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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꿈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학회가 자랑스럽다
우리 학회가 자랑스럽다. 많은 회원들이 똘똘 뭉쳐 이루고자 했던 꿈을 서서히 실현하고 있
다. 오늘이 있기까지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그래서 오늘이 있도록 해주신 전임 임원
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은 더욱 선도하는 학회로서의 위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임원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 학회는 자랑할 것이 참 많다. 많은 부분에서 다른 학회보다 앞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회원의 구성이 좋다. 학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회원 수가 적어서 어떻게 해서든 한 명
이라도 회원을 배가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분과학회에서 가장 많은 400
여 명의 회원과 모든 지역, 모든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균형 잡힌 학회가 되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회
원, 이사들이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다.‘모든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학회, 모든 회원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유되
는 학회, 함께 존중되는 학회, 언제나 깨어있는 학회’
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학회의 학술활동은 자랑스럽다. 많은 회원들이 마음을 나누고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춘추계 학술대회, 연수교
육, 하계, 동계 심포지엄이 좋고, 그 내용도 이제는 세계학회와 다를 바 없는 자랑스러운 수준이 되었다. 참석하고 있노
라면 새로운 정보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마음이 흐뭇하다. 임상의를 위한 약물치료 알고리듬을 제작하여 표준 지
침을 제공하였고 이를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임상정신약물학 교과서 제작하고 있다. 회원들의 연구 결과인 대한정신
약물학회지는 학술진흥재단에 이미 등재되어 회원들이 가장 먼저 투고하고 싶은 학회지가 되었고, 영문학술지를 통한
SCI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KoMCI 2006(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에서 Impact Factor 0.411
로 KoMCI 등재지(한국판 SCI) 124종 가운데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오늘의 영광에 만족하
지 않고 의학계에서 가장 좋은 학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젊은 회원, 연구자들을 배려하고 있는 우리 학회가 좋다.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이 있고, 훌륭한 연구를 위해 적지만
연구비와 경험을 제공하고, 학술대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학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
가 중진 회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젊은 회원들이 훌륭한 연구와 임상 경험을 가지고 국제학회에 나아가 당당
하게 발표하면서 우리 학회와 국제학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회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지금의 중진 회원들보다 나은
후배들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회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학회 발전을 위한 방향 및 전략’
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국제화 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수준에서 이미 국제화되어 있다. 훌륭한 연구를 유명 잡지에 투고하고 있고, 국제학술대회도 개
최한 바 있다. CINP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는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아시아
신경정신약물학회를 주도하는 학회가 되려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신약물학회이니 만큼 임상
약물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이 임상약물연구센터를 이끌고 있고, 국제 임상 3상 연구를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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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발전했다는 의미일 것이나,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나아가 우리도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여 산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특히 연구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별 임상약물연구센터와 더불어, 연구윤리지침을 만들고 있다.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고 있고 우리들은 재원의 투명성과 함께 대상 환자에게 연구 약물에 대한 설명과 자발적 동의, 엄격한 환자 선
택기준 등 국제 규격에 맞는 윤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강조될 것 같
다. 환자-의사 관계에서 설명은 환자의 판단을 위해 극히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많은 부분 생략되어 왔다. 이제 약의 효
과와 부작용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치료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적 환자 관계를 이룩해야 하겠다. 나아가 우리 학회도 의사의 윤리헌장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우리 회원들이 자랑스럽지만, 우리 환자들이 정말 좋아하는‘우리 의사 선생님’
이 되면 좋겠다.
지금껏 우리는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며 살아왔다. 이제 회원들이 다른 삶에서의 여유와 즐거움도 찾기를 바란다. 누군
가를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시간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 바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또한 자신의 인생을 뜻 깊게 할 것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장
박 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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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소식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 소식)
총무위원회
2006-2008년 회기 대한정신약물학회
6차 상임이사회 보고 사항
일시 : 2007년 6월 8일(금) 오전 7시 30분
장소 : 서울대병원 13층 회의실

총무 보고 및 논의 사항
1. 제1회 젊은 연구자를 위한 임상시험 연구 워크샵
Workshop on Clinical Trials for Young
Psychiatric Investigator
일시 : 2007년 6월 30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강의실
(의과대학 건물 내)
후원 :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2.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일시 : 2007년 9월 7일(금)
장소 :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지하 1층 그랜드볼룸
토론 사항 : 연수교육과 병행, 양 방 개최
전체 후원 : 한국오가논
3. 2008년도 동계 심포지움 장소 및 일시
후원 : 한국화이자
일시 : 2007년 1월 5일(토)
주제 : 학회 발전 등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회 양식
장소 : 실무적인 미팅이면 유성이 무난
지역을 돌면 전남지역(익산,전주,광주 등) 예정
4. 학술지상은 3년간 후원한 화이자 만료
- 향후 학회 자체 경비로 하기로 함

이사장 보고 사항
1. ACNP 추진 상황

부이사장 보고 사항
APLUS 등

학술이사 보고
1. 강박신경증 알고리듬 프로젝트
2. 추계 학술대회 안

교육이사 보고

5. 약물학회지 투고과정의 전산화
- KISTI와 회의
- 간행과 정보이사가 조율하기로 함
6. 한국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지침서

기획이사 보고
1. Young Researcher Development Program 진행 건
2. 임상신경정신약물학 교과서 사항

임상연구 및 윤리이사 보고
정보이사 보고
1. 학회지 전산화 작업
2. 홈페이지 영문화 작업
3. 1997년도 이전 정신약물학회지의 홈피 등재 건
4. 홈피 Drug Info 활성화
5. 정보위원회 구성

홍보이사 보고
1. 회보 현황 # 2007년 뉴스레터
- 4회 발간 예정 (3, 6, 9, 12월)

보험·법제이사 보고
1. 복지부 법안 및 심평원 신약질의 건 등

국제이사 보고
1. 국제위원회 구성
2. ACNP 건 등
3. 내년 CINP 심포지움

재무이사 보고
1. 평생회원, 정회원
2. 한국형 주요 우울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 논문 작업 중

무임소 이사 보고
1. 블로나세린 임상연구
2. SWAT

1. 금년 연수교육 안

간행이사 보고
1. 영문 학술지 진행 건
2. 국문 논문 투고 사항 및 특집 상황
3. 학술지상
4. 의학편집인협의회 워크샵(PubMed 등재 관련)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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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위원회
2007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심포지움
일시 : 2007년 8월 17일(금) - 8월 19일(일)
장소 : 강원도 호텔오대산
주최 : 대한정신약물학회, 사노피-아벤티스
8월 17일(금)
16:00 - 18:00

대한정신약물학회 상임이사회
(closed meeting)

8월 18일(토)
1부 대한정신약물학회의 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 I
- 학술지 발전 전략
좌장 : 김영훈(이사장, 인제의대)
국문학술지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채정호(간행이사, 가톨릭의대)
영문잡지 현황 및 발전전략
정영철(영문지 공동편집위원장, 전북의대)
2부 대한정신약물학회 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 II
- 교육 부분
좌장 : 권준수(부이사장, 서울의대)
전공의를 위한 정신약물학 교육
강웅구(교육이사, 서울의대)
전문의를 위한 정신약물학 교육
구민성(기획이사, 관동의대)
3부 특강
좌장 : 김창윤(울산의대)
IRB와 생명윤리법
김유석(복지부 생명윤리안전팀 사무관)
8월 19일 (일)
ISS : Improving Wellbeing For Our Patients
좌장 : 윤진상(전남의대)
Amisulpride, a broad spectrum antipsychotic with good
efficacy
김성완(전남의대)
지정토론
박원명(가톨릭의대)
Why is the sleep maintenance important?
이승환(인제의대)
지정토론
김찬형(연세의대)

교육위원회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 심포지움이 2007년 6월 8일 서울
대학교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주
요 정신질환의 정신병리 평가를 주제로 개최된 연수교육
에는 회원은 물론이고 많은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열기를 더했다. 실제 임상 진료와 연구에 도움이 되
는 주제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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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하계 연수교육
주제 : 주요 정신질환의 정신병리 평가
10:00 - 11:50 PANSS(Positive And Negative
Symptoms Scale)
이중서(한림의대)
13:00 - 14:20 YMRS(Young Mania Rating Scale)
정희연(서울의대)
14:35 - 15:55 MADRS(Montgomery-Asberg
Depression Rating Scale)
안용민(서울의대)
16:10 - 17:00 ESRS(Extrapyramidal Symptoms
Rating Scale)
김영훈(인제의대)

기획위원회
제1회 젊은 연구자를 위한 임상시험 연구 워크샵
Workshop on Clinical Trials for Young
Psychiatric Investigator
일시 : 2007년 6월 30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43호 의학과 1학년 강의실
주최 : 대한정신약물학회
주관 : 젊은 연구자 모임 (Korean Young Psychiatric
Investigator Meeting, K-YPIM)
PART I : Ethics on Clinical Trials
Ethical Issues and Regulation of Human Subjects Research
최성구(Janssen-Cilag Asia-Pacific Regional Director)
GCP(Good Clinical Practice) Overview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재원(한국화이자 의학부)
Regulatory Guideline of Psychiatric Clinical Trials
박인숙(식약청 의약품평가부)
PART II :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linical
trials
Development of Protocol and CRF
최성구(Janssen-Cilag Asia-Pacific Regional Director)
Overview of Phase I clinical trial and Clinical Pharmacology
Study
박지영(고려의대 임상약리학교실)
Overview of Phase II clinical trial
임형석(울산의대 임상약리학교실)
Global standards for clinical trials
유경상(서울의대 임상약리학교실)
젊은 연구자 모임 소개 및 발전방안
젊은 연구자 모임 실행위원
임상시험연구 워크샵 수료증 수여
김영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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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위원회
- 2007년 5월 발간된 KoMCI 2006(한국의학학술지 인용
정보)에 의하면 <대한정신약물학회지>는 Impact Factor
0.411로 KoMCI 등재지(한국판 SCI) 124 종 가운데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하였다. 4편의 SCI 등재지, 13편의
MEDLINE 등재지가 포함된 124종의 KoMCI 등재지 중
에서 본 학회지보다 앞선 것은 SCI 등재지인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Medline 등재지인 대한간호
학회지 및 Korean Circulation Journal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지 등 4종에 불과하였다.
학회지의 정확한 편집과 교정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위원,

학회지 발전위원 및 간행 사무장,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상임이사진, 좋은 원고를 투고해주시고 열독해주신 회원
여러분 모두의 덕분으로 생각된다.
- 대한정신약물학회의 국문 및 영문 학술지는 다양한 논의
끝에 학회지 출간의 전산화를 결정하고 2007년 동안
작업하여 2008년부터는 완전 전산화 출간을 목표로 준
비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와 관련된 많은 조언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의 학회지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문 및 영문 학술지 투고처 및 편집위원회 주소
150-73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 오피스텔 1003호
전화 : 02-784-2742, 팩스 : 02-784-5542
E-mail : 사무실. secretariat@kcnp.or.kr 편집위원장 채정호. alberto@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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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젊은 연구자를 위한 임상시험 연구 워크샵 후기
“대한정신약물학회 주최 제1회 젊은 연구자를 위한 임상시험 연구 워크샵”
이 지난 2007년도 6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샵은 올 3월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한 대한정신약물학회“젊은 연구자 네트워크”
의 실행위원
주관하에 기획되었으며, 첫 워크샵으로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행해지는 임상시험 연구에서
의 GCP(Good Clinical Practice) 관련 주제를 다루었다.
오전에는 1부 순서로서 Ethics on Clinical Trials라는 대주제 하에 최성구 상무(Janssen-Cilag
Asia- Pacific Regional Director)의 Ethical Issues and Regulation of Human Subjects Research
의 강의가 있었고, 그 이후 이재원 부장(한국화이자 의학부장)의 GCP Overview & IRB, 박인숙 사
무관(식약청 의약품평가부)의 Regulatory Guideline of Psychiatric Clinical Trials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고 많은 질의 토의가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2부 주제인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linical trials하에 최성구 상무의 Development
of Protocol and CRF 강의, 박지영 교수(고려의대 임상약리학교실) Overview of Phase I clinical
trial and Clinical Pharmacology Study, 임형석 교수(울산의대 임상약리학교실)의 Overview of
Phase II clinical trial, 유경상 교수(서울의대 임상약리학교실)의 Global standards for clinical
trials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많은 임상 연구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참여할 예정인 젊
은 연구자들 중심으로 많은 질문과 토의가 진지하고 활발하게 행해졌다. 마지막 워크샵 사회를 담당
했던 구민성 기획이사의“젊은 연구자 네트워크(Korean Young Psychiatric Investigator Network,
K-YPIN)”
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워크샵 내내 끝까지 참석한 정신과 젊은 연구자 80여 명에게 김영훈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이
직접“GCP certificate”
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 젊은 연구자 네트워크의 활발한 활동과 좋은 연구자
가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정리 : 관동의대 명지병원 천근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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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일

시 : 2007년 9월 7일(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장

소 :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지하 1층 그랜드볼룸 (서울역 앞)

연수평점 : 6점
사전등록

당일등록

전문의

40,000원

50,000원

군전문의, 공보의, 전공의

20,000원

30,000원

평생회원

면제

10,000원

비고
중식제공

사전등록 : 2007년 8월 29일까지
우리은행 1002-632-022612 예금주 : 민경준 재무이사
등록 문의 : 대한정신약물학회 사무실 02-784-2742, secretariat@kcnp.or.kr
송금 후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추계 학술대회 세부학술 일정
Symposium 1
S1-1
S1-2
S1-3
S1-4
Symposium 2

Current Problems in Treating Schizophrenia with Atypical Antipsychotics
좌장：김창윤(울산의대), 권준수(서울의대)
Current problems in Treating Schizophrenia : Overview
안석균(연세의대)
Managing metabolic side effects
김정진(가톨릭의대)
How to reduce suicide in schizophrenia?
남윤영(국립서울병원)
Optimal long-term strategy : How to improve function in patients?
심주철(인제의대)

S2-3
S2-4

Treatment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the POST SSRI ERA
좌장：기백석(중앙의대), 강대엽(용인정신병원)
Future challenges in the treatment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유범희(성균관의대)
Special disorders-seasonal affective disorder and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이 은(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
The Impact of SSRI : Pros and Cons
김재민(전남의대)
The post SSRI ERA in Drug Therapy
이상열(원광의대)

Symposium 3
S3-1
S3-2
S3-3
S3-4

Wnt Signaling in Psychiatric Disorders
Wnt signaling in human illnesses
Wnt signaling pathway in bipolar disorder
Wnt signaling genes in schizophrenia
Neuroprotective effects of olanzapine

Symposium 4
S4-1
S4-2
S4-3
S4-4

Understanding Bipolar Depression
좌장 : 윤진상(전남의대), 박원명(가톨릭의대)
Basic concepts and diagnosis of bipolar depression
전덕인(한림의대)
Biology of bipolar depression
안용민(서울의대)
Novel treatment of bipolar depression
신영철(성균관의대)
Future directions for practice and research
조현상(연세의대)

S2-1
S2-2

좌장 : 김영훈(인제의대), 정인원(동국의대)
조익훈(서울시립대)
이정구(마산동서병원)
강웅구(서울의대)
박성우(인제대 백인제연구소)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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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5 Defining New Boundaries of OCD for Treatment and Research
좌장 : 백기청(단국의대), 김찬형(연세의대)
S5-1
Is OCD still an anxiety disorder?
양종철(전북의대)
S5-2
Is OCD a unitary disorder?
김세주(연세의대)
S5-3
OCD and Schizophrenia
구민성(관동의대)
S5-4
OCD and cognitive function
하태현(서울의대)
Educational Session 1
ES1-1
ES1-2
ES1-3

Non-Pharmacological Somatic Therapy in Psychiatric Disorders
좌장 : 이 철(가톨릭의대)
Theory and practice of rTMS
채정호(가톨릭의대)
Deep brain stimulation/VNS
석정호(한림의대)
Neurofeedback
노명선(서울의대)

Educational Session 2
ES2-1
ES2-2
ES2-3

Current Issues in Clinical Child Psychopharmacology
좌장 :
Psychopharmacological characteristics in child and adolescence
psychopharmacotherapy
Use of antidepressants in child and adolescence population
Psychopharmacotherapy in ADHD

송동호(연세의대)
반건호(경희의대)
양수진(전남의대)
황준원(서울의대)

Special Lectures
좌장 : 박민철(원광의대)
SL-1
Sigma-1 receptor activationa and antidepressant-induced
neuroregeneration
Marcel D. Waldinger(Utrecht Univ. Netherlands)
SL-2
The past and future of psychopharmacological treatment of
schizophrenia
Teruhiko Higuchi(Japan)
Lunch Symposium Sponsored by Janssen-Organon Korea
Comprehensive Approach to Mirtazapine from Clinical Studies and Clinical Experience
좌장 : 이홍식(연세의대)
LS-1
Review of RCT’
s of antidepressants : focused on core symptoms of
depression
서호석(포천중문의대)
LS-2
Korean clinical data review on mirtazapine
박원명(가톨릭의대)

2008년 CINP Regional Symposium 모집안내
정신약물학회에서는 학회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인 학회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 가칭 Asian College of Neuropsychopharmacology의 창립을 목표로 주변 국가들이 개최하는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2008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름푸르에서 CINP Regional Meeting (홈페이지 : www.cinpasia.com)이 개최
됩니다. 저희 학회원이 주축이 되는 1개의 심포지움을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회에서는 8월 25일까지 회원들의
심포지움 안을 모집합니다. 보내주신 안은 학회에서 심사 후 1개의 심포지움을 선정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정신약물학회 국제이사 조현상

심포지움 모집 관련 사항
1. 보내주실 내용
- organizer 성명 및 소속
- 연자 명단 및 소속(3-4명으로 하되 이 가운데 최소 1명은
외국인으로 하고, 좌장은 연자들 가운데 선정)
- 심포지움 주제 및 각 연제명과 간단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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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 : 연자당 미화 1,000불
3. 마감일 : 2007년 8월 25일
4. 보낼 곳 : 대한정신약물학회 사무실(이메일 가능)
5. 문의할 곳 : 국제이사 조현상 (019-265-0225,
chs0225@yum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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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학회사무실 이전]
대한정신약물학회 사무실이 이전하였습니다. 같은 건물내
에 있는 사무실이지만 그동안 사용하던 곳에 비해 넓고 쾌
적하며 전망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월 7일 저녁에는 김영훈 이사장님, 박민철
회장님, 민성길 고문님, 윤도준 전이사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들이 모여 집들이를 가졌습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3호
Tel : +82-2-784-2742 Fax : +82-2-784-5542
(전화, 팩스는 기존번호 그대로 사용합니다)

조현상 국제이사(연세의대)는 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
강병원 진료부장으로 발령받았다.
민성길 고문(연세의대)은 독일 튀빙겐의대에서 3개월 연
수를 끝내고 귀국하였다.
이상열 보험법제이사(원광의대)는 군산의료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정문용 평이사(서울보훈병원)는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이사
장에 취임하였다.
백기청 감사(단국의대)는 단국의대병원 부원장 발령을 받
았다.
홍승철 평생회원(가톨릭의대)은 성빈센트병원 정신과 과
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원승희 평이사(대구가톨릭의대)는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1년간 미국 피츠버그대학병원 정신
과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출국하였다.
양종철 평생회원은 전남의대에서 전북의대로 근무지를 변
경하였다.
우영섭 평생회원은 임상조교수 발령을 받았으며 가톨릭의
대 성모병원에서 대전성모병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였다.

[ 회원 가입 ]
- 정회원 및 평생회원이 다음과 같이 새로 가입하였습니
다. 환영합니다.
정회원
윤세창(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주소 : 135-710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전화 : 02-3410-3588, 3589
팩스 : 02-3410-0050
e-mail : scyoon@smc.samsung.co.kr

회원동정
[ 근무지 및 직위 변경 ]
박지도 평생회원
주소 :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739-1번지 중앙메디
칼빌딩 3층 아이누리&박 정신과의원
전화 : 051-851-8875
정영철 평생회원은 2007년 3월 1일부로 연세의대 정신과
학교실 조교수로 발령받고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에서 근무
를 시작하였다.

김희진(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학술부)
주소 : 140-70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
국제센터빌딩 9층
전화 : 02-709-4237, 팩스 : 02-792-9878
e-mail : hee-jin.h.kim@gsk.com
박동화(연세유&김 신경정신과)
주소 : 135-846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5-2
세명빌딩
전화 : 02-501-0675, 팩스 : 02-501-8086
e-mail : andersen96@hanmail.net

대한정신약물학회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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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향(미소진정신과)
주소 : 420-0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8 에이플러스빌딩 2층
전화 : 032-328-7534, 팩스 : 032-328-7535
e-mail : beauscent@hanmail.net
강은호(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주소 : 135-710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전화 : 02-3410-1482, 팩스 : 02-3410-0050
e-mail : psychotx@naver.com
이동건(밝은마음신경정신과)
주소 : 612-826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087-55
전화 : 051-746-7272, 팩스 : 051-746-4321
e-mail : ltg3565@hanmail.net
정회원 및 평생회원
김태석(가톨릭의대 성가병원)
주소 : 420-71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
전화 : 032-340-7067, 팩스 : 032-340-2670
e-mail : bluenote@catholic.ac.kr
이 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주소 : 411-71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2
전화 : 031-900-0480, 팩스 : 031-900-0481
e-mail : leeeun@korea.com
정영철(연세의대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주소 : 464-100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6-6
전화 : 031-765-9407, 팩스 : 031-761-7582
e-mail : eugenejung@yumc.yonsei.ac.kr
박영민(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주소 : 411-706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40
전화 : 031-910-7263, 팩스 : 031-910-7268
e-mail : halo@ilsanpaik.ac.kr
차경렬(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주소 : 135-72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전화 : 02-2019-4057, 팩스 : 02-3462-4304
e-mail : cha@yumc.yonsei.ac.kr
이영식(중앙대학교병원)
주소 : 156-755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4-1번지
전화 : 02-6299-1518, 팩스 : 02-825-8474
e-mail : hawkeyelys@hanmail.net
최삼욱(울산대학교병원)
주소 : 682-714 울산시 동구 전하 1동 290-3
전화 : 052-250-8818, 팩스 : 052-232-3309
e-mail : peaceinu@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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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호(창원파티마병원)
주소 : 641-560 경남 창원시 명서동 504-4
전화 : 055-270-1281, 팩스 : 055-265-7766
e-mail : feeljin@medigate.net
이승재(경북대학교병원)
주소 : 700-721 대구시 중구 삼덕 2가 50
전화 : 053-420-6227, 팩스 : 053-426-5361
e-mail : sjl7670@hotmail.com
평생회원
(정회원 가입 시 주소가 이미 공지되어 생략합니다.)
신용욱(서울대학교병원)
e-mail : shaman@neuroimage.snu.ac.kr
육기환(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e-mail : chachacha97@hanmail.net
손인기(계요병원)
e-mail : fiveway@hanmir.com
조근호(글로리병원)
e-mail : knozodr@hanmail.net

[ 학술지 논문게재 ]
김문두 평생회원(제주의대)이 하기 논문을 발표하였다.
-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For Residents In The
Urban Part Of Jeju Island,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2007 53: 123-134.
Blockade of HERG human K+ channel and IKr of
guinea pig cardiomyocytes by prochlorperazine.
Eur J Pharmacol. 2006 Aug 21;544(1-3):82-90.
Epub 2006 Jul 24.
김성완 평생회원, 윤진상 무임소이사(전남의대) 등이
하기 논문을 발표하였다.
- Correlates of caregiver burden for Korean elders
according to cognitive and functional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06; 21:853-861.
Survey of medication adherenc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Korean ADHES data.
Human Psychopharmacol 2006; 21: 533-537.
Diagnostic validity of the assessment scales
for depress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Psychiatry Research 2006; 144: 57-63.
Mirtazapine for severe gastroparesis unresponsive
to conventional prokinetic treatment.
Psychosomatics. 2006; 47: 4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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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섭 평생회원(가톨릭의대)과 박원명 총무이사는
Lamotrigine added to valproate successfully treated
a case of ultra-rapid cycling bipolar disorder를
Psychiatry Clin Neurosci. 2007 Feb;61(1):130-131
에 게재하였다.
박원명 총무이사, 배치운 평이사(가톨릭의대)는
Effectiveness and tolerability of paroxetine controlled
release (CR) in the treatmen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 an open-label, prospective, multi-center
trial in Korea 를 Hum Psychopharmacol. Clin Exp
2007 May 9; 22(6) 351-359 에 게재히였다.

박원명 총무이사가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Industry
Consultants 회사인 SACOOR Medical Group으로부터
“Key Opinion Leaders in the field of Bipolar Disorder”
로 선정되었다. 또한 의료전문신문인 청년의사로부터“CME
Board”
로 위촉되었고 한국경제신문 인터넷 사이트 헬스
한경의 컬럼니스트로 위촉되었다.

[ 간행 ]
민성길 고문이 임상정신약리학 교과서 제 3 개정판을 출
간하였다.

이소영 회원(순천향의대)이 아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OROS methylphenidate
in Korea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Progress in Neuro-Psychopharmacology
& Biological Psychiatry 31 (2007) 210-216

[ CINP 회원 ]

[ 기타 ]
김용구 평이사가 2007년 1월 20일 롯데호텔에서 거행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고의의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The relationship between prolactin
response and clinical efficacy of risperidone in acute
in acute psychotic inpatients 등 1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였다.

강대엽, 구민성, 권준수, 기백석, 김도훈, 김영훈, 김용구,
김재민, 김재진, 김찬형, 민성길, 박민철, 박원명, 박종익,
배치운, 송동호, 신영철, 신일선, 안석균, 오강섭, 우종인,
윤도준, 윤진상, 은홍배, 이민수, 이상열, 이승환, 이정희,
이홍식, 정문용, 정상근, 정영인, 정영철, 정인원, 정종현,
조현상, 천근아, 채정호, 함병주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효과적
치료를 위한 No.1 선택 렉사프로
□ Superior efficac y 1,2
□ Fast onse t 3
□ Excellent tolerabilit y 3,4
□ Unique MoA: Serotonin dual-actio n 5

주요우울장애/공황장애/범불안장애/사회공포증

Ref.
1. Baldwin et al. Br J Psychiatry 2006;189:264-272
2. Lader et al. Depression and Anxiety 2004;19:241-248
3. Montgomery et al. Neuropsychobiology 2004;50:57-64
4. Bielski et al. Annals Clinical Psychiatry 2005;17:65-69
5. Storuustovu et al. British Journal of Pharmacology 2004;142:17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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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회비 납부 안내
5년 전부터 학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소속감을 고취하

비상임이사 전원 (38명)

기 위하여 평생회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김대진, 김도훈, 김문두, 김성곤, 김세주, 김용구, 김 원,

해주시고 계시나 바쁘신 관계로 아직까지도 못 내신 회원 분들

김재민, 김정란, 김희철, 박종익, 박헌국, 반건호, 배치운,

은 이번 기회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회비는

서호석, 송동호, 오강섭, 우종민, 원승희, 유범희, 윤보현,

50만원입니다.

이정구, 이정훈, 이중서, 이창욱, 이헌정, 장인진, 전덕인,

평생회비를 내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문용, 정영철, 정종현, 조성남, 주연호, 천근아, 최종혁,
하규섭, 함병주, 홍경수

1. 춘추계학술대회 대회비 면제
2. 동계, 하계 심포지엄 등 인원이 제한된 행사에 최소의
부담 또는 본인부담 없이 우선 초대

정회원 (128명)
강철중, 고영훈, 곽경필, 기백석, 김경환, 김광수, 김도관,

3. 학회지, 회보 등 학회자료 제공

김 린, 김붕년, 김상헌, 김성완, 김시경, 김영돈, 김영철,

4. 유료 연수교육 50% 할인

김용식, 김유석, 김 임, 김재진, 김정기, 김정진, 김종훈,

5. 연회비 면제

김지웅, 김진용, 김진훈, 김철권, 김철응, 김태석, 김태용,

▷ 보내실 곳 : 우리은행 1002-532-022572
예금주 민경준(재무이사)

김형섭, 남윤영, 노명선, 민성호, 박성근, 박성혁, 박영민,
박용범, 박이진, 박지도, 박지홍, 배승오, 배 안, 서완석,
서정석, 서정수, 서천석, 서호준, 석정호, 성형모, 손석한,

2006~2008년 회기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07년 8월 현재 총 190명)

손인기, 송창진, 신동원, 신용욱, 신윤식, 신일선, 신철진,
심주철, 안석균, 안용민, 안은숙, 양수진, 양종철, 오동열,
오병훈, 왕성근, 우성일, 우영섭, 유승호, 유한익, 육기환,
윤 탁, 이경규, 이경욱, 이광헌, 이대환, 이만기, 이문수,

상임이사 (18명)

이민수, 이상혁, 이선우, 이승재, 이승현, 이양현, 이영식,

김영훈, 강대엽, 권준수, 박원명, 김찬형, 강웅구, 구민성,

이 은, 이종범, 이종섭, 이종훈, 이준석, 이필구, 이해원,

조현상, 채정호, 이승환, 신영철, 정상근, 이상열, 민경준,

임세원, 임효덕, 장민정, 장안기, 장재승, 장혜련, 전양환,

윤진상, 김창윤, 정인원, 김승현

전태연, 정범석, 정영인, 정영철, 정재석, 정주호, 정준규,
정철호, 정학재, 정한용, 조근호, 조수현, 주은정, 지익성,

고문, 회장, 감사 (6명)

진영호, 진용탁, 차경렬, 최삼욱, 최성구, 최은영, 최지욱,

박민철, 강병조, 이홍식, 윤도준, 한창환, 백기청

최하석, 하태현, 한상우, 한창수, 함 웅, 홍승철, 홍진표,
홍현주, 황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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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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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위원회 공지사항
학회 홈페이지 주소가 http://www.kspp.or.kr 에서 http://www.kcnp.or.kr 로 변경되었고 새단장되었으
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은 아이디에는 성함을, 패스워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번
호를 넣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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