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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대한정신약물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채원 교수님을 비롯한 원로회원님과 이홍식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과 회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 학회는 평생회원 수가 135명을 넘고, 최근 경주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치른 것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국제학술대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3
년도에 3회에 걸쳐 참가 연인원 700명이 넘는 신경정신약물학 연수과정을 시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임상신경정신약물학”교과서 편찬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
에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형 정신분열병과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지침서를
발간하여 이를 국내외에 알렸으며, 곧 강박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지침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매년 6회 발간되는
학술지는 2006년도에는 학술진흥재단 학술지로 등재될 예정이며, 이를 SCI급 학술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3년 말
에 영문학술지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인 리스페리돈과 올란자핀의 국내임상경험을 특
집으로 정리하여 학술지 supplement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학회에서는 2000년도 초에 리스페리돈 적정용
량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아리피프라졸 장단기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다기관 임상약물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임상평가도구들을 표준화하였으며, GCP 워크숍을 통해 국내 임상정신약물 연구 발전에 기여하였
습니다. 최근 들어 본 학회의 여러 회원들이 국제 제3상 다기관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
니다.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의 공로를 치하하고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능력을 항진시키기 위해 학술상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회원들을 위해서는 전국 투어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회원들의 동지애를 강화하고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평생회원을 중심으로
매년 동계 및 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학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대표적인 연구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현재 본 학회는 2010년 CINP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국내 정신과 연구학회와는 물론 일본,
홍콩,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의 연구학회들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30여 명의 본 학
회 회원이 CINP member 혹은 fellow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CINP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회원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본 학회의 영문학술지는 SCI급 학술지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체 회원들의 합의와 각고
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본 학회는 특성 상 임상약물연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임상연구 환
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약물학회와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임상연구를 위하여 임상평가도구들의
표준화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국제 제3상 임상약물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
며, 이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전학, 분자생물학, 뇌영상학, 신경인지학과 약물유전체학의 발전, 약물전달체계의 도입, bioinformatics의 활용,
줄기세포치료, 의용 및 나노 공학의 발전 등 신경과학을 비롯한 인접학문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이런 인접 첨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젊은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연구학회가 특히 이런 젊
은 과학자들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발표 공간을 열어주고 이들과 학문의 발전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6일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마치면서 2005년~2006년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그 동안 높은 덕목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본 학회를 크게 발전시키신 윤도준 전임 이사
장님의 공적을 치하합니다. 이번 회기는 그 동안의 성장을 되돌아보고, 잘못되고 미흡한 점은 없었는가를 검토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내실을 기하며, 각 분야에서의 장기사업을 숙고하고 구상하는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학회는
모든 회원으로부터 신뢰 받는 학회, 모든 회원에게 공유되는 학회, 모든 회원에게 항상 열려 있는 학회, 모든 회원이
함께 존중되는 학회, 그리고 언제나 깨어 있는 학회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김 영 훈

THE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NEWSLETTER

학회소식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정회원 350여 명, 평생회원 139여 명으로 명실상부한 정신의학 관련 학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대한정
신약물학회는 1985년 2월 28일 창립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2005년 3월 25, 26일
양일간에 걸쳐 신라 고도 경주 현대 호텔에서‘Shedding light on the last and next 20years’
란 표어 아래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500여 명의 회원 및 관계자들과 후원사 17개사
가 참석하였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외 석학과 국내의 신경정신약물학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가 좌장 및 연자
로 초빙한 가운데“정신약물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라는 주제로 연세의대 민성길교수가 첫날 Plenary
session을 발표한 것을 필두로 막이 올랐다. 심포지엄은 우울증, 양극성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의존, 정신분열병, 소아정신의학, 강박장애, 자살, 임상연구, 뇌영상학, 뉴유전학, 노인정신약물학, 주요정신질환
의 알고리듬 등 18 주제의 69 연제로, 교육 수업은 3개 주제의
7개 연제로, ISS(Industrial Sponsored Symposium)는 7개 회사
에서 18개의 연제로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특히 둘째 날 Plenary session은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
운데“신경정신약물학 미래의 중대한 이슈”라는 대주제로 현재
Collegium Internationale Neuro-Psychopharmacologicum
(CINP) 회장인 Ireland 대학의 Brian Leonard 교수와 연세의
대 이홍식 교수가 좌장을 보는 가운데 이홍식 교수, 서울의대
김용식 교수, 일본 히로시마 대학의 Shigeto Yamawaki 교수,
Brian Leonard 교수가“한국에서 주요 정신질환의 실제적인
치료 알고리듬의 필요성”
,“비정형 항정신병약물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트레스와 기분장애에서 신경영상학과 분자 생물
학적 연구”
,“항우울제의 미래”
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각각 이
루어 졌다.
이 밖에도 해외 연자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 논의 되었다.
Yuan-Hwa Chou교수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
Effect of atypical antipsychotics on dopaminergic system measured by neuroimaging techinques
Kiyoto Kasai 교수 (일본 Tokyo 대학) : 정신분열병의 뇌기능이상 추적 연구
Tetsuro Kikuchio 박사 (일본 오츠카) : 아리피프라졸의 행동 약물학
Prakash Masand 교수 (미국 Duke대학) : 기분장애와 불안장애에서 Paxil CR의 임상적 유용성
Phillippe Nuss 교수 (프랑스 Paris 대학) : 정신분열병 치료료 중심에 있는 Amisulpride
Tung-Ping Tom Su 교수 (대만 Yang-Ming 대학) : Advances in neuroreceptor imaging in
schizophrenia : Taiwan experience
Zu Xin Wang 교수 (중국 Peking 대학) : 중국 알고리듬 프로젝트
Peter J Weiden 교수 (미국 New-York 주립대학)
Bryan L. Roth 교수 (미국 Case Western Reserve 대학) : 이상적 치료를 위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의
기전 비교
Iqval Naveed 교수 (미국 Alber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 정신분열병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진보
학회장 밖에서는 홍보 영상물 및 사진전, 약품 전시전이 시선을 끌었고, 씨엠피메디카 코리아㈜와 협약으로
KIMS 정신약물학 특집 400부를 발간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다. 25일 20주년 기념 만찬장에서는 김채원 명
예회장이 평생공로상을 수상하여 자제분이며 본 학회 학술이사인 김찬형 이사가 대신 수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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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종 논문 및 포스터상이 다음과 같이 시상되었다.
화이자 최우수 논문상 : 김철응(인하의대)
화이자 최다논문 게재상 : 박원명(가톨릭의대)
화이자 최우수 전공의 논문상 : 신동훈(부산의대)
최우수 포스터상 : 천근아(관동의대)
우수 포스터상 : 김성완(전남의대), 신용욱(서울의대),
남윤영(연세의대), 윤보현(국립나주병원), 이봉주(인제의대)
우수 전공의 포스터상 : 김의태(서울의대), 김성재(고려의대), 홍순범(서울의대), 김성은(건양의대),
강지인(연세의대), 김성년(서울의대), 오 근(가톨릭의대), 송후림(가톨릭의대),
권석준(원광의대), 이강수(연세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이취임식 !

학회 발전에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기신 윤도준 이사장님의 공식적 임기
가 끝나시고 김영훈 신임 이사장님이 임기를 시작하는 이취임식 행사가
2005년 4월 15일(금) 오후 6시 30분 서울역 갤러리아 CONCOS 4층 전
문식당가“티원”
에서 상임 이사 및 평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축하합니다
김찬형(연세의대)
학술이사는 5월
14일 연세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
념식에서 2005
년도 우수업적교
수로 선정되어 상
장과 부상을 받았는데 부상으로 받은 상금은 전액
영동세브란스병원 별관 건축 기금으로 기부 하였음.
윤진상(전남의대) 부이사장은 전남대학교 병원이 보
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05년도 지역임상시험센터
로 선정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동 임상시험
센터의 소장에 취임하였음.

박원명(가톨릭의대) 총무이사가 2005년 3월 11일
2005-2007년 회기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학술이사
로 피선되었고, 2005년 4월부터 의학전문지인 메디
칼 트리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2005년 4월
1일 부로 가톨릭의대 정교수로 승진되었음.
윤도준 전임 이사장은 5월 27일 동화약품㈜ 이사회
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취임하였음.
정철호(계명의대) 평이사가 2005년 4월 7일 보건의
날 정신사회재활에 관해 대구광역시장 표창장을 수
상함.
배치운(가톨릭의대) 평이사가 IBC의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th Century에
등재됨.

투고안내 및 편집위원회 공지사항
1.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6권부터는 연 6회로 발간 횟
수가 늘어나 현재 3호까지 발간 완료되었으며 4호
가 출간 작업 중에 있습니다.
2. 16권 부록 1권(Olanzapine 특집), 2권(20주년 학술
대회 특집)이 발간되었습니다.
3. 2년 연속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어
2005년 5월 말에 최종 등재 확인을 위한 심사 평
가 자료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4. 우리 학회의 공식 영문학술지이자 정신과 분야 최초
의 영문학술지인 Clinical Psychopharmacology &
Neuroscience의 Volume 2가 2004년 12월 31일자
로 국제적으로 배포 완료되었습니다.

5. 국문 및 영문 투고 논문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문학술지는 연 6회 간행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게재
가 가능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투고논문 접수처 :
대한정신약물학회지 편집위원회, 편집인 채정호
(Editorial Office, Clinical Psychopharmacology &
Neuroscience)
150-7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 오피스텔 320호
전화 : 02-784-2742, 팩스 : 02-784-5542
e-mail : secretariat@kcnp.or.kr
편집위원장 : alberto@catholic.ac.kr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3

THE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NEWSLETTER

집행부소식(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스캔하여 PDF file로 변환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
안을 고려 중임.

2005-2006 1차 상임이사회

12. 홈페이지 영문화 작업 : 중요부분만 하기로 함.

일시 : 2005년 6월 17일(금) 오후 5시 10분 이후

13. 2005년도 후반기 전공의 및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타이판(중식당)

을 다음과 같이 계획 하였고 연관 학회(대한불안장애
학회)와 구성안을 조율하기로 함.

1. 2005년 6월 심포지엄 - 학술위원회 보고 참고

주제 : "불안장애의 이해와 집중적 약물치료 전략"

주제 : 정신분열병 환자의 새로운 치료목표 및 평가

일시 : 2005년 10월 8일

일시 : 2005년 6월 17일(금)

장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장소 :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14. Aripiprazole 임상 연구 진행 중임.

주최 : 대한정신약물학회 및 한국얀센

15. 학회 회원명부 발간은 본 학회에 문의하여 본 학회에서

주관 : 대한정신약물학회
2. 2차 상임이사회는 2005년 8월 12일 오후4시,
장소는 오대산호텔로 예정됨.
3. 2006년도 동계 심포지엄은 1월 7~8일 예정
4.“주요 우울증에 대한 Paroxetine CR의 효과 및 내약

주관토록 하나 본 학회가 사업계획이 없을 시 우리학회
주도로 만들기로 함.
16. 평생회원이 139명으로 늘어남.
17. Personal & Social Performance(PSP)의 표준화 작
업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계획함.

성”전국 다기관 연구(32개 기관) - 회사 사정으로 연

주관 : 대한정신약물학회

기 되었으며 2005년 8~9월경 실시 예정임.

후원 : 한국얀센

주관 : 대한정신약물학회

연구책임자 : 김영훈 이사장

후원 : GSK

실무위원 : 이정구(동서병원), 이경욱(가톨릭의대),

5. 2005년 하계 심포지엄 - 평생회비를 낸 회원을 위한

이준영(보라매병원), 석정호(한림의대)

Close모임(50명 정도)
일시 : 2005년 8월 12일(금)~14일(일)
장소 : 강원도 오대산관광호텔
주최 : 사노피-아벤티스
6.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학술위원회
1. 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일시 : 2005년도 3월 25~26일(금~토)

일시 : 2005년 9월 2일(금)

장소 : 경주 현대 호텔 컨벤션홀

장소 : 서울 조선호텔

후원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정신약물학회 학술상 및 젊은 연구자상(한국릴
리 후원) 시상이 있을 예정임.
7.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 편찬 건
200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출판기념회 개최할 예정임.
8. 임상연구방법론에 대한 연수교육 준비는 김창윤 부이

2. 2005 대한정신약물학회·대한정신분열병학회
합동연수교육
일시 : 2005년도 5월 6일(금)
장소 :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사장, 김찬형 학술이사, 권준수 임상연구윤리이사가 주
관하기로 함.
9. 2010년 CINP 유치를 하기로 함.

제1부

사회 : 이중서(대한정신분열병학회 교육이사)

- 정신분열병의 양성증상

전양환(가톨릭의대)

현 회장인 Dr. Leonard에게 KCNP 명의의 유치 신청

- 정신분열병의 음성 및 결핍증상

과 관련된 질의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며 질의 답신에

- 정신분열병 환자의 충동성, 공격성 및 자살

따라 공식 유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임. 이에 따라 실무
팀 선정하기로 함.
10. 평생회원을 fellow와 member로 나누는 방안은 기획

김영훈(인제의대)
김찬형(연세의대)

- 정신분열병의 공존증상

이중서(한림의대)

- 정신분열병 환자의 정신사회재활치료

에서 안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함.

황태연(용인정신병원)

11. 학회지 전산화 작업
현재 online 상에 올려져 있는 8권 이전의 논문들을

4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제2부

사회 : 민경준(대한정신약물학회 교육이사)

THE KOR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NEWSLETTER

- 급성기 치료 전략

김승현(고려의대)

후원 : 부광약품

- 유지치료 전략

김창윤(울산의대)

연구책임자 : 김승현 정보이사

- 치료 저항성 환자의 치료 전략

권준수(서울의대)

-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과 처치 I
강대엽(용인정신병원)
-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과 처치 II

4.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재개정 프로젝
트 실무위원회 제 1차 모임
일시 : 2005년 6월 24일
장소 : 팔래스호텔 일식당 다봉

박원명(가톨릭의대)
3. 2005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6월 심포지움
일시 : 2005년 6월 17일(금)

간행위원회
1. 학술지 Copy editor는 고용보다는 전공의, 전임의 등

장소 : 밀레니움 서울힐튼호텔

을 활용하고 수고비를 주는 방향으로 가기로 함.
2. 본 학회와 협조하여 학술지 발전에 대한 공청회를 하

주제 : 정신분열병 환자의 새로운 치료목표 및 평가
사회 : 김찬형(학술이사)
심포지엄 (I) : 새로운 치료 목표

4. 2005년 9월 경 대한정신약물학회 학회지 Zeldox

좌장 : 김영훈(인제의대)
- 관해(remission)와 회복(recovery) : 정의와 기준
정영철(전북의대)
- 삶의 질 개선

기로 함.
3. 국문 심사료 3만원, 영문 심사료는 5만원으로 하기로 함.

이경욱(가톨릭의대)

- 사회 직업기능 개선

Supplement 발간 예정(16권 3호 예정)
5. 채정호 간행이사가 2005년 3월 29일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의학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
크숍에 참석하였음.

석정호(한림의대)

기

심포지엄 (II) : 사회 직업 기능 평가
좌장 : 박원명(가톨릭의대)
- Personal & Social Performance(PSP)의 개발과
척도 소개

이정구(동서병원)

- SOFAS(Social & Occupational Functioning
Assessment Scale) 및 Global Assessment of
Functioning(GAF)

타

1.“주요 우울증에 대한 Paroxetine CR의 효과 및 내약
성(PRESTIGE)”전국 다기관 연구 Kick off
일시 : 2005년 2월 21일(월)
장소 : 서울 매리어트호텔
참여 기관 : 32개

이준영(보라매병원)
2.“Project Prestige : 주요 우울증에 대한 Paroxetine

얀센 심포지엄 : Remission in Schizophrenia
좌장 : 윤진상(전남의대)
- Remission in Schizophrenia : The Potential for
Change

김찬형(연세의대)

CR의 효과 및 내약성”Workshop
일시 : 2005년 3월 18일(금)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주관 : 대한정신약물학회
내용

임상연구 윤리위원회
1. 주요 정신질환의 한국형 약물치료 알고리듬 현지 조사
결과 논문 작업중이며 재개정 작업 시행 예정이며, 정

- Paxil CR

박원명(가톨릭의대, 전체 PI)

- 임상시험 개요 및 TSES 소개
- HAMD 강의

배치운(가톨릭의대)
이중서(한림의대)

- HAMD 비디오 시청 및 스케일 실기

신분열병과 양극성 장애 별도로 진행하기로 함.

이중서(한림의대)

2. 정신 분열병 한국형 약물치료 알고리듬 재개정 프로젝
트 실무위원회 모임이 아래와 같이 진행 되었음.

3. 김승현 정보이사가 2005년 3월 28일 대한의사협회 3

일시 : 2005년 6월 20일(월)

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의학 연구 및 진료, 교육에서의

장소 : 서울대병원 가든 뷰

인터넷 초고속망의 활용과 전망" 이란 주제의 심포지

3. 블로나세린(항정신병약) 3상 임상연구를 다음과 같이

엄에 참석하였음.

계획 함.
주관 : 대한정신약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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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약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후기
용인정신병원 정신과 전공의 4년차 김 용 규
대한정신약물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she-

yamawaki의 기분이나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서의

dding light on the last and next 20years' 라는

cognitive - emotional feature에 대한 강의나 Brian

표어 아래 2005년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E. Leonard의 항우울제의 미래에 관한 강의였다. 연

경주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거리도 멀고

자들의 진지한 태도와 깔끔하게 준비된 슬라이드가

숙박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심 반감도 있었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최근에 이루어지는 연구들

만, 다른 학회보다 의미 있고 유익한 학회가 될 거라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해주었

는 선생님들의 권유와 세심하고 특별하게 준비된 학

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이미 정리된

회 일정에 많은 기대가 되었다.

내용에 익숙해지다 보니 치료가 잘 안되면 난치성인

학회 전날 동료 전공의들과 함께 경주에 도착하였

환자의 탓으로 돌리던 타성에 젖은 생각을 반성하게

다. 저녁 만찬을 겸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상당히

하고 좀더 융통성 있고 역동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그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

삼 실감하게 되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돌아가

다. 전날 밤은 피로에 지쳐 일찍 잠이 든 덕에 학회

야 하는 마음이 바빠서 끝까지 참여하지는 못하였던

첫날 8시에 있었던 plenary session부터 들을 수 있

것이 지금껏 아쉬움이 남는다.

었다. 우리나라 정신약물학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이번 학회는 plenary session을 제외하고는 4개의

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왔던 약

강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약물을 사용하는 모든 질

들을 나무로 형상화 해놓아 정신약물의 변화를 실감

환과 모든 연령을 다루다 보니 강의 규모로도 수많은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았다. 전

또한 주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depression

반적인 강의 형식은 질환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서의

과 alcohol에 관한 강의를 선택했다. 난치성 우울증에

약물치료를 다루거나 한가지 문제에 대하여 뇌영상기

서의 치료 경향을 정리하고 새로운 치료의 가능성을

법, 약물유전학, 동물행동모형, 관련되는 약물치료에

제시했으며, 또한 우울증에 관련된 이론과 이를 기반

대한 최신지견을 다루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으로 하는 치료 방법도 모색되었다. 내가 우울증 강

저명한 외국 연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특히 인상적

의에 시선을 떼지 못했던 것은 창의적인 다양한 약물

이었다.

치료의 시도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지하는 이론들이

약물 치료는 내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다

나 연구 성과들 때문이었다. 앞으로 내가 치료 약물

루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지만 정신과를 선택

을 선택하는데 있어 rationale를 재구성하는데 많은

하면서 약물은 조금 아는 것으로 자만하고 약물 자체

도움이 되었다. 오후에 계속된 알코올과 관련된 강의

만을 의존하거나 등한시 하는 태도가 있지 않았나 생

에서는, 알코올 의존과 관련된 특이적인 변인, 병태생

각하게 되었다. 좀더 많은 최신 지견을 통한 지식을

리, 경과 및 치료반응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어 주

좀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되어

었다. 개인적으로는 생소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

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번 학회에서 제시한

이 들었는데 흥미를 갖고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표어처럼 나 자신의 약물학적 지식을 정리하고 미래

가 되었다.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뜻 깊은 자리가 되지

둘째 날은 좀더 이른 시간인 7시 30분부터 Plenary
session이 시작되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Shig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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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 공지사항
학회 홈페이지 주소가 http://www.kspp.or.kr 에서 http://www.kcnp.or.kr 로 변경되었고 새단장 되었
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은 아이디에는 성함을, 패스워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를 넣으면 가능합니다.

평생회비 납부 안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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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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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 현재 총 139명)
상임이사 (16명)
김영훈, 윤진상, 김창윤, 박원명, 권준수, 강대엽, 김승현,
김찬형, 민경준, 이상열, 정인원, 정한용, 조현상, 채정호,
하규섭, 한창환
고문, 회장, 감사 (4명) 이홍식, 김정기, 함 웅, 강병조

비상임이사 (40명)
구민성, 기백석, 김도훈,
김철권, 박민철, 박헌국,
신영철, 심주철, 안용민,
이종범, 이종훈, 이중서,
전양환, 전태연, 정문용,
조성남, 천근아, 최성구,

김 린, 김붕년, 김용구, 김재진,
반건호, 배치운, 서호석, 송동호,
오강섭, 윤도준, 윤보현, 이양현,
이창욱, 장안기, 장인진, 전덕인,
정상근, 정영인, 정영철, 정철호,
최종혁, 홍경수,

정회원 (79명)
강철중, 곽경필, 김광수, 김대진, 김문두, 김성완, 김세주,
김영돈, 김용식, 김 원, 김 임, 김재민, 김정란, 김정진,
김지웅, 김진훈, 김철응, 김태용, 김형섭, 김희철, 남윤영,
박성근, 박용범, 박종익, 박지도, 박지홍, 배승오, 배 안,
백기청, 서완석, 서정수, 서천석, 성형모, 송창진, 신동원,
신일선, 신철진, 안석균, 안은숙, 양수진, 양종철, 오동열,
왕성근, 우종민, 원승희, 유범희, 유한익, 윤 탁, 이경규,
이경욱, 이대환, 이만기, 이민수, 이승환, 이정구, 이정훈,
이종섭, 이필구, 임효덕, 장재승, 장혜련, 정범석, 정재석,
정준규, 정학재, 정주호, 조수현, 주은정, 지익성, 진용탁,
최은영, 최지욱, 최하석, 하태현, 한상우, 한창수, 함병주,
홍현주, 황 걸
(볼드체로 표시된 16분은 이전 회보 발간 (18권 4호) 이후에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CINP 가입안내
1. 다음의 서류 2부를 작성하시어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다음의 서류 중 추천서 (sponsors commenting)는 따로
부탁하실 필요가 없고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원 중 CINP
fellow로 있는 회원이 이력서 및 논문목록을 참조하여 작
성하여 일괄해서 CINP에 보내겠습니다.
3. 가입에 대한 안내는 CINP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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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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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이정희, 이홍식, 정문용, 정상근,
정인원, 조현상, 채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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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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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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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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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7. 2 / St. John's, Canada

학회 / Web site

International Summer Course in Neuropharmacology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7. 2~7. 8 / Catania, Italy

학회 / Web site

Psychopharmacology Update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7. 8~10 / Grand Traverse, MI,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Neuropsychiatry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9. 10~14 / Sydney, NSW, Australia

학회 / Web site

13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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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th Annual U.S. Psychiatric & Mental Health Congress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11. 7~11. 10 / Las Vegas, NV,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The European Federation of Neuropsychiatry Annual Congress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11. 16~18 / Munich, Germany

학회 / Web site

2nd International Congress on Brain and Behaviour

일시 / 장소 / deadline

2005. 11. 17~20 / Thessaloniki, Greece

학회 / Web site

44th Americ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ACNP)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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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 Web site

17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2. 18~2. 21 / La Jolla, CA,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14th AEP Congress - Association of European Psychiatrists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3. 4~3. 8 / Nice, France

학회 / Web site

32nd Annual AACP (American Academy of Clinical Psychiatrists) Conference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3. 31~4. 1 / San Francisco, CA,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59th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5. 20~25 / Toronto, ON, Canada

학회 /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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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6. 13~16 / Madrid, Spain

학회 / Web site

Collegium Internationale Neuro-Psychopharmacologium 25th Annual Meeting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7. 9~7.13 / Chicago, IL, USA

학회 / Web site

WPA International Congress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7. 12~7.16 / Istanbul, Turkey

학회 / Web site

2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7. 16~21 / Athens, Greece

학회 / Web site

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Neuropsychiatry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9. 10~14 / Sydney, NSW, Australia

학회 / Web site

19th Congress of the Europe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9. 16~19 / Paris, France

학회 / Web site

NEI Global Psychopharmacology Congress

일시 / 장소 / deadline
학회 / Web site
일시 / 장소 /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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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11.5 / Orlando, FL, United States
56th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 56e Assemblee annuelle de
l'Association des psychiatres du Canada
2006. 11. 9~12 / Toronto, O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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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근무지 및 주소 변경 ]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다음과 같음
정인원 무임소이사
주소 : 410-773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814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정신과
전화 : 031-961-7231, 팩스 : 031-961-7089
E-mail : ciw@duih.org
기백석 평이사
주소 : 156-755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4-1
중앙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전화 : 02-6299-1505(외래), 1508(의국), 1516(연구실),
팩스 : 02-825-8474
정철호 평이사는 2005년 5월 31일 부로 동산병원 부원장
직을 마치고 교실로 복귀하였음.
이대환 평생회원
주소 : 210-112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065-2
강릉 동인병원 소아정신과
E-mail : ener2@hanmail.net
남윤영 평생회원
주소 : 135-72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 병원
E-mail : paulnam@yumc.yonsei.ac.kr
김세주 평생회원
주소 :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전화 : 02-361-5474
E-mail : kimsejoo@yumc.yonsei.ac.kr
김 원 평생회원
주소 : 100-032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85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E-mail : phrenie@dreamwiz.com
정재석 평생회원
주소 : 463-8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0-78
해수정신과 의원
전화 : 031-719-1255
E-mail : jung8350@hanmail.net
이종섭 평생회원
주소 : 437-822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10
다사랑중앙병원-한방병원
E-mail : drlee3355@hanmail.net
서천석 평생회원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명륜 4가 113-1
스타시티 빌딩6층 서울신경정신과
전화 : 02-764-2700, 팩스 : 02-766-0030
E-mail : soliber@freechal.com
박지도 평생회원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침례병원
전화 : 051-580-1372, 팩스 : 051-583-7114
최상섭 회원
주소 : 390-130 충북 제천시 천남동 355-5 제천정신병원
전화 : 043-645-1081
E-mail : drchoi49@yahoo.co.kr
윤충한 회원
주소 : 403-820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212-10

윤충한 신경정신과 의원
E-mail : yoonstephen@yahoo.com
문지현 회원
주소 : 121-0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6
고려아카데미텔 II 207호 미소의원
E-mail : drpsyche@empal.com
홍의극 회원
주소 : 305-712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140-1
SK 기술원 Life Science Lab
E-mail : ykhugo@skcorp.com
이문수 회원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고대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이순규 회원
주소 : 501-130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74 서남대학교
녹십자병원 신경전신과
전화 : 062-224-0671(교), 062-222-5657(직)
김동구 회원은 대한의학회 학술진흥 및 기초의학이사에
취임하였음.
근무처 전화변경 : 02-2228-1733
김진학 회원
주소 : 143-711 서울시 광진구 중곡 3동 30-1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전화 : 02-2204-0292
- 다음 회원들이 연수 중이거나 예정임
이승환 평생회원은 2004년 9월 부터 2005년 9월까지 미
국 UCLA Neuropsychiatry Institute에서 정신분열병 및
주요 장신질환의 인지기능 및 신경생리에 대한 연구를 주
제로 연수중임.
이종훈(대구가톨릭의대) 평이사가 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의
유전학적 연구를 위해 캐나다 토론도 대학의 Western
Hospital (University Health Network) 에서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 까지 연수중임.
배치운(가톨릭의대) 평이사는 2005년 8월 22일부터 Duke
University의 Clinical Trials Program (1st year)과
Neuropsychiatric Imaging Laboratory (2nd year)에서
해외연수 예정.
- 김승현(고려의대) 정보이사는 2005년 1월 8일부터 1월 18일
까지 스리랑카의 남부지역에서 쯔나미 피해 난민을 돕기위
한 동아일보-고려대 의료팀 일원으로 참여하고 귀국하였음.
[ 회원 가입 ]
정회원 및 평생회원이 다음과 같이 새로 가입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정회원
유희정(경상대학교병원)
주소 : 660-702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
전화 : 055-750-8084, 팩스 : 055-759-0003
E-mail : hjyoomd@yahoo.com
윤수정(가톨릭의대 성바오로병원)
주소: 130-709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2동 620-56
전화 : 02-958-2153
E-mail : np-suj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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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국립서울병원)
주소 : 143-711 서울시 광진구 중곡 3동 30-1
전화 : 02-2204-0185
E-mail : elbethlee@nate.com
이원우(해남 혜민병원)
주소 : 536-824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240번지
전화 : 061-534-8868, 팩스 : 061-533-8456
E-mail : utmbi5@korea.com
정회원 및 평생회원 가입
강철중(부산대학교병원)
주소 : 602-739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
전화 : 051-240-7823, 팩스 : 051-248-3648
E-mail : tube@pusan.ac.kr
곽경필(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주소 : 780-350 경주시 석장동 1090-1
전화 : 054-770-8388, 8211
E-mail : drphil2dongguk.ac.kr
김정란(충남대학병원)
주소 : 301-040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전화 : 042-220-7287, 팩스 : 042-220-7886
E-mail : kimjl@cnu.ac.kr
배승오(광주시립정신병원)
주소 : 506-454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605-1
전화 : 062-949-5222, 팩스 : 062-949-5225
E-mail : psychibae@medimail.co.kr
서완석(영남대학교병원)
주소 : 705-717 대구시 남구 대명 5동 317-1
전화 : 053-620-3344, 팩스 : 053-629-0256
E-mail : sws3902@med.yu.ac.kr
성형모(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주소 : 730-040 경북 구미시 형곡동 855
전화 : 054-450-9700, 팩스 : 054-452-5098
E-mail : huyngmo@freechal.com
송창진(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주소 : 780-350 경주시 석장동 1090-1
전화 : 054-770-8212
E-mail : jidain@mail.dongguk.ac.kr
양수진(전남대학병원)
주소 : 501-757 광주시 동구 학동 8
전화 : 062-220-6146, 팩스 : 062-225-2351
E-mail : sj7512@hanmail.net
이정구(동서병원)
주소 : 630-856 경남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362-1
전화 : 055-230-1885
E-mail :
장재승(서울대병원)
주소 :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전화 : 02-2072-1987, 팩스 : 02-744-7241
E-mail : cjs0107@snu.ac.kr
정준규(마야병원)
주소 : 770-881 경북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236-5
전화 : 054-336-3311, 팩스 : 054-335-0210
E-mail : jungu190@empal.com
조수현(분당 서울대병원)
주소 : 463-7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
전화 : 031-787-7439

10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mail : biophilia@freechal.com
최은영(김원묵 기념봉생병원)
주소 : 601-723 부산시 동구 좌천 1동 68-11
전화 : 051-640-4660, 팩스 : 051-631-8054
E-mail : youngcafe@lycos.co.kr
황 걸(조선대학병원)
주소 : 501-717 광주시 동구 서석동 588
전화 : 062-220-3107, 팩스 : 062-225-3659
E-mail : cykiatry@hanmail.net
평생회원 가입
김철응(인하대학병원)
주소 : 400-711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전화 : 032-890-3543, 팩스 : 032-890-2817
E-mail : kce320@inha.ac.kr
왕성근(충남대학병원)
주소 : 301-040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전화 : 042-220-7281, 팩스 : 042-220-7886
E-mail : skwang@hanbat.chungnam.ac.kr
[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
윤진상, 김성완, 김재민, 신일선, 양수진
- Lee H, Kim S-W, Kim J-M, Shin I-S, Yang S-J, Yoon
J-S : Comparing effects of methylphenidate, sertraline
and placebo on neuropsychiatric sequelae in patient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Human Psychopharmacology
Clinical and Experimental 2005 : 20 : 97-104.
- Kim J-M, Stewart R, Glozier N, Prince M, Kim S-W,
Yang S-J, Shin I-S, Yoon J-S : Physical health,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as correlates of
disability in an older Kore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05 : 20 : 160-167.
이만기
- Lee MG, Hassani OK, Alonso A, Jones BE : Cholinergic
basal forebrain neurons burst with theta during waking
and paradoxical sleep. J Neurosci. 2005 Apr 27 ;
25(17) : 4365-9.
- Lee MG, Jones BE : Role of basalo-cortical system
in modulating cortical activity and sleep-wake states.
In, Luppi P ed, Sleep : Circuits and Functions. CRC
Press, pp25-42, 2005.
배치운
- Re-administration of mirtazapine could overcome
previous mirtazapine-associated restless legs syndrome? Psychiatry Clin Neurosci. 2004 ; 58 : 669-70.
- Fine mapping of a schizophrenia susceptibility locus
at chromosome 6q23 : increased evidence for linkage
and reduced linkage interval. Eur J Hum Genet. 2005 ;
13 : 763-71
- No evidence for interaction between 5-HT2A receptor
and serotonin transporter genes in schizophrenia.
Neurosci Res. 2005 ; 52 : 195-9.
- Cerebral glucose metabolism in corticobasal degeneration comparison with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using statistical mapping analysis. Neuro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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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t. 2005 ; 383 : 22-7
Long-term treatment of adjunctive quetiapine for bipolar
mania. Prog Neuropsychopharmacol Biol Psychiatry.
2005 [Epub ahead of print]
Voxel based comparison of glucose metabolism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the multiple system atrophy
using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Neurosci Res.
2005 ; 52 : 211-219.
Association study of catechol-O-methyltransferase
gene polymorphism in Korean male alcoholics.
Psychiatr Genet. 2005 ; 15 : 151-154.
Working memory processing of facial images in
schizophrenia : fMRI investigation. Int J Neurosci.
2005 ; 115 : 351-66.
Association of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polymorphism with Korean male alcoholics. J Psychiatr
Res. 2005 ; 39 : 371-376.
fMRI investigation on cue-induced smoking craving.
J Psychiatr Res. 2005 ; 39 : 333-5.

박원명, 신영철, 우종민, 윤보현, 전덕인, 정상근, 최성구,
백인호, 배치운
- Topiramate and divalproex in combination with risperidone for acute mania : a randomized open-label
study. Prog Neuropsychopharmacol Biol Psychiatry.
2005 ; 29 : 115-21.

김세주, 홍현주, 이홍식, 김찬형 (교신저자)
- Se Joo Kim, Young Shin Kim, Nak Kyung Choi, Hyun
Joo Hong, Hong Shick Lee, Chan-Hyung Kim(교신저
자). Serotonin transporter gene polymorphism and
personality traits in a Korean population. Neuropsychobiology 51 : 243-247, 2005.
김찬형, 김세주
- Woo-Kyung Kim,Hyun-Sook Kim, Won-Joo Kim,
Kyung Yul Lee, Hyojin Park, Chan-Hyung Kim, Se
Joo Kim, Young-Chul Choi. Serotonin transporter
gene polymorphism and migraine in the Korean
population. Headache 2005 ; 45 : 1-5
이승환
- A double blind study showing that two weeks of daily
repetitive TMS over the left or right temporoparietal
cortex reduces symptom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who are having treatment-refractory auditory
hallucinations. Neuroscience Letters. 2005 ; 376 : 177-181
- Lee, S.H., Chung, Y.J., Yang, J.C., Kim, Y.G., Suh, K.Y.,
2004. Abnormal Speech Perception in Schizophrenia
with Auditory Hallucinations. Acta Neuropsychi 2004 ;
16 ; 154-159.

이메일 한마디
3월 21일

이 홍 식 회장

윤도준 이사장님, 정신 약물학회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윤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
사분들의 협조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박원명 총무와 김찬형 학술
이사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직접 돕지 못하고 곁에서 지켜보는 저 역시 긴장
이 됩니다. 경주에서 뵙겠습니다.

3월 22일

윤 도 준 이사장

이 회장님, 안녕하시지요. 회장님의 격려 한 마디에 모두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3월 29일

윤 도 준 이사장

대한정신약물학회 임원 여러분, 20주년 준비위원 여러분!
그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지낸 세월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월 29일

박 원 명 총무이사

가시기는 어딜 가세요. 이사장 일만 그만 두시는 것 아닌가요. 백의종군 하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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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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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1.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심포지엄
일시 : 2005년 8월 12일(금)~8월 14일(일)

장소 : 강원도 오대산 호텔(예정)

2. 2005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 학술대회
일시 : 2005년 9월 2일(금)

장소 : 서울 조선 호텔(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