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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모든 회원이 함께 존중되는 학회를 위하여……
본 학회는 정회원 수가 이미 350명을 넘었고, 평생회원만도 1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제 본 학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학회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다시 이사장으로 선택해주신 이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학회는 2010
년 CINP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6명의 회원이 CINP member 혹은 fellow로 가
입되어 있으며, 최근 12명의 회원이 새로 가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CINP의 성공적 유치
여부를 벗어나 이제 우리는 일본, 중국, 홍콩,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연구학회들
과 적극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6회 발간되는 본 학회 국문학술지는
이미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를 SCI급 학술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3년 말에 영문학술지
Clinical Psychopharmacology and Neuroscience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문학술지 편집위원들과는 별
도로 14분의 편집위원이 새로 구성되어 수고하고 계십니다. 영문학술지는 향후 2~3년 연 2회 발간 후에야 비로소
학진 등재후보지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본 학회는 특성 상 임상약물연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임상연구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임상약물학회와의 교류도 필요하고, 올바른 임상연구를 위하여 임상평가
도구들의 표준화 작업도 있어야 하며,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국제 제 3상 임상약물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를 위하여 향후 국내 정신과 임상연구를 주도해나갈 젊은 회원들을 위한 체계적인 임상연구 교육 워크숍이 있었으
면 합니다. 유전학, 분자생물학, 뇌영상학, 신경인지학, 약물유전체학, bioinformatics, 줄기세포치료, 약물전달체
계의 도입, 의용 및 나노공학의 발전 등 신경과학을 비롯한 인접학문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이런 인접 첨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하고 있는 젊은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연구학회는 특
히 이런 젊은 과학자들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발표 공간을 열어주고 이들과 학문의 발전을 공유하는 작업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우울증, 강박장애와 같은 주요정신질환에 대한 약물치료 알고리듬
이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정신분열병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연합으로 연구 개발 중에 있거나 이미 개발되어 지
면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회 연합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개
원의 회원들에게 실익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학회는 이미 크게 발전되었고, 이제는 상임이사 몇 분의 역
량에 의존하여 학회 운영이 결정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학회 내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간행위원회 뿐입니다. 우선 학술, 교육, 기획, 국제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늘어나는 학회 업무에 대
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본 학회 내에 젊은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정신약물학 연구모임의 결성을 돕고 여러 방면
에서 이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본 학회는 모든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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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의대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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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 연수교육
주제 : Experimental Drugs in Psychiatry
끊임없이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고, 임상의들은 이들을 직접 환자들에게 사용하게 됩니다. 한 약물이 전임
상연구를 거쳐 실제 임상에 나오기까지는 대략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임
상연구에 대한 학문적, 제도적 틀을 갖추어 왔고, 지역별로 임상연구센터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이미 국내
연구진에 의해 신약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임상연구자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약물의 제 3상 연구에 대
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수교육은 첫째 주된 정신신경계 약물들의 개발 역사를 소개하면서 향후 개발 방향
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고, 둘째 아직은 임상에 사용되지 않지만 현재 제 2, 3상 임상연구가 진행 중인
약물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회원간에 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연수교육의 대상은
정신약물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정신과 임상의들입니다만, 특히 향후 수년 내에 국내 정신과 임상연구를 주도
해나갈 젊은 정신의학자들을 본 연수교육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각 대학의 임
상연구강사와 전임강사, 조교수 회원, 전문의를 획득하시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신 정신과 전문병원 회원과 군
전문의 및 공보의, 향후 정신약물학을 전공하고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싶은 고년차 정신과 전공의 선생님, 그
밖에도 많은 젊은 회원님들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우리 대한정신약물학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젊은 회원들의
개발과 교육에 매진하고자 하오니, 본 학회를 여러분들의 젊은 열기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5월
대한정신약물학회 회 장 박 민 철
이사장 김 영 훈
일 시 : 2006년 7월 7일 (금) 오전 9:30 ~ 오후 5:00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 2 강의실
연수평점 : 5점
협 찬 : 아스트라제네카, 한국화이자, 한국와이어스, 한국오츠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룬드벡, 한국얀센

사전등록

전공의 (군전문의 포함) 2만원, 전문의 4만원, 평생회원 1만원

당일등록

전공의 3만원, 전문의 5만원, 평생회원 2만원

사전등록처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632-022612 예금주 : 민경준 재무이사

등록문의

대한정신약물학회 사무장 이우임 02) 784-2742, secretariat@kcnp.or.kr

(마감일 : 2006년 6월 30일)

(송금 후 이메일 보내주시면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09:30 - 09:50

등록
사회 : 강웅구 (교육이사)

09:50 - 10:00

개회사

박민철 (학회장)

인사말

김영훈 (이사장)

제 1 부 : 항정신병약물
10:00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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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개발 역사 및 약물개발이 추구해야 할 방향

김찬형 (연세의대)

10:20 - 10:40

현재 임상연구중인 실험적 약물

권준수 (서울의대)

10:40 - 10:50

질의 응답

10:50 - 11:05

Coffee Break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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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 기분조절제
11:05 - 11:25

약물개발 역사 및 약물개발이 추구해야 할 방향

11:25 - 11:45

현재 임상연구중인 실험적 약물

11:45 - 11:55

질의 응답

11:55 - 13:15

점심시간

조현상 (연세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제 3 부 :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
section 1 : 항우울제
13:15 - 13:35

약물개발 역사 및 약물개발이 추구해야 할 방향

김영훈 (인제의대)

13:35 - 13:55

현재 임상연구중인 실험적 약물

민경준 (중앙의대)

13:55 - 14:05

질의 응답

section 2 : 항불안제
14:05 - 14:25

약물개발 역사 및 약물개발이 추구해야 할 방향

14:25 - 14:45

현재 임상연구중인 실험적 약물

14:45 - 14:55

질의 응답

14:55 - 15:15

Coffee Break

이상열 (원광의대)
채정호 (가톨릭의대)

제 4 부 : 인지기능 개선제 및 물질의존 치료제
section 1 : 인지기능 개선제
15:15 - 15:35

약물개발 역사 및 약물개발이 추구해야 할 방향

김희철 (계명의대)

15:35 - 15:55

현재 임상연구중인 실험적 약물

유승호 (건국의대)

15:55 - 16:05

질의 응답

section 2 : 물질의존 치료제
16:05 - 16:25

약물개발 역사 및 약물개발이 추구해야 할 방향

16:25 - 16:45

현재 임상연구중인 실험적 약물

16:45 - 16:55

질의 응답

16:55 - 17:00

폐회

강웅구 (서울의대)
김대진 (가톨릭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임원 명단 (2006~2008년 회기)
∙명예회장 : 김채원

상임이사 (15명)

∙이 사 장 : 김영훈(인제의대)

총무이사 : 박원명(가톨릭의대) 학술이사 : 김찬형(연세의대)

∙부이사장 : 강대엽(용인정신병원), 권준수(서울의대)

교육이사 : 강웅구(서울의대) 간행이사 : 채정호(가톨릭의대)

∙회

장 : 박민철(원광의대)

기획이사 : 구민성(관동의대) 국제이사 : 조현상(연세의대)

∙감

사 : 한창환(한림의대), 백기청(단국의대)

정보이사 : 이승환(인제의대) 홍보이사 : 신영철(성균관의대)

∙고

문 : 강병조(경북의대), 민성길(연세의대),

임상연구 윤리이사 : 정상근(전북의대)

백인호(가톨릭의대), 이홍식(연세의대),

보험 법제이사 : 이상열(원광의대)

윤도준(동화약품)

재무이사 : 민경준(중앙의대)
무임소이사 : 윤진상(전남의대), 김창윤(울산의대),
정인원(동국의대), 김승현(고려의대)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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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이사 (38명)
김대진(가톨릭의대), 김도훈(한림의대), 김문두(제주의대),

이정구(마산동서병원), 이정훈(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김성곤(부산의대), 김세주(연세의대), 김용구(고려의대),

이중서(한림의대), 이창욱(가톨릭의대), 이헌정(고려의대),

김 원(인제의대), 김재민(전남의대), 김정란(충남의대),

장인진(서울의대약리학), 전덕인(한림의대), 정문용(서울보훈병원),

김희철(계명의대), 박종익(강원의대), 박헌국(경희의대 의용공학과),

정영철(전북의대), 정종현(가톨릭의대), 조성남(국립부곡병원),

반건호(경희의대), 배치운(가톨릭의대), 서호석(포천중문의대),

주연호(울산의대), 천근아(관동의대), 최종혁(국립의료원),

송동호(연세의대), 오강섭(성균관의대), 우종민(인제의대),

하규섭(서울의대), 함병주(한림의대), 홍경수(성균관의대)

원승희(대구가톨릭의대), 유범희(성균관의대), 윤보현(국립나주병원),

투고안내 및 편집위원회 공지사항
대한정신약물학회지 소식

대한정신약물학회 영문 공식 학술지 Clinical
Psychopharmacology & Neuroscience 소식

1.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대망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선정 : 대한정신약물학회지는 1990년 학회지 창간
이후 2002년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등
재 및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학술지로 정신과 분
야 중 최초 등재, 2003~2004년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KoMCI) Impact Factor 정신과 분야 최
고 점수 획득 등 최고의 학술지로서의 길을 걸어왔
습니다.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중 524종의 학술지의 평가 결과 2005년 12월자로
드디어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 공식 선정되었
습니다. 이는 정신과 분야 학술지로 최초로 공식 등
재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며, 가장 우수한 학술지라
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이는 좋은 논문을 투고하여 주시고, 신속, 정확
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많은 논문을 열람, 인용하여
주신 전 회원님들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05년 가는 해에
이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06년 새해에는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온 학술지로서 더욱 훌륭하고 최
고의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 Clinical Psychopharmacology & Neuroscience
(CPN)는 대한정신약물학회의 공식 영문학술지로서
임상 정신약물학과 신경과학(뇌영상 연구, 분자정신
의학 연구, 동물실험 연구 등) 분야의 연구논문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3권이 발행되어
국내외에 배포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간 1회 발간되
어 왔으나 별도의 광고와 같이 2006년도부터 정영
철 회원을 coeditor로 영입하고 연 2회 발행하여
국문 학술지가 정신과 분야에서 최초로 학술진흥재
단 등재의 업적을 거둔 바와 같이 영문 분야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거두어 최단 시간에 MEDLINE, SCI
등재 등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2. 2006년도 17권 1호 및 2호가 정시 발간되어 출간
되었으며 17권 3호는 5월 30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격월로 정시에 발간되고 있는 대한정신약물학회지
는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게
재할 수 있는 학문 교류의 장입니다. 비록 정신과
영역에서 최초의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수록의 영광
을 누리게 되었으나 많은 정신과 분야 학술지가 현
재 학진 등재 후보지로 성공적인 발간을 하고 있으
므로 다양한 원고를 모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
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투고를 지속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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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된 CPN은 세계 29개국에 배포되고 있어 국내
에서 이루어진 정신약물학과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3. 국제적인 학술지로 보다 발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연 2회 간행을 단행하여 회원 여러분의 연구 결과
를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
당하고자 합니다.
4.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많은 투고를 부탁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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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정호 : alberto@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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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소식(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2006~2008년 제1차 상임이사회
일시 : 2006년 3월 10일(금) 오전 7시 30분
장소 : 서울 리베라호텔 2층 연회장
결정사항 및 진행상황
1.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성료 (200명 참석)
일시 : 2005년 3월 10일(금)
장소 : 서울 리베라호텔
후원 : 한국화이자
협찬 : 한국릴리, 한국오츠카, 사노피-신데라보, 글락
소 스미스클라인, 한국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부
광약품, 한국룬드벡-환인제약, 한국와이어스
1) 제2회 대정약 학술지 화이자 논문상
◈ 화이자 최우수 논문상 - 정인원(동국의대)

새로운 항정신병 약물이 아포모르핀으로 유발된 생쥐
의 등반 행동에 미치는 효과
◈ 화이자 최다 논문게재상 - 박원명(가톨릭의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Mirta-zapine의 효과 : 24
주 개방 연장 연구”외 17편
◈ 화이자 최우수 전공의 논문상 - 남희정(성균관의대)

클로자핀 투여와 관련된 발열：빈도, 임상 양상 및 관
련 인자 조사

2) 우수포스터 수상자 -4인
우영섭(가톨릭의대 성모병원)
: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과 항콜
린성 약물의 병용
이희제(강원의대 약리학교실)
: Maternal social separation increases attention-deficit
and hyperactive neuro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rat
홍현주(한림의대)
: Cortical information transmission during tic suppression
in boys with Tourette’
s syndrome
윤보현(국립나주병원)
: Quetiapine 단독요법이 급성기 조증환자의 수면에
미치는 효과
3) 해외 연자 특강 및 강의(Sheehan, Newcomer)
4) Scientific Debate - 호응도 매우 높음.
2. 2006년 하계 심포지엄(예정)
평생회비를 낸 회원을 위한 Close모임(50명 정도)
일시 : 2006년 8월 11일(금)~13일(일)
장소 : 강원도 오대산관광호텔
후원 : 사노피-아벤티스
3. 2007년도 동계 심포지엄(예정)
일시 : 2007년 1월 6일(토)
장소 : 전북 지역(정읍, 익산, 전주 등) 예정
후원 : 한국화이자
4. Paxil CR 전국투어 심포지엄 완료
주최 : GSK
주관 : 대한정신약물학회
부산 : 2006년 2월 21일(화), 대전 : 2006년 2월 28일(화)
서울 : 2006년 3월 7일(화), 대구 : 2006년 3월 9일(목)
전주 : 2006년 3월 14일(화)
5. Quetiapine 발매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시 : 2006년 2월 4일(토)
장소 : 제주도 신라호텔
주관 : 아스트라제네카
후원 : 대한정신약물학회
6. 대한정신약물학회 학회지 Quetiapine Supplement 발간
2006년 17권 1호 부록 발간
일시 : 2006년 4월
주관 : 대한정신약물학회
후원 : 아스트라제네카
7.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06년 9월 1일(금)(예정)
장소 : 서울 센트럴시티(예정)
후원 : 아스트라제네카
8. 대한정신약물학회 학회지에 학회 프로젝트인 PSP 특집
게재 완료
2006년 17권 1호와 2호에 나누어 게재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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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정신질환의 한국형 약물치료 알고리듬 개정 프
로젝트-지침서 간행 완료
대정약, 대신정, 대우조 3개 학회 공동 주관
1) 한국형 정신분열병 약물치료 알고리듬 개정 프로젝트
2)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개정 프로젝트
2006년 4월 28일 본학회 춘계에서 지침서 배포
및 심포지엄 발표 완료
10. 한국형 주요 우울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개정작업
진행중
금년부터 대정약, 대신정, 대우조 3개 학회 공동 주관
실무위원장 : 민경준(중앙의대)
실무위원 : 박원명, 전덕인, 이상열, 홍진표, 김원, 석정
호, 서정석, 송해철, 전현태
실무위원 추가하기로 함.
2006년 4월 28일 본학회 춘계에서 진행사항 발표하
시로 함.
11. 한국형 강박장애 치료 알고리듬 프로젝트 1차 실무 모
임 진행
대정약 단독 주관
실무위원장 : 김찬형(연세의대)
실무위원 : 김세주, 김원, 구민성, 하태현, 양종철, (권준
수), 필요시 실무위원 추가하기로 함.
12.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 편찬 건
2006년 5월까지 완료하기로 함.
13. 2010년 CINP 유치 건
2006년 3월 14~17일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되는
CINP regional 심포지엄에 이홍식 고문과 김영훈 이
사장 참석하여 Leohard 회장을 만나기로 하고 조현상
국제이사와 김찬형 학술 이사가 내용을 가급적 이른
시일에 agency와 협의 후 개최 의향서를 내기로 함.
14. 학회지 전산화 작업
현재 online 상에 올려져 있는 8권 이전의 논문들을
스캔하여 PDF file로 변환 후, 홈페이지에 게재 : 중앙
문화사와 교섭 중. 이른 시일에 완료하기로 함.
15. 홈페이지 영문화 작업
이른 시일에 완료하기로 함.
16. 영문학술지 지속하기로 하고 위원장은 채정호 간행이
사와 정영철(전북의대) 교수가 맡기로 함.
- 3권 1호 발행 (2005년 12월호, 7편 게재)
- 4권 1호 진행 중 (현재까지 3편 진행 중)
- 2006년부터 표지, 체계 등 전반적 변화 후에 연 2회
8월, 12월 간행예정
- 편집위원도 새롭게 개편 예정
- 기왕의 학술상, 젊은 연구자상, 학회지상, 외국 연자
를 대상으로 원고 의무 수집
- 상임이사들의 투고 의무화
- 의무 투고자 이외의 논문에는 보상
- 학진 및 MEDLINE, SCI 등재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희생 필요
17. 대망의 학술진흥재단 공식 등재 (2005년부터)
- 정신과 분야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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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학술지 진행은 순조로움
18. 편집위원 일부 교체
신철진, 손정우 회원 대신 김용구, 정영철 회원을 신규
편집위원으로 선임
19. 학회지 발간 진행
- 17권 2호 출판사로 이관
(3월 30일 발행예정 : 특집 3편, 종설 1편, 원저 9편,
증례 3편 등 총 16편)
- 17권 3호 준비 중 (현재 12편 진행 중)
20. 3월 28일 의학편집인협의회 워크숍 (PubMed 등재 관
련) 예정 : 간행이사 참가 예정, 관심있는 분의 참여 요
망
21. 2006년 워크숍 : 국문 논문 작성법 및 투고 양식 등
에 대한 전반적 워크숍 예정
22. Aripiprazole 임상연구 진행중임
A-PLUS, SWAT 완료 단계
23. 평생회원(155명) 정회원(366명)
24. Personal & Social Performance(PSP)의 표준화 작
업 진행중

학술위원회

2006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06년 3
월 10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서울 리베라 호
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는 두 개의 심포지엄과 외국
인 연자의 특강, Scientific debate, 포스터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200여명의 회원과 정신과 의사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루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사회 : 김찬형 (학술이사)
09:50-10:00

개회사

이 홍 식 (학회장)

인사말

김 영 훈 (이사장)

Symposium Ⅰ
-Neurohormone and Mental DisordersPart I : Neurohormones : Basic research finding
좌장 : 정인원 (동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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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0:20 Neurohormones and behaviors
김율리 (인제의대)

Symposium II
-Schizophrenia and Metabolic Syndrome-

10:20 - 10:40 Optimal hormone concentrations : Too
much or too little can be damaging

좌장 : 김영훈 (인제의대)
16:00 - 16:20 Metabolic syndrome : General concepts

강웅구 (서울의대)
10:40 - 11:00 Changes in hormone levels and
responsiveness during aging

안철우 (연세의대 내과)
16:20 - 16:40 Metabolic syndrome in chronic schizophrenia : Prevalence and risk factor

김재민 (전남의대)

남윤영 (연세의대)
16:40 - 17:10 Atypical antipsychotics related metabolic

Part II : Neurohormonal dysregulation in major psy-

syndrome and its management

chiatric disorders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John W. Newcomer

좌장 : 정인과 (고려의대)

(Washington Univ., U.S.A.)

11:30 - 11:50 Mood and anxiety disorders
김대호 (한양의대)
11:50 - 12:10

간행위원회

Psychotic disorders and others
정종현 (가톨릭의대)

- 정신과 영역의 유일한 학술진흥재단 공식 등재지인 대

Poster Presentation

한정신약물학회지는 2006년도 17권 2호가 정시 발간되

13:10- 14:00

어 출간되었으며 17권 3호는 5월 30일 발간될 예정임.
격월로 정시에 발간되고 있는 대한정신약물학회지는 회

Special Lecture

좌장 : 박민철 (원광의대)

14:00 - 14:40 A critical appraisal of comparative

원들의 연구 결과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게재할 수 있
는 학문 교류의 장임.

depression and anxiety data
David V. Sheehan

- 2006년 4월 하순 17권 별책 부록으로 quetiapine 특집

(Univ. of South Florida, U.S.A.)

호가 발간되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
하여 전 회원에게 배포되었음.

Scientific Debate
-Sedating vs. Activating atypical antipsychotics in

- 대한정신약물학회 영문 공식 학술지 Clinical Psycho-

acute and maintenance treatment of schizophrenia :

pharmacology & Neuroscience는 금년부터 새롭게

Pros & Cons-

연 2회 간행 체계로 변경됨. 정영철 coeditor 영입 이후
좌장 : 박원명 (가톨릭의대)

15:00 - 15:10 Favoring sedating antipsychotics
권준수 (서울의대)

형식, 편집위원진, 심사위원진, 영문 수정 체계 등을 모
두 새롭게 변혁하여 MEDLINE, SCI 등재를 가장 단시
간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15:10 - 15:20 Favoring activating antipsychotics
김창윤 (울산의대)
15:20 - 15:45 Discussion

국문 및 영문 학술지 투고처 및 편집위원회 주소
150-7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 오피스텔 320호
전화 : 02)784-2742, 팩스 : 02)784-5542
E-mail : 사무실_ secretariat@kcnp.or.kr, 편집위원장_ 채정호 alberto@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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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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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일정
학회 / Web site

International Society for Affective Disorders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3. 3~6 / Lisbon, Protugal

학회 / Web site

14th AEP Congress - Association of European Psychiatrists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3.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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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Chicago, IL, USA

학회 / Web site

WPA International Congress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7.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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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1. 2~5 / Orlando, FL, United States

학회 /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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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deadline

2006. 11. 9~12 / Toronto, O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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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19-3340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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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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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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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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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근무지 및 주소 변경 ]
� 배승오 평생회원
2006년 3월 1일자로 광주시립정신병원에서 광주보
훈병원으로 근무지가 변경됨.
주소 : 506-7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87-1
� 전덕인
주소 :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과
전화 : 031-380-3750
e-mail : cogni@korea.com

[ 회원 가입 ]
- 정회원 및 평생회원이 다음과 같이 새로 가입하였습
니다. 환영합니다.
정회원
� 장상현 (국립감호정신병원)
주소 : 314-923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
전화 : 041-857-2601, 팩스 : 041-857-4483
e-mail : jsh1149@korea.com
� 노재성 (아주대학교병원)
주소 :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전화 : 031-219-5180, 팩스 : 031-219-5179
e-mail : jsnoh@ajou.ac.kr
� 최경숙 (을지대학교병원)
주소 : 302-120 대전시 서구 둔산2동 1306
전화 : 042-611-3443, 팩스 : 042-611-3445
e-mail : cksinj@yahoo.co.kr
� 정희연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주소 : 156-707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25
전화 : 02-840-2478, 팩스 : 02-831-2826
e-mail : hyjung@snu.ac.kr

� 손석한 (연세정신과의원)
주소 : 137-06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951-1 새한
빌딩2층
전화 : 02-523-2211, 팩스 : 02-3472-0265
e-mail : psysohn@chollian.net
� 박이진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주소 : 403-720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65
전화 : 032-510-5805, 팩스 : 032-510-5637
e-mail : zahir@olmh.cuk.ac.kr
� 김성곤 (부산대학교병원)
주소 : 602-739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
전화 : 051-240-7309, 팩스 : 051-248-3648
e-mail : sungkim@pusan.ac.kr
� 이선우 (충남대학교병원)
주소 : 301-721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전화 : 042-220-7279, 팩스 : 042-220-7886
e-mail : leesw@cnu.ac.kr
� 주연호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주소 : 138-736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전화 : 02-3010-3412, 팩스 : 02-485-8381
e-mail : jooyh@amc.seoul.kr
� 신윤식 (용인정신병원)
주소 : 446-76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전화 : 031-288-0274, 팩스 : 031-288-0274
e-mail : memory99@dreamwiz.com
평생회원
� 강웅구 (서울대학교병원)
주소 :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전화 : 02-2072-2296
e-mail : kangug@plaza.snu.ac.kr

[기타]
정회원 및 평생회원
� 노명선 (축령복음병원)
주소 : 472-853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 174
전화 : 031-592-6661, 팩스 : 031-592-6755
e-mail : rhoms88@yahoo.co.kr
� 서정석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주소 : 380-704 충북 충주시 교현 2동 620-5
전화 : 043-840-8990
e-mail : sjs1192@lycos.co.kr

� 김문두회원(제주의대)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
습니다.
- Suicide risk in relation to social class : a national
register-based study of adults suicide in Korea,
1999-2001. Int J Soc Psychiatry 2006 Mar;
52(2) : 138-51.
(공저자 : Hong SC, Lee SY, Kwak YS, Lee CI,
Hwang SW, Shin TK, Lee SM, Shin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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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 알고리듬’발간

“한국형 정신분열병 약물치료 지침서 2006”
과“한국형 양극성 장
애 약물치료 지침서 2006”
이 1년간의 작업 끝에 동시에 발간되어
지난 4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배포되었다.
2001년(정신분열병)과 2002년(양극성 장애)에 발간된 국내 최초
의 한국형 약물치료 알고리듬 지침서를 약 4년여 만에 개정한 것
이다. 이번 개정은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정신분열병학회, 대한
우울∙조울병학회 등 3개 관련학회가 공동으로 한국형 주요 정신
질환 약물치료 알고리듬 프로젝트(Korean Medication Algorithm
Project for Major Psychiatric Disorders, KMAP)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한국형 정신분열병 약물치료 알고리듬 실무위원회(위원장 : 권준수, 서울의대)와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실무위원회(위원장 : 박원명, 가톨릭의대)가 주관하여 진행된 이번
개정작업은 초판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적용가능성 연구(feasibility study)의 결과와 새로운 약물 연
구결과 들이 반영되었다. 금번 개정판은 KMAP의 기본 원칙인 환자의 증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라
는 근본 목표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임상의의 자율적인 판단을
구속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치료환경이 바뀌어도 일관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외국의 임상 지침서나 알고리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서는 특히 세계적으로도 드문
적용가능성 연구의 검증을 거쳐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신분열병과 양극성
장애의 진료 및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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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류정정)
지난 2006년 4월 26일 발행된‘한국형 정신분열병 약물치료 지침서 2006’중 26쪽에 실린 리스페리돈
허가용량(mg/일) 2~3mg은 2~8mg의 誤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한국형 정신분열병 약물치료 알고리듬 실무위원회-

평생회비 납부 안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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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이사 전원 (38명)
김대진, 김도훈, 김문두, 김성곤,
김재민, 김정란, 김희철, 박종익,
서호석, 송동호, 오강섭, 우종민,
이정구, 이정훈, 이중서, 이창욱,
정문용, 정영철, 정종현, 조성남,
하규섭, 함병주, 홍경수

김세주,
박헌국,
원승희,
이헌정,
주연호,

김용구,
반건호,
유범희,
장인진,
천근아,

김 원,
배치운,
윤보현,
전덕인,
최종혁,

1. 춘추계학술대회 대회비 면제
2. 동계, 하계 심포지엄 등 인원이 제한된 행사에 최소의 부
담 또는 본인부담 없이 우선 초대
3. 학회지, 회보 등 학회자료 제공
4. 유료 연수교육 50% 할인
5. 연회비 면제
▷ 보내실 곳은 예금주 민경준(재무이사)
우리은행 1002-532-022572 입니다.

2006~2008년 회기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06년 4월 18일 현재 총 164명)
상임이사 (19명)
김영훈, 박민철, 강대엽, 권준수, 박원명, 김찬형, 강웅구,
구민성, 조현상, 채정호, 이승환, 신영철, 정상근, 이상열,
민경준, 윤진상, 김창윤, 정인원, 김승현

정회원 (102명)
강철중, 고영훈, 곽경필, 기백석, 김경환, 김광수, 김도관,
김 린, 김붕년, 김성완, 김영돈, 김영철, 김용식, 김유석,
김 임, 김재진, 김정기, 김정진, 김지웅, 김진훈, 김철권,
김철응, 김태용, 김형섭, 남윤영, 노명선, 박성근, 박용범,
박이진, 박지도, 박지홍, 배승오, 배 안, 서완석, 서정석,
서정수, 서천석, 석정호, 성형모, 손석한, 송창진, 신동원,
신윤식, 신일선, 신철진, 심주철, 안석균, 안용민, 안은숙,
양수진, 양종철, 오동열, 오병훈, 왕성근, 우성일, 우영섭,
유한익, 윤 탁, 이경규, 이경욱, 이광헌, 이대환, 이만기,
이문수, 이민수, 이선우, 이승현, 이양현, 이종범, 이종섭,
이종훈, 이준석, 이필구, 임효덕, 장민정, 장안기, 장재승,
장혜련, 전양환, 전태연, 정범석, 정영인, 정재석, 정주호,
정준규, 정철호, 정학재, 정한용, 조수현, 주은정, 지익성,
진용탁, 최성구, 최은영, 최지욱, 최하석, 하태현, 한상우,
한창수, 함 웅, 홍현주, 황걸

고문, 회장, 감사 (5명)
강병조, 이홍식, 윤도준, 한창환, 백기청

(푸른색은 신임 평생회원임)

알 림
본 회보에 게재될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소식과 회원 동정이 있으시면 홍보이사에게 아래의 주소로 우편, FAX,
또는 e-mai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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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종로구 평동 108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신영철(홍보이사) 전 화 : 02-2001-2214 / 팩 스 : 02-2001-2211
E-mail : yshin523@hanmail.net
�회원동정 난에는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위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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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1. 2006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 심포지엄
일시 : 2006년 8월 11일(금)~8월 13일(일)

장소 : 강원도 오대산관광호텔

2. 2006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06년 9월 1일(금)(예정)

장소 : 서울 센트럴시티(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