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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ymposium 1 에메랄드 A

복합 트라우마와 해리: 이해와 치료 좌장: 김석현 (한양의대)

09:30-09:55
복합 트라우마와 구조적 해리에 대한 이해

김준기 (마음과마음정신건강의학과, 서울EMDR트라우마센터)

09:55-10:20 복합 트라우마와 해리: 치료의 단계 및 기법 김남희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 수원스마일센터)

10:20-10:45 복합 트라우마와 해리: 치료의 실제 배재현 (서울EMDR트라우마센터)

10:45-11:00 질의 응답

Symposium 2 에메랄드 B

Novel approaches for major depression 좌장: 김용구 (고려의대)

09:30-09:55 우울증 치료의 신경생물학적 통합 모델 전상원 (성균관의대)

09:55-10:20 우울증의 Network Analysis 박선철 (인제의대)

10:20-10:45 DSM-5 mixed features의 유병률에 대한 메타분석 나경세 (가천의대)

10:45-11:00 질의 응답

Symposium 3 컨벤션 A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female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좌장: 전덕인 (한림의대)   

09:30-09:55 Gender differences of clinical characteristics in bipolar disorder 장승호 (원광의대)  

09:55-10:20 Clinical features and treatment of postpartum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김원 (인제의대)  

10:20-10:45 New concerns about pharmacotherapy for women of childbearing age 남범우 (건국의대)  

10:45-11:00 질의 응답

7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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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4 컨벤션 B

감염과 정신건강 좌장: 김태석 (가톨릭의대)

09:30-10:00 전염병의 인류학적 접근 박한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10:00-10:25 감염병 유행에 따른 심리 반응 김선미 (중앙의대)

10:25-10:50 심리 방역의 정의와 지침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10:50-11:00 질의 응답

Symposium 5 컨벤션 C

Data, Network, Analysis (DNA) 시대와 첨단 정신의학 좌장: 이승환 (인제의대)

09:30-09:50 Organ-on-a-chip for CNS illness 정세훈 (인제대학교 헬스케어IT학과)

09:50-10:10 Data driven approach to brain imaging in psychiatry 차지욱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0:10-10:30
AI based diagnosis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using resting state EEG: 
A possibility of precision and telemedicine                                                    이승환 (인제의대)

10:30-10:50 Big data 기반의 유전 연구: Machine learning 기법을 통한 질병 예측 신은순 ((주)디엔에이링크)

10:50-11:00 질의 응답

Symposium 6 컨벤션 D

Neuromodulatory modalities in psychiatry 좌장: 최준호 (한양의대)

09:30-09:55  Optimal treatment indications of ECT 김세현 (서울의대)

09:55-10:20  Optimal treatment indications of rTMS 구본훈 (영남의대)

10:20-10:45  Optimal treatment indications of tDCS 이재원 (이지브레인)

10:45-11:0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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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7 플라밍고

[정신건강R&D사업] 한국형 재난 개입 프로그램 및 코호트 연구 좌장: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

09:30-09:55 세월호 유가족의 정신 및 신체검진 추적 상황: 5년동안의 추적 결과 오지훈 (가톨릭의대)

09:55-10:20  급성기 트라우마 경험 아동청소년 및 부모 개입 프로그램 (CIDER) 방수영 (을지의대)

10:20-10:45  재난 정신건강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백종우 (경희의대)

10:45-11:00  질의 응답

Symposium 8 스완

정신의학과 영성의 통합 좌장: 민성길 (용인효자병원), 김도훈 (한림의대)

09:30-09:50 정신의학과 영성의 관계: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 한상익 (한상익 융 분석심리원)

09:50-10:10 정신의학과 영성의 관계: 뇌생물학적 관점 이은하 (연세 맑음 정신건강의학과)

10:10-10:30 임상 현장에서 영성 평가의 실제와 중요성 김도훈 (한림의대)

10:30-10:50 통합적 치료 개입을 위한 영성의 역할 채정호 (가톨릭의대)

10:50-11:00 질의 응답

Plenary Lecture 1 에메랄드 A,B

좌장: 박용천 (한양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11:10-12:00 연민, 자유, 통찰, 혹은 위로; 정신의학은 무엇을 해야할까? 임기영 (아주의대)

Luncheon Symposium 1 에메랄드 A

Optimal treatment strategy for patient with schizophrenia in the real world    좌장: 권준수 (서울의대)  

12:20-12:45 What is reasonable AP Polypharmacy strategy?  김의태 (서울의대)

12:45-13:10
AP Polypharmacy; The importance of simplification of treatment regimen

조성준 (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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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1 지도전문의교육 컨벤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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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고시의 실제 및 향후 방향 양종철 (고시위원장, 전북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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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0-17:00 질의 응답

Luncheon Symposium 2 에메랄드 B

The new and innovative antidepressant  좌장: 정한용 (순천향의대)   

12:20-12:45 The importance of positive affect in MDD treatment  전홍진 (성균관의대)  

12:45-13:10 How to use agomelatine? Efficacy & safety 남범우 (건국의대)

Luncheon Symposium 3 컨벤션 A

Feel better, think clearer and do better 좌장: 하지현 (건국의대)   

12:20-12:45 A fresh perspective on functional challenges in patients with MDD 최준호 (한양의대)  

12:45-13:10 Treatment of depression for elderly patients based on latest vortioxetine data 김신겸 (순천향의대)  

Symposium 9 에메랄드 A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현상의 실태 및 대책 좌장: 홍진표 (성균관의대)

14:00-14:20 국내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임상적 특성 안지현 (성균관의대)

14:20-14:40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 사회지원 프로그램 

오오쿠사 미노루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매니저)

14:40-15:00
토론: ‘은둔형 외톨이’ 관련 서울시의 대책

이해우 (서울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의료원)

15:00-15:20 토론: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경험과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 김원미 (한국은둔형부모협회)

15:20-15:3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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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11 컨벤션 A

고 임세원 교수 추모 심포지엄
좌장: 박용천 (한양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오강섭 (성균관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이사장)

14:00-14:20 고 임세원 교수 추모위원회 경과 보고 정정엽 (광화문숲 정신건강의학과/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총장)

14:20-14:40 임세원과 보고듣고말하기 이화영 (순천향의대)

14:40-15:00 추모집 함께 읽기 전상원 (성균관의대)

15:00-15:10 자유토론 신영철 (성균관의대)

15:10-15:20 자유토론 이동우 (인제의대)

15:20-15:30 전체 토론

Symposium 10 에메랄드 B

발달기복합외상의 동물모델을 통한 경계성인격장애의 중개연구 필요성과 가능성 논의 좌장: 석정호 (연세의대)

14:00-14:20
complex trauma animal model에서 enriched environment의 영향

박성우 (인제대 백인제기념임상의학연구소)

14:20-14:40
complex animal model의 neuroimaging study: PET and MRI를 중심으로

최재용 (한국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14:40-15:00 억제성 시냅스 조절: 뇌전증 및 우울증 발생 기전 엄지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인지과학전공)

15:00-15:20 경계성인격장애와 우울증에서 발달기 복합외상의 임상적 함의와 중개연구 필요성 석정호 (연세의대)

15:20-15:30 질의 응답

Symposium 12 컨벤션 B

Neuroimmunology and psychiatric illnesses 좌장: 이상혁 (차의과학대)

14:00-14:20 우울장애에서의 신경면역학적 변화 신철민 (고려의대)  

14:20-14:40 조현병에서의 신경면역학적 변화 방민지 (차의과학대)

14:40-15:00 치매 및 신경인지장애에서의 신경면역학적 변화 김기원 (중앙보훈병원)

15:00-15:20 자살에서의 신경면역학적 변화 최관우 (고려의대)

15:20-15:3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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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1 컨벤션 C

[정신분석적 정신치료, A부터 Z까지] 제3회 워크샵: 
정신분석적 정신치료의 마무리 -좋은 종결을 하기 위해 치료자가 알아야할 것들-

좌장: 김의중 (을지의대)

14:00-15:00 종결의 유형, 종결인가 중단인가? 한성희 (이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5:00-16:00 치료가 끝나갈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노왕구 (노왕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00-17:00 종결 후의 삶에 대하여 이인수 (이인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Workshop 2 플라밍고

정신과 의사가 알아야 할 수면의학 A, B, C 좌장: 김석주 (성균관의대)

14:00-14:30 수면 증상의 평가와 수면장애 진단 방법 이소진 (경상의대)

14:30-15:00 불면장애의 치료-수면제 사용가이드를 중심으로 강승걸 (가천의대)

15:00-15:30 하지불안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가이드라인 오성민 (동국의대)

15:30-16:00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에서 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 최재원 (을지의대)

16:00-16:20 수면다원검사의 indication과 시행의 실제 조철현 (충남의대)

16:20-17:00 수면다원검사의 판독과정과 기본 rule 이미현 (서울의대)

Symposium 13 에메랄드 A

강박장애의 학파간 사례 개념화 – 증례를 중심으로 좌장: 신영철 (성균관의대), 채정호 (가톨릭의대)

15:40-15:55 인지행동치료적 접근 이승재 (경북의대)

15:55-16:10 수용전념치료적 접근 곽욱환 (마음과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10-16:25 강박증에 대한 변증적 행동치료 적용 박준성 (두드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25-16:40 정신분석적 접근 양종철 (전북의대)

16:40-17:00 지정토론 박용천 (한양의대)

17:00-17:1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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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1 컨벤션 A

좌장: 김종호 (김종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회장)

15:40-16:25 인공지능과 프레디쿠스 임영익 (인텔리콘 연구소 대표이사)

Symposium 14 에메랄드 B

Biomarkers for refractoriness of psychiatric Illness 좌장: 이화영 (순천향의대)

15:40-16:05 Genetic markers for refractoriness of psychiatric illness 백지현 (성균관의대)

16:05-16:30 Neuroimaging markers for refractoriness of psychiatric illness 유재현 (가톨릭의대)

16:30-16:55 Neurophysiological markers for refractoriness of psychiatric illness 윤제연 (서울의대)

16:55-17:10 질의 응답

Symposium 15 컨벤션 B

증가하는 여성의 자살, 원인과 해결책은? 좌장: 김선아 (해수소중한아이클리닉),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15:40-16:20 한국 여성 자살율의 현황과 추이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16:20-16:30
패널 토론-젊은 여성 및 여자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정신의학적 원인과 대책

권용실 (가톨릭의대,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 연구소)

16:30-16:40
패널 토론-젊은 여성 및 여자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정신의학적 원인과 대책

김현수 (명지병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16:40-16:50 패널 토론-여성 자살에 대한 일하는 여성 관련 원인과 대책 정진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장)

16:50-17:00 패널 토론-여성 자살에 대한 언론인의 관점에서 분석한 원인과 대책 황수연 (중앙일보 기자)

17:00-17:10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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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16 에메랄드 A

성인 ADHD의 임상 실제 좌장: 신동원 (성균관의대)

09:30-09:50 성인 ADHD 진단의 임상 실제 반건호 (경희의대)

09:50-10:10 성인 ADHD에서의 임상심리검사 활용 이종하 (고려의대)

10:10-10:30 성인 ADHD에서의 공존질환 관리 방수영 (을지의대)

10:30-10:50 성인 ADHD의 환자교육 프로그램 유한익 (서울우리아이정신건강의학과)

10:50-11:00 질의 응답

Symposium 17 에메랄드 B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바이오마커 좌장: 이승환 (인제의대), 김재민 (전남의대)

09:30-09:50 우울증 진단 및 치료반응 예측 바이오마커 기술 동향 강희주 (전남의대)

09:50-10:10 외상후 증후군(Posttraumatic syndrome) 관련 질환 바이오마커 기술 동향 김주완 (전남의대)

10:10-10:30 조현병 진단 및 치료반응 예측 바이오마커 기술 동향 이태영 (부산의대)

10:30-10:50 정신건강의학에서 electrophysiology biomarker 임상 적용 이승환 (인제의대)

10:50-11:00 질의 응답

Symposium 18 컨벤션 A

Noteworthy novel high risk conditions of dementia 좌장: 김기웅 (서울의대), 김성윤 (울산의대)

09:30-09:50 Advanced Sleep with Long Latency (ASLL) 서승완 (한림의대)

09:50-10:10 Motoric cognitive risk syndrome (MCRS) 변선정 (가톨릭의대)

10:10-10:30 Subsyndromal symptomatic depression (SSD) 오대종 (서울의대)

10:30-10:50 Dementia associated with cerebral small vessel disease (CSVD) 양현주 (제주의대)

10:50-11:00 질의 응답

7월 1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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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19 컨벤션 B

한국형 알코올중독 통합치료시스템 개발 좌장: 이상규 (한림의대)

09:30-09:55
한국형 알코올중독 적정치료배치기준(Patient Placement Criteria) 및 치료서비스 플랫폼 개발

이상규 (한림의대)

09:55-10:20 알코올중독 통합치료시스템: 의료기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노성원 (한양의대)

10:20-10:45 알코올중독 통합치료시스템: 지역사회기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오홍석 (건양의대)

10:45-11:00 질의 응답

Symposium 20 컨벤션 C

최면치료 바로알기 좌장: 변영돈 (변영돈 신경정신과)

09:30-09:55 최면상태 및 최면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정식 (이정식 정신건강의학과)

09:55-10:20 최면치료의 신경생물학적 이해 성형모 (순천향의대)

10:20-10:45 최면치료 통합적 접근 류재형 (여수전남병원)

10:45-11:00 질의 응답

Symposium 21 컨벤션 D

정신건강정책포럼  좌장: 이동우 (인제의대)

09:30-09:50 정신보건법 개정이 탈수용화에 미친 영향: 단절적 시계열 분석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09:50-10:10
A qualitative study after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reform from patients' perspective in South 
Korea

유수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10:10-10:30 기업 정신건강 관리 방안 전상원 (성균관의대/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10:30-10:50 지정 토론  손지훈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10:50-11:0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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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presentation 1 플라밍고

연구재단기금 구연 1 좌장: 송동호 (연세의대), 김어수 (연세의대)

09:15-09:30
대규모 전자 의무 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활용한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 
- 과잉 행동 증상과 연관된 임상적, 심리적, 신경 생물학적 인자 탐색

백지현 (성균관의대)

09:30-09:45
Imaginary decision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in families of older adults with cognitive impairment                                                                              

윤현철 (순천향의대)

09:45-10:00 정신건강의학과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 실태조사 이해국 (가톨릭의대)

10:00-10:15 파괴적 체험 회피 행동에 대한 수용전념치료 프로그램 : 신의료기술 개발 연구 나의현 (예수병원)

10:15-10:30
헬스케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살시도 예측 모형 개발 조서은 (가천의대)

10:30-10:45 동아시아 4개국의 비자의입원 정신보건법 비교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10:45-11:00 뉴욕주 사법입원 실제 수행현장에 대한 조사연구 박지웅 (잠실하늘정신건강의학과의원)

Oral presentation 2 스완

연구재단기금 구연 2 좌장: 이정태 (천안충무병원), 민성호 (연세원주의대)

09:30-09:45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데이터 마이닝으로 분석한 조현병/정신병의 병명 개정 효과 연구

이유상 (용인정신병원)

09:45-10:00 대인관계 특성 및 습득된 자살 잠재력이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 관찰연구 심세훈 (순천향의대)

10:00-10:15 스트레스 대처 행동 평가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임현주 (부산의대)

10:15-10:30 화가 이중섭과 반 고호간의 시대적 사회문화 배경과 정신질환에 관한 비교 고찰 이영식 (중앙의대)

10:30-10:45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시도 동반 여부에 따른 loudness dependence of the auditory evoked potential 
(LDAEP) 비교                                                                                        한상우 (순천향의대)

10:45-11:00 한국 메스암페타민 사용자의 우울증상과 관련있는 임상적 특징은 무엇일까? 장옥진 (국립부곡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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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Lecture 2 에메랄드 A, B

좌장: 지익성 (충남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11:10-12:00
NMDA receptor dysfunction and sexual dimorphism in mouse models of autism

김은준 (KAIST 교수, IB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장)

Luncheon Symposium 4 에메랄드 A

좌장: 박용천 (한양의대)

12:20-12:45
Individualized, symptom-based approach to MDD management (Live seminar)

Michael Thase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12:45-13:10 Pristiq as 1st-line MDD treatment 전상원 (성균관의대)  

Luncheon Symposium 5 에메랄드 B

좌장: 안석균 (연세의대)

12:20-13:10 How to prescribe Clozapine for TRS patients 김세현 (서울의대)

Workshop 3 에메랄드 A

신진의학자의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제언  좌장: 함병주 (고려의대)

13:40-14:05 연구과제 안내: 한국연구재단 한규만 (고려의대)  

14:05-14:30 연구과제 제안: 연구설계 한창태 (가톨릭의대)  

14:30-14:55 연구과제 수행: 논문작성 박선철 (인제의대)  

14:55-15:1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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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22 에메랄드 B

Emerging approach, psychiatry in the digital era 좌장: 권준수 (서울의대)

13:40-14:00 Computational approaches in psychiatry 안우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4:00-14:20 Digital phenotypes: Rethinking diagnosis in psychiatry 조철현 (충남의대)

14:20-14:40 Digital therapeutics: The uncharted terrioty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14:40-15:00 Digital therapeutics: Ongoing and upcoming products 김수진 (㈜에임메드)

15:00-15:10 질의 응답

Special Lecture 2 컨벤션 A

좌장: 오강섭 (성균관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이사장)

13:40-14:25 혈관성 우울증 장기연구를 통한 high impact 저널 출판 경험 김재민 (전남의대)

Symposium 23 컨벤션 B

난치성 조현병의 최신 지견 좌장: 이규영 (을지의대)

13:40-14:00 난치성 조현병의 신경생물학 (neurobiology of TRS) 이승재 (경북의대)

14:00-14:20
클로자핀과 항정신병약물 병용 치료의 실제 (augmentation strategy beyond clozapine for TRS)

김세현 (서울의대)

14:20-14:40
난치성 조현병의 신경조절술 치료 (ECT and other neuromodulation strategy for TRS)

이준희 (서울의대)

14:40-15:00 조현병 신약 개발 및 도입의 현황 (novel antipsychotic agents) 이건석 (한양의대)

15:00-15:1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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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24 컨벤션 C

Zolpidem의 장점과 단점: Unknown mechanism of action 좌장: 전홍진 (성균관의대)

13:40-14:00
Risks of suicide attempts after prescription of zolpidem in people with depression: 
A nationwide population study in South Korea

김혜원 (성균관의대)

14:00-14:20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 of zolpidem on sleep architecture 이유진 (서울의대)

14:20-14:40 Mechanism of action of zolpidem on ‘Sleep related eating syndrome’ 나은진 (서울의료원)

14:40-15:00 Safe use of zolpidem on psychiatric outpatients 김석주 (성균관의대)

15:00-15:10 질의 응답

Symposium 25 컨벤션 D

심층정신치료와 자연과학의 융합 좌장: 한상익 (한상익 융 분석심리원)

13:40-14:05
An example of effort to integrate two worlds: biology and psychology- Theory of Archetypes

이나미 (서울의대)

14:05-14:30
무의식과 의식의 수학적 관계: mathematical representation of abnormal thinking, including dream 

신창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 자원공학과)

14:30-14:55 정신과 의사가 수학자와 함께 경제학의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 신용욱 (울산의대)

14:55-15:10 질의 응답

Workshop 4  플라밍고

임상뇌파 심포지움: 뇌파와 인공지능(EEG & AI) 좌장: 이승환 (인제의대), 은헌정 (예수병원)

13:40-14:00 Machine learning 개념 황재욱 (순천향의대)

14:00-14:20 EEG의 AI에서의 적용에 대한 최신지견 임창환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생체공학부 생체공학전공)

14:20-14:40 EEG data 전처리 김도원 (전남대학교 의공학과)

14:40-16:20 EEGlab을 이용한 data 분석 실습 김도원 (전남대학교 의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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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Lecture 3 컨벤션 A

좌장: 박용천 (한양의대/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14:40-15:25 4차산업혁명시대 의과학 연구방향 현병환 (대전대학교 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CME 2 전문의 필수교육 에메랄드 A

15:20-16:20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알아야할 법과 제도 (외래치료지원제, 정신건강심판원과 사법입원)

백종우 (경희의대)  

16:20-17:20  Ethics and forensic psychiatry 장형윤 (아주의대)  

Symposium 26 에메랄드 B

Challenges for digital healthcare in the field of psychiatry 좌장: 김재진 (연세의대)

15:20-15:45
Chatbots for promoting mental health: “doctor Joy” for postpartum women 

정경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행동과학연구소)

15:45-16:10
VR technology in clinical psychiatry: “virtual classroo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김은주 (연세의대)

16:10-16:35 Clinical application of digital therapeutics in psychiatry 강성지 ((주)WELT 대표)

16:35-16:50 질의 응답

Oral presentation 3 스완

구연 및 연구재단기금 구연 3    좌장: 권용실 (가톨릭의대), 함봉진 (서울의대)

13:40-13:55 가속형 반복적 경두개자극치료 프로토콜의 주요우울장애 치료효과와 안전성 석정호 (연세의대)  

13:55-14:10
스포츠선수와 신체증상장애 환자의 체성감각네트워크 뇌활성 비교: 기능성 뇌자기공명영상(fMRI) 연구

김혜리 (중앙의대)  

14:10-14:25 강박증에서 인지행동치료 기반 기능성 게임의 효능에 관한 연구 황현찬 (중앙의대)  

14:25-14:40 인지장애 노인 대상 모바일 헬스 기술을 활용한 걷기 처방의 효과 검증 연구 박지은 (서울의대)  

14:40-14:55 고형 장기이식 후 신경인지장애의 발병률 안지현 (성균관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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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um 28 컨벤션 C

정신과 의사의 다양한 도전과 그에 대한 실질적인 팁 좌장: 최지혜 (같은마음 정신건강의학과)

15:20-15:45 20-30대 환자 면담을 위주로 한 직장인 스트레스 강의 조성준 (성균관의대)

15:45-16:10 YouTube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오진승 (닥터프렌즈)

16:10-16:3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색다른 시도 배재호 (연세서울병원)

16:35-16:50 질의 응답

Symposium 29 컨벤션 D

정신치료 3개학파 합동 심포지엄: 조울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정신치료사례 좌장: 이상익 (충북의대)

15:20-15:45 조울증상을 보이는 35세 남자 사례 노명선 (노명선정신건강의학과의원)

15:45-16:10 도정신치료 관점에서 본 사례의 이해 이정국 (이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10-16:35 대한분석치료학회에서 본 사례의 이해 김승업 (사이정신건강의학과의원)

16:35-16:50 질의 응답

Symposium 27 컨벤션 B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장: 권준수 (서울의대)

15:20-15:40 환자 분류체계의 개념과 실제 석정호 (연세의대)

15:40-16:00 한국형 정신건강의학 환자 분류체계 개발 손지훈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16:00-16:20
외국의 정신건강의학 환자 분류체계 개발의 예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서화연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16:20-16:40 국내 재활환자 분류체계 김대열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16:40-16:50 질의 응답

**본 강의는 연자의 요청으로 온라인 중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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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r

7월 9일(목)

기분장애

1  Network analysis of the depressive symptom 

profiles in Asian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s: Findings from the Research on 

Asian Psychotropic Prescription Patterns for 

Antidepressants (REAP-AD)

 박선철 (인제의대)

2.  The centrality of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determined using a network analysis

 박선철 (인제의대)

3.  How do the networks of the HAMD items change 

across the course of depressive disorders?

 박선철 (인제의대)

4.  Resilience as a protective factor for depression 

and anxiety of Korean employees

 추원영 (성균관의대)

5.  기계학습을 이용한 북한이탈주민 임상군의 정신건

강 및 신체활동 지표 추출 연구

 심성수 (국립중앙의료원)

6.  Proteomics approach to differentiate bipolar 

II disorder in its early phase from major 

depressive disorder

 이현주 (서울의대)

7.  Network structures of social functioning 

domains in schizophrenia and bipolar disorder

 류승형 (전남의대)

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of attention 

task and suicidal ideation in Korean patients with 

mood disorders

 김수인 (이화의대)

9.  우울장애, 불안장애 환자에서 타액 내 cytokine 농도와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승규 (원광의대)

10.  한국 성인 우울증 환자의 사망원인: 전향적코호트 연구

 이민규 (국립정신건강센터)

11.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신체손상 유무에 따른 특성 비교

 류재현 (중앙의대)

노인정신의학

12.  Association of gait and balance disorder with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오세철 (제주의대)

13.  알츠하이머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의 조기 선별을 위한 

후각기능검사의 절단점

 류한일 (중앙의대)

14.  철회

뇌영상학

15.  Prediction of psychiatric disorders using Elastic 

Net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 based on EEG data

 최정석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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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ge-related changes of gray matter structures in 

schizophrenia: A preliminary analysis

 이동균 (국립정신건강센터)

물질장애

17.  Depressive symptom severity-relate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Korean male patients with 

methamphetamine use disorder

 장옥진 (국립부곡병원)

불안장애

18.  The relationship between serum vitamin D levels, 

C-reactive protein, and anxiety symptoms

 이희준 (성균관의대)

19.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증상 정도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예비 연구

 권주한 (전북의대)

20.  The influence of dissociative response on cortisol 

level following childhood and later trauma: A path 

analysis

 권애란 (인제대학교 임상감정인지기능연구소)

21.  재난 심리지원 종사자 소진 및 정신건강 실태

 이나빈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22.  Th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stress and sleep 

duration with anxiety symptoms among healthy 

employees: A cohort study

 이미지 (성균관의대)

23.  Comparison of association of 5-min analysis of 

HRV with clinical global severity among anxiety, 

depression and PTSD 

 이정현 (국립정신건강센터)

사회문화정신의학

24.  사회관계망 자해이미지 탐색 프로그램 개발

김은수 (성균관의대)

25.  Research output on mental health problems in North 

Korea between 2006 and 2017: A bibliographic 

analysis of North Korean medical journal articles

김혜원 (연세의대)

26.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

김우정 (원광의대)

생물정신의학

27.  Dyskinesia Is most central in an estimated network 

of extrapyramidal syndrome in Asia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Findings from Research on 

Asian Psychotropic Prescription Patterns for 

Antipsychotics (REAP-AP)

 박선철 (인제의대)

28.  QTc interval prolongation seen in one percent 

of 2,553 Asia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Findings from the Research on Asian Psychotropic 

Prescription Patterns for Antipsychotics (REAP-AP))

 박선철 (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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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Relationship between body mass index and 

extrapyramidal symptoms in Asia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The Research on Asian 

Psychotropic Prescription Patterns for 

Antipsychotics (REAP-AP)

 박선철 (인제의대)

30.  Comparison between subjects experiencing 

cognitive discomforts and those free from cognitive 

discomforts under prescription of mood stabilizer

 신희현 (중앙보훈병원)

31.  Effects of adolescent exposure to mood stabilizers 

on behavioral profiles and neurotrophic factors in 

adult rats

 최형준 (국립정신건강센터)

32.  조현병 환자의 인지기능과 COMT와 DTNBP1의 상호

작용과의 관련성

 윤미림 (화정병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3.  Age-related changes in auditory event-related 

potentia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연정 (순천향의대)

34.  Internet addiction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exposed 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Mediating effect 

of pediatric symptoms

 방수영 (을지의대)

35.  The effect of the treatme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exposed to trauma in Korea: 

Controlled study “Children in Disaster: Evaluation 

and Recovery (CIDER)”

 방수영 (을지의대)

36.  A survey on professional’s satisfaction and 

needs on in-service education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김현석 (국립정신건강센터)

37.  A survey on caregiver’s satisfaction and 

needs about medical programs and service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김현석 (국립정신건강센터)

38.  뇌전증 소아청소년 환아의 부모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벼리 (이화의대)

39.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bullyi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봉수현 (대구가톨릭의대)

40.  The novel QEEG subtype which present high 

alpha power in ADHD: ADHD or masked 

depression?

 변준 (대구가톨릭의대)

41.  정신과적 증상으로 소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인구

학적 요인과 임상적 특징

 김하린 (울산의대)

42.  Characteristics of youth who visit the emergency 

department following suicide attempts

 권윤나 (연세원주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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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ssociation of maternal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with elevated risk for offspring’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나민철 (제주의대)

44.  인터넷 게임 장애 환자에서 보상회로 내의 뇌 연결성

에 미치는 가족관계의 영향

 곽기현 (중앙의대)

45.  Difference of chief problems and referral routes 

between ADHD with and without depression: 

Focused o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referred to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최원석 (한림의대)

46.  Associations between the mismatch-negativity 

potential and symptom severity in medication-

naïve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ymptoms of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연정 (순천향의대)

47.  Cerebellar gray matter volume and its role 

in executive function, and attention: Gender 

differences by age in adolescents

 김하연 (가톨릭의대)

48.  Effects of equine-assisted activities and therapies 

on atten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안보미 (성균관의대)

7월 10일(금)

수면장애

49.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서의 급성기 수면 문제

 장형윤 (아주의대)

50.  The clinical impression on a relationship between 

sleep environment and NREM-related parasomnia 

in children: A pilot study

 이주희 (울산의대)

51.  A cross-sectional study on sleep quality and 

related factors in community-dwelling female 

individuals working as full-time homemakers

 황태영 (용인정신병원)

52. 철회

53.  Fear of progression and dysfunctional beliefs 

about sleep can influence insomnia symptom of 

breast cancer patients

 김규민 (울산의대)

역학 및 척도개발

54. 한국판 수준 2-우울-성인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소민정 (원광의대)

55. 한국판 비자살적 자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장승호 (원광의대)

56.  신경심리 매트릭스와 뇌 기능적 영상 데이터를 이용

한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조증 상태의 감별진단

 이소연 (중앙의대)

57.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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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및 지역사회정신의학

58.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서 사례관리 완료 후 지역

사회 연계 동의여부와 관련된 요인

 김솔이 (중앙의대)

59.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용 인권지표 설문지의 개발

 김소형 (국립나주병원)

정신신체의학

60.  Improvement in post-traumat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with breast cancer after Art therapy 

 정석훈 (울산의대)

61.  기능성위장질환 환자들의 정신사회적 특성과 삶의 질

 이동호 (원광의대)

62.  Why do patient with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 (FGID) visit to clinic? – Focused on 

depressive symptom, anxiety, and childhood trauma

 박승규 (원광의대)

정신치료

63.  Prediction of antidepressant treatment response 

using event-related potential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이현서 (인제대학교 임상감정인지기능연구소)

64.  의과대학 학생들에게서 정신역동적 정신치료를 받은 

경험이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자기분화, 도움추구 태

도에 미치는 영향

 조화연 (한양의대)

조현병

65.  Attitude toward illness and treatment in adherent 

schizophrenia patients: A qualitative study

 강시현 (국립정신건강센터)

66.  조현병 통합치료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소아현 (국립정신건강센터)

67.  식이 거부 및 죄책감을 주 증상으로 하는 

Schizophrenia 증례

 이진복 (한양의대)

68.  항정신병약물로 유발된 고프로락틴 혈증을 보이는 조

현병 환자에서 적절한 치료 약물의 선택

 손수진 (한양의대)

69. 철회

기타 질환 및 분야

70.  A randomized, double-blind, sham-controlled, 

parallel-group trial for efficacy of tDCS on 

resting-state neurophysiological features in 

Internet gaming disorder

 최정석 (서울의대)

71.  The effect of double-blind, sham-controlled trial of 

tDCS on cue reactivity in Internet gaming disorder: 

An event-related potential EEG study

 최정석 (서울의대)

72.  Associations of level of intelligence with gaming 

use in young adults

 최정석 (서울의대)

73. 재난심리지원 역량 평가 도구 개발 및 경과 보고

 현소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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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General Paresis is still existent in the present, not 

in the past in Korea: A case report

 이상헌 (제주의대)

75.  MMPI-2의 성격병리 5요인 척도를 활용한 경계선 성

격장애에 대한 차원적 접근

 소민정 (원광의대)

76.  The effect of adult ADHD tendency on cognitive 

functions in young male adults with depression

 신소정 (계명의대)

77.  고강도 유산소운동에 따른 배외측전전두엽의 혈역학

적 변화: 기능성 근적외선분광기(fNIRS) 연구

 김희진 (중앙의대)

78. Isoniazid induced psychosis

 김예슬 (한양의대)

79.  Effects of massage program on brain fatigue 

recovery based on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fNIRS) analysis

 임정환 (전남대학교 의공학과)

80. 응급실 내원 음독 자살 시도자의 특성 비교 연구

 조을아 (서울의료원)

81.  Psychophysiological effects of a mental program 

in an automatic massage chair for occupational 

health: A pilot study

 민아란 (바디프랜드 메디컬R&D센터)

82.  Psychological impact of the COVID-19 on hospital 

staff

 장옥진 (국립부곡병원)

83.   Association of the subclassification of white 

matter lesions with physical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cognitively normal elderly 

 이상헌 (제주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