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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진료, 연구, 교육의 현장을 지켜주신 회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긴 시간 동안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울과 고통의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속히 행복한 삶과
건강한 환경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이번 2022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는 “Psychiatry, for happy life and healthy
world”라는 주제 아래 진행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행복하고 건강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초
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으로는 김빛내리 교수님(서울대 생명과학부)의 "RNA,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과 전우택 교수님(연세
의대)의 "사회치유를 향한 도전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과 잠재력"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적 감염 대유행을
지나며 감염과 관련된 생물학적 이슈 및 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학술대회 첫째 날의 특별강연은 김치원 상무(카카오벤처스)의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헬스케어"
강의가 진행됩니다. 둘째 날의 특별강연은 정재승 교수(KAIST 바이오 뇌공학과)의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살 예측, 미래
행복 사회를 디자인하다" 강의와 정지훈 교수(DGIST 정보통신융합전공)의 "메타버스와 의학" 강의를 준비하여 4차산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의학의 현 위치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COVID-19 바이
러스와 정신질환, 코로나 시대의 상실과 애도에 대한 정신치료,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과 미래 전략, 디지털 치료제의 정신의
학적 임상 적용 및 연구 개발 등에 관한 시의적절하고 전문적인 주제들을 포함한 다양한 심포지엄을 마련하였고 , 노인의 정
신건강 문제 및 노년기 우울증, 나이 들어가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이해 등의 심포지엄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신건
강의학과 의사로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시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통해 즐겁고 풍성한 학술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

장 정 상 근

이사장 오 강 섭
학술이사 양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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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장 안내도
• 등록 | 컨벤션 E 앞

• 인권교육 | 컨벤션 D

• 진행본부 | 컨벤션 E

• 워크숍 | 컨벤션 C

• Plenary Lecture | 에메랄드 A,B

• 연구재단기금 구연 및 구연 | 컨벤션 D, 플라밍고

• 심포지엄 | 에메랄드 A·B, 컨벤션 A·B·C·D, 플라밍고

• 정기총회 | 에메랄드 A

• 필수교육 | 에메랄드 A

• 포스터발표 | 다이아몬드룸

• 지도전문의 교육 | 컨벤션 D

• Special Lecture | 컨벤션 A

• 짐보관 | 컨벤션 E

호텔 2층

컨벤션 센터 3층

컨벤션 센터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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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인쇄된 초록집은 배포하지 않으니 회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초록집을 대신하여 모바일 앱을 적용할 예정이며,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소책자가 제공됩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PDF파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등록안내
회원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연수평점

정회원,특별회원

120,000원

140,000원

7일(목):

일반회원 (전공의)

70,000원

90,000원

회원

정신건강관련 근무자,
비회원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타과 소속)

5평점
8일(금):

70,000원

90,000원

필수 2평점
일반 3평점

140,000원

160,000원

(예정)

- 원로회원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원로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함이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등록비 면제 및 출결관리
- 좌장, 원로회원(당해연도 만 70세 이상-1952년 이전 출생자)은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발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교육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2회의 출결 확인을 해주셔야 소정의 평점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1회만 확인될 시 평점이 인정되지 않으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출결 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마감 : 2022년 3월 25일(금)
▶ 납입방법
1. 홈페이지상에서 개인별로 카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등록 불가)
(대회등록은 대회비를 납부하신 후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404-890001-7400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금 여부를 확인해드리지 않사오니 입금완료 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무국에서 확인 요청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3. 수련병원의 경우 단체등록 시 무통장입금 후,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회사무실 팩스(02-537-6174) 또는
이메일(koreapsy@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확인 시 필요할 수 있으니 입금자명과 입금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확인이 안 된 경우에 평점 보고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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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비 환불규정
환불은 학회사무실에 연락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2022년 4월 1일(금)까지 신청된 내역에 대한 전액 환불 가능하며, 이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환불 신청은 koreaps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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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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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연회비 안내
전문의

전공의/특별회원

200,000원

100,000원

▶ 정기총회
•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17:20 / •장소 : 에메랄드 A (3층)

▶ 학회에서 회원님들의 짐을 보관해드립니다.
• 일시 :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장소 : 4층 컨벤션 E
※ 정해진 시간에만 짐 보관이 가능하오니 오후 5시 이전에 짐을 찾아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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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및 포스터 발표 안내사항
▶ 구연 발표 안내
• 일시 : 2022년 4월 8일(금) 09:3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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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형식입니다.

❶ E-Poster 오프라인 전시 장소 : 다이아몬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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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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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금)까지 신청 분에 한하여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비 안내
사전등록
(3월 25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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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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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p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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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53 스위스 그랜드 호텔

▶ 셔틀버스

홍제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앞 : 2
 시간 간격 운행
(오전 9시 55분, 오전11시 55분, 오후 1시 55분,
오후3시 55분, 오후 5시 55분, 오후 7시 55분, 오후 9시 55분)

▶마을버스

홍제역 3번 출구 앞에서 01번 버스

▶지하철
지하철 ③호선 홍제역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01번 환승
		
- 지하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에서 택시
▶버스
•정원여중 하차
		
		
		

- 파랑 (간선) : 110A, 110B, 153
- 초록 (지선) : 7018, 7720, 7021, 7713, 7738, 8513
- 공항버스 : 6005
- 일반버스 : 567

•홍은현대아파트 하차
		
		
		

- 파랑(간선) 110A, 110B, 153
- 초록(지선) : 7018, 7720, 7021, 7713, 7738, 8153
- 공항버스 : 6005
- 일반버스 : 567

▶호텔 주차장 주차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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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5차 정기총회

2022년도 시설장 인권교육 세부내용 (49병상 이하 시설장)
※ 반드시 춘계학술대회를 등록하신 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정
 신의료기관의 경우 ‘12년부터 실시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의 항목에 인권교육 이수여부를 점수화하여 반영할
예정임.
1) 교육주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 교육일시: 2022년 4월 8일(금) 컨벤션D 13:10-17:10
3) 교육장소: 스위스그랜드호텔
4) 교육시설종류: 정신의료기관
5) 교
 육대상 : 정신보건시설의 시설장 (49병상 이하)
50병상 이상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인권위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함
6) 교육내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정신보건법
사회 : 이화영 법제이사
시 간

교육내용

방법

연 자

13:10-15:00

인권교육 Ⅰ

강의

김성수(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15:10-17:10

인권교육 Ⅱ

강의

소민아(국립정신건강센터)

7) 교 육 비: 정회원 15,000원 / 비회원 20,000원
8) 대
 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온라인사전등록 - “사전등록 신청하기”를 통하여 사전등록 가능합니다.
※ 비회원인 경우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여, 문의 시 안내드리는 계좌로 등록비를 이체 해주셔야 합니다.
(T. 02-537-6171)
※ 무통장입금 시 등록자 성명으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 등록 확인 시 필요할 수 있으니 입금자명과 입금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 청기간: 2022년 3월 25일(금)까지
※ 환불은 4월 1일(금)까지 가능하며,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5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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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신건강의학과 지도전문의교육
※ 대한병원협회의 지도전문의 공통교육과는 별개로, 두 가지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2022년도 정신건강의학과 지도전문의 전문학회 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대상인 회원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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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주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 교육일시: 2022년 4월 7일(목) 13:00-17:00
3) 교육장소: 스위스 그랜드 호텔
4) 대
상
가. 신규 지도전문의 – 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주관 과별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지도전문의 자격 인
정됨.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 개정(2018. 3. 1. 시행) 되면서 수련병원(기관)장에 의하여 새로 지정된 지
도전문의는 6개월 이내 대면교육을 받아야 함.
나. 기
 존 지도전문의 -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 개정(2018. 3. 1. 시행)되면서 지도전문의는 최초
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학회별
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에 한하여는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5
년으로 함.
5) 신청방법: 2022년 3월 25일(금)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온라인사전등록] 게시판을 통하여 사전등록
※ 지도전문의 교육은 춘계학술대회를 등록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학술대회 미등록자는 지도전문의교육 이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학술대회 사전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사전등록일 3월 25일(금)까지)
6) 교 육 비: 20,000원
환불은 4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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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희(원주의대, 수련간사)

13:50-14:40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규정 및 수련실태심사기준

오홍석(건양의대, 수련위원)

14:40-14:50
14:50-15:40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교육 발전을 위한 고시제도

김성완(전남의대, 고시이사)

15:40-16:30

온라인 전공의수첩 및 온라인 전공의 교육 소개

전명욱(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간사)

16: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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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일정표
4월 7일(목)

진행위원

에메랄드 A (3F)

에메랄드 B (3F)

컨벤션 A (4F)

컨벤션 B (4F)

컨벤션 C (4F)

컨벤션 D (4F)

플라밍고 (호텔2F)

윤제연

박선철

이지원

구본훈

강지인

노대영

왕성민

Symposium 1

Symposium 2

Symposium 3

Symposium 4

Symposium 5

Symposium 6

Symposium 7

COVID-19와
정신질환

Diagnosis and
Intervention of
adults with
high-functioning
ASD

노년기
정신증의 이해

코로나 시대
09:30
상실과
애도의 정신
치료
11:00
(정신치료 3개 학파
공동 심포지엄)
11:10
12:00
12:20
13:10

Plenary Lecture 1
RNA,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Luncheon
Symposium 1

Luncheon
Symposium 2

Luncheon
Symposium 3

13:10
14:00

14:00
15:30

15:40
17:10

17:20
~

DBT-informed 정신의학의 미래, 지역사회 클리닉을
therapy: 임상 진료 어떻게 준비할 위한 암 환자 정신
현장에서의 DBT
것인가
건강 관리 및 암
기술 적용
중증 수가 적용

E-Poster presentation

Symposium 8

Symposium 9 Special Lecture 1 Symposium 10

한국판
항정신병약물
유도성 고프로락
틴혈증 진료지침
2022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
우리 사회의
진단과 미래 전략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헬스케어
(14:00~14:45)

Workshop

CME 1

불안 우울
지도전문의 교육
COVID-19가
영역에서 과학적
정신과진료에
(13:00-17:00)
명상의 최신 지견 미치는 영향-감염
환자들의 정신과
및 신경과적 특성

Symposium 11
최면치료 기법과
임상적용

Symposium 12 Symposium 13 Symposium 14 Symposium 15 Symposium 16

Symposium 17

Novel Psychiatric
Optimal
Medications
treatment of
Approved from insomnia disorder
the FDA

치료자가
경험하는 행복한
삶, 건강한 세상

정신병리학
고전의 서설

Biological basis
for late-life
depression

디지털 치료제의
정신의학에서의
임상적용

정기총회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5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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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프로그램 일정표
4월 8일(금)

진행위원

에메랄드 A (3F)

에메랄드 B (3F)

컨벤션 A (4F)

컨벤션 B (4F)

컨벤션 C (4F)

컨벤션 D (4F)

플라밍고 (호텔2F)

추일한

김지선

이유진

강승걸

조철현

이정구

장승호

Oral
Presentation 1

Oral
Presentation 2

연구재단기금
구연 1

연구재단기금
구연 2 및 구연
(09:30-10:45)

CME 2

Symposium 27

인권교육
(13:10-17:10)

발달장애와
디지털 치료제

Symposium 18 Symposium 19 Symposium 20 Symposium 21 Symposium 22
09:30
11:00

11:10
12:00
12:20
13:10

적극적 정신건강
Korean
증진과 마음챙김
Medication
Algorithm
Project for Bipolar
Disorder 2022
(KMAP-BP 2022)

디지털치료제
Novel treatment
for Psychiatric 개발 연구를 위한
핵심 포인트
Disorder: From
Investigational
Drug to CE
Approved
Treatment

Abuse potential
of OTC or
prescription
medicines

Plenary Lecture 2
사회치유를 향한 도전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과 잠재력
Luncheon
Symposium 4

Luncheon
Symposium 5

13:10
13:40

E-Poster presentation

Symposium 23 Symposium 24 Special Lecture 2 Symposium 25 Symposium 26
만성신체질환자의 COVID-19 시대
정신건강:
정신건강,
13:40
만성신체질환자의
취약집단은
디스트레스와
누구인가?
15:10
자살위험을 관리
하기 위한 평가
도구와 중재법 개발
CME 3
15: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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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교육
(15:20-17:20)

머신러닝을
현대 정신분석적
이용한 자살 예측,
정신치료의
미래 행복 사회를
새로운 관점
디자인하다.
(13:40-14:25)

나이 들어가는
조현병 환자의
이해

Symposium 28 Special Lecture 3 Symposium 29 Symposium 30
한국 초고령화 메타버스와 의학
사회에서 여성
(14:40-15:25)
노인의 건강문제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접근

청소년 자살:
지역간 건강격차
위드 코로나를
해소방안 맞이하여 청소년 우울증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5차 정기총회

Symposium 31
Towards
optimizing the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in Psychiatry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5차 정기총회

Speakers
Plenary Lecture Speakers
김빛내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RNA,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 4월 7일(목) 11:10-12:00, 에메랄드 A+B(3층)

2001-2004

서울대학교 생명과학인력양성사업단 연구교수

2004-현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2010-2016

서울대학교 중견석좌교수

2012-현재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장

2017-현재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전 우 택 (연세의대)
“사회치유를 향한 도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과 잠재력”
– 4월 8일(금) 11:10-12:00, 에메랄드 A+B(3층)

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정신건강의학교실/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인도협력분과 위원장

학력 1985
1989
199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수련
연세대학교 의학박사 (정신의학)

경력 1997-1999 Research Fellow, Harvard Medical School, Department of Social Medicine
전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5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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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Special Lecture Speakers
김 치 원 (카카오벤처스)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헬스케어”
– 4월 7일(목) 14:00-14:45, 컨벤션 A(4층)

2012-현재

서울와이즈요양병원 원장

2021-현재

카카오 벤처스 상무/파트너

2004-2008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 내과 전문의

2008-2009

McKinsey & Company, 컨설턴트

2010-2012

삼성서울병원 의료관리학과 임상조교수 기획실 기획담당 교수

정 재 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살 예측, 미래 행복 사회를 디자인하다.”
– 4월 8일(금) 13:40-14:25, 컨벤션 A(4층)

1999-2001

Research Associate, Department of Child Psychiatry,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New
Haven CT, USA

2001-2004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Physics,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4-2008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io and Brain Engineering, KAIST, Korea

2005-2008

Assistant Professor (joint appointment), Department of Psychiatry, 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USA

2008-Present Professor, Department of Bio and Brain Engineering, KAI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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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Special Lecture Speakers
정 지 훈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DGIST)
“메타버스와 의학”
– 4월 8일(금) 14:40-15:25, 컨벤션A(4층)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파트너 및 Co-Founder, EM.Works 대표
2004-2007

미국 Cedars-Sinai Medical Center 연구과학자

2007-2010

우리들병원 생명과학기술연구소 연구소장

2010-2014

명지병원 IT융합 연구소장

2014-2020

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IT디자인융합학부 조교수, 미래고등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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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4월 7일 (목)
Symposium 1

에메랄드 A

코로나 시대 상실과 애도의 정신치료 (정신치료 3개 학파 공동 심포지엄)
좌장: 한상익 (한상익 융 분석심리원,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09:30-09:55

그린슬리브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정신분석

09:55-10:20

무엇이 애도를 어렵게 하는가? 애도의 정신분석적 이해

10:20-10:45

사별과 우울의 정신치료

10:45-11:00

질의 응답

정찬승 (마음드림의원)
서호준 (가톨릭의대)
이동우 (인제의대)

Symposium 2

에메랄드 B

COVID-19와 정신질환
좌장: 한상우 (순천향의대), 강승걸 (가천의대)
09:30-09:55

COVID-19와 우울증 및 자살

09:55-10:20

COVID-19와 인지장애

10:20-10:45

COVID-19 백신과 정신질환

10:45-11:00

질의 응답

박선철 (한양의대)
왕성민 (가톨릭의대)
전진용 (울산의대)

Symposium 3

컨벤션 A

Diagnosis and Intervention of adults with high-functioning ASD
좌장: 김지훈 (부산의대), 이소영 (순천향의대)
09:30-09:50

Lifespan of high functioning ASD

09:50-10:10

Diagnostic challenges in adults with high functioning ASD

10:10-10:30

Psychiatric comorbidities in adults with high functioning ASD

10:30-10:50

Interventions for high functioning ASD in adults

10:50-11:0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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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애 (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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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4

컨벤션 B

노년기 정신증의 이해
좌장: 김기웅 (서울의대), 추일한 (조선의대)
09:30-09:50

노년기 정신증 동반 우울증

한지원 (서울의대)

09:50-10:10

노년기 정신증 동반 조울증

장승호 (원광의대)

10:10-10:30

노년기 정신증 동반 치매

10:30-10:50

노년기 정신증과 망상장애

10:50-11:00

질의 응답

변선정 (가톨릭의대)
김우정 (연세의대)

Symposium 5

컨벤션 C

DBT-informed therapy: 임상 진료 현장에서의 DBT 기술 적용
좌장: 박준성 (두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범우 (건국의대)
09:30-09:50

임상 진료 현장에서 DBT 치료 기술의 적용 – DBT는 어떻게 나의 치료를 변화시켰나

백지현 (성균관의대)

09:50-10:10

문제 분석

유재현 (가톨릭의대)

10:10-10:30

변증

김도훈 (김도훈정신건강의학과의원)

10:30-10:50

대인관계 기술

이성철 (가로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

10:50-11:00

질의 응답

Symposium 6

컨벤션 D

정신의학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좌장: 최준호 (한양의대), 박주언 (계요병원)
09:30-09:50

디지털 헬스케어와 치료제의 현황과 미래전망

09:50-10:10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챗봇: 도전과 기회

10:10-10:30

응급사례 판단기준 및 정신응급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10:30-10:50

비대면 정신건강 개입기술 및 서비스모델 개발

10:50-11:00

질의 응답

김일빈 (한양의대)
허지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정수봉 (계요병원,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화영 (순천향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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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7

플라밍고

지역사회 클리닉을 위한 암 환자 정신건강 관리 및 암 중증 수가 적용
좌장: 김태석 (가톨릭의대), 임원정 (이화의대)
09:30-09:50

개괄: 암 환자와 정신건강 진료

09:50-10:10

항암/방사선 치료를 마친 암 경험자의 정신건강 관리

10:10-10:30

김선영 (전남의대)
박천일 (차의과학대)

Psychotherapy for fear of cancer recurrence: ConquerFear
Phillys Butow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10:30-10:50

정신건강의학 개원의가 들려주는 1차의료에서 암 환자 진료 및 산정특례 적용
이광민 (마인드랩공간정신건강의학과의원)

10:50-11:00

질의 응답

Plenary Lecture 1

에메랄드 A,B
사회: 양종철 (전북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이사)
좌장: 오강섭 (성균관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11:10-12:00

RNA,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김빛내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Luncheon Symposium 1

에메랄드 A

Evolving management of schizophrenia: Exploring optimal option and New prospects for clinical
좌장: 정영철 (전북의대), 민경준 (중앙의대)
benefits
12:20-12:45

Can LAI be the best strategy for patient-centered outcome in
schizophrenia?

12:45-13:10

Clinical evidence of long-acting injectable aripiprazole for patients with
recent-onset schizophrenia

이상혁 (차의과학대)
김성완 (전남의대)

Luncheon Symposium 2

에메랄드 B

New Paradigm of MDD Treatment Toward Patient Tailored Therapy with Desvenlafaxine
좌장: 박용천 (한양의대 명예교수), 함병주 (고려의대)
12:20-12:45

COVID-19 Era: Optimal treatment strategy for functional recovery in MDD
patients

백종우 (경희의대)

12:45-13:10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or Elderly MDD patients with
Desvenlafaxine

장성만 (경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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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eon Symposium 3

컨벤션 A

A New Normal Antidepressant
좌장: 채정호 (가톨릭의대), 이승환 (인제의대)
12:20-12:45

A paradigm shift to recover from depression

강지인 (연세의대)

12:45-13:10

Therapeutic advantage of agomelatine in treating depression

최준호 (한양의대)

CME 1 지도전문의교육

컨벤션 D

13:00-13:50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수련교과과정

김태희 (원주의대, 수련간사)

13:50-14:40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규정 및 수련실태심사기준

오홍석 (건양의대, 수련위원)

14:40-14:50

휴식

14:50-15:40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교육 발전을 위한 고시제도

15:40-16:30

온라인 전공의수첩 및 온라인 전공의 교육 소개

16:30-17:00

질의응답 및 토론

김성완 (전남의대, 고시이사)
전명욱 (국립정신건강센터, 수련간사)

Symposium 8

에메랄드 A

한국판 항정신병약물 유도성 고프로락틴혈증 진료지침 2022
좌장: 이상열 (원광의대), 정종현 (가톨릭의대)
14:00-14:20

항정신병약물 유도성 고프로락틴혈증의 평가 및 진단

강원섭 (경희의대)

14:20-14:40

항정신병약물 유도성 고프로락틴혈증의 모니터링 및 환자 교육

장승호 (원광의대)

14:40-15:00

항정신병약물 유도성 고프로락틴혈증의 치료

전홍준 (건국의대)

15:00-15:20

한국판 항정신병약물 유도성 고프로락틴혈증 진료지침의 개발과정 및 활용법

김선미 (중앙의대)

15:20-15:30

질의 응답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5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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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9

에메랄드 B

코로나 시대의 정신건강: 우리 사회의 진단과 미래 전략
좌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원승희 (경북의대)
14:00-14:20

코로나 시대의 한국인의 심리와 서비스 패러다임

14:20-14:40

공존과 휴머니즘을 위한 포용과 연대

14:40-15:00

코로나 시대를 넘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전략

15:00-15:20

코로나 감염병에서의 초회복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15:20-15:30

질의 응답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이만우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의료원)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Special Lecture 1

컨벤션 A
좌장: 권준수 (서울의대)

14:00-14:45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헬스케어

Symposium 10

컨벤션 B

불안 우울 영역에서 과학적 명상의 최신 지견
좌장: 서호석 (차의과학대), 이경욱 (가톨릭의대)
14:00-14:20

불안 및 우울 분야에서의 명상의 일반적 개념 및 역사

이화영 (순천향의대)

14:20-14:40

동양과 서양에서 바라본 명상의 개념 차이, 불안 우울 영역에서 어디까지 발전되었나?

김민경 (차의과학대)

14:40-15:00

마음챙김명상의 뇌신경학적 이론 최신 지견

오지훈 (가톨릭의대)

15:00-15:20

불안 우울 영역에서 근거 기반 마음챙김명상 실제 적용 사례 및 치료적 효용성

조성준 (성균관의대)

15:20-15:3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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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컨벤션 C

COVID-19가 정신과진료에 미치는 영향-감염환자들의 정신과 및 신경과적 특성
좌장: 최준호 (한양의대), 석정호 (연세의대)
14:00-14:20

COVID-19 확진자의 정신과적 임상적 특징과 치료시 고려할점

14:20-14:40

COVID-19의 신경학적 증상

14:40-15:00

정신과에서 비대면 치료-tDCS

이재원 (이지브레인)

15:00-15:20

정신과에서 비대면 치료-디지털 치료제

전홍진 (성균관의대)

15:20-15:30

질의 응답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김현경 (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

Symposium 11

플라밍고

최면치료 기법과 임상적용
좌장: 변영돈 (변영돈신경정신과의원)
14:00-14:25

말하는 대로 된다 - 직접암시를 이용한 전통최면치료

14:25-14:50

가장 보편적인 현대최면치료기법 – 스피겔식 최면치료

14:50-15:15

Story telling식 최면치료기법 - 에릭슨식 최면치료

15:15-15:30

질의 응답

류재형 (여수전남병원)
임수근 (SG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성형모 (순천향의대)

Symposium 12

에메랄드 A

Novel Psychiatric Medications Approved from the FDA
좌장: 임현국 (가톨릭의대), 홍진표 (성균관의대)
15:40-16:05

Brexanolone: The first drug specifically for postpartum depression

16:05-16:30

Lemborexant: Orexin antagonist with high efficacy and low tolerance to
treat insomnia

16:30-16:55

Psilocybin: A psychedelic mushroom, not yet approved but which became
a breakthrough therapy for TRD

16:55-17:10

질의 응답

하정희 (연세의대)
엄유현 (가톨릭의대)

김낙영 (계요병원)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5차 정기총회

21

KNPA ANNUAL MEETING 2022

Symposium 13

에메랄드 B

Optimal treatment of insomnia disorder
좌장: 윤인영 (서울의대), 신일선 (전남의대)
15:40-16:00

Considering hidden environmental factors for insomnia disorder

16:00-16:20

Differential diagnosis of sleep disorders, and medical or psychiatric
diseases

전홍준 (건국의대)

16:20-16:40

Selecting optimal medication - beyond “initiation or maintenance”

최하연 (중앙보훈병원)

16:40-17:00

Prescribing, explaining, reassurance, and quitting medication

17:00-17:10

질의 응답

Symposium 14

이혁주 (숨수면의원)

정석훈 (울산의대)

컨벤션 A

정신병리학 고전의 서설
좌장: 김린 (고려의대)
15:40-16:05

에밀 크레펠린의 「정신의학: 의대생과 의사를 위한 교과서」

김일빈 (한양의대)

16:05-16:30

카를 야스퍼스의 「정신병리학 총론」

박선철 (한양의대)

16:30-16:55

쿠르트 슈나이더의 「임상정신병리학」

김기원 (한림의대)

16:55-17:10

질의 응답

Symposium 15

컨벤션 B

Biological basis for late-life depression
좌장: 이동우 (인제의대), 유승호 (건국의대)
15:40-16:00

The contribution of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to late-life depression

박준혁 (제주의대)

16:00-16:20

Neuroinflammatory markers for late-life depression

오대종 (서울의대)

16:20-16:40

Cerebral amyloid deposition and late-life depression

정현강 (고려의대)

16:40-17:00

Gut microbiome and late-life depression

이상진 (서울의대)

17:00-17:1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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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16

컨벤션 C

디지털 치료제의 정신의학에서의 임상적용
좌장: 정영철 (연세의대), 전홍진 (성균관의대)
15:40-16:05

식이장애에서 디지털치료의 새로운 시도

16:05-16:30

수면장애에서 디지털치료

16:30-16:55

노인인지장애에서 디지털치료의 임상 적용

16:55-17:10

질의 응답

이정현 (연세엘 식이장애클리닉)
이유진 (㈜웰트)

Symposium 17

이준영 (서울의대)

플라밍고

치료자가 경험하는 행복한 삶, 건강한 세상
좌장: 이나미 (서울의대)
15:40-16:00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행복

16:00-16:20

역학적 연구를 통해 건강한 마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16:20-16:40

치유자(healer)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경험하고 나누는 행복과 건강

16:40-17:00

탐구자(explorer)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경험하고 나누는 행복과 건강

17:00-17:10

질의 응답

서동혁 (밝은서울정신과의원)
이동욱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김계희 (김계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상익 (충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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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4월 8일 (금)
Symposium 18

에메랄드 A

Korean Medication Algorithm Project for Bipolar Disorder 2022(KMAP-BP 2022)
좌장: 이상열 (원광의대), 김문두 (제주의대)
09:30-09:50

Manic/Hypomanic episode

09:50-10:10

Depressive episode

서정석 (중앙의대)

10:10-10:30

Mixed features and maintenance therapy

이정구 (인제의대)

10:30-10:50

Rapid cycling and pharmacotherapy of special populations

10:50-11:00

질의 응답

우영섭 (가톨릭의대)

정종현 (가톨릭의대)

Symposium 19

에메랄드 B

적극적 정신건강증진과 마음챙김
좌장: 채정호 (가톨릭의대), 김경승 (마야병원,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9:30-09:50

적극적 정신건강의 개념

09:50-10:10

적극적 정신건강과 긍정심리학

10:10-10:30

마음챙김 명상의 적용: micropractice

10:30-10:50

온라인 마음챙김과 긍정성 훈련

10:50-11:00

질의 응답

김경승 (마야병원,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허휴정 (가톨릭의대)
윤지애 (을지의대)
채정호 (가톨릭의대)

Symposium 20

컨벤션 A

Novel treatment for Psychiatric Disorder: From Investigational Drug to CE Approved Treatment
좌장: 김종우 (경희의대), 안용민 (서울의대)
09:30-09:55

Investigational: The utility of nanoparticles in psychiatry

노현웅 (아주의대)

09:55-10:20

Clinical trial: Neurosteroid, the next rapidly acting antidepressant

신철민 (고려의대)

10:20-10:45

CE approved: tDCS, how far has it evolved?

10:45-11:0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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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21

컨벤션 B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한 핵심 포인트
좌장: 김재진 (연세의대), 이헌정 (고려의대)
09:30-09:50

디지털 치료제의 국내외 현황

09:50-10:10

디지털 치료제의 작용 기전의 현황과 향후 방향

10:10-10:30

디지털 치료제의 임상 연구 계획과 수행

10:30-10:50

디지털 치료제의 UX/UI

10:50-11:00

질의 응답

이유진 ((주)웰트)
김수진 ((주)에임메드)
신재용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장진규 ((주)컴패노이드 랩스)

Symposium 22

컨벤션 C

Abuse potential of OTC or prescription medicines
좌장: 김대진 (가톨릭의대), 김용구 (고려의대)
09:30-09:50

OTC cold medicines

09:50-10:10

OTC sleeping pills

10:10-10:30

Prescription CNS stimulants

10:30-10:50

Anabolic steroids

10:50-11:00

질의 응답

김장래 (국립중앙의료원)
정조은 (가톨릭의대)
안유석 (서울의대, 국립교통재활병원)
김현진 (충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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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Presentation 1

컨벤션 D

연구재단기금 구연 1
좌장: 함봉진 (서울의대), 권용실 (가톨릭의대)
09:30-09:45

PTSD환자의 쓰기 노출 치료 (Written exposure therapy, WET) 전후의 코티솔
변화 연구

윤지애 (을지의대)

09:45-10:00

한국의 진행기 암환자 대상 심리영적돌봄 기술 개발의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심리영
적 디스트레스와 니즈에 대한 연구 : 단면적 설문조사

박혜윤 (서울의대)

10:00-10:15

한국판 신체 증상 장애-B 기준 척도(Somatic Symptom Disorder - B Criteria
Scale (SSD-12))의 신뢰도와 타당도

정사임 (서울의대)

10:15-10:30

한국 청소년 자살 전염성의 시공간적 패턴과 연쇄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현주 (한림의대)

10:30-10:45

비대면 부모-아이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부모-아이 애착 관계와 아이의 정서와 행동
조절에 미치는 영향

황현찬 (중앙의대)

10:45-11:00

한국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정신건강의 연관성

조성준 (성균관의대)

Oral presentation 2

플라밍고

연구재단기금 구연 2 및 구연
좌장: 오홍석 (건양의대), 조성진 (가천의대)
09:30-09:45

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한 경계성인격장애의 국내 유병률 및 연관요인 조사

09:45-10:00

Use of hormone replacement therapy and risk of psychiatric disorders
among women aged 45 to 64 years: A network study using common data
model

10:00-10:15

Differential effects of sleep disturbance and malnutrition on late-life
depression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황규범 (아주의대)

10:15-10:30

Amyloidopathy is regulated by vitamin D status in a mouse model of
Alzheimer’s disease

강지승 (광주과학기술원)

10:30-10:45

Network analysis of semantic language networks in schizophrenia

Plenary Lecture 2

석정호 (연세의대)
이동윤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과)

조영탁 (울산의대)

에메랄드 A,B
사회: 양종철(전북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이사)
좌장: 정상근(전북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11: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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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eon Symposium 4

에메랄드 A

Why not purple?
좌장: 박원명 (가톨릭의대), 양종철 (전북의대)
12:20-12:45

Better choice for schizophrenia

이정구 (인제의대)

12:45-13:10

Better choice for bipolar disorder

정영은 (제주의대)

Luncheon Symposium 5

에메랄드 B

Breakthrough Therapy for MDD patients
좌장: 정한용 (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종우 (경희의대)
12:20-12:45

Treatment setting for TRD/MDSI in general hospital

정석훈 (울산의대)

12:45-13:10

Optimal esketamine treatment & case sharing

나경세 (가천의대)

Symposium 23

에메랄드 A

만성신체질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 모델제시, 평가도구 개발, 중재법 개발
좌장: 함봉진 (서울의대)
13:40-14:00

만성신체질환자의 디스트레스와 삶의 질

14:00-14:20

만성신체질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

14:20-14:40

만성신체질환자의 디스트레스 및 자살위험 평가도구 개발

14:40-15:00

뇌혈관질환과 척수손상환자들을 위한 디스트레스 중재법 개발

15:00-15:10

질의 응답

김원형 (인하의대)
정상협 (국립재활원)

Symposium 24

심은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염찬우 (을지의대)

에메랄드 B

코로나-19 시대 정신건강, 취약집단은 누구인가?
좌장: 김기웅 (서울의대)
13:40-14:00

코로나-19가 일선 의료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4:00-14:20

코로나-19가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4:20-14:40

코로나-19가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4:40-15:00

코로나-19가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5:00-15:10

질의 응답

이정현 (국립정신건강센터)
백명재 (경희의대)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오대종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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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2

컨벤션 A
좌장: 박용천 (한양의대 명예교수)

13:40-14:25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살 예측, 미래 행복 사회를 디자인하다.

Special Lecture 3

컨벤션 A
좌장: 김성곤 (부산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 회장)

14:40-15:25

정지훈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DGIST)

메타버스와 의학

Symposium 25

컨벤션 B

현대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의 새로운 관점
좌장: 정도언 (제이디연구원)
13:40-14:05

정신분석적 치료기전의 현대적 재고

노왕구 (노왕구정신건강의학과의원)

14:05-14:30

진실의 추구

이창훈 (이창훈정신건강의학과의원)

14:30-14:55

진짜 자기, 살아있는 감각의 발견

송주연 (송주연정신건강의학과의원)

14:55-15:10

질의 응답

Symposium 26

컨벤션 C

나이 들어가는 조현병 환자의 이해
좌장: 이유상 (용인정신병원), 이창욱 (가톨릭의대)
13:40-14:00

노년기 조현병 환자의 나이 들어감의 역학과 우리나라에서의 현 상황

14:00-14:20

나이 들어감과 조현병 환자의 정신병리와의 관계

정희연 (서울의대)

14:20-14:40

성공적 노화가 조현병 환자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주은정 (을지의대)

14:40-15:00

나이 들어감에 따른 조현병 환자의 약물학적 치료의 적정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세현 (서울의대)

15:00-15:1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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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2 인권교육

컨벤션 D

13:10-15:00

인권교육 Ⅰ

김성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15:10-17:10

인권교육 Ⅱ

소민아 (국립정신건강센터)

Symposium 27

플라밍고

발달장애와 디지털 치료제
좌장: 김붕년 (서울의대)
13:40-14:00

영유아 발달지연과 디지털 치료제

김효원 (울산의대)

14:00-14:20

자폐스펙트럼장애와 디지털 치료제

문덕수 (제주의대)

14:20-14:40

ADHD과 디지털 치료제

김은주 (연세의대)

14:40-15:00

학습장애와 디지털 치료제

김현진 (충남의대)

15:00-15:10

질의 응답

CME 3 필수교육
15:20-16:20

법정신의학

16:20-17:20

임상의료윤리 심의에서 정신의학의 역할

에메랄드 A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이일학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과)

Symposium 28

에메랄드 B

한국 초고령화 사회에서 여성 노인의 건강문제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접근
좌장: 권용실 (가톨릭의대), 김정란 (충남의대)
15:20-15:40

여성 노인의 신체질환의 특징: 근력감소를 중심으로

박철현 (강북삼성병원 재활의학과)

15:40-16:00

학대 받는 여성 노인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정신건강

이해우 (서울의료원)

16:00-16:20

여성 노인은 정신건강의 문제에 더 취약한가?

16:20-16:40

여성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지원

16:40-16:50

질의 응답

김정란 (충남의대)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022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5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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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29

컨벤션 B

청소년 자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좌장: 곽영숙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15:20-15:40

모바일 상담 센터로 본 청소년 자살경향 현황 추이

15:40-16:00

인공지능을 활용한 청년기 자살위험 예측의 전망

16:00-16:20

트라우마를 경험한 청소년기 정신건강 위기의 극복 방안

배승민 (가천의대)

16:20-16:40

학교 체계를 활용한 청소년 자살의 예방 방안

이문수 (고려의대)

16:40-16:50

질의 응답

김은지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정범석 (KAIST 의과학대학원)

Symposium 30

컨벤션 C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방안 - 우울증을 중심으로
좌장: 유제춘 (을지의대), 주연호 (울산의대)
15:20-15:40

지역사회 우울증 격차 해결을 위한 통합적 방안

최경숙 (을지의대)

15:40-16:00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과 우울증과의 관계

윤지애 (을지의대)

16:00-16:20

우울증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체계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16:20-16:40

지역사회 우울증과 공중보건적 접근

16:40-16:50

질의 응답

기명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Symposium 31

플라밍고

Towards optimizing the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in Psychiatry
좌장: 김도훈 (한림의대), 지현승 (충남의대)
15:20-15:40

Personalizing and optimizing rTMS treatment

장진구 (명지병원)

15:40-16:00

Personalizing and optimizing tDCS treatment

김우정 (연세의대)

16:00-16:20

Optimizing maintenance rTMS strategy for durable outcome

16:20-16:40

Improving the role of tDCS by combining other psychiatric intervention

16:40-16:5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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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 (가톨릭의대)
최영민 (한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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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기분장애
1. Association between anemia and depression: The
2014, 2016, and 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박규남 (연세의대)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 Relationship between polygenic risk scores and
clinical prescription data in patients with bipolar I
박영민 (인제의대)
disorders
3. Rifampin Divalproex drug-drug interaction in a
patient with bipolar disorder: A case report

10. Association between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the
ventricular surface and cognitive function in
양현주 (제주의대)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11. Association between sub-classified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WMH) volume and cognitive
function in normal cognition group 김종빈 (제주의대)

뇌영상학

박서영 (인제의대)

4. Characteristics of group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employees who do not have depressive
전혜정 (성균관의대)
symptoms
5. Impa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quired
capability for suicide on suicide attempts: An
윤성훈 (순천향의대)
observational study
6. The electrophysiological change between patients
with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n event윤성훈 (순천향의대)
related potential study

노인정신의학
7. Cortical thickness is differently associated with
ALDH2 rs671 polymorphism according to level of
조용혁 (아주의대)
amyloid deposition

12. Abnormal morphometric similarity of cortical brain
주성우 (울산의대)
regions in schizophrenia
13. 유산소 운동의 강도에 따른 default mode network와
attention network의 뇌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
			

이소연 (중앙의대)

불안장애
14. Reassurance-seeking behavior or obsession
with COVID-19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Viral anxiety among
healthcare workers in living with coronavirus era in
이주희 (울산의대)
Korea
15. Reassurance-seeking behavior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viral anxiety and obsession
with COVID-19 among medical students
김현섭 (울산의대)

8. Delirium and anxiety outcomes related to visiting
policy changes in the intensive care unit during the
오주영 (연세의대)
COVID-19 Pandemic

16. Neuroanatomical neural correlates of selfforgiveness in healthy individuals 김현주 (차의과학대)

9. Blood urea nitrogen to creatinine ratio as a potential
biomarker for prediction and early detection of
delirium motor subtype in the intensive care unit

17. A reconsideration of thought-action fusion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New insight from a
repeated trial version of the classic thought-action
서호석 (경북의대)
fusion experiment

박우림 (연세의대)

18. K-WAIS-IV를 통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인지기능
의 특성
박철현 (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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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사회문화정신의학
19. Medi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resili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work-related
stress and work engagement of public workers in
정동연 (울산의대)
the COVID-19 Pandemic
20. COVID-19가 병원 종사자와 비병원 종사자의 직무스트레
스에 미치는 급성 영향
정승아 (중앙의대)
21. COVID-19 백신 접종 후 신체 증상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
김은 (중앙의대)

2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al stress scale for children with attention이연정 (순천향의대)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30. Mediating effect of viral anxiety and perceived
benefits of physical distancing on adherence to
distanc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amid
이태엽 (울산의대)
COVID-19
31.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changes
caused by COVID-19 and adolescent suicidal
김희주 (연세원주의대)
behavior

22. 스마트폰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김건중 (중앙의대)

32. The effect of group comprehensive behavioral
intervention for tics in children with Tourette
이원석 (제주의대)
disorder and chronic tic disorders

생물정신의학

33. Classifying suicide attempts from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using machine learning

23. Effects of transcranial ultrasound stimulation pulsed
at 40 Hz on Aβ plaques and brain rhythms in 5×FAD
박민철 (광주과학기술원)
mice
24. Changes in human gene expression after sleep
선제영 (경희의대)
deprivation
25. 악화된 불안감과 운동장애로 내원하여 진행성핵상마비로
진단된 환자의 1례
이수우 (원광의대)
26. 우울증 및 무의욕증과 연관된 부정적 보상 지연할인(delay
discounting)의 기능적 뇌 연결성
박일호 (가톨릭관동의대)

최혜지 (원광의대)

34. The affect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during COVID 19: focused on loneliness
정수인 (원광의대)
and financial crisis
35. Retrospective study for the intervention of a
Hospital Child Protection Team in a tertiary hospital
한태선 (연세원주의대)
in Korea
36. A longitudinal study of predictors in children’s
screen time and behaviors throughout COVID-19
허은실 (아주의대)
Pandemic

수면장애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7. Differences in clin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hether psychiatric treatment was advised for
suicide death students through the Student Suicide
김희진 (한림의대)
Report

37.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etacognitions Questionnaire-Insomnia (MCQ-I)
and development of shortened versions of the
rating scale: A random forest approach

28.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사용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과 보
호요인 및 촉발요인 인식 연구
윤지영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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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38. Discrepancy between desired time in bed and
desired total sleep time, insomnia,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among the
정석훈 (울산의대)
general population

재활 및 지역사회정신의학
46.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life of
disaster worker group related COVID-19
나지원 (원광의대)

47.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employees

역학 및 척도개발
39. The impact of COVID-19 on mental health of middle
조지현 (경북의대)
and high school teachers
4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dherence
to physical distancing sca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iral anxiety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among healthcare workers in the
정석훈 (울산의대)
COVID-19 era
41.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ronavirus
Reassurance-Seeking Behaviors Scale in COVID-19
정석훈 (울산의대)
pandemic
42.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VID-19 anxiety scale and psychometric
comparison of different rating scales
박형근 (울산의대)

43. Impact of COVID-19 on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patients with psychosis and mood
disorder: A nationwide health insurance data-based
주성우 (울산의대)
study
44. 한국판 팬데믹 스트레스 질문지(K-PSQ)의 타당화 연구
박소리 (원광의대)

인지치료

김선미 (연세의대)

48. Saving ourselves–Assessing to improve physician
이서은 (성균관의대)
mental health in South Korea

정신신체의학
49. 신체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 장애에서 병합 요법으로서
의 아리피프라졸의 효능: 임상 및 뇌파 검사 증거가 있는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시험
김희진 (중앙의대)
50. 폐경기 여성의 정신신체증상 유형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연구
김나연 (중앙의대)
51. ADAPTE process를 이용한 항정신병약물 유도성 고프로
락틴혈증 진료지침 개발
류재현 (중앙의대)
52. 항우울제를 복용중인 환자에서 구강건조와 소화기질환에
대한 연구
허영진 (원광의대)
53. Reduced grip strength potentially indicates
depression: investigating multicontinental
오재원 (연세의대)
databases
54. Suicide risk in patients with diabetes varies by the
duration of diabetes: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9)
김영찬 (가톨릭의대)

45. Effect of a 6- week mindfulness cognitive therapy
on stress reduction in knowledge workers: A
안지현 (성균관의대)
randomized clinical Trial

조현병
55. Aberrant gamma-band oscillations in mice with
vitamin D deficiency: Implications on schizophrenia
유승영 (광주과학기술원)
and its cognit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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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56. Lithium-induced nephrogenic diabetes insipidus: A
정찬규 (원광의대)
case report
57. White matter alterations in schizophrenia related to
조영탁 (울산의대)
psychiatric symptoms
58. Impact of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in Korea:
Focusing on patients with psychosis 조영탁 (울산의대)
59. Structural covariance analysis in schizophrenia
patients: A multisite study utilizing T1-weighted
이은성 (울산의대)
image
60. Weight gain and metabolic dysregulation after
switching to clozapine for treatment of psychiatric
김서영 (서울의대)
Illness in Korean population

기타 질환 및 분야
61. 인터넷 게임 장애와 게임 이용 장애의 종단관찰 연구
홍유나 (중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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