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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권고안을 본 학술지 2007년 18권 1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atomoxetine 사용

이나 성인의 약물치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3년 

DSM-5 발표, 2016년 9월 성인 ADHD 의료보험 적용 등의 변

화에 발맞춰 학회 주도로 치료권고안 개정판을 이번 호에 게

재합니다. 개정안 집필에서 강조한 부분은, 1) 소아기는 물론 

청소년 및 성인 ADHD에 대한 연구결과, 2) 공존질환이 동반

된 ADHD 치료법, 3) 비약물적 치료의 국내 자료 등입니다. 이

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2007년 권고안의 약 두 배 분량이며, 

이전 권고안처럼 4부로 구성하였습니다. 김은진 등이 ‘서론, 임

상증상 및 공존질환’, 이문수 등이 ‘진단 및 평가’, 김효원 등이 

‘약물치료’, 신윤미 등이 ‘비약물적 치료’를 저술하였습니다. 

이번 호의 원저로는 선우현정 등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조

기선별에 대한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식 조사’를 통해 일선 업

무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일차 선별에 필

요한 도구에 포함되어야 하는 증상과 징후를 조사하였습니

다. 신민섭 등이 참여한  ‘스마트 토이를 활용한 아동용 인지

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예비 효과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

맞게 로봇을 이용하여 기억력 증진을 시도한 예비연구입니다. 

ADHD 아동에게 비약물적 중재 기법인 코그메드 작업기억력 

훈련을 적용한 뒤 효과를 평정한 두 개의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은경 등은 ‘약물치료 중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 

청소년에서 작업기억훈련이 행동문제와 부모 스트레스에 미

치는 부가적 효과’, 김혜선 등은 ‘약물치료 중인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장애 아동 청소년에서 작업기억력 훈련이 임상증상과 

신경심리소견에 미치는 부가적 효과’를 발표합니다. 최성구 등

은 ‘일병원에서 진단된 극조기발병조현병 환자의 인구학적 특

성, 약물치료 양상 및 치료결과’를 통해 13세 미만 인구에서 

발병한 조현병 환자 69명의 임상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서

윤 등은 ‘조산아의 저출생체중과 연령이 학령전기 인지수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1500 g 미만인 극소저출생체중아, 1000 g 미

만인 초극소저출생체중아의 성장과정에서 인지능력이 어떠

한 발달을 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김성완 등은 ‘학술지 소아

청소년정신의학의 공저 네트워크 분석’에서 우리 학회지에 게

재된 논문과 그 저자들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십 년간 

발간된 본 학회지의 원고 251편의 저자 546명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저자가 나머지 80%의 저자를 이끌어 가고 있다

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지는 올해 28년 차이고 미국 소아청소년정신의학

회의 공식학술지인 소위 ‘오렌지저널’은 딱 두 배인 56년 차입

니다. 오렌지저널의 편집장 임기는 5년이고 매번 중임합니다. 

그래서 56년의 역사에 2017년 현재 편집장을 포함하여 모두 6

명의 편집장이 있었습니다. 1997~2007년은 Mina Dulcan이

었고, 2008~2018년은 Andre` s Martin입니다. 차기 편집장은 

Douglas Novin이며, 2017년 한 해는 현재 편집장과 차기 편

집장이 같이 편집 업무를 수행합니다. 2008년 오렌지저널의 

Impact Factor는 4.845였고, 2015년에는 7.182로 껑충 뛰었습

니다. 오늘 새벽 편집인의 글을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 대통령

이 구치소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

을 배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회지의 장점은 

무엇이고, 오렌지저널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지? 아직은 3개월

마다 간신히 편집 마감하는 수준이지만, 언젠가 다음 편집이

사에게 넘길 때 “임무 완수”라고 신나게 외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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