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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와 공존(위드 코로나)’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는 “정신의학의 통합과 융합(integration and convergence in psychiatry)”라는 주제 아래 ‘위드 코로나’의
맥락에서 정신의학이 나아갈 바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건호 교수님(경희의대)이 “2030년, ADHD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마련하였습니다. 김재진 교수님
(연세의대)이 “Digital psychiatry: From virtual reality to digital therapeutics”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준비하였
습니다. 또한 김수진 선생님(에임메드)이 “인공지능을 마주한 정신의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준비하였습
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속 디치털치료제나 첨단융복합의료기기 개발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는 “디지털 치료제의 연구개발 현황”과
“정신의학 영역에서 첨단융복합의료기기의 개발과 인증”을 주제로 각각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한신경정의
학회 산하 전문학회들이 분야별 최신 지견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보험수가 등 정신의학이 끊임없이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주제를 다룬 심포지엄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진료업무로 분주하실 터이나, 잠시나마 2021년 대한신경정신의학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지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가을, 부산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직접 뵙는 것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

장 김 종 호

이사장 박 용 천
학술이사 함 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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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장 안내도
• Plenary Lecture | 3층 크리스탈볼룸 1

• Special Lecture | 3층 크리스탈볼룸 1

• Symposium | 3층 크리스탈볼룸 1, 2, 3, 펄룸, 41층 사파이어룸, 에메랄드룸
• Forum | 3층 크리스탈볼룸 1, 41층 사파이어룸

• Case Conference | 3층 크리스탈볼룸 3

• 구연 | 41층 피콕룸

• e-Poster | 3층 크리스탈볼룸 1 앞

• 인권교육 | 41층 에메랄드룸

• 지도전문의교육 | 41층 에메랄드룸

• 필수교육 | 3층 크리스탈볼룸 1

• 짐보관 | 3층 에스컬레이터 맞은편

3층

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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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사전등록 마감 : 2021년 10월 15일(금)
* COVID-19로 인해 현장참석인원을 250명으로 제한합니다. 조기마감되는 경우 현장등록은 진행하지않습니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번 학회 참석에 있어 정부의 감염확산 대책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방역을 위해 학회장 최대수용인원 250명의 등록 제한이 있습니다.
		 둘째, 학회장에선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손위생을 자주 해주십시오.
		 셋째, 학회 기간 중 학회장 안팎 모든 모임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주십시오.
* 학술대회 등록은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록인원 제한으로 인한 인원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회원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인쇄된 초록집은 배포하지 않으니 회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초록집을 대신하여 모바일 앱을 적용할 예정이
며,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소책자가 제공됩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PDF파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드리오니 많
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대회비 및 사전등록 (온/오프라인 동일)
회원구분

대회비

연수평점

정회원,특별회원

120,000원

22일(금): 5평점

일반회원 (전공의)

70,000원

23일(토): 필수 2평점
일반 1평점
(예정)

정신건강관련 근무자,
대학생, 대학원생

70,000원

일반 (타과 소속)

140,000원

회원

비회원

KMA교육센터 규정에 따라,
10월 23일은 필수평점 2점이 포함되어
일반 평점은 1평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비회원은 온라인 참여만 가능합니다.

▶ 등록비 면제 및 출결관리
- 좌장, 원로회원(당해연도 만 70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자)은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 [오프라인] 반드시 교육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을 해주셔야 평점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회만 확인될 시 평점이 인정되지 않으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출결 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각 세션별로 URL 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URL 을 클릭하여 접속과 종료기록이 남아야 평점이 인정되
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은 10월 21일(목)에 제공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발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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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방법
1. 홈페이지에서 카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수련병원의 경우 단체등록시 등록비를 입금한 후에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사무실 팩스(02-537-6174),
이메일(knpa0522@hanmail.net)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비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여부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니 입금완료 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무국에서 확인 요청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3. 등록 확인시 필요할 수 있으니 입금자명과 입금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확인이 안 된 경우에 평점 보고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 대회비 환불규정
환불은 10월 20일(수)까지 접수된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은 knpa0522@hanmail.net로 성함, 면허번호, 결제일,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명찰 안내
- 원로회원 - 금색, 정회원 - 녹색, 일반회원 - 청색, 특별회원 - 흰색, 비회원 - 노란색 발급받으신 명찰에는 대회비
영수증과 초록배부권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대
 회장에서는 명찰을 착용하셔야만 출입할 수 있으므로 명찰분실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학술대회 후에는 별도의 대회
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전
 공의는 별도의 참석확인증이 없으므로 전공의 수첩에 명찰 뒷면의 대회비 영수증을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참석 시 발행되는 학회의 납부확인서는 외부학회 참석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21년도 연회비 안내
전문의

전공의/특별회원

200,000원

100,000원

*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단체일 경우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T.02-537-6171)

▶ 이•취임식
일시 : 2021년 10월 22일(금) 18:20~
• 장소 : 부산 롯데호텔 3F 크리스탈볼룸 2

▶ 학회에서 회원님들의 짐을 보관해드립니다.
• 일시 : 10. 22 (금)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10. 23 (토) 오전 9시 ~ 오후 12시까지
• 장소 : 3층 에스컬레이터 맞은편
- 정해진 시간에만 짐 보관이 가능하오니 보관 시간 이전에 짐을 찾아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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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및 포스터 발표 안내사항
▶ 구연 발표 안내
- 일시 : 2021년 10월 22일(금) 09:00-10:30, 10:45-12:10 (한 연제당 15분 배정)

▶ E-Poster 전시 안내
	E-Poster는 기존의 포스터 발표를 대체하여 학술대회 홈페이지 내 E-Poster 페이지를 사용하여 청중들에게
본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발표 형식입니다.

❶ E-Poster 오프라인 전시 장소 : 3층 크리스탈볼룸 1 앞
		

※ 오프라인 전시는 10월 22일(금) 하루만 전시됩니다.

❷ 우수포스터 시상 안내
		

시상식은 별도로 없으며, 상금 10만원과 증서가 수여되며 학회에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❸ 포스터 규격
		
		
		
		

발표 파일은 일반 포스터와 동일하게 준비하신 후, PDF 형식으로 저장해서 준비합니다.
(가로 90 cm, 세로 140 cm를 표준 크기로 합니다.)
본문의 글자는 28 포인트 이상으로 사용합니다.
사진, 이미지, 그래프들의 해상도는 300dpi를 권장합니다.

❹ 포스터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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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발표 화일은 10월 15일(금)까지 사무국 메일로 송부합니다.(knpa2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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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신청서
*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시어 학회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단, 입금자와 참석자가 다른 경우에는 개인이라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비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행사 종료 후 11월 5일(금)까지 신청 분에 한하여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비 안내
사전등록
(10월 15일(금)까지)

회원구분
정회원,특별회원

120,000원

일반회원(전공의)

70,000원

정신건강관련 근무자,
대학생, 대학원생

70,000원

일반(타과 소속)

140,000원

회원

비회원

※ 무통장입금 계좌번호: 하나은행 404-890001-74004 (예금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 사전등록 신청서
소속(병원명)
연락처
온·오프라인
참석구분

회원구분

전문의번호/
전공의(연차)

의사
면허번호

등록자
성명

E-mail

연락처
(핸드폰)

총입금액

입금자명

납부방법
(무통장
/카드)

* 회원구분란은 전문의, 일반회원, 비회원 中 택1 하시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Fax) 02-537-6174 / E-mail) knpa0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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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오시는 길
주소: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 Tel: 051-810-100

▶지하철
• 부산역 → 롯데호텔 부산 : 1호선 노포역 방면
• 노포동 시외버스 터미널 → 롯데호텔 부산 :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방면
•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 롯데호텔 부산 : 2호선 장산역 방면
• 김해공항 → 호텔 : 경전철 사상역 환승, 2호선 장산역 방면

▶버스(부산역 ↔ 롯데호텔 부산)
• 일반버스 17, 167, 85
• 좌석버스 1004, 1000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 ↔ 롯데호텔부산
• 일반버스 31, 33, 62, 138-1, 160

▶KTX 철도(서울역 → 부산역) / SRT 철도(수서역 → 부산역)
• 소요시간 : 약 2시간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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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신건강의학과 지도전문의교육
** 지도전문의교육 이수확인 방법
http://www.kams.or.kr/edu/edu_search.php
면허번호와 성함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학회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내역이므로 병원협회 공통교육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신건강의학과 지도전문의 전문학회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대상인 회원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주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 교육일시: 2021년 10월 22일(금) 13:00-17:00
3) 교육장소: 부산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
4) 대
상
가. 신규 지도전문의 – 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주관 과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지도전문의
자격 인정됨.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 개정(2018. 3. 1. 시행) 되면서 수련병원(기관)장에 의하여
새로 지정된 지도전문의는 6개월 이내 대면교육을 받아야 함.
나. 기존 지도전문의 -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 개정(2018. 3. 1. 시행)되면서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
과목학회별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에 한하여는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5년으로 함.
5) 신청방법: 2021년 10월 15일(금)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온라인사전등록] 게시판을 통하여 사전등록
* 지도전문의 교육은 추계학술대회를 등록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학술대회 미등록자는 지도전문의교육 이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학술대회 사전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사전등록일 10월 15일(금)까지)
6) 교 육 비: 2만원
*환
 불은 10월 20일(수) 신청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자의 불참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세부내용:
시 간

교육내용

연 자

13:00 ~ 13:50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수련교과과정

이상원(경북의대)

13:50 ~ 14:40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규정 및 수련실태심사기준

오홍석 (건양의대)

14:40 ~ 14:50

휴식

14:50 ~ 15:40

제65차 전문의고시 출제 방안과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제언

양종철 (고시위원장, 전북의대)

15:40 ~ 16:30

온라인 전공의수첩 및 온라인 전공의 교육 소개

전명욱(국립정신건강센터)

16:30 ~ 17:00

질의응답 및 토론

2021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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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일정표
10/22(금)

진행위원

09:00
10:30

크리스탈볼룸 1
(3F)

크리스탈볼룸 2
(3F)

크리스탈볼룸 3
(3F)

펄룸
(3F)

사파이어룸
(41F)

에메랄드룸
(41F)

피콕룸
(41F)

이건석

강원섭

한창태

정성원

강지인

-

-

Symposium 1

Symposium 2

Symposium 3

Contemporary
aspects of
neuroendocrinology in
psychiatric
disorder

국내 정신응급
정책의 현황과
나아갈 길

10:30
10:40
10:40
12:10

12:15
13:05

Symposium 5

Symposium 6

디지털 치료제의
연구 개발 현황

새로운 개념으로서
의 긍정적 감정 및
주관적 행복감

Luncheon
Symposium 1

Luncheon
Symposium 2

Symposium 7

Symposium 8 Symposium 9

구연 2

공존 신체질환이 한국형 전기경련 한국여성의 정신
있는 환자에서의 치료 가이드라인 건강과 트라우마
약물치료
및 훈련 프로그램
현황과 대책
의 개발과 보급

Luncheon
Symposium 3
지도전문의
교육
(13:00-17:00)

Poster presentation (E-poster)
Special Lecture 1

Symposium 10

Symposium 11

Workshop 1

Symposium 12

Workshop 2

(14:00-15:00)
Digital psychiatry:
From virtual
reality to digital
therapeutics

치매약물 개발의
최신지견

Digital media
overus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에서
수면다원검사
실제*

자살예방 및
정책 제안

Pet loss를 중심
으로
-상실 경험자의
치유를 위한
심리극-*

15:30
15:40

Coffee Break

Symposium 14

Symposium 15

(15:40-16:40)
소아청소년 정신과 故 임세원·김제원
인공지능을 마주한 에서의 인지행동치
회원
정신의학의 미래 료 – 다양한 활용과
추모 심포지엄
적용
'잊을 수 없는 기억
과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정책 방향

15:40
17:10

Special Lecture 2

17:20
18:10

Plenary Lecture

18:20

구연 1

Coffee Break

13:10
14:00
14:00
15:30

인권교육
Symposium 4
Forum 1
Recent
Clinical
대한신경정신의 (09:00-13:00)
progress in
application
학회 홍보 사업의
pharmacological
of fNIRS
역사부터
treatment
(functional
미래까지
targeting the
near-infrared
immune system spectroscopy)
of mood disorder

Symposium 13

2030년, ADHD
어디까지 왔나?
이 ∙ 취임식

*Workshop 1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합니다. 추후 자세한 신청 안내 메일 드리겠습니다.
*Workshop 2는 Zoom 으로만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합니다. 추후 자세한 신청 안내 메일 드리겠습니다.

10 2021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전체 프로그램 일정표
10/23(토)

진행위원

9:00
10:30

크리스탈볼룸 1
(3F)

크리스탈볼룸 2
(3F)

크리스탈볼룸 3
(3F)

펄룸
(3F)

사파이어룸
(41F)

에메랄드룸
(41F)

-

김지선

이종하

최관우

추일한

이계성

필수교육
Symposium 16 Symposium 17
Symposium 18
Symposium 19
Symposium 20
(09:00-11:00) 정신의학영역에서
Structural
‘정신건강’의학과 의 전공의와 슈퍼바이저 신을 찾는 뇌: 정신의
첨단융복합의료기 and functional
사의 정체성과 정신
를 위한 인지행동
학, 뇌과학, 그리고
기의 개발과 인증 dysconnectivity in 치료 교육: 분석심리
치료 슈퍼비전의
신경신학
psychosis
학은 ‘정신건강’에
이론과 실제
대해 뭘 말하는가?

10:30
10:40
10:40
12:10

Coffee Break

Forum 2

Symposium 21 Case Conference

Symposium 22

Symposium 23

(11:10-12:40)
Trends in
영아기에서 일생 전 "자아를 찾아가는 젊 다양한 진료 환경에
코로나-19와
cutting-edge 반에 걸친 분리개별
은이 사례"
서 펼쳐지는 정신과
한국 사회의
research in
화 과정:
(3개 학파
의사들의 모습과
정신건강 및
neuropsychiatric 청소년 정신 치료
합동 심포지엄)
그 역할
사회심리
disease research 증례를 중심으로*

Symposium 24
명상의 관점에서 본
구성주의 감정이론

*Case Conference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합니다. 추후 자세한 신청 안내 메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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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자
Plenary Lecture Speaker
반 건 호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30년, ADHD 어디까지 왔나?”
– 10월 22일(금) 17:20-18:10, 3층 크리스탈볼룸 1

1984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85 - 1988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과 수련

1988 - 1990

경희대학교 병원 임상강사

1993 - 1994

부산 메리놀 병원 정신과 근무

1994 - 1996

고신대학교 정신과 조교수

1996 - 1997

순천향대학교 정신과 조교수 (천안병원)

1997 - 현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98 - 1999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류교수

2003 - 2004

미국오하이오 주립대 나이송거 발달장애센터 방문교수

2007 - 2015

정신분석 간행위원장

2009 - 2011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학회 이사장

2017 - 2019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

2016 - 2020

소아청소년정신의학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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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Speakers
김 재 진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Digital psychiatry: From virtual reality to digital therapeutics”
– 10월 22일(금) 14:00-15:00, 3층 크리스탈볼룸 1

198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199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200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2003 - 200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2008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교수

2015 - 2018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ICT융합연구단 전문위원

2016 - 2018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부원장

2017 - 2018

대한뇌기능매핑학회 이사장

2018 - 2019

대한조현병학회 이사장

2018 - 202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김 수 진 (㈜에임메드)
“인공지능을 마주한 정신의학의 미래”
– 10월 22일(금) 15:40-16:40, 3층 크리스탈볼룸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수료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전임의
Stanford University,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Brain Sciences Research Visiting Instructor
현 (주)에임메드 Chief Medical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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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0월 22일(금)

Symposium 1

크리스탈볼룸 1

Contemporary aspects of neuroendocrinology
in psychiatric disorder

좌장: 김종우(경희의대), 안용민(서울의대)

09:00-09:25

The importance of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in psychiatric disorder: An old concept needing a new
perspective

09:25-09:50

Endocrinology linking sexual dimorphism with differential
risk and prognosis of Alzheimer’s disease

09:50-10:15

The pathophysiological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antidepressant, metabolic syndrome

10:15-10:30

질의 응답

Symposium 2
국내 정신응급 정책의 현황과 나아갈 길
09:00-09:25

정신응급 체계의 개요

09:25-09:50

정신질환자 응급대응과 법

09:50-10:15

지역사회 기반 정신응급 대응 시스템

10:15-10:30

패널 토의

Symposium 3
Recent progress in pharmacological treatment
targeting the immune system of mood disorder

한규만(고려의대)

강동우(가톨릭의대)
노현웅(아주의대)

크리스탈볼룸 2
좌장: 주연호(울산의대), 이유상(용인정신병원)
이해우(서울의료원)
이중선(울산의대)
이정석(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크리스탈볼룸 3
좌장: 이상열(원광의대), 김문두(제주의대)

09:00-09:20

Immune system and depression

09:20-09:40

Anti-inflammatory agents

09:40-10:00

Repurposing drugs

김선미(중앙의대)

10:00-10:20

Probiotics

장승호(원광의대)

10:20-10:3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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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은(제주의대)
우영섭(가톨릭의대)

Symposium 4

펄룸

Clinical application of fNIRS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09:00-09:20

fNIRS 기본원리

09:20-09:40

fNIRS의 주요우울장애 바이오마커 활용

09:40-10:00

fNIRS 자해 평가시 적용

10:00-10:20

fNIRS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서의 적용

10:20-10:30

질의 응답

좌장: 이승환(인제의대)
최종관(오비이랩)
동서연(숙명여자대학교 IT공학전공)
홍민하(명지병원)
이연정(순천향의대)

Forum 1

사파이어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 사업의 역사부터 미래까지

좌장: 이동우(인제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홍나래(한림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기획이사)

09:00-09:20

기자의 입장에서 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 전략

이지현(메디칼 타임즈)

09:20-09:40

학회 홍보사업의 성과 및 방향

박민희(플래너코리아)

09:40-10:00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내부홍보 사업

10:00-10:20

홍보 사업과 정신 건강

10:20-10:30

질의 응답

전진용(국립정신건강센터)
홍나래(한림의대)

인권교육

에메랄드룸

09:00-11:00

인권과 치료적 환경
- 정신장애인이 아닌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박경덕(다움병원)

11:00-13:00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황과 인권보호전략

강지언(연강병원)

2021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15

구연 1

피콕룸
좌장: 이상혁(차의과학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교육이사)

09:00-09:15

알츠하이머 치매에서의 색각 이상과 이를 이용한 조기 선별 검사 개발

류재현(중앙의대)

09:15-09:30

Aberrant EEG signal variability at a specific temporal scale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윤석호(영남의대)

09:30-09:45

그래프 인공지능의 뇌기능영상 분석 적용

김병훈(연세의대)

09:45-10:00

Structural impairment in superficial and deep white matter fibers
in schizophrenia: A harmonized, multisite diffusion MRI study

주성우(울산의대)

10:00-10:15

Deep graph neural network-based prediction of acute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김성환(한국과학기술원)

10:15-10:30

Limbic functional connectivities associated with general
psychopathology: A machine learning approach

정범석(한국과학기술원)

Symposium 5
디지털 치료제의 연구 개발 현황

크리스탈볼룸 1
좌장: 전홍진(성균관의대)

10:40-11:00

디지털 치료기기의 정의와 국내외 개발현황

11:00-11:20

디지털 치료기기 및 전자약 개발 K-DEM Station의 진행

11:20-11:40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김혜원(한양의대)

11:40-12:00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조철현(충남의대)

12:00-12:10

질의 응답

Symposium 6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긍정적 감정 및 주관적 행복감

이유진(㈜웰트)
전홍진(성균관의대)

크리스탈볼룸 2
좌장: 이경욱(가톨릭의대), 이상혁(차의과학대)

10:40-11:00

긍정적 감정 및 주관적 행복감의 개요

11:00-11:20

긍정적 감정 및 주관적 행복감의 생물학적 근거

김민경(차의과학대)

11:20-11:40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긍정적 감정 및 주관적 행복감의 역할

조성준(성균관의대)

11:40-12:00

긍정적 감정 및 주관적 행복감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가능성,
자기결정이론을 중심으로

12:00-12:10

질의 응답

16 2021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윤형준(조선의대)

김준형(고려의대)

Symposium 7

크리스탈볼룸 3

공존 신체질환이 있는 환자에서의 약물치료

좌장: 이상열(원광의대), 전덕인(한림의대)

10:40-11:00

소화 기계 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정신약물치료

장승호(원광의대)

11:00-11:20

신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정신약물치료

신철민(고려의대)

11:20-11:40

심장 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정신약물 치료

전홍준(건국의대)

11:40-12:00

뇌신경계 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정신약물 치료

이경환(봉생병원)

12:00-12:10

질의 응답

Symposium 8

펄룸

한국형 전기경련치료 가이드라인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좌장: 정인원(성안드레아병원)
박주언(계요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임상진료지침이사)

10:40-10:55

정신건강 영역의 국내 임상진료지침 현황

10:55-11:10

한국형 ECT 지침서 개발 과정 및 구성

김세현(서울의대)

11:10-11:25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ECT 전문가 협의체 및 ECT 교육 센터
개설 지원

김희철(계명의대)

11:25-11:40

ECT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방안

강태욱(을지의대)

11:40-12:00

지정토론

12:00-12:10

질의 응답

Symposium 9
한국여성의 정신건강과 트라우마 현황과 대책

남윤영(국립정신건강센터), 김용식(을지의대)

사파이어룸
좌장: 권용실(가톨릭의대), 이소희(국립중앙의료원)
현진희(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10:40-11:00

한국 여성의 코로나19 정신건강 현황과 대책

11:00-11:20

한국 여성의 트라우마 현황과 대책

채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20-11:40

여자청소년 자살 자해 현황과 대책

김은지(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의원,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11:40-12:00

여성노인의 우울증과 자살 현황과 대책

12:00-12:10

질의 응답

이해우(서울의료원, 서울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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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2

피콕룸
좌장: 이승재(경북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수련이사)

10:40-10:55

Association between suicide risk and comorbidity of mood
disorder and alcohol use disorder: Using common data
model in Psychiatry

조용혁(아주의대)

10:55-11:10

Early neurodevelopmental trajectory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uld be predicted by risk
variants

이태엽(울산의대)

11:10-11:25

역치 이하의 신체증상을 나타내는 폐경기 증후군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폐경기 정신증상 평가 척도의 개발

김나연(중앙의대)

11:25-11:40

Rapamycin increases the incidence of neuropsychiatric
illness in kidney transplant patients through the
suppression of neural stem cells

11:40-11:55

Increased caudate volume in minimally medicated patients
with first-episode psychosis and its association with
negative symptoms

11:55-12:10

Time-frequency analysis of EEG response to standard
stimulus during an oddball paradigm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 preliminary study

Luncheon Symposium 1

김양식(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기획과)

이준호(차의과학대)

최민호(국립정신건강센터)

크리스탈볼룸 1
좌장: 정영철(전북의대)

12:15-13:05

Clinical Evidence of Long-Acting Injectable Aripiprazole for
Patients with Recent-Onset Schizophrenia

Luncheon Symposium 2
Agomelatine, for Better Choice
12:15-12:40

Anxiety & Depression in the COVID Pandemia

12:40-13:05

Benefits of Agomelatine treatment strategies

Luncheon Symposium 3

김성완(전남의대)

크리스탈볼룸 2
좌장: 오강섭(성균관의대)
백종우(경희의대)
전홍진(성균관의대)

크리스탈볼룸 3
좌장: 김성윤(울산의대)

12:15-12:40

When could Vortioxetine be a relevant treatment option for
patients with MDD living through the pandemic?

홍나래(한림의대)

12:40-13:05

Dose-response relationship among antidepressant
treatment option and for Vortioxetine

강지인(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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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문의교육

에메랄드룸

13:00-13:50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수련교과과정

이상원(경북의대)

13:50-14:40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규정 및 수련실태심사기준

오홍석(건양의대)

14:40-14:50

휴식

14:50-15:40

제65차 전문의고시 출제 방안과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제언

15:40-16:30

온라인 전공의수첩 및 온라인 전공의 교육 소개

16:30-17:00

질의응답 및 토론

양종철(고시위원장, 전북의대)
전명욱(국립정신건강센터)

Special Lecture 1

크리스탈볼룸 1
좌장: 김종호(김종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14:00-15:00

Digital psychiatry: From virtual reality to digital therapeutics

Symposium 10

김재진(연세의대)

크리스탈볼룸 2

치매약물 개발의 최신지견

좌장: 이준영(서울의대), 김어수(연세의대)

14:00-14:20

Aducanumab and its significance

14:20-14:40

Amyloid-β targeting immunotherapy

14:40-15:00

Tau targeting immunotherapy

15:00-15:20

Drugs targeting metabolism, bioenergetics, and
inflammation

15:20-15:30

질의 응답

왕성민(가톨릭의대)
서승완(한림의대)
윤승용(울산의대 뇌과학교실)
김어수(연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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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11

크리스탈볼룸 3

Digital media overuse, addiction, and mental health

좌장: 김대진(가톨릭의대)

(한국중독정신의학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합동 세션)

14:00-14:20

What is digital media overuse and addiction?

14:20-14:40

Predictors and risk factors of digital media overuse
and addiction

14:40-15:00

Does the overuse of digital media affect mental
health?

15:00-15:20

How to manage digital media overuse and addic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15:20-15:30

질의 응답

Workshop 1

김현진(충남의대)
이승엽(가톨릭의대)
안유석(서울의대/국립교통재활병원)
오지혜(가톨릭의대)

펄룸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에서 수면다원검사 실제

좌장: 김석주(성균관의대)

14:00-14:30

수면다원검사의 임상 적응

신홍범(코슬립수면클리닉)

14:30-15:00

정상 수면 단계 판독

이미현(서울의대)

15:00-15:30

호흡 관련 이벤트 판독

최재원(을지의대)

15:30-16:00

수면 중 움직임 판독

이소진(경상의대)

16:00-16:30

MSLT의 시행과 판독

전홍준(건국의대)

16:30-17:00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해석

소민아(국립정신건강센터)

*인정 교육평점 : 3점,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합니다.

Symposium 12

사파이어룸

자살예방 및 정책 제안

좌장: 황태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백종우(경희의대)

14:00-14:20

보고듣고말하기2.0과 연령에 따른 자살예방

이화영(순천향의대)

14:20-14:40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가 국내 자살률에
주는 영향

전홍진(성균관의대)

14:40-15:00

자살예방에서 의료보험의 역할

15:00-15:20

자살예방 정책방향과 WHO policy

15:20-15:3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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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경희의대)
황태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Workshop 2

피콕룸

Pet loss를 중심으로 - 상실 경험자의 치유를 위한 심리극

좌장: 이용진(동탄정신건강의학과의원)

14:00-15:00

상실 경험자의 치유를 위한 심리극 – pet loss를 중심으로

15:00-16:00

애도 트라우마의 안정화

이승민(이승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00-17:00

상실 경험자의 치유를 위한 심리극 – pet loss를 중심으로

최은형(무지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강욱(강원의대)

*zoom으로만 진행되며,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합니다.

Special Lecture 2

크리스탈볼룸 1
좌장: 정상근(전북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회장)

15:40-16:40

인공지능을 마주한 정신의학의 미래

김수진((주)에임메드)

Symposium 13

크리스탈볼룸 2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의 인지행동치료 – 다양한 활용과 적용

좌장: 김지훈(부산의대)

15:40-16:00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한 사회적 이야기
(Social Stories) 중재 기법

16:00-16:20

조울병 환아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family focused therapy
(FFT)

이정(서울의대)

16:20-16:40

외상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행동치료

방수영(을지의대)

16:40-17:00

불안장애에서의 인지행동치료

정운선(경북의대)

17:00-17:10

질의 응답

Symposium 14
故 임세원·김제원 회원 추모 심포지엄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사람'
15:40-16:00

故 김제원 회원 1주기를 추모하며

16:00-16:20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16:20-16:40

故 임세원 회원과 편견없는 정신건강

16:40-17:10

지정토론 및 소감

최진혁(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크리스탈볼룸 3
좌장: 오강섭(성균관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이사장)
박성화(故 김제원 회원 추모위원회 공동 부위원장)
차승민(국립법무병원)
백종우(경희의대)
故 임세원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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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15
정신건강의학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정책 방향
15:40-16:00

정신치료 수가체계 국내외 현황

16:00-16:20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의 효과평가

16:20-16:40

정신건강의학과 수가 개선 정책 추진현황 및 제안

16:40-17:00

정신건강의학과 수가 개선 및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16:40-17:00

질의 및 응답

Plenary Lecture

사파이어룸
좌장: 이영문(국립정신건강센터)
유빈(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과)
배승진(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이병철(한림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
권성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장)

크리스탈볼룸 1
좌장: 박용천(한양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17:20-18:10

2030년, ADHD 어디까지 왔나?

22 2021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반건호(경희의대)

프로그램
10월 23일(토)
필수교육

크리스탈볼룸 1

09:00-10:00

법원의 정신장애 자문시 정신과 의사의 역할

10:00-11:00

도덕주의 사회에서의 의사 윤리

송지영(국군수도병원)
임기영(아주의대)

Symposium 16

크리스탈볼룸 2

정신의학영역에서 첨단융복합의료기기의 개발과 인증

좌장: 김재진(연세의대)

09:00-09:25

고령자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09:25-09:50

중증 우울증 아형 진단분류와 맞춤형 개입을 위한
스마트의료기기 개발

석정호(연세의대, ㈜마인즈에이아이)

09:50-10:15

디지털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에 대한 규제 방향

한영민(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료기기과)

10:15-10:30

질의 응답

Symposium 17

이준영(서울의대, ㈜이모코그)

크리스탈볼룸 3

Structural and functional dysconnectivity in psychosis

좌장: 정영철(전북의대)

09:00-09:20

Different clinical features and neuroimaging markers in
psychotic disorder NOS

09:20-09:40

Abnormal structural connectivity in Schizophrenia

09:40-10:00

New insight into an old story: targeting the cerebellum
for neuroimaging research in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10:00-10:20

When MRI met PET: Multimodal imaging approach in
Psychosis research

10:20-10:30

질의 응답

김우성(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중선(울산의대)

방민지(차의과학대)

김의태(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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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18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정체성과 정신치료 교육:
분석심리학은 ‘정신건강’에 대해 뭘 말하는가?

펄룸
좌장: 강철중(부산융심리분석연구소)

09:00-09:25

각종 처방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료 현장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 치유 인자들을 통합해주는 요소로서의 무의식에 대한 고찰

김지연(좋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09:25-09:50

분석심리학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신건강’ 증진의 의미 및 교육 분석의
필요성

한상익(한상익 융 분석심리원,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09:50-10:15

의학교육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 의학교육에서 필요한 것

10:15-10:30

질의 응답

Symposium 19
전공의와 슈퍼바이저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슈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신좌섭(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시스템
의학과, 의학교육학교실)

사파이어룸
좌장: 이강욱(강원의대)

09:00-09:30

인지행동치료 슈퍼비전의 기본 요소와 고려 사항

09:30-09:45

전공의의 인지행동치료 슈퍼비전 경험 1

박명현(계요병원)

09:45-10:00

전공의의 인지행동치료 슈퍼비전 경험 2

김현주(차의과학대)

10:00-10:15

인지행동치료 슈퍼비전 지도 경험

10:15-10:30

토론

Symposium 20
신을 찾는 뇌: 정신의학, 뇌과학, 그리고 신경신학

견영기(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준성(두드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에메랄드룸
좌장: 김도훈(한림의대), 김어수(연세의대)

09:00-09:25

신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조철현(충남의대)

09:25-09:50

신경신학이 바라본 영성

문은수(부산의대)

09:50-10:15

신경신학이 바라본 신경과학

김어수(연세의대)

10:15-10:3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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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21

크리스탈볼룸 2

Trends in cutting-edge research in neuropsychiatric
disease research

좌장: 제영묘(봉생병원), 원승희(경북의대)

10:40-11:00

Psychiatric genetics & genomics

이병대(부산의대)

11:00-11:20

Possibility of therapeutic target discovery and
clinical application of neuropsychiatric diseases
using autophagy and 3D-neuronal spheroid with
BBB-organ-on-a-Chip

이정구(인제의대)

11:20-11:40

Drug repositioning for psychiatric and neurological
disorders through a network medicine approach

장세헌(봉생병원)

11:40-12:00

Minimal effects of binaural auditory beats for
subclinical insomnia: A randomized double-blind
controlled study

방영롱(동아의대)

12:00-12:10

질의 응답

Case Conference
영아기에서 일생 전반에 걸친 분리개별화 과정:
청소년 정신 치료 증례를 중심으로

크리스탈볼룸 3
좌장: 한성희(이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0:40-11:20

영아기에서 일생 전반에 걸친 분리개별화 과정

11:20-11:35

증례 토론 1

유재학(유재학정신분석연구소&
유앤문정신건강의학과의원)

11:35-11:50

증례 토론 2

이현정(지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11:50-12:10

질의 및 토론

김양석(대치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합니다.

Symposium 22
"자아를 찾아가는 젊은이 사례" (3개 학파 합동 심포지엄)

펄룸
좌장: 이동수(성균관의대)

10:40-11:05

"자아를 찾아가는 젊은이 사례" 발표 및
대한분석치료학회의 관점

11:05-11:30

한국분석심리학회 관점에서 본 사례의 이해

신용욱(울산의대, 한국분석심리학회)

11:30-11:55

한국정신치료학회 관점에서 본 사례의 이해

안윤영(안윤영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한국정신치료학회)

11:55-12:10

토론

이문숙(다솜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한분석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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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23
다양한 진료 환경에서 펼쳐지는 정신과 의사들의 모습과 그 역할
10:40-11:05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 생활

11:05-11:30

정신과 의사의 SNS를 통한 소통과 정신보건사업 연계 방안에
관하여

11:30-11:55

사내 부속의원 환경에서의 직장인 정신건강 관리

11:55-12:10

질의 응답

사파이어룸
좌장: 강현구(광명마음찬정신과의원)
차승민(국립법무병원)
장광호(연강병원, 심리툰 작가)
김황룡(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Symposium 24

에메랄드룸

명상의 관점에서 본 구성주의 감정이론
10:40-11:00

주류 감정 이론의 허구성 - 기본 감정 이론과 삼중 뇌구조 모델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11:00-11:20

구성주의 감정이론 - 우리는 감정의 능동적 구성자이다

11:20-11:40

명상 수행자가 보는 구성주의 감정이론

11:40-12:00

실제 명상 수행법에서 보는 구성주의 감정 이론 - 하트스마일명상
(Heart-Smile Training : HST)을 중심으로

12:00-12:10

질의 응답

좌장: 이강욱(강원의대)
이두형(이두형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강등현(서울지방병무청)
전현수(전현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Forum 2

김완두(KAIST 명상과학연구소)

크리스탈볼룸 1

코로나-19와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
11:10-11:30

확진과 격리: 공연예술인의 경험 - 어느 날 갑자기

11:30-11:50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의 일반인구집단 및 특수인구집단에 미친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 영향

11:50-12:10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의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에 미친
정신건강 및 사회심리 영향

12:10-12:25

지정토론: 감염병 재난 공중보건위기 대응 정신건강지원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12:25-12:40

자유토론

26 2021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좌장: 백종우(경희의대)
홍민진 (극단 산 PD)
박한선(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혜윤(서울의대)
심민영(국가트라우마센터)

포스터
기분장애

뇌영상학

1.	Alcohol use disorder가 동반되며 Rapid cycling 양상

10.	Altered asymmetries in cortical and subcortical

을 보이는 Bipolar I disorder 환자의 증례

brain volume in schizophrenia

이정하(한양의대)
2. 양극성장애 환자에서 흡연 시 나타난 증상 악화 증례
홍지영(한양의대)
3.	Usefulnes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otland

최영재(울산의대)
11.	Altered White matter integrity in schizophrenia: A
diffusion tensor imaging study using Generalized
TBSS pipeline
안수진(울산의대)

Male Depression Scale in assessing workplace
burnout-related depression

12.	Structural dysconnectivity in schizophrenia: A

문정연(대구가톨릭의대)
4.	Diagnostic conversion from unipolar affective

network analysis of probabilistic tractography
and machine learning
김하린(울산의대)

disorder to bipolar affective disorder: A population-based study

13.	Neuroanatomical neural correlates of resil조영탁(울산의대)

ience in healthy adults
김현주(차의과학대)

5.	Association between working hour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
김은수(성균관의대)
6. 한국 성인에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김호림(전북의대)

물질장애
14.	도박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에서 일차성 다음증으로
인한 의식 저하 사례
윤경서(한양의대)

노인정신의학
7.	The influence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 on course and
severity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ementia
(AD): 1 year follow-up study
이원석(제주의대)
8.	The influence of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on functional decline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ementia: 1 year follow-up study.
나민철(제주의대)
9.	Factors associated with dementia knowledge
and dementia worry in the South Korean elderly
population
주수현(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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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장애

사회문화정신의학

15.	Altered functional connectivity in comorbid post-

24.	Eating foods while using electronic devices,

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major depression:

smartphone screen time, and children’s sleep

A resting-state fMRI study

problems during COVID-19 lockdown in Lebanon

한지연(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과)

이태엽(울산의대)

16.	Subjective and objective cognitive decline among

25.	Screen time effect on the mental health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atients
이승훈(중앙보훈병원)
17. 강원 산불 경험자의 정신건강: 1·3·6개월 추적 관찰

physical activity of school students during
the COVID-19 lockdown in Lebanon: A cross
sectional study
이태엽(울산의대)

현소연(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18.	Healthcare workers’ quality of lif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elies on their resilience,
work-related burnout, and anxiety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6.	Teacher's perspectives on challenges in educational environment of public schools in the
COVID-19 pandemic: A qualitative study in
South Korea
정석훈(울산의대)

손훈성(울산의대)
19.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ic biomarker of pharmacological treatment response
in anxiety disorder: A retrospective study

27.	COVID-19 and the Beirut explosion Crises:
Depression, insomnia, self- 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Lebanese people
정석훈(울산의대)

변준(대구가톨릭의대)
20.	우울 및 불안장애 외래 환자의 아동기 외상과 증상의
복합성과의 관계
이진복(한양의대)

28.	Gender differences in suicidal ideation associated with long working hours among Korean
employees: Kangbuk samsung workplace
mental health study

2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의 증상 정도와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자존감의 관련성
정재희(전북의대)
22.	Effectiveness of self-guided smartphone-based
virtual reality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panic disorder
신보경(연세의대 의학행동과학연구소)
23.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G-carrier and
CC genotype of the RGS2 on the white matter
alteration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in Korean populations
서정화(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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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성균관의대)
29.	구급대원의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질적연구
서동희(국립중앙의료원)

생물정신의학

37.	COVID-19 대유행 기간동안 부모의 게임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장애에 미치는 영향

30.	아리피프라졸의 도파민 활성도 조절을 통한 연쇄상구균

이소연(중앙의대)

감염 후 기능성운동장애 환자에서의 이상운동증 향상

38.	뇌전증 소아청소년 환아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효과에 대한 증례 보고

박소현(이화여대)
정승아(중앙의대)

31.	Differences in improvement of symptom di-

39.	Warning signs of suicide completers in Korean
students: Focusing on teacher reports

mensions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with
electroconvulsive therapy
Jae-Won Yang(계명대 동산병원)
32.	건강한 성인에서 학대 경험과 관련한 활동 및 수면 관련

방수영(을지의대)
40.	Parental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girls’
suicide attempts: A cross-sectional study from
2015 to 2018

생체 지표 규명 연구

이연정(순천향의대)
김민석(경북의대)

수면장애

소아청소년정신의학

41.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Metacognitions
33.	Media exposure of non-suicidal self-injury or

Questionnaire-Insomnia (MCQ-I) and the effects

suicide attempt and its impact on emergency

of metacognitions on insomnia, depression and

department visit

anxiety
이태엽(울산의대)

이주희(울산의대)

34.	Impact of comorbid ODD on clinical and neur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children with ADHD
김해원(울산의대)
35.	Comparison of diagnostic efficacy of the Psychoeducational Profile-Revised (PEP-R), the
Korean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Fourth edition (K-WPPSI-IV)
and the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
(VABS)
류수미(울산의대)
36.	Clinical correlates of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young women with breast cancer
김하린(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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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및 척도개발

49.	Hospital-based case management for suicide
high-risk group using Delphi survey
이환(경희의대)

42.	의사들의 번아웃 평가에 유용한 단일 문항 번아웃 평가
도구(SIBM)의 타당화 연구
송혜인(연세원주의대)
43.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nticipatory and Consummatory Interpersonal
Pleasure Scale (ACIPS) in non-help-seeking
individuals

정신신체의학
50.	Usefulness of qEEG for diagnosis and severity
evaluation of delirium patients: A retrospective study
김승빈(대구가톨릭의대)

김은혜(부산의대)
44.	The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the 25-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정신치료

(HQ-25)
제세령(대구가톨릭의대)
45.	Application of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6 items (SAVE-6) to public workers

51.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 도움추구행동에 인구사회적 특
성이 미치는 영향: 2017-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를 중심으로
이진영(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for measuring their anxiety respons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박형근(울산의대)
46.	The German translation of the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9 (SAVE-9) scale
– results from healthcare workers during the
second wave of COVID-19
정석훈(울산의대)
4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mmunity Assessment of Psychic Experiences
(CAPE) in general population

조현병
52.	Machine-learning based diagnosis of schizophrenia with cortical thickness
조영탁(울산의대)
53.	Significant alterations in the schizophrenia
brain white matter tracts revealed by the
DTI-based tractography: A multi-site harmonization study
조영탁(울산의대)

심혜진(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54.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antipsychotic
monotherapy and polypharmacy in treatment-

재활 및 지역사회정신의학

resistant schizophrenia

48.	Schoolteachers’ resilience does and Self-

주성우(울산의대)

efficacy does not mediate the influence of

55.	Association of duration from the diagnosis

stress and anxiety due to the COVID-19 pan-

to psychiatric admission with long-term out-

demic on de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comes in schizophrenia

조인규(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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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우(울산의대)

56.	조현병 환자에서 발프로산 복용으로 유발된 고암모니아
혈증 뇌병증 의심 증례

65.	Comparison of effects between conventional
dose and high dose escitalopram on clinical

박태진(한양의대)
57.	Association between four time pillars of birth

improvement in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김서영(서울의대)

and morbidity of schizophrenia in Korean
population: Approach in the perspective of
consilience

66.	코로나19 완치자의 정신건강 상태 및 코로나19 심리
지원 서비스 인식도

황태영(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현소연(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58.	Predicting relapse in psychosis leveraging

67.	Use of the Columbia-Suicide Severity Rating

multimodal data sources and natural language

Scale screener in a general hospital setting:

processing

A preliminary study Short title: The Columbia이동윤(아주의대 의료정보학과)

59.	치료 저항성 조현병에서 뇌전증 및 뇌전증 유사 증상의

Suicide Severity Rating Scale screener in a
general hospital setting
박형근(울산의대)

치료 2례
조승원(한양의대)
60.	Short-term disease modification effects in
individuals with schizophrenia who switched

68.	Comorbid psychiatric disorders and prescription pattern of psychotropic medication in
liver transplant recipients
최우혁(울산의대)

from paliperidone palmitate once-monthly to
oral antipsychotics

69.	Functional impairments in the mental health,
이봉주(인제의대)

61. 조현병에서 형식적 사고장애의 임상적 특성
양채영(한양의대)

depression and anxiety related to the viral
epidemic, and disruption in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cancer patients in the
COVID-19 pandemic era
김규민(울산의대)

기타 질환 및 분야

70.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62.	Smartphone-based self-assessment of alcohol

eating symptomatology and mental health

use and depression in suicidal individuals

of patient with eating disorders: Utilization

박선영(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63.	SLE 환자에서 psychotic symptom을 보여 NPSLE로
치료받은 증례
손보영(한양의대)
64.	Different dose-response relationship accor-

of the Korean-version of the COVID Isolation
Eating Scale (CIES)
곽경화(인제대학교 섭식장애정신건강연구소)
71.	COVID-19 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
김은(중앙의대)

ding to escitalopram responsiveness in OCD:
A pharmacokinetic-pharmacodynamic study
using YBOCS
김서영(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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