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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대한불안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결실의 열매를 맞는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2018년 불안의학회
추계학술대회는 “불안장애의 이해와 치료의 최신지견”이라는 주제로 마련되어,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오전 심포지움에서는 “The concept of thought-action fusion revisited”
제하로, ‘어떠한 행동을 생각하는 것 만으로도 그 행동을 실제로 수행한 것과 같은
영향을 현실에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thought action fusion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뇌과학적 기저병리에 대한 이해 및, 강박증 환자에서 이러한 thought-action
fusion을 치료할 수 있는지 함께 고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저 발표시간인
“Original research presentation: Young investigators section”을 통해
불안장애 학문에 관심이 많은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의욕 고취에 더욱 전력을 다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어지는 plenary lecture및 오후의 심포지움 세션에서는, “뇌공학의
현재와 미래”, “Paradigm shift in the research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OCD and behavioural addictions from the view of impulsive
compulsive spectrum disorder” 세션을 통해 다양한 불안장애 연구 기법의
최신지견을 넓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치료적 측면에서, “Optimal
strategy for treatment resistant anxiety disorder” 심포지움 및 “Application
of neurophysiology and neuromodulation for anxiety disorder”
심포지움에서는, 치료저항성 불안장애 환자를 위한 보다 최적화된 치료 방침과
neuromodulation을 이용한 불안장애의 치료방법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불안의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학회장에서 뵙겠습니다.

2018년 10월
대한불안의학회 회
장 신영철
이 사 장 한상우
학술이사 이승환

프로그램
컨벤션홀
오전진행: 왕성민(가톨릭의대)
오후진행: 이연정(순천향의대)
09:00 - 09:20

등록

09:20 - 09:30

개회사

회 장: 신영철(성균관의대)

인사말

이사장: 한상우(순천향의대)

원저구연
Original research presentation: Young Investigators' section
좌장: 서호석(차의과학대),심세훈(순천향의대)
Cortical thickness of anterior cingulate gyrus is associated with frailty in end
stage renal disease
09:30 - 11:00

오중수(차의과학대)

Interaction between COMT polymorphism and Childhood Trauma on Suicidal
Ideation i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권애란(인제의대)

한국어판 GRIT의 표준화 연구

이웅(성균관의대)

Association between protein intake and depressio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of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오지훈 (가톨릭의대)

Q&A
11:00 - 11:10

휴식
Plenary lecture

11:10 - 12:10

좌장: 한상우(순천향의대)
뇌공학의 현재와 미래

임창환(한양대학교 생체공학과)

12:10 - 12:20

휴식
런천 심포지움: What is the optimal option for the treatment of MDD patients?
좌장: 채정호(가톨릭의대)
The optimal option for MDD patients with sleep disturbance

12:20 - 13:20

이상혁(차의과대학)
The optimal combination therapy for treatment resistant depression (TRD)
김세주(연세의대)

13:20 - 14:00

포스터

심사: 양종철(전북의대), 김원(인제의대)

Symposium II
Paradigm shift in the research of mood and anxiety disorders
좌장: 오강섭(성균관의대),제영묘(김영묵기념 봉생병원)
Paradigm shift in study of treatment resistant psychiatric disorder
김선영(성균관의대)
Paradigm Shift in Psychopharmacology and Psychotherapy Research

14:00 - 15:30

이호선(한양의대)
The future of Geriatric Psychiatry on Aging and Late-Life Brain Disorders
이승훈(고려의대)
Challenges of Big Data and Discovery Sciences in Psychiatry
전상원(성균관의대)
Q&A

15:30 - 15:50

휴식
Symposium IV
Application of Neurophysiology and neuromodulation for Anxiety disorder:
좌장: 홍진표(성균관의대),백기청(단국의대)
EEG as a evaluation tool for anxiety disorder
김지선(순천향의대)
qEEG application of child anxiety disorder: ADHD and phobia

15:50 - 17:20

이연정(순천향의대)
Virtual reality and neuro-modulation for anxiety disorder
신철민(고려의대)
HRV as a evaluation tool for anxiety disorder
최수희(서울의대)
Q&A

17:20 - 17:30

휴식

17:30 - 18:00

우수구연상 우수포스터상 시상 및 총회

대회의실
오후진행: 허휴정(가톨릭의대)
09:00 - 09:20

등록

09:20 - 09:30

※개회사 & 인사말은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Symposium I
The concept of thought-action fusion (TAF) revisited
좌장: 최종혁(국립춘천병원),박용천(한양의대)

09:30 - 11:00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AF and cognitive fusion in ACT 이경욱(가톨릭의대)
Neural correlates of TAF

이상원(베스트병원)

Therapeutic application of TAF concept in OCD

이승재(경북의대)

Q&A
11:00 - 11:10

휴식

11:10 - 12:10

※Plenary lecture는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12:10 - 12:20

휴식

12:20 - 13:20

※런천 심포지움은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13:20 - 14:00

포스터

심사: 양종철(전북의대), 김원(인제의대)

Symposium III
Optimal strategy for treatment resistant Anxiety disorder
좌장: 정문용(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정상근(전북의대)
14:00 - 15:30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전홍준(건국의대)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송후림(명지병원)

Social anxiety disorder

임세원(성균관의대)

Q&A
15:30 - 15:50

휴식
Symposium V
OCD and behavioral addictions from the view of impulsive compulsive
spectrum disorder

좌장: 김찬형(연세의대),신영철(성균관의대)

Response inhibition in OCD and Internet gaming disorder
김민아(서울의대)
Cue reactivity in OCD and Internet gaming disorder

15:50 - 17:20

김성년(서울의료원)
Neuro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gambling disorder and OCD
정명훈(한림의대)
Neurocognition in OCD and behavioral addictions
최정석(서울의대)
Q&A

17:20 - 17:30

휴식

17:30 - 18:00

우수구연상 우수포스터상 시상 및 총회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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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 제공

◈ 회원(평생회원, 정회원) 가입은 대한불안의학회 홈페이지
(http://www.anxiety.or.kr)를 참조하십시오.
◈ 간호사, 임상심리수련생, 연구원 등의 등록비는 전공의에 준합니다.
◈ 사전등록 : 2018년 10월 28일(일) 까지
◈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001-827494 대한불안의학회
◈ 입금 후 대한불안의학회 사무국(2015kaad@naver.com)으로 인적사항을
포함한 확인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면허번호, 소속병원, 입금액, 전문의/군의관(공보의)/전공의/평생회원 여부)

2018년 대한불안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공모대한불안의학회 평생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안의학회는 여러분들의 관심 아래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도 불안
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불안, 우울 및 관련 정신병
리적인 학술주제에 대해 포스터 발표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하단의 사항에 따라
포스터 초록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터 발표 접수]
◈ 양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 양식에 준함

[제목, 저자, 소속, 하단부에 교신저자,연락처(email 포함),
본문 (연구목적/방법/결과/결론이 포함된 구조화 양식),
중심단어(2-4개), 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기술]

◈ 마감: 2018년 10월 22일
◈ 제출: 이메일 접수 (학술간사 윤제연, jeyeon.yun@gmail.com)

오시는 길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효창동 255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