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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10월 30일(금)

Symposium 1 컨벤션홀 1

COVID-19 팬데믹과 심리방역  좌장: 백종우 (재난정신건강위원장, 경희의대)

09:00-09:20 심리방역 및 대국민 마음건강지침  정찬승 (마음드림의원)

09:20-09:40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과 정책 방향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09:40-10:00 의료진 정신건강과 소진 관리 프로그램 이정현 (국립정신건강센터)

10:00-10:20 감염병 유행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  이상민 (경희의대)

10:20-10:30 질의 응답

Symposium 2 컨벤션홀 2

코로나 블루, 주요 치료 목표와 개입 좌장: 이강욱 (강원의대)

09:00-09:25 행동저하와 부정적 반추 나의현 (예수병원)

09:25-09:50 대인관계와 환경조정 송후림 (명지병원)

09:50-10:15 정서 조절과 생활 리듬 백지현 (성균관의대)

10:15-10:30 질의 응답

Symposium 3 컨벤션홀 3

Is it time for the psychedelics? 좌장: 김정범 (계명의대)

09:00-09:25
Overview for current antidepressants: Developmental history and clinical limitation

나경세 (가천의대)

09:25-09:50
Psychedelic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nd anxiety: A possible mechanism of action

최광연 (충남의대)

09:50-10:15
Psychedelic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nd anxiety: Efficacy and safety

박선철 (인제의대)

10:20-10:3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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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5 행복한홀

Application of digital therapy in the field of psychiatry: Focusing on actual 
research in Korea

좌장: 이헌정 (고려의대)

09:00-09:20
Mobile app use for insomnia self-management in urban community-dwelling older Korean 
adults: Retrospective intervention study

정경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연구소/용인세브란스병원)

09:20-09:40 Smart speaker–based memory training in older adults 이준영 (서울의대)

09:40-10:00
Digital therapeutic approach to prevent recurrence of mood disorder patients

조철현 (충남의대)

10:00-10:20
Development of a prediction model for detecting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preschool-age 
children through digital biomarker

박유랑 (연세대학교 의생명시스템정보학과)

10:20-10:30 질의 응답

Symposium 6 컨벤션홀 1

감염병 대유행과 정신의료시스템 구축 좌장: 이동우 (인제의대),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10:40-11:00 COVID-19 정신건강 진료에서의 공공병원의 역할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11:00-11:20 정신과 의사로서 COVID-19 임상적 경험 백명재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11:20-11:40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 센터에서의 감염병 대응 과제 전정원 (동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

11:40-12:00 감염병 대유행기 정신응급 의료체계의 방향 이해우 (서울특별시의료원)

12:00-12:10 질의 응답

Symposium 4 즐거운홀

정신과적 영역에서 뇌영상 연구의 최신지견 좌장: 김종우(경희의대), 안용민(서울의대)

09:00-09:25
Depression as a brain network dysfunction: Where are we now and where are we going?

한규만 (고려의대)

09:25-09:50
뇌자기공명영상의 라디오믹스(radiomics) 분석을 이용한 조현병의 진단 알고리즘 연구

방민지 (차의과학대)

09:50-10:15 뇌 영상 빅데이터를 이용한 치매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왕성민 (가톨릭의대)

10:15-10:3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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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9 즐거운홀

중증 발달장애 환자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방향에 대한 고찰
좌장: 안동현 (한양의대), 박민철 (신세계병원)

10:40-11:00 중증(최중증) 지적 발달장애의 정신의학적 치료적 접근의 고찰 임은성 (효병원)

11:00-11:20 중증(최중증) 발달장애자의 국내 현황 양찬모 (원광의대)

11:20-11:40
중증 발달장애 환자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고찰

안세종 (열린고척교회 목사, 前 백석대 사회복지학 교수)

11:40-12:00 중증 발달장애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김붕년 (서울의대)

12:00-12:10 질의 응답

Symposium 7 컨벤션홀 2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addiction 좌장: 김대진 (가톨릭의대)

10:40-11:05 COVID-19 팬데믹과 중독성 행동 변화 이승엽 (가톨릭의대)

11:05-11:30 COVID-19 팬데믹과 지역사회 중독관리 이상규 (한림의대)

11:30-11:55 COVID-19 팬데믹 시기 중독질환 예방과 치료 전략 정조은 (가톨릭의대)

11:55-12:10 질의 응답

Symposium 8 컨벤션홀 3

Clinical aspects of delirium 좌장: 이상열 (원광의대)

10:40-11:00 Neurobiological mechanism of delirium 이문수 (고려의대)

11:00-11:20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delirium (risk factors and prophylactic approaches)

홍정완 (익산병원)

11:20-11:40 Clinical evaluation of delirium 윤서영 (대구가톨릭의대)

11:40-12:00 Management of delirium – Pharmacotherapy 김혜금 (영남의대)

12:00-12:1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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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10 행복한홀

Uptodate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various sleep disorders 좌장: 김준원 (대구가톨릭의대)

10:40-11:00 Narcolepsy  이소진 (경상의대)

11:00-11:20 NREM arousal disorder  오성민 (동국의대)

11:20-11:40 REM sleep behavior disorder 최재원 (을지의대)

11:40-12:00 Restless leg syndrome 안소현 (충남의대)

12:00-12:10 질의 응답

Luncheon Symposium 1  컨벤션홀 1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좌장: 원승희 (경북의대)

12:15-13:05 What is reasonable AP Polypharmacy strategy 김원형 (인하의대)

Luncheon Symposium 2  컨벤션홀 2

An ideal MDD management with Desvenlafaxine 좌장: 박용천 (한양의대)

12:15-12:40 Focusing on benefits of Desvenlafaxine for MDD 백종우 (경희의대)

12:40-13:05 Clinical benefits of Desvenlafaxine in MDD 이화영 (순천향의대)

Luncheon Symposium 3  컨벤션홀 3

Anhedonia and Emotional Blunting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좌장: 이광헌 (동국의대)

12:15-12:40
Addressing challenges in the clinical management of MDD: Anhedonia (incl. new data for 
vortioxetine in anhedonia in MDD)

이승재 (경북의대)

12:40-13:05
Vortioxetine and emotional blunting in MDD incl. new data from the COMPLETE study

윤탁 (동국의대)

* 뇌파인증평점: 12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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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문의교육 컨벤션홀 3

13:00-13:50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목표 및 수련교과과정 전명욱 (국립정신건강센터)

13:50-14:40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규정 및 수련실태심사기준 오홍석 (건양의대)

14:40-14:50 휴식

14:50-15:40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교육의 발전을 위한 고시제도 개선 방안 양종철 (고시위원장, 전북의대)

15:40-16:30 전공의 역량교육의 최신기법 견영기 (국립춘천병원)

16:30-17:00 질의 응답

Special Lecture 1 컨벤션홀 1

좌장: 김종호 (김종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 회장)

14:00-14:45 혈관성 우울증 장기연구를 통한 high impact 저널 출판 경험 김재민 (전남의대)

Symposium 11 컨벤션홀 2

팬데믹 시대, 노인의 마음과 뇌건강 다스리기 좌장: 김성윤 (울산의대)

14:00-14:25 팬데믹 시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심리방역 홍나래 (한림의대)

14:25-14:50 팬데믹 시대 노인의 심리사회적 치료원칙 신철민 (고려의대)

14:50-15:15 IT,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마음과 인지기능 관리하기 강재명 (가천의대)

15:15-15:30 질의 응답

Symposium 12 즐거운홀

조현병 환자의 시기에 따른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 좌장: 주연호 (울산의대)

14:00-14:20 정신증 고위험군에서 항정신병약물 치료 이태영 (부산의대)

14:20-14:40 초발 조현병환자에서 항정신병약물 치료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4:40-15:00 조현병환자에서 약물 유지치료 이봉주 (인제의대)

15:00-15:20 Can we discontinue antipsychotics in first-episode psychosis? 김의태 (서울의대)

15:20-15:3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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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13 행복한홀

소아청소년에서의 trauma – 실제 임상 문제들 좌장: 서완석 (영남의대)

14:00-14:25 감염병에서의 trauma 정운선 (경북의대)

14:25-14:50 사이버 공간 (SNS 등)에서의 trauma 최태영 (대구가톨릭의대)

14:50-15:15 학교에서의 trauma 이호준 (계명의대)

15:15-15:30 질의 응답

Special Lecture 2 컨벤션홀 1

좌장: 지익성 (충남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15:40-16:25
COVID-19 Pandemic: Characteristics, Perspective, and Lessons

김우주 (고려의대 감염내과)

Symposium 14 컨벤션홀 2

COVID-19 대유행과 심층심리학 좌장: 이상익 (충북의대)

15:40-16:05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심층심리학적 접근이 왜 필요한가: 역사적, 재난의학적, 분석심리학적 고찰 

정찬승 (마음드림의원)

16:05-16:30
COVID-19에 대한 정신신체의학적 접근과 분석심리학

박영선 (KEB 하나은행 의무실 원장, 한국융연구원)

16:30-16:55 현존재분석의 관점에서 본 COVID-19 심리 현상의 의미 이죽내 (수성중동병원)

16:55-17:1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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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15 즐거운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정책과 추모 심포지엄 좌장: 오강섭 (성균관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이사장)

16:00-16:20 경과보고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추진방향 백종우 (경희의대)

16:20-16:40 안전한 진료실 공간 구성과 인력 및 시스템 구축 전상원 (성균관의대)

16:40-17:00 진료 환경 안전을 위한 수가 제도 개선 이병철 (한림의대)

17:00-17:10 질의 응답

Symposium 16 행복한홀

아기가 미운 엄마의 정신치료사례 (대한분석치료학회 및 3개 학파 합동 심포지엄) 좌장: 임효덕 (경북의대)

15:40-16:05
"아기가 미운 엄마의 정신치료사례" 발표 및 대한분석치료학회의 관점 

박영숙 (박영숙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05-16:30 한국분석심리학회 관점에서 본 사례의 이해 박상학 (조선의대)

16:30-16:55 한국정신치료학회 관점에서 본 사례의 이해 최태진 (심우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55-17:10 질의 응답

Special Lecture 3 즐거운홀

좌장: 박용천 (한양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15:40-16:00 정신건강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Plenary Lecture 컨벤션홀 1

좌장: 박용천 (한양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17:20-18: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활동의 경험과 제언 정한용 (순천향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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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10월 31일(토)

Symposium 17 컨벤션홀 1

COVID-19 시대와 정신분석 좌장: 이희 (대한정신분석학회)

09:00-09:25
COVID-19 시대는 정신분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유재학 (유재학정신분석연구소/유앤문정신건강의학과)

09:25-09:50 COVID-19 시대의 상실과 애도 정선주 (정선주 정신건강연구소)

09:50-10:15 COVID-19 시대의 비전 하지현 (건국의대)

10:15-10:30 질의 응답

Symposium 18 컨벤션홀 2

대구·경북에서 COVID-19 경험 공유와 향후 대응책 좌장: 곽경필 (동국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 회장)

09:00-09:20
경상북도 COVID-19 집단감염 관리 및 대응

이관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09:20-09:40 COVID-19 전담병원 대구의료원 현장 경험 서창민 (대구의료원)

09:40-10:00
COVID-19 대구 유행의 역학 및 관리경험과 향후 대응책

김종연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10:00-10:20 제 2 미주병원의 코호트 격리 경험 권영재 (제2미주병원)

10:20-10:30 질의 응답

구연 컨벤션홀 3

좌장: 이승재 (경북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수련이사)

09:00-09:15
Comparison of Face emotional recognition deficits in schizophrenia and unaffected relatives

배민재 (경북의대)

09:15-09:30
Dissection of genetic susceptibility to suicide attempt in Korean bipolar patients: Using polygenic 
risks for suicide attempt and genetically related psychiatric mental disorders

이동빈 (성균관의대)

09:30-09:45
직무 스트레스 감소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인지행동치료가 미칠 수 있는 효과 – 무작위 대조 연구

이소연 (중앙의대)

09:45-10:00
Sleep difficulties and related behavioral problems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이태엽 (울산의대)

10:00-10:15
ADHD 환자의 연령대에 따른 Brain functional connectivity의 변화 궤적

류재현 (중앙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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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필수교육 즐거운홀

09:00-10:00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면허관리 임기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장)

10:00-11:00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된 법령 함께 보기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Workshop 행복한홀

소시오드라마(Sociodrama)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간다 좌장: 이강욱 (강원의대)

09:00-10:00 소시오드라마의 웜업, 본극, 나눔, 패널토의 최지혜 (같은 마음 정신건강의학과)

10:00-11:00 소시오드라마의 본극, 나눔, 패널토의 김정 (공주대학교 행복상담센터)

11:00-12:00 소시오드라마의 본극, 나눔, 패널토의 박용진 (가족사랑 정신과의원)

Symposium 19 컨벤션홀 1

COVID-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original article 발표 좌장: 이종훈 (대구가톨릭의대)

10:40-11:00
Network and cluster analyses on psychosocial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in Korea

유승형 (전남의대)

11:00-11:20
Comparison of COVID-19 stress in general population and patients with addictive disorder 

전민 (전남의대)

11:20-11:40
COVID-19 정신건강실태와 심리방역: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현진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40-12:00
Impact of COVID-19 on mental health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김성완 (전남의대)

12:00-12:1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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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20 컨벤션홀 2

정신보건, 커뮤니티 케어 선도 방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엠센터 공동심포지엄)
좌장: 오강섭 (성균관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이사장),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 

10:40-11:00 정신건강복지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고찰 서화연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11:00-11:20 커뮤니티 케어에서 정신과적 의료서비스의 역할 이상훈 (국립정신건강센터)

11:20-11:40 동료지원가의 정신건강서비스 참여와 활성화 방안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11:40-12:00 가족의 정신건강서비스 참여와 활성화 방안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연구원)

12:00-12:10 질의 응답

Symposium 21 컨벤션홀 3

COVID-19 팬데믹 장기화가 가정과 학교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좌장: 곽영숙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아 (가천대학교 보건실, 해수소중한아이클리닉)

10:40-11:05 확진자가 없는 일반 가정에 COVID-19가 미치는 영향 이해우 (서울특별시의료원)

11:05-11:30 COVID-19 확진자의 가족 및 관련 의료인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정운선 (경북의대)

11:30-11:55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11:55-12:10 토론 곽영숙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Symposium 22 즐거운홀

격리된 생활에서의 정신건강을 위한 명상 좌장: 정영철 (전북의대)

11:10-11:30 폐쇄된 상황에서의 인간 심리 이병철 (한림의대)

11:30-11:50 재난과 명상 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11:50-12:10 일반인 심리 방역에서의 명상 활용 윤지애 (을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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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기분장애

1.  Suicidal risk in depressed patients with the 

treatment by antipsychotics and antidepressant 

compared to antidepressant monotherapy: 

A pilot study using psychiatric common data 

model

 하재호 (아주의대)

2. 양극성우울증 환자에 대한 증례 

이진복 (한양의대)

3.  The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on among emotional laborers in a 

city: Gender differences

 박종일 (전북의대)

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에 따른 수련의 및 

전공의의 스트레스 정도가 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조호영 (건양의대)

5.  직장인의 알코올 사용과 자살사고의 연관성

 이미지 (성균관의대)

6.  기계학습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임상군을 구분하

는 정신건강 및 신체활동 지표 추출

 심성수 (국립중앙의료원)

7.  "Suicide CARE" (Standardized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Gatekeeper 

Intervention in Korea): An update

 박선철 (인제의대)

8.  Network analysis of the symptoms of 

depressive disorders over the course of 

therapy: Changes in centrality measures

 박선철 (인제의대)

9.  Network analysi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elderly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박선철 (인제의대)

10.  The importance of depression evaluation 

in assessing suicidal ideation severity 

of medication naïve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Using fNIRS as a useful 

auxiliary tool in diagnosing depression

 이연정 (순천향의대)

11.   Decreased cortical gyrification in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최관우 (고려의대)

노인정신의학

12.  Risk of mortality in elderly COVID-19 patients 

with mental disorders: a nationwide retrospective 

study in South Korea

 이동윤 (아주의대)

13.  Effect of group-based cognitive training on 

cognitive performance,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고요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14.  Social particip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Emotional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한규만 (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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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뇌영상학

15.  Different patterns of white matter dysconnectivity 

in psychotic and non-psychotic bipolar disorder

 이동균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과)

16.  White matter impairment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 multisite diffusion MRI study

 주성우 (울산의대)

17.  Shared and distinct white matter abnormalities in 

schizophrenia and bipolar disorder

 주성우 (울산의대)

물질장애

18.  The interaction of inflammatory markers and 

alcohol-use on cognitive function in Korean male 

firefighters

 윤지애 (을지의대)

불안장애

19.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and neurocognitive functioning 

in fire fighters

 한유리 (연세원주의대)

20.  Neural correlates of emotion-cognition interaction 

in anxiety disorder: the role of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박종일 (전북의대)

21.  Correlation between executive function and 

quantitative EEG in patients with anxiety by the 

Research Domain Criteria (RDoC) framework

 봉수현 (대구가톨릭의대)

22.  Resilience and anxiety response to viral epidemic 

of nursing professionals may affect on their 

depressive symptoms in COVID-19 Pandemic era

 홍유진 (울산의대)

23.  Application of the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6 (SAVE-6) and Coronavirus Anxiety 

Scale (CAS) to measure cancer patient anxiety in 

response to the COVID-19

 안명희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24.  The hazardous workplace, work-related stress, 

and unhealthy behaviors of healthcare workers 

and its relationship with depressive and insomnia 

symptoms in COVID-19 pandemic era

 이주갑 (울산의대)

25.  Stress and anxiety among healthcare workers 

associated with COVID-19 pandemic in Russia

 정석훈 (울산의대)

26.  High work-related stress and anxiety response 

to COVID-19 among healthcare workers in South 

Korea: SAVE study  

안명희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사회문화정신의학

27.  The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for their roles 

and social accountability in the COVID-19 

Pandemic Era

 정석훈 (울산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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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Development of the predictive model for the 

suicide behavior using machine learning

 조서은 (가천의대)

생물정신의학

29.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에서 HX106의 효과 

류한일 (중앙의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0.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factors associated 

with breakfast skipp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김하늬 (전남의대)

31.  여자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대한 뇌 영상 연구: 

대뇌피질 두께 분석

 우경수 (대구가톨릭의대)

32.  Smartphone overdependency associated with 

behavior problems and parenting stress in 

Korean preschool-aged children

 김지철 (울산의대)

수면장애

33.  The effects of alcohol use and smoking on 

insomnia in community adults

 김다빈 (한양의대)

역학 및 척도개발

34.  Development of the Stress and Anxiety to Viral 

Epidemics-9 (SAVE-9) scale for assessing 

work-related stress and anxiety in healthcare 

workers in response to COVID-19

 정석훈 (울산의대)

재활 및 지역사회정신의학

35.  스마트 리커버리-자기 조절과 회복 훈련(Self-

Management and Recovery Training; SMART) 

자조모임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적용

 방수영 (을지의대)

36.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소마 움직임(Soma 

e-Motion)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 예비연구

 방수영 (을지의대)

37.  약제 과다복용에 의한 청소년 및 성인 자살시도자에

서 다학제간 응급 협진체계의 효과

 김솔이 (중앙의대)

정신신체의학

38.  Psychopathologies and personality traits in 

Female dermatological outpatients

 지익성 (충남의대)

39.  Body dysmorphic disorder, psychiatric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female dermatological 

patients

 지익성 (충남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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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40.  Assessing sleep-wake pattern of cancer patients 

to get a short sleep onset latency

 이기경 (용인정신병원)

41.  Depression, anxiety, insomnia to viral epidemic 

and accessibility to healthcare service of cancer 

patients in COVID-19 pandemic Era

 김규민 (울산의대)

42.  Neutrophil-to-lymphocyte ratio and C-reactive 

protein as potential biomarkers for delirium in the 

intensive care unit

 서채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연구소)

조현병

43.  10대 일란성 쌍둥이 형제에서 발병한 조현병

 김예슬 (한양의대)

44.  Treatment outcomes of schizophrenia comorbid with 

alcohol use disorder: A nationwide population based 

study

 안수진 (울산의대)

45.  Acute fluoxetine treatment improves altered prepulse 

inhibition by reducing excitatory input to MDT

 김양식 (국립정신건강센터)

4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rediction model 

for schizophrenia recurrence using NHIS-NSC 

database

 이동윤 (아주의대)

47.  초발 조현병 환자에서의 항정신병 약물치료 현황과 

재발과의 연관성

 송민호 (울산의대)

48.  Antipsychotic treatment and risk of discontinuation 

and hospitalization in first-episode schizophrenia: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주성우 (울산의대)

행동치료

49.  조현정동장애 환자에서 행동활성화치료의 증례

 손수진 (한양의대)

기타 질환 및 분야

50.  Effectiveness of Korean written exposure therapy in 

patients with PTSD: Interim analysis

 박주은 (을지의대)

51.  인터넷게임장애에 게임이용 행태가 미치는 영향

 김희진 (중앙의대)

52.  재난업무 종사자의 정신건강 및 소진관리 방안에 관한 

인식 차이 – 재난대응활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

 유선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53.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서의 Liraglutide의 효과 및 안전성

 최영재 (울산의대)

54.  직장인의 알코올 사용과 자살시도의 연관성

 추원영 (성균관의대)

55.  Depression, rather than cancer-related fatigue or 

insomnia, decreased the quality of life of cancer 

patients

 여성욱 (울산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