학진 심사 대비 준비 중임
급성 정신병 증상의 치료

정영철 (전북의대)

받기로 함. 추후에 평생회원을 Fellow와 member

우울증상의 치료

박원명 (가톨릭의대)

로 나누는 방안을 토론하기로 함

강박증상의 치료

김찬형 (연세의대)

치매와 연관된 행동장애의 치료

김승현 (고려의대)

20. 평생회원은 100명이 넘었어도 규제없이 지속적으로

21. 일본신경정신약리학회는 채정호 기획이사와 10명의
신진 교수 참가하기로 함
22. CINP 회원 가입 지속 독려하기로 함

특 강 (I)

23. 향후 홍보에 관한 모든 업무는 홍보이사가 주관하

Genetic polymorphisms in ABC drug transporters
이민구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기로 함
24. GSK Paxil CR 신약에 대한 임상연구를 학회 주관

좌 장 : 이홍식 (연세의대)

포스터 발표 (아래 참고)

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박원명 총무이사가 전체 P.I.
를 하기로 결정함
25. 대한정신약물학회지 상을 만들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

특강 (II)
정신약물학의 영욕

좌 장 : 윤도준 (경희의대)
채정호 (가톨릭의대)

은 기획, 학술, 간행, 총무이사가 협의하여 만들기로 함
26. 금년부터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상은 릴리학술상으
로 명칭이 변경됨
27. 영문 학술지 지속적으로 발행하기로 함
28. 이사장 초대 주요 제약회사 영업부장 및 팀장 만찬
모임 - 4월 14일
29. 사무실 개소 1주년 자축 모임을 상임이사회 마친 후
가짐 - 5월 25일

심포지움 (II)
증례를 통해 본 흔한 약물 상호 작용과 부작용
좌 장 : 김창윤 (울산의대)
항고혈압제를 투여받는 60대 우울증 남자
김정범 (계명의대)
갑상선 항진증을 가진 30대 정신분열병 여자
조현상 (연세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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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를 복용중인 20대 양극성 장애환자
하규섭 (서울의대)
우수 포스터 상 시상
정인원 (충북의대), 서범주 (인제의대), 김지웅 (건양의대),
이상열 (원광의대)

the Treatment with Risperidon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 서호석 (포천중문의대) 등
P13 항정신병약물로 인한 QTc 지연과 5-HTTLPR
의 연관성 - 서범주 (인제의대) 등
P14 정신분열병에서 Catechol-O-methyltransferase
유전자 다형성과 클로자핀 반응성

� Poster �
P01 일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외래에서의 비전형 항

P15 Association Between Serotonin Transporter

정신병약물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의

Polymorphism and Symptom Dimensions of

병합처방 경향

Korea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김의태 (서울의대) 등

김세주 (한림의대) 등

P02 정신분열병에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장기 치

Polymorphism and Onset of Obsessive-

박원명 (가톨릭의대) 등

Compulsive Disorder
김찬형 (연세의대) 등

Tolerability of Topiramate versus Divalproex

P17 Clozapine inhibits cell survival-related

in combination with risperidone for the

genes in bone marrow cells of C57BL/6 mice

Treatment of Acute Mania

이희제 (경희의대) 등

박원명 (가톨릭의대) 등
P04 정신분열병 입원환자에서 Risperidone Quicklet
의 급성기 효과 -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등
P05 청소년기 급성 정신증에서 sodium valproate의
효과 - 신용선 (경희의대) 등
P06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Primary
Negative Symptoms - 정영철 (전북의대) 등
P07 우울증이 동반된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Mirtazapine이 기능성 위장 증상에 대한 효과
이상열 (원광의대) 등
P08 외상성 뇌손상 후 발생한 이차적 조증의 치료에
서 비정형성 항정신성약물의 사용
정한용 (순천향의대) 등
P09 Switching to quetiapine in patients with
acute mania who were intolerant to risperidone - 배치운 (가톨릭의대) 등
P10 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그램에 등록한 정신분열
병 환자의 항정신병약물과 삶의 질 관련성 연구 :
정형 대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정인원 (충북의대) 등
P11

P16 Association Between Serotonin Transporter

료효과 ; 9개월 자연추적관찰연구
P03 Comparative Study for the Efficacy and

Mirtazapine에 의한 몽유병 1예
정상근 (전북의대) 등

P12 Comparison of Psychopathology of Responders and Non-responders at week 8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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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민 (서울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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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 Epidermal growth factor polymorphism in
Schizophrenia and Lung Cancer Patients
김미경 (강북삼성병원) 등
P19 MK-801에 의한 흰쥐 대뇌 피질에서의 GSK-3β
신호전달계의 인산화 변화
안용민 (서울의대) 등
P20 Aberration of cholesterol level in the firstonset bipolar I patient. 배치운 (가톨릭의대) 등
P21 H-MRS imaging study in drug-naive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장준환 (서울의대) 등
P22 A Voxel-Based Morphometric Study of
Gray Matter Abnormalities in Paranoid
Schizophrenia - 하태현 (서울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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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Neural Mechanism of Mind Reading Using
Facial Affect in the Emotional Context : 3T fMRI

권준수 (서울의대)
4:10 - 4:30

정신과연구의 윤리적 문제

Study - 김지웅 (건양의대) 등

김영훈 (인제의대)

P24 A randomized double blind controlled study

4:30 - 4:50

of effectivenessof repetitive TMS in schizophrenic patients with treatment refractory

Monitoring & Audit
장우익 (한국오츠카 의학자문의)

5:10 - 6:30

아빌리파이 다기관 임상연구 연구자 미팅

auditory hallucination - 이승환 (인제의대) 등
P25 Quantitative EEG of patients with persisting
auditory hallucination - 이승환 (인제의대) 등

4월 11일 (일)
(정신과 임상연구에 필요한 평가도구)

P26 The P300 Source Localization in the patients

9:00 - 10:50 유효성 평가도구 실습 (PANSS, CGI 등)

with Obsessive-Complusive Disorder using

이중서 (한림의대)

the LORETA Imaging and SPM

11:10 - 12:10 안전성 평가도구 실습 (S-A, Barnes,
AIMS 등) 안용민 (서울의대)

유소영 (서울의대) 등
P27 오감자극통합치료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

12:10 - 12:30 K-SFS, Emotion 평가도구
하태현 (서울의대)

정상근 (전북의대) 등
P28 뇌손상 유무에 따른 교통사고 감정 환자의 신경
인지기능비교 - 박원명 (가톨릭의대) 등

아빌리파이 임상시험(SWitching of Abilify
Trial)을 위해 제2차 rater training
일시 : 5월 29일 오후 1시~ 오후 5시

2. 아리피프라졸 임상연구 진행
일단 급성기 8주간의 치료 효과를 보고, 이후는
1년간의 naturalistic follow up PI : 권준수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의과학
연구원 201호실
13:00 - 13:10 인사말
13:10 - 13:30 SWAT 임상시험 요약 및 IAQ, POM,

정신과 약물 임상연구 Workshop
일시 : 2004년 4월 10일(토) ~ 11일(일)
장소 :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한강홀

PSP 실습

김창윤 (울산의대)

13:30 - 14:00 안전성 평가도구 실습(UKU rating scale)
심주철 (인제의대)

주최 : 대한정신약물학회

14:10 - 16:00 유효성 평가도구 실습(PANSS, GAF, CGI)

후원 : (주) 한국 오츠카
대상 : 아빌리파이 다기관 임상연구 참여 센터 연구자

이중서 (한림의대)
16:00 - 17:00 Special Lecture - 의료사고에 관한
법률 상식 및 이에 관한 대처-

4월 10일 (토)

한재환 (P&H 법률사무소)

(임상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사 회 : 권준수 (임상연구윤리이사)
2:00 - 2:10

인사말

윤도준 (이사장)

2:10 - 2:30

신약의 임상개발과정과 국내여건
신상구 (서울의대)

2:30 - 2:50

다기관공동 임상시험의 설계와 수행
박병주 (서울의대)

2:50 - 3:10

IRB의 역할 및 의무
김훈교 (가톨릭의대)

3:10 - 3:30

Investigator의 역할
김창윤 (울산의대)

3:50 - 4:10

연구대상의 확보전략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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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정신약물학회 후원 순회 심포지움
솔리앙 투어 심포지움 (4월)
주최 :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 후원 : 대한정신약물학회

지역

서울
(6일 화요일)

부산
(8일 목요일)

대구
(13일 화요일)

광주
(16일 금요일)

대전
(19일 월요일)

좌장

윤도준
(경희의대)

김영훈
(인제의대)

박영우
(대구파티마병원)

박민철(원광의대)
윤진상(전남의대)

왕성근(충남의대)
윤도준(경희의대)

연자1

김영훈
(인제의대)

김영훈
(인제의대)

김창윤
(울산의대)

조현상
(연세의대)

정인원
(충북의대)

연자2

김찬형
(연세의대)

김승현
(고려의대)

이종훈
(대구가톨릭의대)

정영철
(전북의대)

김찬형
(연세의대)

연자3

박원명
(가톨릭의대)

김정기
(메리놀병원)

이양현
(경북의대)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박원명
(가톨릭의대)

연자4

권준수
(서울의대)

김철권
(동아의대)

권준수
(서울의대)

윤보현
(국립나주정신병원)

이상열
(원광의대)

연제 1 : Modulation of D2 receptors as a basis of antipsychotic effect
연제 2 : Amisulpride as a model : Clinical effects of a pure dopaminergic agent
연제 3 : A meta-analysis of studies with amisulpride
연제 4 : Drug treatment of negative schizophrneia symptoms

아스트라 제네카 양극성 장애 심포지움 (5월)
주최 : 아스트라제네카

후원 : 대한정신약물학회

지역

광주
(11일 화요일)

대전
(13일 목요일)

전주
(18일 화요일)

인천
(20일 목요일)

대구
(25일 화요일)

부산
(27일 목요일)

좌장

윤진상
(전남의대)

왕성근
(충남의대)

황익근
(전북의대)

김철응
인하의대)

강병조
(경북의대)

김영훈
(인제의대)

연자1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신영철
(성균관의대)

정상근
(전북의대)

정한용
(순천향의대)

배치운
(가톨릭의대)

민경준
(중앙의대)

연자2

신일선
(전남의대)

정범석
(을지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전양환
(가톨릭의대)

김희철
(계명의대)

김철권
(동아의대)

연자3

김상훈
(조선의대)

권영준
(순천향의대)

이상열
(원광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이종훈
(대구가톨릭의대)

김정기
(메리놀병원)

토론

하규섭
(서울의대)

전덕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

박원명
(가톨릭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하규섭
(서울의대)

정한용
(순천향의대)

연제 1 : REACH Program
연제 2 : Traditional mood stabilizer : 무엇이 문제인가?
연제 3 : Efficacy and safty of quetiapine in bipolar 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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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이프렉사 7주년기념특집 프로젝트

Other Uses of Olanzapine - 채정호

- 도파민 시스템과 정신분열병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도전

Cost-effectiveness of atypical antipsychotics

1차 회의

한창환

일시 : 2004년 4월 16일(금)
장소 :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기타]

2차 회의

� 2004-2006 CINP Directory에 학회사무실

일시 : 6월 11일(금) 오후 6시~10시

영문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보냄

장소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General Secretary

주최 : 대한정신약물학회

Won-Myong Bahk

주관 : 한국릴리

Mailing address :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Section 1 : Pharmacologic Basics and

#320 Life Officetel, 61-3 Youido-dong,

Research

Yeongdeungpo-gu, Seoul, 150-731, Republic of

Olanzapine : What’
s unique among antipcal

Korea

Antipsychotics? - pharmacokinetics, drug

E-mail address : secretariat@kcnp.or.kr

interactions, and dosing - 윤도준 / 오창근

Tel : +82-2-784-2742

Olanzapine : Preclinical studies - 정인원

Fax : +82-2-784-5542

Clinical studies of olanzapine in Korea

Home page : www.kcnp.or.kr

강대엽 / 이홍식
� 보험법제 - Consta 약가 건에 대하여 한창환 보

Section 2 : Clinical Efficacy, safety and

험∙법제이사가 준비중임. 대한임상약리학회 연제

tolerability

발표에서 한창환 보험법제이사는 향정신 약물들의

Efficacy, safety, tolerability of Olanzapine in

대부분이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금기가 아님을 강력

patients with schizophrenia - 윤진상

히 설명하였고, 그 결과 2004년 7월 병용및 특정 연

Long-term outcome of Olanzapine in patients with

령대 금기 고시 약제에 대한 전산점검에 대한 안내

schizophrenia - 김창윤

에서 대부분(35개) 제외됨

Olanzapine for acute agitated psychotic patients
김찬형
Metabolic side effects and its management
권준수 / 이상열
Dosing and switching strategies of Olanzapine
김영훈

Section 3 : Olanzapine for mood disorders
Olanzapine in the treatment of bipolar mania
박원명 / 조현상
Olanzapine in the treatment of bipolar depression
하규섭 / 정한용
Olanzapine in the treatment of difficult-to-treat
depression - 민경준

Section 4 : Others
Use of olanzapin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김붕년 / 천근아
Use of Olanzapine in elderly patients - 김승현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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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 후기
임 명 실 / 원광대 신경정신과 전공의 3년차
2004년 3월 19일 강남성모 병원에서 대한 정신약

휴식 후에 special lecture가 있었고 연세의대 약리

물학회가 하루 동안 있었다. 지방에서 수련을 받는

학 교실의 이민구 교수님께서 genetic polymorp-

입장으로 학회에 가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침 일

hism in ABC Drug Trasporters에 관해 강의해 주

찍 병원을 나와 고속버스를 탔다. 제 시간에 맞추려

셨다. ABC 수송단백과 이들에 속하는 MRP, MDR

고 너무 일찍 서둘렀는지 한참을 졸다보니 금세 서

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며 이를 이용한 중주신경계

울에 도착했다. 학회장에 다다랐을 때는 10시가 조

약물에서의 연구 방향과 맞춤약 치료에의 이용가능

금 못되었고 아직까지는 한산해 보였다. 주변을 돌아

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이후로 점심식사를 하고

보며 분위기를 살피다 자리를 잡고 앉았고 시간이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이상열

되자 사람들도 속속 자리에 앉아 금세 많은 사람들

교수님의 포스터를 전시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포스

로 채워졌다. 10시가 조금 넘어 시작되어 학회장님

터를 돌아보았다. 다음으로 두 번째 special lecture

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바로 약물치료의 반응평가에

가 있었는데 가톨릭의대 채정호 교수님의 정신약물

대한 심포지엄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전북의대 정

학의 영욕에 대한 강의였다. 강의는 그림과 사진이

영철 교수님이 급성정신병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많이 제시되어 매우 흥미로웠고 이전에 매우 획기적

발표하셨다.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가 많은 우리 병원

인 약으로 쓰이다 사라진 약물과 현재 매우 효과적

의 특성상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 만성 환자들에게

인 약으로 쓰이나 이전 사장될 위험에 있었던 약물

어떻게 adding과 switching을 할지 어려운 상황이

에 대해서 들으면서 학자들의 탐구하고 창조적인 사

있었는데 지침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고 안일한 전공의

다음 시간에는 가톨릭의대 박원명 교수님께서 우

10

로 지내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울장애 치료에 대해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

마지막 심포지엄 시간은 증례를 통한 약물 상호

를 해주셨고 교수님의 자신감 있고 시원한 목소리가

작용과 부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항고혈

매우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연세의대 김찬

압제를 투여 받는 60대 우울증 남성의 증례를 주제

형 교수님께서 강박증상의 치료에 대해서 강의하셨

로 계명대 김정범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셨는데 실제

다. 강박장애의 증상, 심각도 및 증상평가, 평가에 흔

증례가 없는 것이 아쉬웠으나 항우울제와 여러 고혈

히 사용하는 Y-BOCS의 문제점, 치료의 알고리즘에

압 약물간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및 주의점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해주셨고 나이와 증상의 심각도에 따른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다. 두 번째로 갑상선 기능 항진

치료 전략과 treatment-refractory 환자에 대한 치

증을 가진 30대 정신분열병 증례에 대해서 연세의

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첫 번째 심포지엄의 마

대 조현상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다. 환자의 증상을 제

지막 순서로 치매와 연관된 행동장애의 치료에 대해

시하고 질문 형식으로 제시된 내용은 많은 가능성을

서 고려의대 김승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다. 증례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볼 수

를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입원치료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예는 경험과 비추어 생

후 외래진료 시 만났던 치매 환자가 떠올랐다. 보호

각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들이 apathy Sx을 표현하였는데 risperidone의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중인 20대 양극성

부작용을 생각지 못 했었다. 노인 치매환자에서의 약

장애 환자의 증례를 서울대학교 하규섭 교수님께서

물의 유지 기간 및 약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발표하셨고 약물로 인한 기분장애 환자의 경험이 없

부작용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잠깐의

어 매우 흥미로웠다. 물질로 유발된 기분장애에 대한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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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과 위험인자, 약물 상호작용, 예방과 치료

학회를 마치고 기억을 더듬어 글을 쓰게 되었는데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표해주셨고 진단에서 제

학회 참관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학회를 마치고

시되었듯이 많은 경우를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

서울을 떠나오면서‘탐구적으로 창조적으로’라며

었다.

머릿속으로 되새기던 다짐들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공지사항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심포지움
일시 : 2004년도 7월 16일(금) - 18일(일)
장소 : 용평 드레곤벨리 호텔 후원 : 사노피-신데라보 코리아

7월 17일 (토)

08:20 - 08:30

개회사
환영사

사회 : 박원명 (총무이사)
이홍식 (학 회 장)
윤도준 (이 사 장)

심포지움 : 정신분열병 약물치료에서의 주요 이슈
08:30 - 08:50
08:50 - 09:10
09:10 - 09:30
09:30 - 09:45
09:45 - 10:00

10:00 - 11:00

18:00 - 19:00

좌장 : 윤도준 (경희의대)
도파민 가설의 과거, 현재, 미래
정영철 (전북의대)
약물교체의 기준 및 전략
김영훈 (인제의대)
항정신병약물 병합요법의 이론적 근거 및 효과
이양현 (경북의대)
종합토론
휴식
Expert Concensus Meeting for Pharmacotherapy of Schizophrenia (1)
Moderator : 김찬형 (학술이사)
전문가 의견조사
Expert Concensus Meeting for Pharmacotherapy of Schizophrenia (2)
Moderator : 김찬형 (학술이사)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

7월 18일 (일)

ISS
Amisulpride : A model of pure dopamine D2 / D3 antagonist
08:00 - 08:20
Amisulpride among atypical antipsychotics
(SOLIANOL, AMIRIS comparative trials)
08:20 - 08:40
국내의 solian 사용경험
08:40 - 09:00
토론

좌장 : 이홍식 (연세의대)
이중서 (한림의대)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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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한정신약물학회 연수교육 (CME)
주제 :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의 이해와 집중적 약물치료전략
대한정신약물학회는 작년에 3차에 걸쳐‘정신약물치료의 이론과 실제’
라는 주제의 연수교육을 개최하였으며 많은 회원,
개원의 및 전공의의 참여로 성황리에 연수교육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에는 작년 연수교육의 경험을 배경으로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등 기분장애를 중심으로 양 질환의 이해와 집중적인 약물치료 전략에 대해 연수교
육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차 연수교육에서는 우울증의 이해와 집중적 약물치료전략을, 2차 연수교육에서는 양극성 장애
의 이해와 집중적 약물치료전략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회원, 개원의 및 전공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
다. 특히 금년도에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1, 2차 연수교육을 붙여서 이틀에 걸쳐 연속적으로 개최하게 된 점 주지하
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교육 전체 일정 (안)ㅣ
일
1차 우울증의 이해와

시

장

2004년 8월 27일(금)

가톨릭의대

2004년 8월 28일(토)

가톨릭의대

약물치료 전략

소

연수교육목표
우울증의 이해와 치료전략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2차 양극성 장애의 이해와
약물치료전략

양극성 장애의 이해와 치료전략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등록 안내

사전등록 :

(사전 등록 마감 : 8월 20일)
전회등록 : 전공의 6만원, 전문의 10만원, 평생회원 4만원
1일 등록 : 전공의 3만원, 전문의 5만원, 평생회원 2만원

당일등록 :

전회등록 : 전공의 8만원, 전문의 12만원, 평생회원 6만원
1일 등록 : 전공의 4만원, 전문의 6만원, 평생회원 3만원

사전등록처 : 계좌번호 : 우리은행 832-031243-01-103 예금주 : 채정호 재무이사
등록문의 :

대한정신약물학회 사무실(전화 784-2742, 팩스 784-5542)
이우임 사무장 secretariat@kcnp.or.kr, lwi03@yahoo.co.kr
(송금 후 이메일 보내주시면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공

지

1. 전회 참석자에게는 수료증 제공 예정
2. 참가자에게 중식,
3. 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사전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차 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
주제 : 우울증의 이해 및 약물치료 전략
일시 : 2004년도 8월 27일 (금)
장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후원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오츠카, 한국오가논, 한국화이자, 환인제약-한국룬드벡, 한국와이어스-일동제약,
한국릴리, 사노피-신데라보코리아, 한독약품, 근화제약
사 회 : 김찬형 (학술이사)
시 간

주 제
제 1 부 : 우울증의 진단 및 임상적 특징

12

인사말 : 이홍식 (대한정신약물학회회장)
연 자
좌 장 : 이홍식 (연세의대)

09:00 - 09:25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윤진상 (전남의대)

09:25 - 09:50

우울증의 진단

한창환 (한림의대)

09:50 - 10:00
10:00 - 10:15

토론
휴식

10:15 - 10:40

제 2 부 : 우울증의 원인
신경생화학적 측면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좌 장 : 정인원 (충북의대)
김승현 (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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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11:05
11:05 - 11:30
11:30 - 11:45
11:45 - 13:15
13:15 - 13:45
13:45 - 14:15
14:15 - 14:40
14:40 - 15:00
15:00 - 15:20
15:20 - 15:35
15:35 - 15:50
15:50 - 16:10
16:10 - 16:30
16:30 - 16:50
16:50 - 17:10
17:10 - 17:30

신경내분비적 특성
통합모형
토론
점심식사
제 3 부 : 우울증 치료의 최신지견
항우울제의 약리적 특성의 이해와 임상적 적용 (1)
항우울제의 약리적 특성의 이해와 임상적 적용 (2)
항우울제의 흔한 부작용과 그 처치
우울증 약물치료의 향후전망 : 맞춤형 약물치료 가능한 것인가?
우울증에서 TMS, VNS 및 ECT의 치료효과
토론
휴식
제 4 부 : 치료가 까다로운 우울증
양극성 우울증
정신병성 우울증
불안증상을 동반한 우울증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우울증
토론

김용구 (고려의대)
김영훈 (인제의대)

좌 장 : 이 철 (가톨릭의대)
김찬형 (연세의대)
권준수 (서울의대)
전태연 (가톨릭의대)
이민수 (고려의대)
채정호 (가톨릭의대)

좌 장 : 기백석 (중앙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오강섭 (성균관의대)
이상열 (원광의대)

�일부연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차 연수교육 및 내용
주제 :
일시 :
장소 :
후원 :

양극성 장애의 이해 및 약물치료 전략
2004년도 8월 28일 (토)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한국릴리,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오츠카, 한국얀센,
한국화이자, 환인제약-한국룬드벡, 한국와이어스-일동제약. 한국오가논, 한국애보트
사 회 : 민경준 (교육이사)
시 간

주 제
제 1 부 : 양극성 장애의 진단 및 임상적 특징

인사말 : 윤도준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연 자
좌 장 : 윤도준 (경희의대)

09:00 - 09:25

양극성 장애 개념의 역사적 변천

조현상 (연세의대)

09:25 - 09:50

양극성 장애의 임상특징 및 진단

정한용 (순천향의대)

09:50 - 10:00

토론

10:00 - 10:15

휴식
제 2 부 : 양극성 장애의 원인

좌 장 : 김창윤 (울산의대)

10:15 - 10:40

신경생화학적 측면

안용민 (서울의대)

10:40 - 11:05

양극성 장애 : 유전질환인가?

홍경수 (성균관의대)

11:05 - 11:30

통합모형

하규섭 (서울의대)

11:30 - 11:45

토론

11:45 - 13:15

점심식사
제 3 부 :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의 최신지견

좌 장 : 박민철 (원광의대)

13:15 - 13:40

Classical Mood Stabilizer

민경준 (중앙의대)

13:40 - 14:05

Novel Anticonvulsants

김희철 (계명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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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14:30

Atypical Antipsychotics

박원명 (가톨릭의대)

14:30 - 14:55

기분안정제의 병합요법과 약물상호작용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14:55 - 15:20

국내외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현황

15:20 - 15:40

토론

15:40 - 16:00

휴식
제 4 부 : 치료가 까다로운 양극성 장애

전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좌 장 : 정문용 (서울보훈병원)

16:00 - 16:20

급속순환형 양극성 장애

정상근 (전북의대)

16:20 - 16:40

사고장애와 행동장애가 현저한 양극성 장애

신영철 (성균관의대)

16:40 - 17:00

불안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동반된 경우

권준수 (서울의대)

17:00 - 17:15

토론

�일부연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04년 9월 3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20분

장

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학 연구원 2층 대강당(강남성모병원 구내)

대 회 비 : 평생회원 면제, 전문의 회원 3만원, 전문의 비회원 4만원, 전공의 2만원 (점심 제공)
연 회 비 : 3만원, 평생회원 면제, 입 회 비 : 3만원, 연수평점 : 5평점

심포지움 1
- 향정신약물의 약물전달체계 (drug delivery system)의 발전 : 현재 그리고 미래 공동좌장 : 김영훈, 윤진상
시 간

주 제

연 자

10:00 - 10:30

향정신약물의 약물전달체계발전 : 개관

심영기 (인제의대 의용공학과)

10:30 - 10:55

왜 새로운 제형의 개발이 필요한가?
- 약물순응도와 관련된 임상적 문제

최성구 (한국얀센 메디칼부)

11:10 - 11:35

새로운 제형의 임상효과 및 부작용 1 : 항우울제

김영훈 (인제의대)

11:35 - 11:50

새로운 제형의 임상효과 및 부작용 2 : 항정신병약물 및 기타약물

윤진상 (전남의대)

11:50 - 12:10

토론

심포지움 2
- A New Therapeutic Approach for Alzheimer's Disease :
Glutamatergic System and Cognitive functions 좌 장 : 박종한 (대구가톨릭)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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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연 자

13:30 - 13:50

Overview of glutamatergic system

김승현 (고려의대)

13:50 - 14:10

Restoring glutamatergic signaling in AD

신일선 (전남의대)

14:10 - 14:30

A new NMDA antagonist : efficacy in moderate to severe AD

이창욱 (가톨릭의대)

14:30 - 14:50

토론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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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 Lilly symposium
- Critical Clinical Issues in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and Bipolar disorders 좌 장 : 이홍식 (연세의대)
시 간

주 제

연 자

15:10 - 15:30

Olanzapine for acute agitated psychotic patients

김찬형 (연세의대)

15:30 - 15:50

Long-term outcome of olanzapine in schizophrenia

김창윤 (울산의대)

15:50 - 16:10

Switching strategies of olanzapine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16:10 - 16:30

Olanzapine in the treatment of bipolar mania

박원명 (가톨릭의대)

16:30 - 16:50

토론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릴리학술상 및 젊은 연구자상 시상
17:00 - 17:10

시상식

17:10 - 17:30

기념특강 : 대한정신약물학회 릴리학술상 수상자

17:30

폐회

사회 : 박원명 (총무이사)

홍보위원회 공지사항
학회 홈페이지 주소가 http://www.kspp.or.kr 에서 http://www.kcnp.or.kr 로 변경되었고 2004년 6월
홈페이지가 새단장 되었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납부 안내
2년 전부터 학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계시나 바쁘신 관계로 아직까
지도 못 내신 회원 분들은 이번 기회에 동참을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회비는 50만원입니다.
평생회비를 내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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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현재 총 108명)
상임이사 (17명)
윤도준, 윤진상, 김창윤, 박원명, 권준수, 김승현,
정인원, 김영훈, 김찬형, 채정호, 하규섭, 한창환,
강대엽, 정한용, 조현상, 이상열, 민경준

고문, 회장, 감사 (3명) 이홍식, 함 웅, 김정기
평이사 (39명) 구민성, 기백석, 김도훈, 김 린,
김붕년, 김용구, 김재진, 김철권, 박민철, 박헌국,
반건호, 배치운, 서호석, 송동호, 신영철, 심주철,
안용민, 오강섭, 윤보현, 이양현, 이종범, 이종섭,
이종훈, 이중서, 이창욱, 장안기, 장인진, 전덕인,
전양환, 전태연, 정문용, 정상근, 정영인, 정영철,
정철호, 조성남, 최성구, 최종혁, 홍경수
정회원 (49명) 김광수, 김문두, 김세주, 김용식,
김 원, 김 임, 김재민, 김지웅, 김진훈, 김태용,
김형섭, 김희철, 남윤영, 박성근, 박지도. 박지홍,
배 안, 서천석, 신동원, 신일선, 신철진, 안석균,
양종철, 유범희, 윤 탁, 오동열, 이경규, 이경욱,
이대환, 이만기, 이민수, 이승환, 이필구, 임효덕,
정범석, 정재석, 정주호, 정학재, 주은정, 지익성,
진용탁, 천근아, 최지욱, 최하석, 하태현, 한상우,
한창수, 함병주, 홍현주
(볼드체로 표시된 분은 이전 회보 발간 (18권 1호) 이후에
납부해 주신 분들 입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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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P 가입안내
1. 다음의 서류 2부를 작성하시어 다음의 주소로 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다음의 서류 중 추천서 (sponsors commenting)
는 따로 부탁하실 필요가 없고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원 중 CINP fellow로 있는 회원이 이력서 및
논문목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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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ilable on-line in Microsoft Word
.DOC Format CINPapp.Doc
�Available on-line in Rich Text Format
.RTF CINPapp.Rtf
�Statement of Commitment to Neuropsycho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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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목록 (2부 작성)
�Application Form (www.cinp.org)
�Available on-line in Adobe Acrobat.PDF
FormatCINPap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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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대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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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 Web site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4. 9. 8~11 / Seoul, Korea

학회 / Web site

Addiction 2004 / http://www.addiction-conference.elsevier.com/

일시 / 장소 / deadline

2004. 9. 24~26 / Sunshine Coast, Queensland, Australia / 2004. 2. 27

학회 / Web sit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Institute of Psychiatric Services / www.psych.org/edu/ann_mtgs/ips/04/index.cfm

일시 / 장소 / deadline

2004. 10. 6~10 / Washington, DC, USA

학회 /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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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deadline

2004. 10. 9~13 / Stockholm, Sweden / 2004. 3. 31

학회 / Web site

The XIIth World Congress on Psychiatric Genetics

일시 / 장소 / deadline

2004. 10. 9~13 / Dublin, Ireland / http://www.wcpg2004.ie/

학회 / Web site

The International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 (ICGP) 2004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4. 10. 14~17 / Basel, Switzerland / http://www.icgp.org/am.asp / 2004. 7. 30

학회 / Web site

54th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4. 11. 4~7 / Ottawa, ON, Canada

학회 / Web site

43rd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4. 12. 12~16 / San Juan, Puerto Rico

학회 / Web site

CINP Region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4. 20~22 / Cape Town, South Africa / http://www.unistel.co.za/cinp2005 / 2004. 11. 30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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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 Web site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5. 19~21 / Atlanta, GA

학회 / Web sit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8th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5. 21~26 / Atlanta, GA, USA

학회 / Web site

8th World Congress of Biological Psychiatry / www.wfsbp-vienna2005.com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6. 28~7.3 / Vienna, Austria / 2004.11

학회 / Web site

8th World Congress of Psychiatry / www.wpa-cairo2005.com / xiii_pres.html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9. 10~15 / Cairo, Egypt / 2004. 10. 31

학회 / Web sit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Institute of Psychiatric Services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10. 5~9 / San Diego, CA,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18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10. 22~26 / Amsterdam, Netherlands

학회 / Web site

55th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11. 3~6 / Vancouver, BC, Canada

학회 / Web site

44th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12. 11~15 / Waikoloa, HI, USA

학회 / Web sit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9th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5. 20~26 / Toronto, ON, Canada

학회 / Web site

19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9. 16~19 / Paris, France

회원동정
[축 하]
[ 근무지 변경 ]
� 박종익 회원 (강원대)
메일이 lugar@knuh.or.kr로 변경되어음.
� 조성남 평생회원 (국립부곡병원장)
대한정신약물학회 평이사로 추가 임명되었음.
�이경욱 평생회원 (가톨릭의대)

�민성길 고문 (연세의대) - 차남의 결혼식이 2004년 3월 26
일(금) 오후 6시에 연세동문회관 3층에서 있었음.
�한국신경인지기능연구회 회장에 하규섭 (서울의대) 무임소
이사가 총무에 김재진 (연세의대) 평생회원이 선임 되었음.
�조현상 (연세의대) 국제이사가“National Alliance for
Research on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음.

(NARSAD)”에서 2004 Young Investigator Award로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5-1

“Nicotinic Modulation of NMDA Receptor Antag-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onist-induced Schizophrenia-like Information

전화 : 031-820-3609(연구실), 3052(외래)

Processing Deficits in Humans”라는 제목으로 연구기

� 서천석 평생회원 (서울의대)
2004년 5월 1일부터 용인정신병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

간 2년의 연구비 accept를 받았음.
�4월 22일 대한정신분열병학회에서 이홍식 (연세의대) 회장이

소아정신과 임상강사로 근무함.

이사장, 김영훈 (인제의대) 무임소이사와 김승현 (고려의대)

전화 : 02-760-2928

정보이사가 부이사장, 김찬형 (연세의대) 학술이사, 권준수

e-mail : soliber@freechal.com

(서울의대) 임상연구 윤리이사,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홍보

� 송동호 평이사 (연세의대)
e-mail : dhsong@yumc.yonsei.ac.kr로 변경되었음.
� 김지웅 평생회원 (건양의대)
e-mail : cortex@konyang.ac.kr로 변경되었음.

이사, 박원명 (가톨릭의대) 총무이사, 이중서 (한림의대),
전양환 (가톨릭의대), 홍경수 (성균관의대), 정영철 (전북의대),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심주철 (인제의대) 평이사가 각각
상임이사로 피선 되었음.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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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명 (가톨릭의대) 총무이사가 2004년 4월부터 한국일
보 고정 컬럼니스트로 위촉되어 매주 월요일“박원명 교
수의 멘털 클리닉”이라는 컬럼을 쓰고 있음.
�이상열 (원광의대) 무임소이사가 4월 1일자로 원광대학교
보완 및 대체의학 대학원 교학부장으로 발령받았음.
�권준수 (서울의대) 임상연구 윤리이사가 2004년 4월 16
일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시행한‘SCI(Science Citation

전화 : 02-760-2928, 팩스 : 02-747-2471
e-mail : jung8350@hanmail.net
�박지도 (광혜병원 신경정신과)
주소 : 607-713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26-7번지
전화 : 051-503-2111, 팩스 : 051-501-1625
e-mail : ceyhus777@naver.com
�정학재 (국립서울병원)

Index) 우수논문상’시상식에서, 최다 저작상과 최고 IF

주소 : 143-711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30-1

(Impact Factor, 영향력계수)상을 수상하였음. 권이사는

전화 : 02-2204-0324 Fax : 02-452-0162

지난 2003년 한해 동안,‘Neuroimage’11월호에‘정신

e-mail : bluescalet@hanmail.net

분열병에서 고영상 뇌파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14편
의 연구논문을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하였음.
�하규섭 (서울의대) 무임소이사가 2004년 6월 10일자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었음
[ 회원 가입 ]
정회원 및 평생회원이 다음과 같이 새로 가입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정회원
�왕근수 (산재의료원 창원병원)
주소 : 641-791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4-1
전화 : 055-280-0378, 팩스 : 055-282-5681
e-mail : sunnhe@hanmail.net
�손인기 (계요병원)
주소 : 437-020 경기 의왕시 왕곡동 280-1
전화 : 031-455-3333, 팩스 : 031-452-4110
e-mail : fiveway@shinbiro.com

�김 원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주소 : 150-7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전화: 02-3779-1250, 팩스: 02-780-6577
e-mail : phrenie@catholic.ac.kr
평생회원 가입
�조성남 회원 (국립부곡병원)
�이만기 (경북의대 약리학)
�민경준 (중앙의대)
�주은정 (을지의대)
�이창욱 (가톨릭의대)
�신일선 (전남의대)
�이경규 (단국의대)
[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
�박원명, 이경욱, 채정호, 전태연, 배치운, 김광수 : Open
label study of the effect of amantadine on weight

정회원 및 평생회원 가입
�장인진 (서울의대 약리학교실)
주소 : 110-799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전화 : 02-740-8290, 팩스 : 02-745-7996
e-mail : ijjang@snu.ac.kr
�김진훈 (국립서울병원)
주소 : 143-711 서울시 광진구 중곡3동 30-1
전화 : 02-2204-0377 팩스 : 02-2204-0116
e-mail : vertex11@medigate.net
�이대환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

Neurosci. 2004 ; 58(2) : 163-167.
�박원명, 윤보현, 이경욱, 채정호 : Combination of mood
stabilizers with quetiapine for treatment of acute
bipolar disorder : an open label study. HUm Psychopharmacol Clin Exp. 2004 ; 19(3) : 181-185.
�권준수
- 2004년 3월 26일 북경에서 개최된 Congress of International Neuropsychiatry(CINP)심포지움에서 좌장을 맡음.
- 2004년 5월 13일‘인체기능 및 대사영상 신기술 연구센터’

주소 :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주최 Functional Imaging 심포지움에서 Clinical appli-

전화 : 02-760-2928, 팩스 : 02-763-0253

cation of brain imaging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함.

e-mail : ener2@hanmail.net
�정재석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주소 :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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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 induced by olanzapine. Psychiatry C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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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호 : Dimensional complexity of the EEG i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 Neuroimaging 2004 ; 131(1) : 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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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

이사장, 윤진상 부이사장, 박원명 총무이사가 참석하여

� 대한불안장애학회 (필자대표: 채정호) :

좌장 및 panel discussion 하였음

“재난과 정신건강”을 지식공작소 출판사에서 2004년
6월 21일에 간행하였음

� 이홍식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생명
의전화에서 주최한 제 1회 생명사랑 마라톤대회가 2004년

[기타]

5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성

� 4월 12일 국립나주병원에서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클리

황리에 개최되었음.

닉을 개설식을 하였으며, 대한정신약물학회에서 윤도준

이메일 한마디
3월 26일 대한정신약물학회
여러 회원들의 노력 덕에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003년도 대한의학회 정기보고서에 의한 학술 활동 평가 결
과 대한의학회 산하 전체 126개 학회 중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같이 공동 22위를 하여 신경정신과 연관
학회 중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학술지 연 6회 발간, 창립 20주년 국제학술대회 등
으로 더 좋은 평가가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2004-2006년 회기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3월 28일 김 임
박원명 총무이사님, 대단하군요. 최우수 평가도 의미가 있지만 본 정신과학회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군요. 계속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회원들의 노고에도 회원의
한사람으로써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안에서 평강 하시기를.

3월 29일 박원명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이하 여러 회원과 더불어 더욱 정진하여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 중 최고의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이사 박원명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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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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연수교육
일 시 : 2004년 8월 27일(금) - 28일(토)
장 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