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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회장

김종호

전체 프로그램 일정표

이사장

박용천

학술이사

함병주

존경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님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유행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
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레드, 그리고 블랙이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
가 되어 버린 여건 속에서 진료현장을 묵묵하게 지켜주고 계신 대한신경정신의
학회 회원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회원님의 학술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춘계학술
대회는 제19차 환태평양정신의학회(Pacific Rim College of Psychiatrists)
국제학회와 함께 개최되는 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2021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는 “Integration and Convergence in Psychiatry”라는 주제 아래, 임효덕 교수님(경북의대)의 기조강연
(Identity of Psychiatry & Psychiatrists: Psychotherapy, Psychosomatic Medicine and Self-reflection)과 채정호 교수님(가톨릭의대)의 특강(트라
우마와 리질리언스의 자원 중심 접근)을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저희 전
문학회와 준비한 정신의학의 최신 지견에 대한 논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더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환태평양정신의학회 국제학회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
할 예정인 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피로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만,
2021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와 제19차 환태평양정신의학회 국
제학회를 통해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따듯한 봄날에 회원님 모두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
장 김 종 호
이 사 장 박 용 천
학술이사 함 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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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정보

대한의사협회 평점 제공 기준
온라인 연수 교육 이수 시간 1시간 미만

평점 인정 안됨

방역 안내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1평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평점

이번 학술대회 참석에 있어 정부의 코로나 감염 확산 대책에 따라 당부의 말씀이 있
습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3평점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4평점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5평점

6시간 이상

6평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방역을 위해 회의장 별 80인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대회장에선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손 위생을 자주 해주십시오.
대회장 내 외부 식음료 반입을 금하여 주십시오.
대회 기간 중 학회장 안팎 모든 모임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주십시오.

* 4월 9일(금) 총 6평점 중 필수교육이 2평점으로 인정되어 일반평점은 4평점만
인정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QR코드를 1회만 접촉한 경우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0점). 2회 QR코드
접촉 시 전체 평점이 인정됩니다.

지도전문의 교육

※ 평점관리가 엄격하므로, 회원님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지도전문의 교육은 별도로 신청하시어 등록을 완료하신 분들께만 이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2021년 춘계 학술대회 연수 평점 안내

연수교육 필수평점 안내
◈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함.

가. 오프라인 출결 관리 방법
• 자동출결관리시스템(QR코드)을 이용하여 매일 2회 접촉(학회 기간 동안)
* 세션별 입실, 퇴실을 위해 반드시 2회 접촉을 하셔야 하며, 만약 한번만 접촉 시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점 처리)
* 자동출결관리시스템(QR 코드)의 운영 시간: 프로그램 강의 시간만 해당

가. 필수 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 면허 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함
(모든 의사 연간 8평점 이수)
•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나. 온라인 출결 관리 방법

• 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기간 중 면허신고 시에는 예외

• 온라인 회의장에서 ‘입장’,’퇴장’ 버튼 클릭하여 수강

나. 필수과목 이수 방법

* ’입장’, ‘퇴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류 기록 보기’
를 클릭하시어 수강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결 체크 운영 시간: 프로그램 강의 시간만 해당
기준/날짜

4/8(목)

4/9(금)

4/10토)

비고

대한의사협회

최대
6평점

최대 6평점
(필수평점 2점)

최대
4평점

*평점인정기준참고
(체류 시간에 따른
부분 평점 인정)

다. 출석에 해당되는 인정 평점(QR코드 확인 시)
• 평점은 하루에 오프라인/온라인 1가지의 참석 방식만 인정됩니다.
예) 4월 8일(목) 오전: 오프라인 수강
4월 8일(목) 오후: 온라인 수강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취득한 평점 1가지만 인정
• 평점은 학회기간 동안 당일(매일) 평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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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연수교육(edu.kma.org)
28개 강좌 운영 중 ▶ 대한의사협회 회비납부 시 무료 수강
2) 오프라인 연수교육
• KMA교육센터 연수교육 일정 페이지에서 필수교육 표기된 교육 인정
(시도의사회, 각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필수교육기관으로 인정됨)
• 교육기관에서 필수평점 표기 강좌 수강(일반평점과 별도 운영)

다. 필수평점 인정 기준
• 필수과목 체류시간 120분 이상이어야 2평점 인정
※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평점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4월 9일(금) 총 6평점 중 필수교육이 2평점으로 인정되어 일반평점은 4평점만
인정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필수평점은 일반평점과 별도 관리하여 입퇴실 시 QR코드를 반드시 태그해야 합니다.
• 온라인 회의장에서도 ‘입장‘, ‘퇴장‘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합니다.
2021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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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정보
프리뷰 룸

우수 참가자 경품

장소

일자

운영 시간

학술대회 동안 PRCP 2021 우수참가자와 2021년도 KNPA 춘계 학술대회 우수참
가자를 각각 선정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4월 8일(목)

08:30-19:00

4월 9일(금)

08:00-19:00

구분

4월 10일(토)

08:00-15:00

참여 대상

2021년도 KNPA 춘계학술대회 등록자

선정 인원

3명

평가 항목

강의 체류 시간 우수자(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온라인 피드백 참여

컨벤션센터 4층 로비

• 모든 연자께서는 준비하신 발표자료(PPT 파일)을 USB에 넣어, 프리뷰룸에 1시간
전까지 방문해주십시오.
• 발표자료의 배경, 사진, 영상, 소리, 글꼴 등에 이상이 없는 지 최종점검 하신 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에 애니매이션, 영상, 소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프리뷰룸 스탭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실 경우, 현장 기자재와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어댑터를 가지고 프리뷰룸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라운지
컨벤션센터 2층 전시 홀에서 인터넷 사용 및 휴게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일자

운영 시간

4월 8일(목)

08:30-19:00

4월 9일(금)

08:00-19:00

4월 10일(토)

08:00-15:00

컨벤션센터 2층 전시 홀

2021년도 KNPA 춘계학술대회 “우수 참가자”

경품

다이슨 드라이기, 에어팟 프로, SSD 500GB,
오설록마스터블렌드

선정 방식

대회 종료 후, 사무국에서 선별하여 상품 발송

전시장
컨벤션센터 2층 전시장에서 2021년도 KNPA 춘계 학술대회 후원사의 최신 기술과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소
컨벤션센터 2층

일자

운영 시간

4월 8일(목)

09:30-18:00

4월 9일(금)

09:00-18:00

4월 10일(토)

09:00-15:00

휴게 공간

코트룸
학술대회 동안 컨벤션센터 4층 등록데스크 옆에 위치한 코트룸을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장소

일자

장소

운영 시간

4월 8일(목)

08:30-19:00

4월 9일(금)

08:00-19:00

4월 10일(토)

08:00-15:00

컨벤션센터 4층 로비

컨벤션센터 3층 로비에서 휴게공간(Rest Area)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3층 로비

일자

운영 시간

4월 8일(목)

08:30-19:00

4월 9일(금)

08:00-19:00

4월 10일(토)

08:00-15:00

공식 프로그램

커피 브레이크
커피브레이크 시간에 컨벤션센터 2층 로비에서 신선한 커피를 제공드립니다.
장소
컨벤션센터 2층
로비

12

일자

운영 시간

4월 8일(목)

10:30-11:00 / 15:00-15:30

4월 9일(금)

10:30- 11:00 / 15:30-16:00

4월 10일(토)

10:30-11:00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정기 총회
장소
컨벤션센터 3층
에메랄드 홀

일자
4월 8일(목)

운영 시간
17:10-18:00

2021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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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연자
Plenary Lecture Speaker

Special Lecture Speaker

임 효 덕(경북의대)

채 정 호(가톨릭의대)

“Identity of Psychiatry & Psychiatrists:
Psychotherapy, Psychosomatic Medicine and
Self-reflection”

“트라우마와 리질리언스의 자원 중심 접근”

4월 8일(목)┃11:00-11:50 에메랄드A+B(3F)

4월 8일(목)┃13:30-15:00

Oline Room D&E

에메랄드B(3F) Oline Room E

• 연구분야/전공
- 역동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정신종양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 연구 및 전공분야
- 불안장애, 스트레스, 트라우마, 재난정신의학, 인지행동치료

• 주요 경력
- 1981년 : 경북의대 졸업
- 1988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취득
- 1988년 : 경북의대 전임강사
- 1994년 : 박사학위 취득(영남의대)
- 1995년 - 1997년 : 캐나다 토론토대학 의과대학 방문교수
- 2005년 - 2006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회장
- 2010년 - 2011년 :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회장
- 2012년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08년 - 2012년 :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단장

• 주 근무이력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재난충격회복을 위한 연구협의체장

- 2015년 - 2019년 : 한국정신치료학회 회장
- 현재, 경북의대 정신건강의학 교실 정교수. 한국정신치료학회 학술이사

- 대한불안의학회 이사장 역임

• 학회 활동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장 역임
-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 위원장 역임
- 대한정서인지행동의학회 이사장 역임 현 명예회장
- 대한명상의학회 회장 역임 현 명예회장
-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회장 역임

• 학회 활동
- 한국정신치료학회,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Psychotherapy(I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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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프로그램
4월 8일(목)
11:00-11:50

Plenary Lecture

에메랄드A+B(3F)

17:10-18:00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정기총회

Oline Room D&E
좌장

Oline Room E

박용천(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Identity of Psychiatry & Psychiatrists:
Psychotherapy, Psychosomatic Medicine and
Self-reflection

임효덕(경북의대)

		
17:30-19:00 KNPA Expert Discussion

Special Lecture

에메랄드B(3F)
Oline Room E

좌장

다이아몬드(3F)

국내 부모-아동 중재개입의 실제와
향후 발전 방향
좌장

13:30-15:00

채정호(가톨릭의대)

Online Room F

반건호(경희의대)

근거중심 부모-아동 중재개입의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
근거중심 PCIT(부모아동상호작용치료)의
국내 치료사례

김종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트라우마와 리질리언스의 자원 중심 접근

정운선(경북의대)
신의진(연세의대),
이유니(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국내 아동놀이치료와 부모교육의 실제
근거중심 부모교육 개입 프로그램과 향후 발전 방향

13:00-17:00

에메랄드B(3F)

지도전문의교육

다이아몬드(3F)

토론

이상원(경북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규정 및 수련실태심사기준

오홍석(건양의대)

김현경(연세대학교)

김정원(하버드의대
보스턴아동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Online Room F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수련교과과정

진미경(숙명여대)

질문과 답변

휴식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자격시험의 변화와
제 65차 고시 출제방안

양종철(고시위원장, 전북의대)

온라인 전공의수첩 및 온라인 전공의 교육 소개

전명욱(국립정신건강센터)

15:30-17:00

좌장

Symposium 1

에메랄드B(3F)

Clinical application of tDCS
(transcranial direct-current
stimulation)

Oline Room E

tDCS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서의 적용

09:00-10:30

Symposium 2
불안장애의 새로운 지평

좌장

이기원(와이브레인)
이승환(인제의대)

tDCS 강박증에서의 적용

노대영(한림의대)

tDCS MCI에서의 적용

박진영(연세의대)

에메랄드B(3F)
Online Room E

서호석(차의과학대), 이경욱(가톨릭의대)

불안과 우울의 경계

채정호(가톨릭의대)

tDCS 기본 원리

4월 9일(금)

최관우(고려의대)

불안장애, 유전적 소인으로 어디까지 설명 가능한가?

박천일(차의과학대)

뇌영상 빅데이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

윤제연(서울의대)

불안장애 치료의 새로운 대안

김준형(고려의대)

질의 응답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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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프로그램
09:00-10:30

Symposium 3

다이아몬드(3F)

Abuse of prescription drugs and
the risk of addiction: What we
need to know and do
좌장

		
14:00-15:30 Symposium 6
좌장

Opioid analgesics

Online Room F

김기웅(서울의대)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

김대진(가톨릭의대)

다이아몬드(3F)

알츠하이머병 진단의 최신 바이오 소견

Online Room F

편정민(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

천영훈(인천참사랑병원)

뇌파로 알츠하이머병 진단

강승완(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현진(충남의대)

침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

류진협(바이오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조은(가톨릭의대)

MRI로 알츠하이머병 진단

임현국(가톨릭의대)

Diet pills
Benzodiazepines
Non-benzodiazepine sleep medications

윤지애(을지의대)

질의 응답

질의 응답
16:00-17:30
10:30-12:30

필수교육

Understanding Current Trends of
Biological Treatments for
Neuropsychiatric Diseases

다이아몬드(3F)
Online Room F

이해상충관리

장형윤(아주의대)

정신건강복지법 다시보기

신권철(서울시립대 법학과)

		
11:00-12:30 Symposium 4
Korean Medication Algorithm
Project for Depressive Disorder 2021
좌장

에메랄드B(3F)
Online Room E

이상열(원광의대), 전덕인(한림의대)

KMAP-DD 의 개발 배경 및 알고리듬의 변천사

장승호(원광의대)

KMAP-DD 2021 – 주요우울삽화의 약물치료

우영섭(가톨릭의대)

KMAP-DD 2021 – 혼재성 양상과 치료 저항성 우울증,
그리고 비약물학적 생물학적 치료
KMAP-DD 2021 – Special population

박영민(인제의대)

좌장

Transcutaneous Electrical Stimulation in
Neuropsychiatric Disease for Electroceutical:
Toward Remotely-supervised Treatment
Stem Cell Therapy for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Prospects and Obstacles

Practices in consultation-liaison
psychiatry

		
16:00-17:30 Symposium 8
아동 학대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알아야 하는 ABC

좌장

좌장

Online Room E

이상열(원광의대), 하지현(건국의대)

Online Room E

전홍진(성균관의대)

김동현
(뉴로핏 주식회사 CTO)

왕성민(가톨릭의대)

질의 응답

심세훈(순천향의대)

에메랄드B(3F)

에메랄드B(3F)

안용민(서울의대), 김종우(경희의대)

Esketamine and Biological Mechanisms of
Action for MDD and Major Depression with
Suicidal Ideation

질의 응답

		
14:00-15:30 Symposium 5

Symposium 7

다이아몬드(3F)
Online Room F

김붕년(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동 학대에 관해 알아 두어야 하는
법적인 부분들

김효원(울산의대)

아동학대 발견과 개입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

배승민(가천의대)

아동 학대에서 가해자에 대한 접근

김인향(한양의대)
양찬모(원광의대)

자살, 자해 우려가 있는 환자

백종우(경희의대)

학대의 생물학

공격적인 환자

임우영(건양의대)

질의 응답

치료에 비순응적인 환자

하지현(건국의대)

보상 문제가 걸린 환자

신철민(고려의대)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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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9:00 Symposium 9
Auditory Verbal Hallucination:
Neurobiology and management
좌장

에메랄드B(3F)
Online Room E

		
09:00-10:30 Symposium 11

김세현(서울의대)

Neurobiology of AVHs: Neuroimaging studies

이중선(울산의대)

Brain stimulation for AVHs: ECT, TMS and tDCS

좌장

윤탁(동국의대)

질의 응답

		
17:30-19:00 Symposium 1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의료계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이아몬드(3F)
Online Room F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기술

아동학대 가해자의 개입과 평가
질의 응답

이성철
(가로수 정신건강의학과)

임미정
(도담정신건강의학과)

질의 응답

		
09:00-10:30 Symposium 12
곽영호(서울대학교병원
이연정(순천향의대)
이해우(서울의료원,
서울광역정신건강센터)

다이아몬드(3F)

편견, 낙인, 차별을 넘어서 – 의료인문학,
심층심리학, 사회 활동영역의 조화로운 연결

신현영(더불어 민주당

응급의학과)

피해아동의 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

백지현(성균관의대)

참다 결국 폭발하게 되는 극단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

21대 국회의원)

의료시스템에서의 아동학대 발견과 개입

Online Room E

박준성(두드림 정신건강의학과)

평소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기만 했던 성격을
변화시키는 기술

권용실(가톨릭의대), 이소희(국립중앙의료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회의 역할

에메랄드B(3F)

심한 자살충동을 보이는 젊은 경계성 환자의
변증행동치료

주연호(울산의대)

Psychopathology of AVHs: Subjective and
objective aspects

좌장

4월 10일(토)

좌장

Online Room F

이나미(서울의대)

의료 인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편견, 낙인, 차별

김옥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편견, 낙인, 차별

박신(백산 신경정신과의원,
한국융연구원)

편견, 낙인,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활동 영역과
심층심리학의 만남

박상학(조선의대,
한국융연구원)

질의 응답

		
11:00-12:30 Symposium 13

에메랄드B(3F)

경계성 인격 장애를 위한 정신 치료의 통합
좌장

김미경(김미경정신분석클리닉)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와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통합

김민걸(민 마음상담 연구실)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와 전이초점
정신치료의 통합

양종철(전북의대)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와 좋은 정신과적
관리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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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이창훈 정신건강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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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30

Memo

Symposium 14

다이아몬드(3F)

소진(burnout)의 개념과 심리극을 통한
치료적 접근 – 애착 관계와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좌장

Online Room F

이강욱(강원의대)

소진과 애착관계

최지혜(같은마음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극을 통한 치료적 접근 경험

이용진(동탄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소진 예방을 위한 제언
- 우리나라의 양육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13:45-15:00 대한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
연구기금 구연 1
좌장

김효원(울산의대)

에메랄드B(3F)
Online Room E

송동호(연세의대), 권용실(가톨릭의대)

대학상담 장면에서 약물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학생 분류
알고리즘 개발

정두영(울산과학기술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암환자의 정신과 이용정도
와 공존질환 및 생존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오지훈(가톨릭의대)

투렛 장애 환자에서 심부 뇌 자극술 이후 임상 증세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후향적 연구

이정한(연세의대)

신경생물학 지표를 이용한 청소년기 비자살적 자해의
예측 모델 개발

유재현(가톨릭의대)

초등학생을 위한 교사보고식 강점·난점설문지
(T-SDQ-Kr) 표준화

		
13:45-15:00 대한신경정신의학연구재단
연구기금 구연 2
좌장

이진희(연세원주의대)

다이아몬드(3F)
Online Room F

함봉진(서울의대), 김어수(연세의대)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데이터 마이닝으로 분석한
조현병/정신병의 병명 개정 효과 연구

김일빈(한양의대)

치매환자 배우자에게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
된 상관 요인 탐색 : 영양상태를 중심으로

전소연(충남의대)

한국판 Hikikomori Questionnair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리튬과 발프로에이트 복용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
자살의 인간행동생태학 모델 : 우리나라 자살 실태에
관한 인류학적 고찰

22

최태영(대구가톨릭의대)
문우리(서울의대)
박한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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