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불안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고불안사회에서 한국인의 삶 (Life of Korean in the High Anxiety Society)

[ 초대의 글 ]
대한불안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불안의학회 추계학술대회는 “고불안사회에서 한국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마련되어,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오전 심포지움에서는 생애 발달 주기별로 경험하게 되는 불안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고찰하고, 또한 최근 현대 한국사회에서 큰 불안요소들로
대두되고 있는 한반도 내 전쟁 발발 가능성, 일상 속 생필품의 안전성 및 청소년 학교 폭력 등에 관련한 불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plenary lecture및 오후의 심포지움 세션에서는, “대한불안의학회지 편집위원회 심포지움: 불안장애 임상연구의 최신 방법론” 및 “네트워크과학
관점에서 불안을 탐구하기” 심포지움을 통하여, 다양한 불안장애 연구 기법의 최신지견을 접하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불한사회에서 한국인의 삶”이라는 제하에 걸맞게, “한국형 우울-불안 척도 개발” 심포지움에서는, 현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우울-불안을
보다 적확하게 측정하는 척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아가 치료적 측면에서, plenary lecture 및 오후 심포지움 세션들을 통하여,
강박장애(plenary lecture “강박장애의 치료 전략”)와 공황장애(“2017 한국형 공황장애 치료지침서 개발 공청회”) 및 직무스트레스(“직무스트레스와
불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원저 발표시간인 “Original research presentation: Young investigators section”을 통해 불안장애
학문에 관심이 많은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의욕 고취에도 더욱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불안의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학회장에서 뵙겠습니다.
2017년 10월
대한불안의학회 회
장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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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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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한상우
이승환

일시: 2017년 11월 17일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7층 Dubhe hall
주최: 대한불안의학회
연수평점: 의협평점 5점 (예정)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지침에 따라 학회 참석 및 귀가 시 2회의 본인 서명 혹은 바코드 확인이 있어야만 연수평점이 인정됩니다.)

[등록 안내]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 전문의

30,000원

50,000원

비회원 전문의

40,000원

60,000원

군전문의, 공보의 및 전공의

20,000원

30,000원

평생회원

면제

면제

비고

중식 제공

* 회원(평생회원, 정회원) 가입은 대한불안의학회 홈페이지(http://www.anxiety.or.kr)를 참조하십시오.
* 간호사, 임상심리수련생, 연구원 등의 등록비는 전공의에 준합니다.
* 사전등록: 2017년 11월 10일 까지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001-827494 대한불안의학회
입금 후 김수진 선생님(2015kaad@naver.com)에게 인적 사항을 포함한 확인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면허번호, 소속병원, 입금액, 전문의/군의관(공보의)/전공의/평생회원 여부)

* 등록문의: 김수진 (2015kaad@naver.com)
* [포스터 발표 접수]
- 양식: 서론/방법/결과/결론이 포함된 구조화 양식
- 마감: 2017년 10월 27일
- 제출: 이메일 접수 (윤제연 학술간사, jeyeon.yun@gmail.com)

2017

대한불안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일 시 ㅣ 2017년 11월 17일 (금)
연수평점 ㅣ 5점 (예정)

장 소 ㅣ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7층 Dubhe hall

DUBHE HALL - A

DUBHE HALL - B
오전 진행: 이연정 (순천향의대)
오후 진행: 허휴정 (가톨릭의대)

오전 진행: 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오후 진행: 윤제연 (서울의대)

09:00-09:20

등록

09:20-09:30

개회사

회장: 신영철 (성균관의대)

인사말

이사장: 한상우 (순천향의대)

09:30-11:00

사회: 이승환 (학술이사)

Symposium I

Symposium II

발달 단계별 나타나는 불안 건강하게 다루기

다양한 불안요소와 함께 현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좌장: 정상근 (전북의대) / 지익성 (충남의대)

장년-노년기의 불안 - 나이듦을 받아들이기
성인기의 불안 I - 직장생활
성인기의 불안 II - 결혼, 출산 그리고 육아
소아청소년의 불안 - 입학과 전학 및 청소년기로의 진입

최번숙 (최신경정신과의원)
김은진 (성균관의대)
김원 (인제의대)
이연정 (순천향의대)

Q&A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
일상 속 생필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청소년 학교 폭력과 불안
불안과 자살

전진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우영 (건양의대)
나경세 (가천의대)

Q&A

11:00-11:10
11:10-12:10

좌장: 김정범 (계명의대) / 신동원 (성균관의대)

휴

식

Plenary lecture

좌장: 한상우 (순천향의대)

강박장애의 치료 전략
12:10-13:10

13:10-14:40

김찬형 (연세의대)

런천 심포지움 및 포스터 발표

좌장: 채정호 (가톨릭의대)

Better companion to antidepressants

임세원 (성균관의대)

범불안장애 환자에서 항우울제 치료시 부스파정® 투여군 및 비투여군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 비교

이경욱 (가톨릭의대)

Symposium III

원저구연

한국형 우울-불안 척도 개발

Original research presentation: Young Investigators' section
좌장: 정문용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홍진표 (성균관의대)

한국형 우울-불안 척도 개발: 필요성 및 개발과정
이승환 (인제의대)

Mental and physical health status of bereaved families of Sewol ferry disaster - follow-up
registry 
윤지애 (가톨릭의대)

최윤영 (한양사이버대학교)

Association between gene related to ubiquitin system and affective temperamental trait
부영준 (연세의대)

최기홍 (고려대학교)

The buffering effect of heart rate vari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ietal alpha
asymmetry and depressive symptom 
김초롱 (인제의대)

이원혜 (국립서울병원)

White matter alterations in panic disorder after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A 2-year longitudinal MRI study 
오종수 (차의과학대)

한국형 우울-불안 척도 개발: 근거-중심 설계의 적용
한국형 우울-불안 척도 개발: 선정 문항 및 심리측정적 특성

한국형 우울-불안 척도의 활용 및 의의
Q&A

Q&A

14:40-14:50
14:50-16:20

휴

식

Symposium IV

Symposium V

대한불안의학회지 편집위원회 심포지움: 불안장애 임상연구의 최신 방법론

네트워크과학 관점에서 불안을 탐구하기: 사회-개인-뇌

좌장: 박용천 (한양의대) / 이경욱 (가톨릭의대)

좌장: 권준수 (서울의대) / 김용구 (고려의대)

전상원 (성균관의대)
왕성민 (가톨릭의대)
이상혁 (차의과학대)
안형진 (고려의대)

Phenotype network & brain structural covariance network of anxiety 
윤제연 (서울의대)
White matter-based structural brain network of anxiety 
이승재 (경북의대)
EEG-based functional brain network of anxiety
김도원 (전남대 의공학과)
Task fMRI-based functional brain network of anxiety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Q&A

How to design clinical studies?
Pharmacogenetic studies
Neuroimaging studies
Big data analysis
Q&A
16:20-16:30
16:30-18:00

좌장: 제영묘 (김원묵기념봉생병원) / 오강섭 (성균관의대)

휴

식

Symposium VI

Symposium VII

2017 한국형 공황장애 치료지침서 개발 공청회

직무스트레스와 불안
좌장: 서호석 (차의과학대) / 양종철 (전북의대)

공황장애 치료지침서 개발 과정 및 초기, 유지 전략
치료 불응성 공황장애 및 공존질환 시 치료 전략
공황장애의 정신사회적 치료전략

김민경 (차의과학대)
이재헌 (고려의대)
김민숙 (인제의대)

Q&A

좌장: 신영철 (성균관의대) / 사공정규 (동국의대)
한국 직장인 스트레스의 현황과 특징
감정노동과 직장스트레스
소진증후군
직무스트레스의 관리와 치료
Q&A

임세원 (성균관의대)
박주언 (계요병원)
허휴정 (가톨릭의대)
최경숙 (을지의대)

폐회 및 시상 (우수 구연상)

18:00-18:10

/ 등록안내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 전문의

30,000원

50,000원

비회원 전문의

40,000원

60,000원

군전문의, 공보의 및 전공의

20,000원

30,000원

면제

면제

평생회원

비고

/ 사전등록 : 2017년 11월 10일(금) 까지
/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001-827494 대한불안의학회

중식 제공

/ 회원(평생회원, 정회원) 가입은 대한불안의학회 홈페이지
(http://www.anxiety.or.kr)를 참조하십시오.
/ 간호사, 임상심리수련생, 연구원 등의 등록비는 전공의에 준합니다.

/ 입금 후 김수진 선생님(2015kaad@naver.com)에게 인적 사항을 포함한 확인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면허번호, 소속병원, 입금액, 전문의/군의관(공보의)/전공의/평생회원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