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실상을 아십니까?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은 지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꾸준히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특히 50세 이상에서 더욱 중요한 사망원인입니다.

우리나라 뇌졸중 발생비율

뇌경색
65%

뇌출혈
35%

(2000년 의료보험 및 통계청 자료)

3배
증가

뇌졸중발생건수

한국을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서양에 비해 뇌출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서구화된 식습관, 심장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점점 뇌경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10만명 당 240명에서 뇌졸중이 발생, 75명이 사망
45~84세 인구 10만명 당 724명, 3배 이상 증가

(2000년 의료보험 및 통계청 자료)

평소에 뇌졸중에 대해 올바로 알고 생활습관을 스스로 관리하고 노력하여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뇌졸중으로의 여행을 떠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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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학회
2002년 11월 28-29일 : 제 1차 한.일 뇌졸중학회 개최
2004년 11월 27-28일 : 제 2차 한.일 뇌졸중학회,
일본 PACIFICO YOKOHAMA 개최 예정

2. 외국학자 초청 강의
1998년 12월 1일 P. Kistler (Harvard Medical School)
- Pathophysiologic diagnosis of transient ischemic attack and stroke
1999년 11월 26일 F. Gotoh (Keio University)
- Treatment of stroke-old and new
2000년 5월 26일 K. Tanaka (Keio University)
- Role of NO in ischemic brain damage
2000년 11월 22일 V. Hachinski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 Dementia: a need for a new approach?
2001년 11월 21일 Dr.Kazuo Minematsu (National Cardiovascular Center, Japan)
- Functional Neuroimaging Study in Acute stroke
2002년 5월 24일 Dr.John Hallenbeck (NINDS, U.S.A.)
- Mucosal tolerization with E-selectin for the prevention of stroke
2002년 11월 29일 Masatoshi Fujishima, MD (Kyushu University, Japan)
- Change in stroke incidence, mortality and risk factors in Japanese population :
the Hysayama study
2003년 5월 30일 In Sup Choi, MD (Lahey Clinic Medical Center, U.S.A.)
- Intraarterial thrombolysis in acute ischemic stroke
2003년 11월 27일 Dr.Tohru Sawada (National Cardiovascular Center, Japan)
- Concept of vascular dementia &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2004년 5월 28일 Dr.Steven Warac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NDS, U.S.A.)
- Imaging early events in human stroke : the bridge in translational research

3. 학회지 발간
(1) 영문지명 Korean Journal of Stroke
(2) 국문지명: 대한뇌졸중학회지
연간 2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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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대한뇌졸중학회의 역사적 배경 및 경위
1) 창립 배경 및 전신
1995년 2월 미국 Charleston에서 열린 제20차 국제뇌졸중학회에 참가한 의사들간에 국내에서도 뇌졸중에 관심
있는 의사들의 정기적 모임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5년 4월 4일 준비 모임을 갖고 뇌졸중 연구의 활성화,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일단 뇌졸중 연구회로 활동하며 매월 1회 병원 순환하며 뇌졸중 집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회장에 노재규 교수(서울대)를 추대하였습니다. 1995년 5월 18일 1차 뇌졸중 연구회 집담회를 서울대병원에
서 개최한 이래 매월 1차례 수도권 지역 9개 병원을 순환하며 월례집담회 개최하였습니다(참여병원 :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한강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성모병원, 고려대병원, 순천향병원, 인
하대병원, 이대목동병원). 1996년 12월 3일 기존의 연구회 성격에서 학회 차원의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어 학회 창
립 1차 준비 모임을 개최하였고 1998년 7월 15일 2차 준비 모임에서 뇌졸중 학회를 창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98년 10월 30일 3차 준비 모임에서 학회 창립을 위한 구체적 일정 및 회칙 등의 세부사항 등을 논의하여 1998
년 11월 11일 서울대병원에서 대한뇌졸중학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마침내 1998년 12월 1일 대한뇌졸
중학회 창립 총회를 열고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2) 창립 일시: 1998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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