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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초대의 말씀
정신약물학과 생물정신의학 분야의 연구와 회원간
의 친목 및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1985년 2월 28일
창립된 대한정신약물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
하여 2005년 3월 25(금) - 26일(토) 양일에 걸쳐
신라 고도 경주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
었습니다.

이홍식 회장 (연세의대)

윤도준 이사장 (경희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는 2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회원 330여명, 평생회원 120여명

지난 우리 모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축

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정신의학 관련학회의 선두

하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

주자로 확실하게 그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점이라 생각합니다.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

2003년도 대한의학회 정기보고서에 의한 학술 활

술대회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외의 석학과 국내의

동 평가 결과 대한의학회 산하 전체 126개 학회 중

신경정신약물학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를 좌장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같이 공동 22위를 하여 정신

연자로 초빙하여 임상과 전임상을 망라한 신경정신

과 연관 학회 중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식

약물학 분야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를 전

학회지인 대한정신약물학회지는 Korean Medical

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집니다. 더불어 20살로

Citation Index (KoMCI) 2003 평가에서 Impact

성인이 된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을 자축하는 축제

factor 0.371로 정신의학 관련 학술지 중 최고의 점

의 시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수를 받았습니다. 학회지 뿐 아니라 다양한 전국적

부디 많은 회원이 참석하시어 학회 발전을 위한 조

인 대규모 임상연구, 체계적인 연수교육, 국내 최초

언과 격려의 시간과 학술적 교류와 만남의 장이 되

의 정신분열병과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에 대한 한

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여기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국형 알고리듬 지침서 발간, 회보 복간, 학회사무
실 개소 등 수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오
로지 회원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성원과 애정 그리
고 헌신적 참여 덕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학회 창립 20주년은 숨가쁘게 달려온

2005년 2월
대한정신약물학회 회 장 이홍식
이사장 윤도준
관계기사 (3,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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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원이 다음과 같이 각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박원명 (가톨릭의대)
총무이사는 2004년 10월 21일 서울 63빌딩에서 개회된 2004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총회에
서 GSK 학술상을 수상함. 지난 3년간 기분장애를 중심으로 해외논문 25편, 국내논문 70 여편의 논문을 게
재하고, 국제 3상 임상연구 등 다양한 임상정신약물 연구를 수행하는 등 국내의 기분장애 연구분야를 선도하
여 정신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GSK 학술상을 수상함.

권준수 (서울의대)
임상연구 윤리이사는 2004년 11월 19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회된 '대한뇌기능매핑학회' 학술대회에서 제
1회 '지멘스 뇌기능매핑 학술상'을 수상함. 이 상은 '대한뇌기능매핑학회'에서 의료기기회사인 '지멘스'와 '의사
신문'이 후원하여 올해부터 뇌기능매핑과 관련된 우수한 논문은 SCI학술지에 게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
여하는 상임. 신경과, 방사선, 핵 의학, 신경외과, 의공학과, 심리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
회에서, 정신과 연구자가 학술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정신과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높인 경사임.

전태연 (가톨릭의대)
평이사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폴얀센박사 정신분열병 연구학술상을 수상함.

안용민 (서울의대)
평이사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총회에서 GSK 젊은 의학자 상을 수상함.

김도훈 (한림의대)
평이사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총회에서 환인 학술상을 수상함.

배치운 (가톨릭의대)
평이사는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2005판에 연구업적을 인정 받아 등재되었고 2004 한국학술진흥
재단의 신진교수연구기금을 수혜 함

학회소식
�윤도준 이사장이 78년부터의 의사 생활과 경희의대 교수직
을 사임하고 가업을 잇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동화약품공
업(주) 부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한정신약물학
회 2004-2006년 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장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이에 2005년 1월 8일 제 4차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
하여 김영훈 현 무임소이사 (인제의대)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
로 하였으며, 공식적으로 2005년 1월 27일에 개최된 전체 이
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신임 김영훈 이사장의 정식
임기는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20주년 국제 학술대회 및 춘계
학술대회 (경주)가 끝나는 2005년 3월 26일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영문학회지 창간, 대한정신약물학회지의 학술진흥재단 후보학술지 등재, 학회사무실 개소, 회보 복간, 평생회
원 100명 돌파 등 수 많은 업적을 남긴 윤도준 이사장은 2005년 2월 21일부터 동화약품공업(주)으로 출근하고
3월 2일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윤도준 이사장의 새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00-130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번지 동화약품공업(주)
부회장 윤도준

Tel. (02) 778-4331/9
e-mail:behav@unitel.co.kr

Fax. (02) 776-7873
Web. http://www.dong-wha.co.kr

�대한정신약물학회지가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계속 평가 결과 80점이상을 획득하여 후보
학술지 1차년도 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따라서 2년동안 후보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또
한 2차년도인 금년 평가를 통과할시 내년에는 국내 정신의학 관련 학술지로는 최초로 학진 등재 정식학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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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공지사항 7쪽 참고)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일시 : 2005년 3월 25일(금)-26일(토)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연수평점 : 10점

투고안내 및 편집위원회 공지사항
1.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5권 4호는 12월 31일 발간되
었습니다.
2. 공지 드렸던 바와 같이 16권 (2005년도)부터는 현
재의 4회에서 6회로 발간 횟수가 늘어나서 보다
신속한 게재가 가능하여 지므로 진정한 학술교류의
장으로서 학회지가 거듭나게 됩니다.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께서는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어도 연간 30편 가까운 원고가 더 필요하게 되므
로 각 회원들의 보다 많은 투고를 부탁 드립니다.
3. 15권까지는 매년 3, 6, 9, 12월에 학회지가 발간되
어 왔으나, 16권부터는 증간에 따라 매년 1, 3, 5,
7, 9, 11월 등 홀수 달에 발간됩니다. 따라서 16권 1
호는 1월 30일 발간되었습니다.
4. 우리 학회의 공식 영문학술지이자 정신과 분야 최초
의 영문학술지인 Clinical Psychopharmacology &
Neuroscience의 Volume 1의 부록이 "국내
Risperidone 사용 10주년 특집"으로 발간되었습
니다. 아울러 Volume 2는 12월 31일 발간됩니다.

국내 정신약물학의 발전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
는 이 학회지에 회원들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특히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색인 등재가
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학회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원고를 많이 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국문 및 영문 투고 논문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고논문 접수처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위원회
150-7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 오피스텔 320호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인 채정호
(Editorial Office, Clinical Psychopharmacology &
Neuroscience)
전화 : 02-784-2742, 팩스 : 02-784-5542
e-mail : secretariat@kcnp.or.kr
편집위원장 : alberto@catholic.ac.kr

집행부소식(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2005년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확대 준비 모임
일 시 : 2004년 11월 22일 (월) 오후 6시 30분
장 소 : 양자강

2004-2006년회기 대한정신약물학회
제 3차 상임이사회
일시 : 2004년 12월 24일
장소 : 제주도 샤인빌리조트

1. 2005년 동계 심포지움
일시 : 2005년 1월 8일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2. 대한정신약물학회 학회지
Zyprexa 특집 Supplement 발간 기념식
일시 : 2005년 2월 25일(금)~27일(일)
장소 : 제주도 신라호텔
3.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일시 : 2005년 3월 25일(금)~26일(토)
장소 : 경주 현대호텔
4. 2005년 하계 심포지움(예정)
일시 : 2005년 8월 12일(금)~14일(일)
장소 : 오대산관광호텔
5. 2005년도 추계 학술대회 (예정)
일시 : 2005년 9월 2일(금)
장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6. Paxil CR 임상연구 : Kick Off Meeting
일시 : 2005년 2월 21일(월)
장소 : 서울 메리어트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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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정신질환의 한국형 약물치료 알고리듬 현지 조사
결과 논문 작업 중이며 재 개정 작업 시행 예정
9.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 편찬 : 2005년 춘계 또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출판기념회 개최할 예정임.
10. 임상연구방법론에 대한 연수교육 준비 : 김창윤 부 이
사장, 학술이사, 임상연구윤리이사 주관
11. 2010년 CINP 유치 신청을 하기로 함.
12. 평생회원을 Fellow와 member로 나누는 방안은 기
획에서 안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예정함
13. 학회지 전산화 작업 : 현재 online 상에 올려져 있는 8
권 이전의 논문들을 스캔 하여 PDF file로 변환 후, 홈
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 예정함.
14. 홈페이지 영문화 작업은 중요부분만 하기로 예정함
15. 올란자핀 학술지 부록 특집 2005년 1월 초에 발간 예정
16. 2005년도 전공의 및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 : "정신
분열병 및 불안장애의 이해와 집중적 약물치료 전략"
이라는 주제로 연관학회와 조율하여 개최하기로 예정.
17. 본 학회와 협조하여 학술지 발전에 대한 공청회를 하
기로 함
18. Aripiprazole 임상연구는 계속 진행중임
19. 학회 회원명부 발간 : 본 학회에 문의하여 본 학회에서
주관토록 하나 본 학회가 사업 계획이 없을 시 우리 학
회 주도로 만들기로 함

학술위원회
1. 2004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제주 심포지움
일시 : 2004년도 12월 24일 (금)
장소 : 제주 중문 샤인빌 리조트
Progress in Dopamine Research in
Schizophrenia: Basic Research into Clinical
Application
사회 : 김찬형 (학술이사)
심포지움 (I)
좌 장 : 정인원 (충북의대), 김승현 (고려의대)
- The role of dopamine in the etiology and
pathophysiology of schizophrenia
권준수 (서울의대)
- The role of dopamine in the phenomenology of
schizophrenia
강대엽 (용인정신병원)
- Amisulpride: a selective dopaminergic agent
and atypical antipsychotic
김영훈 (인제의대)
심포지움 (II)
Panel Discussion
Panelist : 김찬형 (연세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채정호
(가톨릭의대), 한창환 (한림의대), 정한용 (순천향의대)
2. 2005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동계심포지움
일시 : 2005년도 1월 8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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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주최 : 대한정신약물학회
후원 : 한국오츠카제약 (주)
[Symposium] Current Status of Psychopharmacotherapy : A Critical Review

- Antidepressants
- Mood Stabilizers
- Antipsychotics

좌장 : 정영인 (부산의대)
오강섭 (성균관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김찬형 (연세의대)

[Industry Sponsored Symposium]
" Optimal Use with Abilify "
- Investigating Guidelines Compared with
Other Atypicals - Managing acute & agitated patients with behavior
problems
권준수 (서울의대)
- Best switching strategies for minimizing
discontinuation
김창윤 (울산의대)
Reception
신년 인사 및 내년도 사업보고
사회 : 박원명 (총무이사)

임상연구 윤리위원회
정신분열병 약물치료 알고리듬 실무자 모임
일시 : 2004년 11월 23일
장소 : 양자강
1) Algorithm Feasibility test 연구 결과의 논문화에 관
한 토의
2) Algorithm Feasibility test 전체 논문을 외국 저널에
submit하기로 함
3) Algorithm 2판을 위한 작업은 실무위원을 보강한 뒤
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함.

기

타

대한정신약물학회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전공의를
위한 도서 5권을 추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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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Shedding Light on the Last and Next 20 Years”
일시 : 2005년 3월 25일 (금)-26일 (토)
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지하1층)
후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수평점 : 10점

[등록안내]
전문의 : 사전 등록 4만원, 당일 등록 6만원, 전공의 : 사전 등록 2만원, 당일 등록 4만원
평생회원 : 면제
사전등록 : 2005년 3월 10일(목)까지 우리은행 832-031243-01-103 예금주 : 채정호 재무이사 (송금 후
이메일 보내주시면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등록문의 : 대한정신약물학회 사무실 이우임 사무장 (전화 02-784-2742, 팩스 02-784-5542)
E-Mail : secretariat@kcnp.or.kr

[포스터 초록 접수 마감]
일시 : 2005년 3월 10일(목)
접수 방법 : E-Mail 접수
접수 및 기타 문의 :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이사 김찬형
E-Mail : spr88@yumc.yonsei.ac.kr, 전화 : 02-3497-3341
형식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대회 초록형식과 동일
포스터 규격 : 가로 90cm × 세로 130cm

[포스터상 안내]
1. 최우수 포스터상 : 포스터 제출자 중 1인에게 수상
2. 우수 포스터상 : 포스터 제출자 중 5인에게 수상
3. 우수 전공의 포스터상 : 전공의 포스터 제출자 10인에게 수상
� 우수 전공의 포스터상은 특별히 전공의들의 연구 의욕에 대한 고취 및 학회발표 기회를 늘리기 위한 목
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상장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 포스터의 수상자는 제 1저자에 한합니다.
� 시상식은 2005년 3월 26일 Closing Ceremony때 시행합니다.
전공의 3인이 1개의 그룹으로 사전 등록하는 경우 선착순으로 20 그룹에 한하여 경주 현대호텔 혹은 한
국콘도 1실을 학회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2박 3일). 사전 등록시 3인의 명단을 사무장에게 e-mail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객실배정은 학회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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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프로그램
Time

Program at a glance , Day 1 (March 25, Friday )

8:00-8:10

Opening Ceremony

8:10-8:50

Plenary Session : Psychopharmacology in Korea : Past, Present and Future

8:50-9:00

Coffee Break

AM : PARTⅠ

Symposium : 난치성 우 Breaking Scientific

Symposium : 행동신경정

9:00-10:30

울증의 약물치료

News

신약물학

10:30-10:40

Coffee Break

AM : PARTⅡ

Symposium :

Symposium :

ISS : 한국아스트라제네카

Symposium : 주요 우울증에

10:40-12:10

양극성 장애의 약물치료 수면장애의 약물치료

정신장애 환자들의 의미있

서 cytokine과 neuropeptide

의 딜레마

는 삶 : 증상조절을 넘어서

의 기능 이상 : 새로운 치료제
로서의 가능성

12:20-13:50

Lunch ISS : 한국오츠카 : 정신분열병 치료의 새로운 도전

13:50-14:50

POSTER PRESENTATION

PM : PARTⅠ

Symposium :

14:50-16:20

Symposium :

ISS : 환인제약-한국룬드벡

Educational Session :

임상 정신약물학 : 임상 뇌영상기법을 이용한 약

우울과 불안 사이에서 의

Basic Concepts of Pharm-

시험

사결정

acogenetics

물 효과의 관찰

16:20-16:30

Coffee Break

PM : PARTⅡ

Symposium : 외상후 스 Symposium : 알코올

ISS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Educational Session :

16:30-18:00

트레스 장애 : 스트레스, 의존의 이해와 치료

약물의 순응도와 Paxil CR

정신약물학의 신경화학적 기초

외상, 뇌-취약성과 내성

의 임상적 유용성

18:00-20:00

20th Anniversary Ceremony : Welcome Reception and Award Presentation

Time

Program at a glance, Day 2 ( March 26, Saturday)

7:30-9:00

Plenary Symposium : The Future of Psychopharmacology

9:00-9:10

Coffee Break

AM : PARTⅠ

Symposium :

9:10-10:40

Symposium :

ISS : 한국릴리

Symposium :

노인 정신약물학의 최근 정신질환의 약물치료 알

양극성 장애의 진보된 치료

자살 행동 및 약물치료에 대한

지견

전략 : 조증 치료와 재발

신경생물학적 관점

고리듬 및 치료 지침

방지
10:40-10:50

Coffee Break

PM : PARTⅡ

Symposium :

10:50-12:20

ISS : 사노피-아벤티스

Educational Session : 오래

정신분열병에서 뇌영상 핍/과잉행동장애의 약물

정신분열병 약물치료 : 인식

된 향정신약물의 새로운 시각

연구

의 전환

12:30-14:00

Symposium : 주의력 겹
치료 : 현재와 미래

Lunch ISS: 한국얀센 : 삶의 질과 양극성 장애
POSTER EXHIBITION

PM : PARTⅠ

Symposium :

14:10-15:40

강박장애 치료의 최근 정신과 의사의 도전과
이슈
미래 : 새로운 영역에서

Symposium :

의 정신과 의사의 역할
15:4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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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

Symposium :

신경조절 : 정신 질환에서

한계를 넘어서 : 정신약물학의

신경조절에 대한 새로운

광범위한 적용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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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d Speaker
Yuan-Hwa Chou (Tri-Service General Hospital, Taiwan)
Kiyoto Kasai (Tokyo Univ., Japan)
Nicholas Keks (Box Hill Hospital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Tetsuro Kikuchi (Otsuka, Japan)
Brian Leonard (CINP president, Ireland)
Prakash Masand (Duke university. USA)
Phillippe Nuss (Necker Enfants Malades Faculty, France)
Tung-Ping Tom Su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Yang-Ming University, Taiwan)
Zu Xin Wang (Peking Univ., China)
Shigeto Yamawaki (Hiroshima University, Japan)
Bryan L. Roth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USA)
Iqval Naveed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USA)

평생회비 납부 안내
2년 전부터 학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
시고 계시나 바쁘신 관계로 아직까지도 못 내신 회원 분들은 이
번 기회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회비는 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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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31일 현재 총 123명)
상임이사 (17명)
윤도준, 윤진상, 김창윤, 박원명, 권준수, 김승현, 정인원,
김영훈, 김찬형, 채정호, 하규섭, 한창환, 강대엽, 정한용,
조현상, 이상열, 민경준

고문, 회장, 감사 (4명) 이홍식, 함웅, 김정기, 강병조
평이사 (39명)
김용구, 김재진,
서호석, 송동호,
이양현, 이종범,
전덕인, 전양환,
정철호, 조성남,

구민성, 기백석, 김도훈, 김 린, 김붕년,
김철권, 박민철, 박헌국, 반건호, 배치운,
신영철, 심주철, 안용민, 오강섭, 윤보현,
이종훈, 이중서, 이창욱, 장안기, 장안진,
전태연, 정문용, 정상근, 정영인, 정영철,
천근아, 최성구, 최종혁, 홍경수

정회원 (63명) 김광수, 김대진, 김문두, 김성완, 김세주,
김영돈, 김용식, 김 원, 김 임, 김재민, 김지웅, 김정진,
김진훈, 김태용, 김형섭, 김희철, 남윤영, 박성근, 박용범,
박종익, 박지도, 박지홍, 배 안, 백기청, 서정수, 서천석,
신동원, 신일선, 신철진, 안석균, 안은숙, 양종철, 우종민,
원승희, 유범희, 유한익, 윤 탁, 오동열, 이경욱, 이대환,
이만기, 이민수, 이승환, 이정훈, 이종섭, 이필구, 임효덕,
장혜련, 정범석, 정재석, 정주호, 정학재, 조성남, 주은정,
지익성, 진용탁, 최지욱, 최하석, 하태현, 한상우, 한창수,
함병주, 홍현주
(볼드체는 이전 회보 발간 (1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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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길,
은홍배,
정영인,

권준수,
박민철,
이민수,
정영철,

기백석, 김도훈, 김용구, 김재진, 김찬형,
박원명, 안석균, 오강섭, 우종인, 윤도준,
이성환, 이정희, 이홍식, 정문용, 정상근,
정인원, 조현상, 채정호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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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일정
학회 / Web site

The 3rd Congress of Psychopharmacolog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2.16-17 / Isfahan, Iran

학회 / Web sit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gress in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3.9-14 / Sorrento, Italy

학회 / Web site

Anti-Aging World Conference 2005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3.11-14 / Monaco, Monaco

학회 / Web site

11th Annual Update on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3.12 / Baltimore, MD,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Current Trends in the Treat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Meeting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3.12-20 / Fort Lauderdale, FL,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XIX Central American Psychiatric Congress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3.15-18 / San Jose, Costa Rica

학회 / Web site

대한정신약물학회 20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3.25-26 / 경주 현대 호텔

학회 / Web site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 the NICE guideline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4.6 / London, England, United Kingdom

학회 / Web site

Schizophrenia : 20th Annual Conference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4.9 / New York, NY,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XII International Symposium about Current Issues and Controversies in Psychiatry : Comorbit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4.14-15 / Barcelona, Spain

학회 / Web site

CINP Regional Meeting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4.20-22 / Cape Town, South Africa / www.unistel.co.za/cinp2005 / 2004. 11. 30

학회 / Web site

19th Annual Mood Disorders Symposium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4.20 / Baltimore, MD,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9th Multidiscipl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iological Psychiatry Stress and Behaviour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5.16-19 / St Petersburg, Russia

학회 / Web site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5.19-21 / Atlanta, GA

학회 / Web sit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8th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5.21-26 / Atlanta, GA, USA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학회 /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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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on Applied Technologies in Medicine and Neuroscience
2005. 6.6-10 / Basel, Switzerland
6th International Bipolar Conference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6.16-18 / Pittsburgh, PA,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Thematic Conference "Quality and Outcome Outreach in Psychiatr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6.17-20 / Valencia,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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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 Web site

8th World Congress of Biological Psychiatr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6.28-7.3 / Vienna, Austria / www.wfsbp-vienna2005.com / 2004.11

학회 / Web site

The 28th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CCNP)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7.2 / St. John's, Canada

학회 / Web site

Psychopharmacology Update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7.8-10 / Grand Traverse, MI,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Neuropsychiatr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9.10-14 / Sydney, NSW, Australia

학회 / Web site

8th World Congress of Psychiatr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9.10-15 / Cairo, Egypt / www.wpa-cairo2005.com/xiii_pres.html / 2004. 10.31

학회 / Web sit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Institute of Psychiatric Services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10.5-9 / San Diego, CA,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18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10.22-26 / Amsterdam, Netherlands

학회 / Web site

55th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11.3-6 / Vancouver, BC, Canada

학회 / Web site

The European Federation of Neuropsychiatry Annual Congress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11.16-18 / Munich, Germany

학회 / Web site

2nd International Congress on Brain and Behaviour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11.17-20 / Thessaloniki, Greece

학회 / Web site

44th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5. 12.11-15 / Waikoloa, HI, USA

학회 / Web sit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9th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6. 5.20-25 / Toronto, ON, Canada

학회 / Web site

15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Psychotherapy of the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ses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6. 6.13-16 / Madrid, Spain

학회 / Web site

2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6. 7.16-21 / Athens, Greece

학회 / Web site

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Neuropsychiatr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6. 9.10-14 / Sydney, NSW, Australia

학회 / Web site

19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2006. 9.16-19 / Paris, France

학회 / Web site

56th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 56e Assemblee annuelle de
l'Association des psychiatres du Canada

일시 / 장소 / 포스터초록마감

1006. 11.9-12 / Toronto, O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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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근무지 변경 ]
�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평이사의 e-mail이
yshin523@hanmail.net 로 변경됨
� 김광수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평생회원의 e-mail이

�이정훈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주소 : 506-45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05-1
전화 : 062-949-5210
e-mail : psyljh@hanmail.net

kks@catholic.ac.kr 로 변경됨
� 김형섭 평생회원은 대전 한가족 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하
였음.

평생회원가입
�장혜련 (용인정신병원)

주소 : 305-355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30-1

주소 : 449-91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4

전화 : 82-42-862-0033, 팩스 : 82-42-862-0023,

전화 : 031-288-0217, 팩스 : 031-288-0184,

e-mail : e-mail: kihyse@dreamwiz.com

e-mail : percy96@hanmail.net

[축 하]

[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

�민성길 (연세의대) 고문이 서울 정신건강 2020 사업 지원

�전태연, 이경욱, 배치운, 채정호, 박원명 : No association

단 단장으로 위촉됨
�민경준 (중앙의대) 교육이사는 중앙대 용산 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취임하였음

of TAP2 polymorphisms in Korea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Psychiatr Genet. 2004 Sep ; 14(3) :
173-6

[ 회원 가입 ]

�배치운

정회원 및 평생회원이 다음과 같이 새로 가입하였습니다. 환영

- Aberration of cholesterol level in the first-onset bipolar

합니다.

I patients. J Affect Disord. 2004 15 ; 83(1) : 79-82.
- BanI polymorphism of the cytosolic phospholipase A2

정회원

gene and mood disorders in the Korean population.

�이헌정 (고려의대 안암병원)

Neuropsychobiology. 2004 ; 49(4) : 185-8

주소 : 136-705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 Quinone oxidoreductase (NQO1) gene polymorphism

전화 : 02-920-6721, 팩스 : 02-927-2836,

(609CT) may be associated with tardive dyskinesia,

e-mail : leehjeong@korea.ac.kr

but not with the development of schizophreniaInt. Int
J Neuropsychopharmacol. 2004 ; 7 : 495-500

정회원 및 평생회원 가입
�원승희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주소 : 705-718 대구시 남구 대명 4동 3056-6
전화 : 053-650-4780, 팩스 : 053-623-1694,
e-mail : wonsh864@cu.ac.kr
�박용범 (용인정신병원)

polymorphism and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Psychiatr Genet. 2004 ; 14(2) : 65-7
- Decreased plasma antioxidants in schizophrenia.
Neuropsychobiology. 2004 ; 50(1) : 54-6
- BanI polymorphism of the cytosolic phospholipase A2

주소 : 449-91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4

gene may confer susceptibility to the development of

전화 : 031-288-0211, 팩스 : 031-288-0184,

schizophrenia. Prog Neuropsychopharmacol Biol

e-mail : ybp117@hanmail.net

Psychiatry. 2004 ; 28(4) : 739-41

�안은숙 (용인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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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promoter-2518

-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 promoter-

주소 : 449-91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4

2518 polymorphism may confer a susceptibility to

전화 : 031-288-0213, 팩스 : 031-288-0184,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the Korean population.

e-mail : leeahn92@yahoo.com

Psychiatry Res. 2004 15 ; 127(3) : 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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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low dose quetiapine-induced galactorrhea in

�김문두, 조희중, 신태균 : 2004. Expression of osteopontin

combination with venlafaxine. Hum Psychopharmacol.

and its ligand, CD44, in the spinal cords of Lews rats

2004 ; 19(6) : 433-4

with 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

- Glutathione S-transferase M1 polymorphism may

Journal of Neuroimmunology 151 : 78-84

contribute to schizophrenia in the Korean population.
Psychiatr Genet. 2004 ; 14(3) : 147-50

�김문두, 민도식, 심기범, 조희중, 신태균 : Expression and
potential role of phospholipase D1 in cryoinjured cerebral

�천근아, 유영훈, 김재원, 조대연 : The homozygosity for

cortex. Histol Histopathol (2004) 19 : 1015-1019

10-repeat allele at dopamine transporter gene and
dopamine transporter density in Korean children

�박원명, 신영철, 우종민, 윤보현, 이중서, 전덕인, 정상근,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Rela-

최성구, 백인호, 배치운 : Topiramate and divalproex in

ting to treatment response to methylphenidate.

combination with risperidone for acute mania : a

European Neuropsychopharmacology. 2005 : 15 (1) :

randomized open-label study. prog Neuro-Psyc-

95-101

hopharmacol Biol Psychiatry 2005 ; 29(1) : 115-121

이메일 한마디
11월 8일 대한의학회

이선희

귀 학회에서 보내주신 회보 잘 받아보았습니다. KoMCI 2003에서 Impact Factor가 높게 나온걸 보시고 만세
삼창을 부르셨다는 선생님의 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희도 기뻤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하고, 다른
KoMCI 위원님들께도 스캔해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올해에도 좋은 IF값 기대하겠습니다.

11월 8일

박 원 명 민경준 교육이사의 전공의 추천 도서 요구에 대한 답장을 안보내는 무관심을 아쉬워하며...

일해보니까 아시겠지요. 제가 허구 한 날 그렇게 삽니다. 상임이사 여러분 민 교육 좀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총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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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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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련 전

화 : 031-288-0217 / 팩 스 : 031-288-0184

E-mail : percy96@hanmail.net
�회원동정 난에는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위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11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일

시 : 2005년 3월 25일 (금)~26일 (토)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연수평점 :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