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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학술과 정보와 친목의 축제에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가는가 했더니 벌써 가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의 가장 큰 행사인 정기총
회와 추계학술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경정신과의사들은 참으로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신
껏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고, 신경정신과 의사로서의 품위와 자긍심을 향유할 수 있
는 현실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진료권은 무참하게 제약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보하고 신경정신과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찾는 날이 올 때
까지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우리 학회와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일 때에 결실
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학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학회가 회원들의 뜻을 대변하고 의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회원 모두
가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이번 추계학회의 장에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동참하여 만납시다. 그래서 학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며 친
목을 도모하는 축제를 벌이도록 합시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화평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추계학술대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인 이사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
립니다.
2006년 9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장

환 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올 여름을 이겨내듯 힘든 진료 현실을 극복하고 오랜만에 전체 회원 여러분들의 얼굴
을 뵙게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회원님들께서 지난 1년 동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위하여 협조해 주
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국의 지부를 돌며 회원님들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녔지
만, 아직까지도 찾아 뵙지 못한 회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계학회 이후에도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찾
아서 고견을 듣고,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올해는 프로이트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의 업적을 기초로 한 뇌과학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현대 정신의학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회는 정신 치료와 생물정신의학의 최신 지견은 물론, 문화 특강, 명상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날 학술 행사 이후에 있는 총회와 만찬 모임에도 모든 회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만나지 못해서 차마 하지 못한 얘기들도 나누시고, 2006년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다방면으
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학술대회 준비와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학술 위원들, 운영위원들, 학회 사무실 직원들,
그 밖의 여러분들께도 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6년 9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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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올해 학술대회 주제는‘이론과 임상의 접목’
입니다. 가설이나 이론을 임상과 연결시키는 내용으로 꾸
몄으며, 이번 추계는 춘계보다는 좀 더 임상적인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 많은 제안
을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모든 분들의 제안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됨을 죄송하게 생
각합니다. Plenary lecture는 콜롬비아 대학 Anissa Abi-Dargham 교수의‘분자영상학을 이용한 연
구’
와 국내에서는 이시형 선생님의‘세로토닌과 생활’
이라는 흥미진진한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부터는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을 모셔서 특강을 마련하였는데, 최훈동 선생님의‘명상과 정
신의학’
, 고재영 교수님의‘알쯔하이머의 병태생리’
에 관한 것입니다.
젊은 선생님들의 국제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의미로 영어구연과 전공의 구연시간을 마련하였고,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는 윤리
문제, 전 회원들의 관심사인 정신과 급여체계, 정신과 병실에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프로이드 탄생 150
주년 기념’심포지엄 2개를 비롯하여 좋은 심포지엄과 연구 포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희수 교수님의 문화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있길 기원합니다.
2006년 9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이사 권

준 수

학술대회장 안내도
�등
별관 2층

국제회의장 A

록 : 국제회의장 앞

� 진행본부 : VIP room
� Plenary Session : 국제회의장 B

별관 3층

국제회의장 B

체리(부스전시)

휴게실

� 심포지엄 : 국제회의장 A, B, 코스모스, 엘리제
� 구 연 : 글로리아
� ISS 1-5 : 국제회의장 A, B, 코스모스

VIP

� 포스터 발표 : 이벤트홀
� 총회 : 코스모스

코스모스

� 환영연 : 국제회의장

휴게실

이벤트 홀

1층-포스터 전시

글로리아

엘리제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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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안내
회원구분

사전등록

전문의

60,000원

군전문의, 전공의, 특별회원

50,000원

비회원

70,000원

환영연 참가비(별도)
10,000원

당일등록

연수평점

비 고

70,000원

19일-4점

60,000원

20일-4점

80,000원

(예정)

*별도의 점심이 제공되지 않으며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방에서만
식사가 제공됩니다.
*환영연은 환영연 참가비를 내신
분에 한해서 참석이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마감 : 2006년 10월 12일(목) 10월 12일 소인까지만 유효
10월 12일 이후 등록하시는 분은 당일등록으로 간주되어 학술대회 당일에 추가금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납입방법 : 1) 홈페이지 상에서 하나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로용지를 이용하실 경우는 지로용지 3면에 성명을 기재하신 후 납부하여 주십시오.
(등록 확인이 안 된 경우에 평점 보고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3) 단체 등록 시 아래 입금처로 보내주시고,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회사무실 팩스(02-537-6174)로 보내 주십시오.
외환은행 630-004876-21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 등록 확인 시 필요할 수 있으니, 지로 혹은 입금 영수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대회비 환불규정
환불 - 학회사무실에 연락, 확인된 경우에 한함
대회시작일 기준

환불내용

1주 전까지 (10월 12일)

전액 환불

1주~3일 전 (10월 13일~16일)

5,000원 빼고 환불

당일, 전일, 전전일

환불 불가

▶ 당일등록 : 2006년 10월 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 앞

2. 2007년도 연회비 안내
전문의

군전문의/공중보건의

전공의/특별회원

150,000원

90,000원

75,000원

3. 명찰안내
원로회원-금색, 정회원-녹색, 일반회원-청색, 특별회원-흰색, 비회원-노란색

발급받으신 명찰 뒷면에는 대회비 영수증과 초록배부권, 환영연 입장권(사전신청자에 한함), 연보배부권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대회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분실에 유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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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교 프로그램
환영연 만찬 : 10월 19일(목) 18:30~19:30

참가비 : 10,000원

장소 : 국제회의장(2층)

저녁식사로 양식코스가 제공되며, 공연은
‘코즈’
라는 스윙, 라틴, 팝, 펑키, 샹송, 칸초네, 뮤지컬 송, 퓨전국악 등을 연주
하는 국내 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시간은 약 1시간 정도(식사 중) 소요되며,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Mo better blues - 연주곡. 미디엄 템포의 연주곡
2. L-O-V-E - 여자 보컬곡. 빠른 스윙곡
3. Volare - 남자 보컬곡. 빠른 스윙곡
4. Tonight I celebrate my love - 감미로운 가창력이 돋보이는 팝발라드 듀엣곡
5. Water melonman - 빠른 펑키스타일의 연주곡
6. Copacabana - 빠른 삼바곡의 여자 보컬곡
7. This is the moment - 임펙트한 발라드곡. 남자 보컬곡
8. They can’
t take that away from me - 빠른 스윙 스타일의 곡. 듀엣곡
9. Proud mary (물레방아 인생) - 다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rock스타일의 듀엣곡

▶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환영연 참석하시는 분들께 미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대회비 사전등록 시 추가로
10,000원을 납부하여 주시면 명찰발급 시 뒷면에 입장권이 함께 발급되오니 입장하실 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 2007년도 WPA Regional Meeting 설명회
�일시 : 2006년 10월 19일(목) 12:10~13:50
�장소 : 58층 Saturn
�참석대상 : 원로회원 및 Advisory committee 위원

6. 2006년도 지부학회장 초청 간담회(상대가치점수 확정안 설명)
�일시 : 2006년 10월 20일(금) 12:10~13:50
�장소 : 58층 Mars
�참석대상 : 지부학회장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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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3빌딩 교통 안내
▶ 지하철 5호선：여의나루역
※ 주차는 무료이나 63빌딩이 만차일 경우에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게실
후원사들의 협조를 얻어 회원 여러분께서 잠시 휴식하실 수 있는 휴게실을 운영하며 Coffee, 음료 및 간단한 다과 등
을 하루 종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별도의 coffee break 시간은 없습니다.
▶ 장소 : 3층 샤론룸, 갤럭시룸

9. 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학회에서 짐을 보관해드립니다.
▶ 장소 : 3층 체리홀

10. 숙소 안내
아래의 호텔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호텔명

팔레스 호텔

전화번호

담당자

Tel. 2186-6798
2186-6767
김성호 과장
Fax. 532-0399
C.P) 019-272-5033

가격

비고

스탠다드
: 130,000원
(봉사료, 부가세 포함/
조식부페 1명 포함 금액)

*10월 18일~19일까지 적용금액
*제공 객실수 : 10실
*조식 1명 추가 시, 10,000원 추가
(부가세 포함)
*강남고속터미널 근처임

“
”

2006 Annual Meeting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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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싱턴호텔 객실예약 신청서
Lexington Hotel
수신 : 통합세일즈팀 (Fax : 02-6670-7300)
담당 : 이득희 대리 (Tel : 02-6670-7217 / 010-8294-2263)
참조 : 손선경 지배인 (Tel : 02-6670-7221 / Fax : 02-6670-7300 / 011-9076-0585)
※ 룸 사정에 의하여 예약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객실요금
정상요금

특별 할인 요금
(room only)

조식포함시

Deluxe Double Room

219,000원

100,000원

115,000원 (1인)

Deluxe Twin Room

239,000원

109,000원

134,000원 (2인)

객실종류

성명

소속병원

동반인
Tel

Fax

C.P

E-mail

Check-In

2006. 10.

Check-Out

2006. 10.

원하시는 Room type에 표시해 주세요

Room type&Rate

Double Room only

100,000원

Double Room (조식포함)

115,000원

Twin Room only

109,000원

Twin Room (조식 2인 포함)

134,000원

카드종류/번호

유효기간

카드소유자

카드결제

기타요청사항
계좌번호

국민은행 544301-01-132629 ㄜ이랜드월드 여의도 렉싱턴호텔

※별 첨
1. 당 호텔에서는 Service Charge를 받지 않습니다.
2. 상기 요금에는 10%의 세금이 추가됩니다.
3. Extra Bed 이용시 ＼30,000(세금별도) 추가됩니다.
4. Executive Floor Room 이용 시 ＼20,000(세금별도) 추가됩니다.
5. 인터넷 사용 무료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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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서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시어 학회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537-6174 / E-mail : kpa3355@kornet.net

■ 등록비 안내
회원구분

사전등록 (10월 12일까지)

당일등록

전문의

60,000원

70,000원

군전문의, 전공의, 특별회원

50,000원

60,000원

비회원

70,000원

80,000원

환영연 참가비

10,000원
(단, 사전등록자에 한함)

■ 사전등록 신청서
소속(병원명)
연락처
회원구분

전문의번호/
전공의(년차)

등록자 성명

환영연 참석여부
(O,X)

총입금액

입금자명

※회원구분란은 전문의, 군전문의, 전공의, 특별회원, 비회원 中 택1 하시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로납부와 무통장 입금을 하실 때에는 성명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성명으로의 입금이 아닐 경우 입금자를 꼭 기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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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지로/무통장/카드)

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구연 및 포스터 발표 안내사항

� 추계학술대회의 슬라이드는 10월 13일(금)까지 학회 홈페이지의 추계학술대회 배너를 클릭하신 후 강의 파일 등록을
클릭하고 업로드 해주십시오.
� 예년과 같이 추계학술대회의 슬라이드는 책자로 제작되지 않습니다.
� 학술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하실 슬라이드는 발표 당일 반드시 USB저장장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연 발표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미리 공지한 바와 같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구연 발표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발표 7일 전까지 초록을
담당 좌장 선생님께 보내 드려야 합니다.

포스터 전시 및 발표
1. 포스터 전시장소 : 1층 이벤트홀
※ 발표 시간 : 발표자는 발표시간에 자신의 포스터 앞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포스터 A01-A162>

전 시 : 10월 19일 (목) 09:00~16:00
발 표 : 10월 19일 (목) 13:00~14:30
<포스터 B01-B160> 전 시 : 10월 20일 (금) 09:00~16:00
발 표 : 10월 20일 (금) 13:00~14:30

2. 우수포스터의 시상식은 별도로 없으며 해당 포스터에 리본으로 표시합니다.
우수포스터 발표자에게는 상금 10만원과 증서가 수여됩니다.
3. 포스터 규격
가로 90cm×세로 150cm를 표준 크기로 합니다. 이보다 조금 작거나 커도 무방합니다.
단, 포스터당 전시용 판넬의 크기가 가로 100cm×세로 240cm이므로 이 크기를 넘어서면 안됩니다.

4. 포스터 부착 방법
부착 시 본인의 발표일자와 번호를 확인하신 후 부착하셔야 하며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압정이나 양면테이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부착용 테이프 및 가위는 다른 분들을 위하여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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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10월 19일(목)
Time

국제회의장 A

국제회의장 B

엘리제

글로리아

신체질환과 우울증

New Insight for
Mood Stablization

전공의 구연 1

대한신경정신의학
연구재단 연구기금
수상논문 구연

영어 구연 1

Optimal Diagnosis
Procedures for
ADHD

신경정신과 의사의
윤리 및 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

Plenary Session 1
From Bench to
Bedside :
Recent Advances in
Molecular Imaging
of Schizophrenia
(Anissa AbiDargham)

09:30 ~10:20

10:30 ~12:00

코스모스

정신치료에서 중립성의
임상실제

정신분열병의
사회인지

ISS-1
ISS-2
ISS-3
Contemporary
New Paradigm in
Managing
Pharmacotherapies
the Treatment of
Psychiatric Illness :
12:10 ~13:00 for Major Depressive Schizophrenia : from
Time to Raise
(중식 포함)
Disorder : a Focus Acute to Long-term
Expectation
on Bupropion
Management
(아스트라제네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주)한국얀센)

13:10 ~14:30

14:40 ~16:10

포스터 발표 (1층 이벤트홀)

치료환경별 알코올
중독 치료의 이론과
실제

프로이트 탄생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강박장애 환자에 대한
정신분석의 현재와
근거중심 약물치료
미래
Culture Lecture
레바논 전쟁과 이슬람
문화의 새로운 이해
(이희수)

16:20 ~17:50

18:00 ~18:30
18:30 ~

10

총회
환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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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일정표

10월 19일(목)
Time

국제회의장 A

코스모스

엘리제

글로리아

Plenary Session 2
세로토닌과 생활
(이시형)

09:30 ~10:20

10:30 ~12:00

국제회의장 B

Special Lecture 1
Metals in
Transformation of
프로이트 탄생 150주년
Alzheimer’
s Disease
다양한 원인의 불면증 Traumatic Memories
기념 심포지엄 :
(고재영)
in PTSD
프로이트와 현대사회

전공의 구연 2

ISS-5
Clinical Data
ISS-4
Setting the New Everyday Challenge :
12:10 ~13:00
Interim Analysis of
Standard for
(중식 포함)
Multi-center Study
Depression
with Aripiprazole in
Treatment
Korea
(한국룬드벡(주)-환인제약)
(한국오츠카제약(주))
포스터 발표 (1층 이벤트홀)

13:10 ~14:30

14:40 ~16:10

16:20 ~17:50

Special Lecture 2
명상과 정신의학
(최훈동)

양극성장애, 최근의
진보는 임상적 의의를
지니는가?

치매진단을 위한
검사의 표준안 및
타당성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뇌파의 중요성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진화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기획, 실행 및 평가

How does an
Approach of
정신의료기관에서
Pharmacogenomics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Contribute to Apply
사례와 그 대책
in Psychiatric
Disorder

영어 구연 2

“급여체계의
현황과 대책”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전반에 대하여

포스터 전시시간 및 발표시간
포스터 전시시간

포스터 발표시간

10월 19일(A01-A162)

09:00 ~16:00

13:00 ~14:30

10월 20일(B01-B160)

09:00 ~16:00

13:00 ~14:30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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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10월 19일(목) 오전
국제회의장 B

Plenary Session 1

사회 : 권준수(학술이사) / 좌장 : 김창윤 (울산의대)

09:30-10:20 From Bench to Bedside : Recent Advances in Molecular Imaging of Schizophrenia
Anissa Abi-Dargham(Professor of Psychiatry, Columbia University, USA)

국제회의장 A

Symposium 1

사회 : 홍경수(성균관의대) / 좌장 : 김현우(단국의대)

정신분열병의 사회인지
10:30-10:50
10:50-11:10
11:10-11:30
11:30-11:50
11:50-12:00

사회인지의 개념과 측정
사회인지의 생물학적 기반
정서와 마음추론에 관한 fMRI 연구
가상현실을 이용한 사회기술훈련의 효용성
질의응답

국제회의장 B

Symposium 2

고진경(대전을지대)
강웅구(서울의대)
김지웅(건양의대)
김재진(연세의대)

사회 : 강철중(부산의대) / 좌장 : 백영석(원광의대)

정신치료에서 중립성의 임상실제
10:30-11:00 사례 1 :“그저 가만히 있어도 편하다”
최태진(최태진신경정신과의원)
11:00-11:30 사례 2 :“주려고도 안 하고 안 주려고도 안 하고”
심상호(검단신경정신과의원)
11:30-11:50 지정토론
이병욱(한림의대), 박 신(백상신경정신과의원)
이범용(이범용신경정신과의원), 허찬희(밝은신경정신과의원)
11:50-12:0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이동식(동북신경정신과의원), 허찬희(밝은신경정신과의원)

코스모스

Symposium 3

사회 : 이상열 (원광의대) / 좌장 : 조숙행 (고려의대)

뇌졸중과 우울증
심장질환과 우울증
암과 우울증
치매와 우울증
질문 및 토론

김재민(전남의대)
김상헌(경북의대)
이상열(원광의대)
신일선(전남의대)

Symposium 4

사회 : 조현상(연세의대) / 좌장 : 강병조(경북의대)

신체질환과 우울증
10:30-10:50
10:50-11:10
11:10-11:30
11:30-11:50
11:50-12:00

엘리제

New Insight for Mood Stablization
10:30-10:50 Inositol depletion theory of bipolar disorder
10:50-11:10 The involvement of glycogen synthase kinase 3 (GSK3) in the pathology
and treatment of bipolar disorder
11:10-11:30 Neurotropin hypothesis of depression : CREB-BDNF-TrkB pathway
11:30-11:50 Existing mood stabilizers for clinical application
11:50-12:00 질문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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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원(동국의대)
노명선(축령복음병원)
김영훈(인제의대)
정상근(전북의대)

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심포지엄
10월 19일(목) 오후
국제회의장 A

ISS-1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사회 : 강철중(부산의대) / 좌장 : 이 철(가톨릭의대)

Contemporary Pharmacotherapies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 a Focus on Bupropion
12:10-12:35 Contemporary pharmacotherapies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 a focus on bupropion
James Jefferson(University of Winsconsin, USA)
12:35-13:00 New augmentation strategies in depression for better outcomes
홍진표(울산의대)

국제회의장 B

ISS-2 (주)한국얀센

사회 : 전덕인(한림의대) / 좌장 : 정영조(인제의대)

New Paradigm in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 from Acute to Long-term Management
12:10-12:35 New treatment paradigm for acute symptom
management
12:35-13:00 Pursuing higher goal of long-term treatment

코스모스

ISS-3 아스트라제네카

Daisuke Fujisawa(Keio university, Japan)
김창윤(울산의대)

사회 : 채정호(가톨릭의대) / 좌장 : 김영훈(인제의대)

Managing Psychiatric Illness : Time to Raise Expectation
12:10-12:35 Quetiapine in the acute and maintenance treatment
of schizophrenia
Ichiro Kusumi(Hokkaido University, Japan)
12:35-13:00 The Korean data of quetiapine in bipolar disorder
박원명(가톨릭의대)

국제회의장 A

Symposium 5

사회 : 김재원(서울의대) / 좌장 : 오동열(관동의대)

치료환경별 알코올 중독 치료의 이론과 실제
14:40-15:05 대학병원 및 외래 환경에서의 치료 이론과 실제
-Brenda 치료와 관련하여
15:05-15:30 입원실 갖춘 의료 환경에서의 치료 이론과 실제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하여
15:30-15:55 정신병원환경에서의 치료 이론과 실제
- 치료의 기본적 작업과 정신치료와 관련하여
15:55-16:10 질문 및 토론

국제회의장 B

Symposium 6

김성곤(부산의대)
성상경(성상경신경정신과의원)
한우상(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사회 : 강철중(부산의대) / 좌장 : 황익근(전북의대)

프로이트 탄생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정신분석의 현재와 미래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00
16:00-16:10

프로이트 생애와 그 시대 사회, 문화적 배경
정신분석이론과 기법의 발전 :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과기법의발전: 프로이트그이후
정신분석가의 길
자유토론

이무석(전남의대)
유재학(건국의대)
정도언(서울의대)
홍택유(홍신경정신과)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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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코스모스

Symposium 7

사회 : 오강섭(성균관의대) / 좌장 : 김찬형(연세의대)

강박장애 환자에 대한 근거중심 약물치료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00
16:00-16:10

엘리제

강박장애 병태생리 연구의 최신 지견
세로토닌 이외의 신경전달물질과 강박장애의 관련성
가상 현실의 치료적 적용과 한계
수술적 치료 방법 어디까지 가능한가?
질문 및 토론

연구재단발표

하태현 (서울의대)
양종철 (전남의대)
차경렬 (연세의대)
김세주 (연세의대)

사회 : 홍경수(성균관의대) / 좌장 : 조맹제(서울의대)

대한신경정신의학 연구재단 연구기금 수상논문 구연
14:40-14:55 림프구 모델을 이용한 알쯔하이머병의 신경생물학적 표지자 개발연구
김도관(성균관의대)
14:55-15:10 Regional atrophy in Alzheimer’s disease measured by Voxel Based Morphometry
and comparison of hippocampal atrophy with manual ROI volumetry
이창욱(가톨릭의대)
15:10-15:25 정신분열병 및 일차 친족의 얼굴 인지의 기능적 뇌자기공명영상 소견
최경숙(을지의대)
15:25-15:40 소아기 불안장애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송동호(연세의대)
15:40-15:55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서 틱 장애 동반 여부에 따른 확산 텐서 영상 비교 연구 최지욱(가톨릭의대)
15:55-16:10 한국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평가 척도의 표준화
우종민(인제의대)

코스모스

문화강좌

사회 : 권준수(서울의대) / 좌장 : 장환일(경희의대)

16:20-17:20 레바논 전쟁과 이슬람 문화의 새로운 이해

엘리제

Symposium 8

이희수(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사회 : 김붕년(서울의대) / 좌장 : 홍성도(성균관의대)

Optimal Diagnosis Procedures for ADHD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7:50

글로리아

정신의학적 진단 절차
동시이환 질환의 평가
심리학 및 의학적 평가
성인 ADHD의 진단
질문 및 토론

공청회 1

이소영(순천향의대)
정유숙(성균관의대)
김붕년(서울의대)
김지훈(부산의대)

사회 : 오강섭(성균관의대) / 좌장 : 김이영(동국의대), 박민철(원광의대)

신경정신과 의사의 윤리 및 윤리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
16:30-17:30 신경정신과 의사의 윤리헌장
17:30-18:00 패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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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임기영(아주의대)
전우택(연세의대), 임효덕(경북의대), 이수정(가톨릭의대)

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심포지엄
10월 20일(금) 오전
국제회의장 B

Plenary Session 2

사회 : 김성윤(울산의대) / 좌장 : 조수철(서울의대)

09:30-10:20 세로토닌과 생활

국제회의장 A

Special Lecture 1

이시형(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사회 : 김성윤(울산의대) / 좌장 : 김학렬(조선의대)

10:30-11:30 Metals in Alzheimer’s Disease

국제회의장 B

Symposium 9

고재영 (울산의대 신경과)

사회 : 이준영(서울의대) / 좌장 : 민성길(연세의대)

프로이트 탄생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 : 프로이트와 현대사회
10:30-10:55
10:55-11:20
11:20-11:45
11:45-12:00

코스모스

정신분석과 신경과학
정신분석과 현대 철학과 미학
정신분석과 종교
질문 및 토론

Symposium 10

유범희(성균관의대)
여인석(연세의대)
전우택(연세의대)

사회 : 조현상(연세의대) / 좌장 : 윤진상(전남의대)

다양한 원인의 불면증
10:30-10:50
10:50-11:10
11:10-11:30
11:30-11:50
11:50-12:00

엘리제

불면증의 개요와 정신생리적 불면증
수면호흡장애가 원인인 불면증
RLS원인의 불면증
일주기 리듬원인의 불면증
질문 및 토론
Symposium 11

홍승철(가톨릭의대)
윤인영(서울의대)
이헌정(고려의대)
박두흠(건국의대)

사회 : 채정호(가톨릭의대) / 좌장 : 김승현(고려의대)

Transformation of Traumatic Memories in PTSD
10:30-10:55
10:55-11:20
11:20-11:45
11:45-12:00

PTSD and posttraumatic growth
Phenomenological evidence for transformation of traumatic memories
Biological evidence for transformation of traumatic memories
Discussion

김교헌(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홍석(가톨릭의대)
이상규(한림의대)

10월 20일(금) 오후
국제회의장 A

ISS-4 한국룬드벡(주)-환인제약

사회 : 조현상(연세의대) / 좌장 : 백인호(가톨릭의대)

Setting the New Standard for Depression Treatment
12:10-12:35 Escitalopram - a unique mechanism of action
Bjarke Ebert(Danish University of Pharmaceutical sciences, Denmark)
12:35-13:00 Escitalopram - from clinical trials to clinical practice
김찬형(연세의대)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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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국제회의장 B

ISS-5 한국오츠카제약(주)

사회 : 이상열(원광의대) / 좌장 : 김용식(서울의대)

Clinical Data Everyday Challenge : Interim Analysis of Multi-center Study with Aripiprazole in Korea
12:10-12:25 Study of aripiprazole efficacy and safety in the acute psychosis
treatment of schizophrenia (APLUS)
12:25-13:00 Switching to aripiprazole study in stable outpatients with schizophrenia (SWAT)

국제회의장 A

Special Lecture 2

좌장 : 이상열(원광의대) / 좌장 : 정성덕(한국영성상담연구원)

14:40-15:40 명상과 정신의학

국제회의장 B

Symposium 12

권준수(서울의대)
김창윤(울산의대)

최훈동(한별정신병원)
사회 : 김성윤(울산의대) / 좌장 : 정한용(순천향의대)

치매진단을 위한 검사의 표준안 및 타당성
14:40-15:05
15:05-15:30
15:30-15:55
15:55-16:10

코스모스

치매의 조기진단과 선별검사
치매의 진단과 포괄적 신경심리검사 및 진단기준
치매의 진단과 생물학적 검사 및 가족보고형 선별검사
질문 및 토론
Symposium 13

유승호(건국의대)
이동우(인제의대)
이강준(인제의대)

사회 : 이유상(용인정신병원) / 좌장 : 홍강의(서울의대)

정신의학의 입장에서 진화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00
16:00-16:10

엘리제

진화론적 입장에서 본 뇌∙의식∙자아
뇌의 진화
진화심리학의 역사 및 개념
진화심리학적 입장에서 본 정신질환
질문 및 토론
Symposium 14

한정선(감리교 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박종한(대구 가톨릭의대)
주명진(형주병원)
백기청(단국의대)

사회 : 이준영(서울의대) / 좌장 : 황태연(용인정신병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기획, 실행 및 평가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10

국제회의장 A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권의정(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실행을 위한 네트워킹
전성일(전성일신경정신과의원, 노원구정신보건센터장)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평가
서동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무국장)
지정 토론
이상열(원광의대), 김영훈(인제의대), 김은경(대구대동병원)
Symposium 15

사회 : 전덕인(한림의대) / 좌장 : 박원명(가톨릭의대)

양극성장애, 최근의 진보는 임상적 의의를 지니는가?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7:50

16

생물학적 지식의 진보는 치료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개념의 확장은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소아청소년에서의 진단 및 조기진단은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약물의 다양성이 치료 결과에 어떤 개선을 가져 왔는가
질문 및 토론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주연호(울산의대)
하규섭(서울의대)
천근아(관동의대)
전덕인(한림의대)

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심포지엄

국제회의장 B

Symposium 16

사회 : 채정호(가톨릭의대) / 좌장 : 김성윤(아산의대)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뇌파의 중요성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7:50

코스모스

정량화 뇌파의 정신과적 적용
뇌파를 이용한 뇌영상기법의 정신과적 적용
뇌파 비선형 분석의 정신과적 적용
뇌파 자료 분석의 바이오시스템적 접근
질문 및 토론
Symposium 17

이준석(관동의대)
이승환(인제의대)
채정호(가톨릭의대)
정재승(카이스트)

사회 : 이준영(서울의대) / 좌장 : 정영조(인제의대)

How does an Approach of Pharmacogenomics Contribute to Apply in Psychiatric Disorder
16:20-16:40 Construction of genomic profile which effective on biological response
of psychiatric therapeutics using by human cDNA microarray
16:40-17:00 Pharmacogenomics of antipsychotics
17:00-17:20 Pharmacogenetic approach to the clinical outcome of mood stabilizer
and clozapine
17:20-17:40 Pharmacogenetics and the clinical outcomes in the treatmen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17:40-17:50 질문 및 토론

엘리제

Symposium 18

김명곤(고려의대)
전태연(가톨릭의대)
김용식(서울의대)
이민수(고려의대)

사회 : 김붕년(서울의대) / 좌장 : 박용천(한양의대)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사례와 그 대책
16:20-16:45
16:45-17:10
17:10-17:35
17:35-17:50

글로리아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
백선익(국가인권위원회)
정신과 진료 행위와 인권 보호의 딜레마
권정화(시립은평병원)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대책과 정신보건법
김진학(국립서울병원)
질문 및 토론
이영문(아주의대), 서현수(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2

사회 : 김재원(서울의대) / 좌장 : 정인과(고려의대)

“급여 체계의 현황과 대책”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전반에 대하여
16:20-16:40 급여 체계의 현황
16:40-17:10 문제점과 방향 제시
보험체계와 약물치료
보험체계와 정신요법들
보험체계와 심리 인지검사들
보험체계와 의원에서의 제안
17:10-17:20 질문 및 토론
17:20-17:40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제의 실태와 문제
17:40-18:00 정신과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18:00-18:10 질문 및 토론
18:10-18:20 2006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에 대한 보고

한창환(보험이사)
최종혁(국립의료원)
백기청(단국의대)
이중서(한림의대)
이성주(이성주신경정신과의원)
김경승(마더스병원)
서동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험위원회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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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
10월 19일(목)
글로리아

전공의 구연 1

사회 : 오강섭(성균관의대) / 좌장 : 이영식(중앙의대)

10:30-10:43
10:43-10:56
10:56-11:09
11:09-11:22
11:22-11:35

Cross-cultural validation of the Beck Cognitive Insight Scale in Korea
조증 삽화로 입원했던 환자에서 혼재성 삽화 가능성의 재평가 : 다기관확장연구
월경전불쾌기분장애의 유병률과 관련인자
일 대학병원 폐쇄병동 환자의 처치율과 기후요소와의 관계
Comorbid obsessive compulsive symptom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 interrelation with psychopathology,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11:35-11:48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ived need and use of child mental
health service in 9-12 year-old Korean Children
11:48-12:00 비디오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관계사고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예비연구

글로리아

영어구연 1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김지영(인하의대)
김현정(아주의대)
최슬기(연세의대)

사회 : 전덕인(한림의대) / 좌장 : 이정희(강원의대)

14:40-14:55 Prodromal period may b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airment
in 1st episode psychosis
14:55-15:10 Interactions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susceptibility
genes (5-HTTLPR s/l and BDNF val66met) in late-life depression
15:10-15:25 Changes of prescription patterns in inpatients with bipolar I disorder : 2001-2005
15:25-15:40 Monoamine transporter gene polymorphisms and antidepressant
response in Koreans with late-life depression
15:40-15:55 Increased diffusivity in superior temporal gyrus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 a diffusion tensor imaging study
15:55-16:10 Subcortical white matter changes of the brain MRI in geriatric
depression and dementia patients

18

김현정(국립서울병원)
김경란(연세의대)
김선영(전남의대)
홍정완(원광의대)

김수인(이화의대)
김재민(전남의대)
김은주(연세의대)
김혜란(성균관의대)
이강욱 (강원의대)
김성윤 (울산의대)

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구연
10월 20일(금)
글로리아

전공의 구연 2

사회 : 이유상(용인정신병원) / 좌장 : 이유상(용인정신병원)

10:30-10:45 출생 전의 nitric oxide synthase inhibitor 노출이 출생 후의 성체 흰쥐에서
강제수영 시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10:45-11:00 몰입적 가상 환경에서 니코틴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거리에 미치는 영향 : 예비연구
11:00-11:15 The impact of hot food preferences on naltrexone’s effects
on subjective acute alcohol’s effects in social drinkers
11:15-11:30 Quantitative EEG and low resolution brain electromagnetic
tomography(LORETA) imaging of Alzheimer’s disease
11:30-11:45 Gene expression profiles of sleep deprivation in the rat pineal gland
11:45-12:00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 MCI)에서의 인지 기능과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

글로리아

영어구연 2

박숙현 (부산의대)
김어수(연세의대)
정희정(부산의대)
정형태(인제의대)
박준헌(경희의대)
최순호(울산의대)

사회 : 김붕년(서울의대) / 좌장 : 한진희(가톨릭의대)

14:40-14:55 What depressive symptoms are associated with help-seeking
behavior and perceived need for mental health treatment?
14:55-15:10 Impact of mother’s depression on children’s psychopathology
according to children’s age and gender
15:10-15:25 Measurement of serum homocysteine in Korean patients
with Alzheimer’s dementia
15:25-15:40 Biological marker that predict the treatment responder
in panic disorder after 12 weeks paroxetine treatment
15:40-15:55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markers for atherosclerosis in Hwa-byung clinic patients

최 솔(아주의대)
김현정(아주의대)
전진숙(고신의대)
이인수(성균관의대)
백경원(이화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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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10월 19일(목) A01-A162

전 시 : 09:00-16:00�발 표 : 13:00-14:30�장소 : 이벤트 홀

정신분열병
A01

정신증 환자에서의 CAGE를 이용한 알코올 선별검사의 유용성

김진훈 (국립서울병원)

A02

한국어판 양성 및 음성 증후군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김진훈 (국립서울병원)

A03

Nottingham onset schedule-DUP version (NOS-DUP)의 한국어판 개발과 이의 필요성

김건곤 (국립서울병원)

A04

사례 보고 : 섬망 이후에 증상의 호전을 보인 치료 저항성 정신분열병 환자 2예

김설연 (국립서울병원)

A05

정신분열병 일차가족의 기질성격특성 : 성별, 나이, 교육 수준을 맞춘 일반대조군과 비교 연구 권오향 (국립서울병원)

A06

증상의 관해기에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주관적인 병식과 얼굴표정인식과의 관련성

김진훈 (국립서울병원)

A07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재발까지의 기간 : 생존분석연구

김진훈 (국립서울병원)

A08

치료 저항성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고용량의 클로자핀의 투여 결과

김진훈 (국립서울병원)

A09

임상적으로 흔히 시행되는 연구과제에 따른 정신분열병 환자의 연구에 대한
생각과 이해 정도

김진훈 (국립서울병원)

A10

정신분열병 환자에서의 니코틴 중독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

설재훈 (국립서울병원)

A11

The effectiveness of a psychosocial intervention program in schizophrenia
receiving long acting injectable risperidone : a short-term preliminary study

A12

김용우 (포천중문의대)

PUBMED/MEDLINE 데이터베이스의 연도별 분석을 통해 바라본 정신분열병 관련
연구주제의 시대적 변천

정성훈 (동국의대)

A13

An MRI study of dorsal midbrain morphology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강도형 (서울의대)

A14

Effects of smoking cessation on psychotic symptoms in femal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15

Heat Shock Protein 70(HSP70) gene polymorphism in schizophrenic patients

A16

유전적 연합 연구에서 진단을 얼마나 정확히 하여야 하는가? - 잘못된 진단이 포함된

A17

Characterization of decision-making deficit in schizophrenia :

환자-대조군 연합연구에서의 파워와 표본수 분석
hypersensitivity to reward
A18

정신분열병 환자의 시계그리기검사 수행

오채근 (국립춘천병원)
이대호 (충남의대)
정성훈 (동국의대)
김양태 (국립부곡병원)
이현수 (고려의대)

A19

정신분열병 환자들과 일차가족들의 마음이론 능력 결함

이정임 (인제의대)

A20

정신분열병 환자의 인지기능 상태

이귀행 (원광의대)

A21

Is it true that the epidermal growth factor A61G polymorphism is associated
with the age at onset in male schizophrenia?

A22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마음이론에 대한 신경심리학적 연구

A23

정신분열병의 임상적 고위험군의 특징 ‘서울청년클리닉’
:
의 자연 추적 관찰 예비연구

A24

Potential vulnerability markers of affective domain in subjects at genetic
and clinical high risk for schizophrenia

이규영 (서울의대)
허두호 (국립부곡병원)
유소영 (서울의대)
이승재 (서울의대)

기분장애
A25

20

A comparison of fractal analysis of resting EEG in depressed out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이준석 (관동의대)

A26

가상현실을 통해 본 양극성 조증 환자의 대인행동 특성

김어수 (연세의대)

A27

양극성 장애에서 자살기도 과거력과 그 임상 특성 : 최근 5년간의 입원기록 조사

유 빈 (연세의대)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포스터
A28

4개 병원에 입원한 양극성 장애 환자의 임상적 특성

김윤기 (연세의대)

A29

주요 우울증 환자에서 정량화 뇌파 소견

정경희 (계요병원)

A30

Plasma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as a candidate bio-marker
of the neuroplastic changes related with fluoxetine administration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황태영 (성균관의대)

A31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환자의 진단과 항정신병 약물의 사용

김택수 (연세의대)

A32

우울증 환자에서 불안 증상이 뇌파의 알파 비대칭(alpha asymmetry)에 미치는 영향

소윤섭 (관동의대)

A33

Increased amygdala response to anger facial expressions in patients
with Hwa-Byung : an fMRI study

A34

함병주 (한림의대)

The neural substrates of affective processing toward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e picture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함병주 (한림의대)

A35

양극성 I형 및 II형 장애에서의 신경인지기능 이상

A36

17 항목 해밀턴 우울증상 평가척도의 3요소 구조 모형 : 신뢰도와 타당도

박이진 (가톨릭의대)

백혜경 (서울의대)

A37

Cortisol, CD19, and CD56 cell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박이진 (가톨릭의대)

A38

Early onset of bipolar I disorder patients predicts poor prognosis :
a prospective 1-year follow-up study

나경세 (고려의대)

A39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2006 : 조증 삽화

신영철 (성균관의대)

A40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2006 : 우울증 삽화

민경준 (중앙의대)

A41

한국형 양극성 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2006 : 급속순환형

전덕인 (한림의대)

A42

양극성 장애 환자의 내과적 동반질환 및 입원 시 검사 이상 소견

최 강 (한림의대)

A43

Biological markers of suicidal behavior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김용구 (고려의대)

A44

Plasma levels of nitric oxide metabolites in patients with postpartum depression

이분희 (고려의대)

A45

양극성 장애 환자에게 항우울제 투여 후 6개월 동안의 치료 효과에 대한 후향적 연구

강시현 (울산의대)

A46

우울증 환자에서 항우울제 치료반응 예측인자로서의 BDNF 혈중농도

이화영 (고려의대)

A47

‘2006 익산시 건강 지킴이 행사’참가자들의 우울증 유병률

A48

우울증 환자에서 장기간 항우울제 투여가 전사요소 CREB 변화 및

A49

DSM-IV에 의한 양극성 장애의 진단적 안정성

신호전달계 세포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지혜 (원광의대)
임신원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우영섭 (가톨릭의대)

노인정신의학
A50

Persistent mild cognitive impairment in geriatric depression

A51

Neuropsychological tests that accurately discriminate the preclinical

이정식 (용인정신병원)

Alzheimer’
s disease

안인숙 (성균관의대)

A52

Cell cycle kinesis in peripheral lymphocytes of patients with Alzheimer’
s disease

송미선 (성균관의대)

A53

한국판기억평가검사(K-MAS)의 치매 진단 변별도 2006

이현수 (고려의대)

A54

K-DRS-98을 이용한 섬망 아형(과활동형 대 저활동형)의 비교

윤지영 (충남의대)

A55

치매환자의 부양자 우울증상에 대한 예측인자에 대한 연구

이동우 (인제의대)

A56

알쯔하이머병 환자 림프구에서의 세포주기조절 단백질 발현양상에 관한 연구

A57

방종양성 변연계 뇌염에 의한 치매환자 증례 1예

A58

노인에서 ApoE 유전자형이 영양위험도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홍창형 (연세의대)

A59

노인인구에서 ApoE 유전자형에 따른 머리둘레와 인지기능 간의 연관성

김경란 (연세의대)

정재원 (성균관의대)
이태영 (서울보훈병원)

www.knpa.or.kr

2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A60

정상군, 경도인지장애, 혈관성경도인지장애 및 알쯔하이머병환자에의
혈장 열충격 단백질(heat shock protein) 항체의 변화

홍창형 (연세의대)

A61

노인에서 대사증후군 및 하부진단요소와 신경심리검사와의 관계

홍창형 (연세의대)

A62

노인에서 대사증후군 및 하부진단요소와 우울점수(K-SFGDS)와의 관계

홍창형 (연세의대)

A63

노인에서 ApoE 유전자형이 흡연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A64

문헌 고찰을 통해서 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형성

A65

Increased expression of cell cycle regulatory proteins in peripheral

이강수 (연세의대)
박종한 (대구가톨릭의대)

lymphocytes of patients with Alzheimer’
s disease
A66

이영민 (성균관의대)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는 경도인지장애(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의
신경심리학적 특징

A67

윤지혜 (성균관의대)

Long-term clinical efficacy and safety of galantamine in the treatment
of Alzheimer’
s disease

A68

하준명 (성균관의대)

Amisulpride versus risperidone treatment for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patients with dementia of the Alzheimer’
s type :
a randomized, open prospective study

A69

임현국 (가톨릭의대)

지역사회 거주 치매환자에서 한국판 삶의 질-알쯔하이머병 척도에 관한 예비연구

신일선 (전남의대)

물질장애
A70

한국어판 개정된 자기보고식 알코올리즘 선별검사(SAAST-R : Revision of the
self- administered alcoholism screening test)의 개발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

A71

and associated behavioral problems in gambling industry employees
A72

Gender difference in clinical characteristics of alcohol dependence

A73

Increased plasma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levels after

이학승 (국립서울병원)
이 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unaided smoking cessation

김태석 (가톨릭의대)

A74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양가정서자극 및 중립정서자극 처리의 특성

정영철 (연세의대)

A75

Shape deformity of anterior insula in alcohol dependence

정영철 (연세의대)

A76

Factors affecting normalization of carbohydrate-deficient transferrin after
4 weeks of abstinence from alcohol dependence

A77

변정현 (한림의대)

한국인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μ아편계 수용체의 유전자 다형성과
naltrexone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김성곤 (부산의대)

A78

24주간 추적하는 임상 연구에서 한국인 남자 알코올 의존 환자의 비재발률

김성곤 (부산의대)

A79

한국인 알코올 의존 환자의 24주 추적 임상 연구를 통한 재발 예측인자의 규명

김성곤 (부산의대)

A80

한국인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알코올 관련 문제 발생 시기의 남녀간 차이

김성곤 (부산의대)

A81

여성 알코올 의존과 μ아편계 수용체 유전자형과의 연관 연구

김성곤 (부산의대)

A82

Genetic polymorphism of alcohol metabolizing enzymes, CYP2E1,
in Korean male and female alcoholics

김성곤 (부산의대)

A83

일 산촌 지역사회의 알코올 관련 8년간 사망률

김태희 (연세의대)

A84

조발성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의 ADH1B, ALDH2, NQO2 유전자 다형성

윤성구 (중앙의대)

A85

In vivo evidence of brain damage in patients associated
with chronic alcoho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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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 (국립서울병원)

A study of social attitudes and prevalence about pathological gambling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김대진 (가톨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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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A86

흡연하는 근로자에서 니코틴 갈망과 관련된 요인

최호진 (을지의대)

A87

일 중소도시 대학생들의 음주 실태에 대한 연구

윤정흠 (원광의대)

A88

Identification of alcohol dependence susceptibility loci :
whole genome scanning using 10K SNP microarray and DNA pooling

A89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재입원과 단주프로그램 수행 및 임상특성

A90

Association study of melanocortin receptor gene polymorphism

A91

박정현 (부산의대)
배성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in alcohol dependence

박진경 (경희의대)

일 대학병원 직원의 알코올 의존, 음주량과 니코틴 의존과의 관계

진세영 (연세의대)

A92

Increased leptin and decreased ghrelin level after smoking cessation

A93

Genetic polymorphism of a 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s in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in Korean alcoholics

김대진 (가톨릭의대)
이해국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정신의학
A94

Association study of the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alpha
4 subunit gene, CHRNA4, i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95

이종훈 (대구가톨릭의대)

Association study of the brain-derived neurotropic factor (BDNF) gene
in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96

Three months follow-up study of OROS-MPH open trial -Multi-Site Study-

A97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health risk-taking
behaviors i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이종훈 (대구가톨릭의대)
조지현 (한양의대)
조재일 (한양의대)

A98

DSM-IV ADHD의 진단적 절차 : 편만성과 장해를 중심으로

A99

Bullying and inattention-hyperactivity in South Korean middle schools

A100

경련성 질환 환아의 기질 및 성격 특성

박수빈 (울산의대)

A101

경련성 질환 환아에서 동반된 정신병리의 양상과 위험인자

왕희령 (울산의대)

A102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DAO, DAOA 유전자 다형성 관련성 연구

정석훈 (서울의대)

A103

5-HTT genotype and social intent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in Korean populations

A104
A105

이소영 (순천향의대)
양수진 (전남의대)

유희정 (서울의대)

한국인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glutamate receptor, ionotropic,
N-methyl-D-aspartate 2B (GRIN2B) 유전자 다형성-가족기반 연구

조인희 (가천의대)

한국인 자폐스펙트럼장애와 TDO2 유전자 다형성과의 관련성-가족기반 연구

김순애 (을지의대)

A106

가정환경이 인터넷 중독과 정신증상에 미치는 영향

A107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이 소아의 수면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웅장 (전남의대)

A108

필리핀 레이터섬 산사태로 가족을 상실한 아동,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A109

Auditory and visual P300 correlation in intellecutally impaired children with ADHD

박이진 (가톨릭의대)

A110

성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통념 수용도를 교정하는 집단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소형석 (연세의대)

A111

뚜렛 장애 아동의 인지 및 행동적 특성

황선희 (한림의대)

A112

Methylphenidate와 bupropion약물치료에 따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심세훈 (순천향의대)
정철호 (계명의대)

혈중 DHEA-S, cortisol 농도 변화의 비교

이문수 (고려의대)

A113

뚜렛 장애환자에서 전조 감각 증상에 관한 연구

최 강 (한림의대)

A114

아스퍼거장애 환아를 위한 사회-인지 증진 집단치료의 개발과 예비적 효과

신원철 (연세의대)

A115

만성 항공기 소음 노출과 아동의 수행능력 및 인지기능에 관한 연구

박영현 (단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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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A116

만성 항공기 소음 노출과 아동의 정서 상태 및 행동, 읽기∙어휘 능력에 관한 연구

이우철 (단국의대)

A117

학교폭력,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그리고 집단인지행동치료

김형욱 (예수병원)

A118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아의 우울증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

신동원 (성균관의대)

A119

소아 청소년 간질 환자에서 임상 특성과 집중력 및 행동문제와의 연관성

김의정 (이화의대)

A120

청소년 인터넷중독 하위유형의 특성

A121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의 치료놀이(Theraplay) 사례연구

진혜경 (국립서울병원)

A122

감각 방어가 있는 아동을 위한 작업치료 사례 연구 -Wilbarger Protocol을 중심으로-

진혜경 (국립서울병원)

A123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극복력 유형에 대한 연구

진혜경 (국립서울병원)

A124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놀이(Theraplay)

진혜경 (국립서울병원)

A125

도벽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치료놀이(Theraplay)연구

진혜경 (국립서울병원)

A126

감각 방어 보이는 자폐장애 아동에 대한 감각통합치료 -Wilbarger Protocol을 중심으로-

진혜경 (국립서울병원)

A127

일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및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A128

자폐스펙트럼장애아 모의 MMPI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지각정도에 대한 연구

윤선욱 (국립서울병원)

A129

발달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질

윤선욱 (국립서울병원)

A130

Impairments of emotion recogni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delinquent youths : a preliminary finding

A131

아동의 자기보고 우울과 불안의 예측요인

김동희 (양산병원)

권용실 (가톨릭의대)

권용실 (가톨릭의대)
조선미 (아주의대)

생물정신의학
A132

Association study of dopamine D2 receptor gene polymorphisms
and personality traits in healthy Korean young females

이소희 (국립의료원)

A133

우울증에서 뇌 부위별 활성도의 뇌파 측정

이소희 (국립의료원)

A134

The effect of haloperidol on the activity of PP2A and phosphorylation
of MEK-ERK-p90RSK signal pathway in the rat frontal cortex

A135

주요우울장애 동반 여부에 따른 공황장애 환자와 A2a 아데노신 수용체 1976C>T
유전자 다형성과의 연관 차이

A136

김 원 (인제의대)

Effects of prenatal exposure to nitric oxide synthase inhibitor
on MK-801-elicited behavioral sensitivity in postnatal juvenile rats

박숙현 (부산의대)

A137

경증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우울과 인지기능의 관계

김명헌 (원광의대)

A138

수상 후 10년 된 뇌손상 환자의 인지기능

노승호 (원광의대)

A139

Expressed gene differences on fluoxetine treatment in rat hippocampus

강진경 (단국의대)

A140

Increased plasma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and nerve growth
factor in the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A141

한국 여성에서 5-HTTLPR 유전자 다형성과 성격특성의 연관성

A142

A differential pattern of neural response toward sad and anger
facial expressions in alexithymia

A143

이병철 (한림의대)
이승민 (국립의료원)
함병주 (한림의대)

Influence of serotonin transporter promotor region polymorphism
on neural response toward sad and anger facial expressions

함병주 (한림의대)

A144

알코올 의존 환자의 금단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도파민계 (DRD2, DAT, COMT) 유전자 다형성

김호남 (중앙의대)

A145

한국인 우울 장애 환자에서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의
유전자 다형성과 항우울제의 장기 치료 반응

24

김세현 (서울의대)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구재우 (고려의대)

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포스터
A146

Tryptophan metabolites in major depression : evidence of imbalanced
neuroprotection-neurodegeneration

김용구 (고려의대)

A147

The changes of neurotrophic factors in depressive patients with suicide behavior

김용구 (고려의대)

A148

자살 시도자에서 TGF beta 1의 다형성과 혈중 농도

이화영 (고려의대)

A149

세로토닌 전달체 다형성과 자살

김용구 (고려의대)

A150

CLOCK gene 3111C/T polymorphism is not associated with seasonal
variations in mood and behavior in Korean college students

이헌정 (고려의대)

A151

Period3 gene polymorphism and seasonal variations in mood and behavior

이헌정 (고려의대)

A152

신호전달계 전사요소 CREB을 이용한 우울증 환자의 항우울제 치료 반응성 예측

A153

정신병 동물모델에서의 행동 민감화 유발

A154

Interrelationship between serotonin transporter promoter gene polymorphism,

유경현 (삼성생명과학연구소)
박혜진 (서울의대)

susceptibility to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clinical outcome of citalopram

강이헌 (고려의대)

A155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환자에서 심박동 변이의 차이와 정상 대조군과의 비교

김태현 (한림의대)

A156

The study of G1/S control failure in peripheral lymphocytes from the patients
with Alzheimer’
s disease

A157

권영아 (삼성생명과학연구소)

Biological approaches of sleep-deprivated mouse brain :
using c-DNA microarray and proteomic approach

김종우 (경희의대)

A158

MDR1 polymorphisms and the treatment resposes of venlafaxine

이성희 (연세의대)

A159

Case Report : a Creutzfeldt-Jakob like syndrome due to lithium toxicity

A160

수면제 졸피뎀(Zolpidem)이 알파파에 미치는 영향

A161

Protective effect of haplotype of dysbindin gene (DTNBP1) on

이호상 (성균관의대)
신경철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chromosome 6p22.3 to major depressive disorder
A162

김정진 (가톨릭의대)

Association between 5-HT3A polymorphisms and gastrointestinal side
effects of citalopram in Korea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10월 20일(금) B01-B160

백종우 (고려의대)

전 시 : 09:00-16:00�발 표 : 13:00-14:30�장소 : 이벤트 홀

정신분열병
B01

No associations between schizophrenia and D22S280 marker

B02

정신분열병환자와 일차가족의 안면 표정 인식 능력 (Ability of facial affect

on synapsin III gene in Korean males
perception in schizophrenia patients and their first degree relatives)

이유상 (용인정신병원)
서형석 (인제의대)

B03

한국어판 정신증상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김미경 (양산병원)

B04

정서적 상황에서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감정표현 특성의 측정 :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한 평가

김재진 (연세의대)

B05

가상현실로 평가한 정서적 상황에 따른 정신분열병 환자의 눈맞춤 양상

박준영 (연세의대)

B06

일 대학병원에서 정신분열병 환자의 흡연 특성

손용훈 (원광의대)

B07

정신분열병에서 감정의 차이에 따른 마음추론 관련 뇌활성화의 차이

김소영 (연세의대)

B08

심한 음성증상을 보이는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에 대한 aripiprazole 치험 1예

고효선 (원광의대)

B09

DRD2 gene polymorphism and clozapine-induced changes
of appetite in schizophrenia patients

류승형 (성균관의대)

www.k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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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B10

Differential effects of second generation antipsychotics on three domains
of cognitive functions in schizophrenia patients

남희정 (성균관의대)

B11

Association study of DISC1 and cognitive deficit in schizophrenia

박해정 (성균관의대)

B12

Association of polymorphisms of neuregulin 1 gene with the deficit
of working memory in schizophrenia patients

B13

and SNP assays in multiplex schizophrenia families
B14

박동연 (성균관의대)

Comparison of the linkage results obtained through microsatellite marker
정신분열병 환자를 위한 가상현실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예비적 연구

조은영 (성균관의대)
장희정 (연세의대)

B15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주장 능력에 관한 연구

한지연 (연세의대)

B16

Low concentration of plasma nitric oxide metabolites in schizophrenic patients

이분희 (고려의대)

B17

Impaired concept formation performance in schizophrenia compared
with depression - a preliminary study

전진용 (관동의대)

B18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TGF beta 1과 치료반응

김용구 (고려의대)

B19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BDNF val66met 다형성과 BDNF 혈중 농도

이화영 (고려의대)

B20

DSM-IV에 의한 정신분열병의 진단적 안정성

B21

정신분열병 환자와 건강한 형제군에서 신체미세기형 연구

B22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사성 증후군의 유병률과 대사성 증후군이 신체상 및

전태연 (가톨릭의대)
오홍석 (용인정신병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상열 (원광의대)

B23

최근 발병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정신사회적 기능 : 1년 전향적 추적 관찰 연구

정석훈 (서울의대)

B24

COMT gene haplotypes confer the risk for aggressive behaviors
in schizophrenic patients

B25

홍진표 (울산의대)

Gene-gene interaction between HDAC and TP53 gene in
Korean schizophrenic patients

박진경 (경희의대)

기분장애

26

B26

한국형 양극성장애 약물치료 개정 알고리듬 2006 : 유지치료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B27

급성기 조증에서 Quetiapine 단독요법의 효과와 안전성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B28

Quetiapine 단독요법이 급성기 조증 환자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B29

우울과 관련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PAI 프로파일

B30

Quetiapine 단독요법이 급성기 조증 환자의 수면에 미치는 주관적 효과

오상우 (원광의대)
윤보현 (국립나주병원)

B31

Neuropsychological functioning in bipolar disorder

고진경 (을지의대)

B32

기분증상 평가를 위한 기분기록지의 타당도 예비 연구

최정은 (서울의대)

B33

임상척도를 이용해 조사한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상태요인 및 특성요인

석정호 (한림의대)

B34

유방암 진단 초기에 우울장애를 동반한 환자의 임상적 특성 : 예비분석 결과

B35

주요우울장애에서 치료반응과 임상변인과의 관계

B36

20대 초반 여성의 월경 전 증상 : 월경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조숙행 (고려의대)

B37

[증례보고] 계절성 양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광치료 단독치료에 대한 증례

정현강 (고려의대)

B38

신체증상을 동반한 정신과적 질환에서 Venlafaxine ER의 유지치료효과에 대한 연구

B39

젊은 여자대학생에서의 월경전불쾌기분장애/ 월경전증후군의 유병률과 기능장애

B40

양극성 우울증에서 유지치료의 효과 비교

서호준 (가톨릭의대)

B41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의 주 삽화와 임상양상 간의 연관성

서호준 (가톨릭의대)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석정호 (한림의대)
이상혁 (포천중문의대)

서호준 (가톨릭의대)
조숙행 (고려의대)

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포스터
B42

자살시도 환자에서 지속적인 정신과적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B43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주관적 안녕감

민경준 (중앙의대)

B44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2006 (I) : 정신병적 양상이 없는 주요우울장애

서정석 (건국의대)

B45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2006 (II) :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

석정호 (한림의대)

B46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2006 (III) : 임상양상 및 부작용에 따른
항우울제의 선택

서호준 (가톨릭의대)

송해철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B47

한국형 우울장애 약물치료 알고리듬 2006 (IV) : 여성 우울장애

B48

주요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의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교연구 :
2개 대학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preliminary study

백종우 (고려의대)

B49

치료를 결심한 증상에 따른 우울증 환자의 정신과 내원까지의 시간과 방문기간의 차이

백종우 (고려의대)

B50

국내 우울증 진료현황조사-대학병원 환자 대상 1차연구

한창수 (고려의대)

B51

Association between CYP 2D6 polymorphisms and side effects
of citalopram in Korea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김 원 (인제의대)

백종우 (고려의대)

정신약물학
B52

Discontinuation of risperidone, olanzapine, and haloperidol
in first episode psychosis

B53

Drug interaction between aripiprazole and haloperidol :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study

B54

심주철 (인제의대)
심주철 (인제의대)

The Efficacy of topiramate for weight loss and psychiatric symptom severity
in overweight or obese patients maintained on atypical antipsychotic agents

B55

항우울제를 투여 중인 주요 우울증 환자에서 조기 치료 중단과 위험 요인

B56

Lithium induces the expression o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BDNF)

김수인 (이화의대)
박원명 (가톨릭의대)

in spinal cord neuron

노재성 (아주의대)

B57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 사용 후 혈장내 CK 상승의 환자 1예

김상억 (울산의대)

B58

클로자핀에 의해 유도된 지연성 운동장애

이춘용 (전북의대)

B59

Association between norepinephrine transporter polymorphism
and mirtazapine respons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B60

Response to mirtazapine and P-450 2D6×10 C188T polymorphism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B61

백종우 (고려의대)
지미영 (고려의대)

Association between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polymorphism
and mirtazapine respons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B62

A combined effect of serotonin transporter and cytochrome P450 2D6

B63

Response to mirtazapine and serotonin 1A receptor (C-1019G) polymorphism

on antidepressant response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최명진 (고려의대)
강이헌 (고려의대)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정유정 (고려의대)

B64

Manic episode associated with tramadol : a case report

지용진 (세민병원)

B65

Effects of ziprasidone on the immobilization stress-induced BDNF mRNA
expression in rat brain

B66

이찬홍 (인제의대)

Antipsychotic drugs increase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gene
promoter activity in SH-SY5Y human neuroblastoma cells

조혜연 (인제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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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B67

Gene expression profile analysis of the major depression patients
following treatment with citalopram

B68

이승호 (고려의대)

주요 우울장애 환자에서 paroxetine 서방형 제재(Paxil CR�)의 효과와 안전성 :
전향적, 다기관, 개방 연구

박원명 (가톨릭의대)

B69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의 약물 치료

박원명 (가톨릭의대)

B70

일 대학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입원환자의 약물 치료 경향

우영섭 (가톨릭의대)

B71

일 대학병원의 양극성 장애 유지치료기 환자의 처방 약물 분포

박원명 (가톨릭의대)

B72

양극성 장애 외래 환자에서 약물 사용 경향 - 비정형 항정신병약물을 중심으로

박원명 (가톨릭의대)

B73
B74

리스페리돈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관해 유지 효과 : 12주 다기관 경구 항정신병약물로부터
교체연구의 9개월 연장 연구

정석훈 (서울의대)

리스페리돈 치료 반응과 DRD3, DRD4, HTR2A 수용체 유전자 다형성에 대한 연합연구

김병수 (울산의대)

B75

쥐에서 ziprasidone이 에너지대사에 미치는 영향

홍진표 (울산의대)

B76

비정형 항정신병 약제의 체중 및 지질 지표에 대한 효과

이태경 (충남의대)

B77

A double-blind trial of amantadine and haloperidol for treatment of delirium :
a pilot study

김양래 (순천향의대)

B78

Venlafaxine의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호준 (가톨릭의대)

B79

장기지속형 리스페리돈 주사제의 양극성 장애 유지치료 효과

한창수 (고려의대)

사회문화정신의학
B80

정신과 임상실습이 대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홍정완 (원광의대)

B81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 전후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도 차이 조사

전진용 (관동의대)

B82

Tao in the bible of Korean revised version : preliminary psychiatric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hristianity

박선철 (한양의대)

B83

홧병 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백경원 (이화의대)

B84

장기간의 이별 후 맞게 된 가족과의 재회가 개인의 정서 상태에 미치는 영향

석정호 (한림의대)

불안장애
B85

Frontal lobe functions i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with schizotypy
and schizophrenia : a double dissociation study

B86

한국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구조화 면담 척도 (Structured Interview for PTSD : SIP)의

B8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hor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표준화 연구
rating interview (K-SPRINT)
B88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B89

Association study between the brain-derived neutrophic factor gene

김 원 (인제의대)
김태석 (가톨릭의대)
양종철 (전남의대)

Val66Met polymorphism and early onset social anxiety disorder

임세원 (성균관의대)

B90

No association of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polymorphism with panic disorder

임세원 (성균관의대)

B91

Paroxetine이 공황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과 심박변이도 양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안주연 (성균관의대)

B92

정신분열병 환자의 정신병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psychotic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PP/PTSD) : 증례 보고

B93

28

신나영 (서울의대)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애착유형과 사회불안증상 및 우울과의 관련성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배활립 (한양의대)
오윤희 (성균관의대)

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포스터
B94

한국판 사회적 걱정에 대한 평가 질문지 신뢰도 및 타당화 예비연구

B95

도파민 수송체 유전자 다형성(dopamine transporter gene(DAT1) polymorphism)과
공황장애의 연관성

B96

만성 항공기 소음 노출 지역의 성인 정신 건강 평가

B97

Association between dopamine transporter gene (DAT1) polymorphism

B98

이주영 (성균관의대)
배승민 (성균관의대)
강진경 (단국의대)

and social phobia

신호철 (성균관의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 실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채정호 (가톨릭의대)

집단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B99

지속적 환청을 보이는 정신분열병 환자에 대한 star key의 효과

정영철 (전북의대)

B100

ADHD에서 부모교육 및 사회기술훈련의 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

김진숙 (고려의대)

정신신체의학
B101

생리전증후군 여성에서 분노와 감정표현불능증

B102

원발성 자연 기흉과 분노와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primary spontaneous

서신영 (포천중문의대)

pneumothorax and anger)

이상혁 (포천중문의대)

B103

월경전기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 증상과 해리증상, 과거 학대 경험과의 연관성

김종인 (포천중문의대)

B104

신체화 증상이 있는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B105

Persistent intellectual impairment with basal ganglia calcification
in hypoparathyroidism : a case report

박선철 (한양의대)

B106

유방암 환자의 우울이 건강과 연관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상열 (원광의대)

B107

Mirtazapine for the rapid control of nausea and insomnia in cancer
patients-preliminary results

B108

강지인 (연세의대)

혈액투석 환자들에서 우울증 및 삶의 질, minor stress 지각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연구

B110

김성완 (전남의대)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ini-mental
adjustment to cancer(Mini-MAC) scale : preliminary analysis

B109

정한용 (순천향의대)

이문수 (고려의대)

주요우울장애 환자에서 부분수면박탈, 연속적 수면위상전진, 광치료,
항우울제 병합 치료를 시행한 1예

나경세 (고려의대)

수면장애
B111

Prevalence study of insomnia in Korea

B112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Korean patients with narcolepsy or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B113

홍승철 (가톨릭의대)
홍승철 (가톨릭의대)

HLA typing, CSF hypocretin-1 measurements and MSLT testing for the
diagnosis of narcolepsy and idiopathic hypersomnia in 121 Korean patients
with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B114

Probable genetic association between dopamine DRD4 receptor
and restless legs syndrome in female schizophrenia

B115

홍승철 (가톨릭의대)
강승걸 (고려의대)

Genetic association analysis between G protein beta 3 subunit C825T
and restless legs syndrome in schizophrenia

이헌정 (고려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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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B116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correlates of restless legs syndrome in schizophrenia

B117

HLA Class II studies in Korean narcolepsy patients : additional predisposing

강승걸 (고려의대)

effects of DQB1×0301 and protective effects of DQB1×0601 in trans of DQB1×0602

홍승철 (가톨릭의대)

B118

The effect of total sleep deprivation on the physiological and cognitive function

정종현 (가톨릭의대)

B119

HLA-DQB1 allele and hypocretin in Korean narcoleptics with cataplexy

정종현 (가톨릭의대)

B120

Relationship of sleep parameters with the neurocognitive function
in normal elderly subjects and mild cognitive impairment(MCI) patients

B121

이정희 (강원의대)

Discrepancy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leep variables
in patient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an actigraphic study

이주영 (청량리정신병원)

재활 및 지역사회정신의학
B122

시군별 보건소의 치매관리 현황분석

이강수 (연세의대)

B123

의과대학생, 대학생, 공익근무요원집단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조사

백종우 (고려의대)

역학 및 척도개발
B12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ody weight, image
and self-esteem evaluation questionnaire(B-WISE-K)

김승업 (국립서울병원)

B125

한국어판 표출감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강유미 (국립서울병원)

B126

Depressive disorders among the college students : prevalence, risk factors,
suicidal behaviors and dysfunctions

노명선 (축령복음병원)

B127

Suicide-related behaviors among the college students

노명선 (축령복음병원)

B128

한국인의 우울장애 진단범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장성만 (서울의대)

B129

정신질환의 동반이환율(전국적 역학자료의 분석)

장성만 (서울의대)

B130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성격 평가질문지-심리측정적 적합성과 임상적 유용성

박민철 (원광의대)

B131

한국판 텔레겐 몰입척도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전진용 (관동의대)

B132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

임현국 (가톨릭의대)

B133

한국판 데이비드슨 외상 척도(Davidson Trauma Scale)의 표준화 연구

서호준 (가톨릭의대)

B134

발달 장애 아동 어머니의 극복력 유형에 대한 연구

진혜경 (국립서울병원)

뇌영상학
B135

DRD2 Taq1A genotypes affect brain metabolic response to aripiprazole :
A [18F]FDG-PET study in healthy male volunteers

B136

[ O]-H2O PET을 이용한 정상성인에서 양가정서자극 처리에 관여하는 전전두엽 활성화 연구

B137

An fMRI study of frontal lobe dysfunction during attention shifting

김의태 (서울의대)
정영철 (연세의대)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구본미 (서울의대)

B138

안정상태에서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을 통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무쾌감증 연구

박일호 (연세의대)

B139

정서가와 인지판단 상호작용 규명을 위한 fMRI 연구

김재진 (연세의대)

B140

주요우울장애에서 지속적 주의기능과 관련된 신경구조 및 모다피닐 투여효과 :

B14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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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O]-H2O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연구

석정호 (한림의대)

청각적 비언어 정서자극 처리의 남녀차에 관한 fMRI 연구

전지원 (연세의대)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Bridging Hypotheses to Clinical Psychiatry

포스터
B142

Working memory deficits in patients with dementia of the Alzheimer’
s type :
fMRI investigation

B143

임현국 (가톨릭의대)

Association between working memory dysfunction and
structural atrophy in schizophrenia

B144

Changes of regional cerebral glucose metabolism in Alzheimer’
s
disease patients with paranoid delusion

B145

임현국 (가톨릭의대)
윤종철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A voxel-based morphometry study of gray matter reduction in patients
with dementia of Alzheimer’
s type

B146

임현국 (가톨릭의대)

Regional atrophy in Alzheimer’
s disease measured by voxel based morphometry
and comparison of hippocampal atrophy with manual ROI volumetry

임현국 (가톨릭의대)

기타 질환 및 분야
B147

성인 인터넷 중독자의 기질특성

임선진 (국립서울병원)

B148

인터넷 중독 설문 평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의 비교

김 건 (국립서울병원)

B149

8대 건강 범주

B150

반사회적 성격 분류에 의한 연쇄살인범 분류체계 개발

B151

한국 직장인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시간 비용의 손실과 치료 후 변화

B152

Stress, coping style and depression in pathological gamblers

B153

민간건강보험에서 정신과 질환 보상 여부 현황

김영종 (경희의대)

B154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병적도박 환자들의 특성

최영숙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B155

소아 청소년 간질 환자에서 삶의 질 및 부모 양육 스트레스

김의정 (이화의대)

B156

Temperament and character of male suicide attempters

김병수 (울산의대)

B157

Escitalopram으로 치료한 병적울음 1예

B158

Korea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ve disorders :

김한오 (계요병원)
오채근 (국립춘천병원)
김 원 (인제의대)
최삼욱 (성균관의대)

홍지혜 (순천향의대)

guideline development methods

강이헌 (고려의대)

B159

Myotonic dystrophy 환자에서 발생한 정신증 1예

이동준 (충남의대)

B160

성인 틱 및 투렛 장애 환자에서의 장기 치험

김주영 (연세의대)

www.knpa.or.kr

3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Designed by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37-88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번지 G-five Central Plaza 522호
TEL : 02)537-6171�FAX : 02)537-6174
E-mail : kpa3355@kornet.net�Homepage : www.knp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