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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즈음 입니다.
올해에도 대한불안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진지한 학술교류와 임상적
도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강박장애 환자들을 만났을 때 어떠한 치료적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현재 불안장애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주요 이론들의 발전과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최근 임상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을 흔히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을 삶과 고뇌를 이해하고 임상의로서 무엇을 염두
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다이어트와 체중 문제를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의로써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급성장 하고 있는 가상현실기술이
현실적으로 정신과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해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한불안의학회가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이어온 ‘원저구연’ 시간과
가장 기본적인 약제인 SSRIs의 부작용에 대해 증례와 함께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좋은 시간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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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제공

◈ 회원(평생회원, 정회원) 가입은 대한불안의학회 홈페이지
(http://www.anxiety.or.kr)를 참조하십시오.
◈ 간호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연구원, 학생 등의 등록비는 전공의에 준합니다.
◈ 사전등록 : 2019년 11월 10일(일) 까지
◈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001-827494 대한불안의학회
◈ 입금 후 대한불안의학회 사무국(2015kaad@naver.com)에게 인적 사항을 포함한 확인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면허번호, 소속병원, 입금액, 전문의/군의관(공보의)/전공의/평생회원 여부)

다빈치홀 A
Session 1
9:30~10:30

원저 구연

Young investigator section

좌장: 고려의대 김용구, 연세의대 김세주
Higher Rightward Laterality of the Hippocampal Tail in Panic Disorder with Early Trauma
차의과학대 이준호
Go/Nogo ERP and symtom of ADHD in adult MDD patients
순천향의대 김은지
우울 및 불안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울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제의대 김유림
Session 2
Mental health of sexual minorities
10:40~12:10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할 것
좌장: 계명의대 김정범, 연세유앤김 정신건강의학과 김광일
성소수자로서의 삶과 고민들
시각 및 행위예술인 류 칸 진오
임상의로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봄정신건강의학과 박희형
질의 응답
Luncheon 1
Feel better, think clearer and do better
12:20~13:20
좌장: 한양의대 박용천, 차의과학대 서호석
Optimizing management of MDD: Emerging treatments beyond SSRIs/SNRIs
인제의대 김 원
Functional recovery in depression: Which factors to consider?
차의과학대 이상혁
Session 3
체중, 다이어트, 그리고 불안
13:40~15:10
타 임상과와 구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역할
좌장: 순천향의대 한상우, 성균관의대 신영철
성공적 치료를 위해 정서를 함께 다루기
연세엘정신건강의학과 이정현
체중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서초좋은의원 유은정
다이어트와 폭식, 이면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마음과마음식이장애클리닉 김준기
질의 응답
Session 4
15:20~16:50

PTSD에서 꼭 알아야할 핵심 개념들
Reivew of major theories

좌장: 안산산재병원 정문용, 한양의대 김대호
Neurobiological understanding of traumatic memory
인하의대 김원형
Attachment, Relationship and Complex trauma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 김은지
Resilence, Recovery and Growth after trauma
을지의대 윤지애
질의 응답

다빈치홀 B
Deep Focus Review

Session 5
9:30~10:30

Side effects of SSRIs

좌장: 국립춘천병원 최종혁, 김원묵기념봉생병원 제영묘
SSRIs 사용 후 무기력이 심해진 환자 증례
가톨릭의대 김영찬
임상의가 알아야 하는 SSRIs 관련 부작용들
인제의대 박선철
질의 응답
Session 6
Virtual Reality and Psychiatry
10:40~12:10
임상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좌장:서울의대 권준수, 성균관의대 홍진표
VR and Anxiety disorder
연세의대 김재진
VR and Cognitive disorder
가천의대 조성진
VR and Addiction
서울의대 최정석
질의 응답
Luncheon 2
‘Pristiq’, 1st-line choice of diverse depression
12:20~13:20
좌장: 성균관의대 오강섭, 가톨릭의대 이경욱
The Effective Management of Female Menopausal Depression with Pristiq
순천향의대 심세훈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Medication for Elderly MDD Patients
계요병원 박주언
Session 7
강박장애 치료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13:40~15:10
Strategies for Treatment-Resistant OCD
좌장: 단국의대 백기청, 연세의대 김찬형
약물학적 접근전략과 중요 updates
경북의대 이승재
Neurosurgery 와 Neuromodulation;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한림의대 노대영
실제 임상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과 팁들
연세의대 김찬형
질의 응답
Session 8
15:20~16:50

뇌영상과 뇌파, 불안장애에서 어디까지 와 있을까?

Understanding of neurobiology of anxiety disorders
좌장: 충남의대 지익성, 서울의대 하태현

Updated review; 불안장애의 신경해부학적 가설
고려의대 윤호경
치료 반응 혹은 치료 저항성을 반영하는 뇌영상 소견들
서울의대 윤제연
불안장애에서 뇌파는 어떠한 정보를 줄 수 있는가?
순천향의대 김지선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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