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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이병철 학술이사)
춘계학술대회는 6월 5일 (토) 서울중앙병원 동관 대강당 (500석 규모)에서 개최됩니다.
초록 마감은 4월 30일 이었으며 총 43편 (신경과 40편, 재활의학과 2편, 일반외과 1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심포지움 주제는 extracranial artery occlusive disease이며 moderator는
성균 관의대 이광호 교수께서 맡게 됩니다. 학술대회비는 사전등록시 정회원 3만원, 준회원
1만원 이며 당일등록시는 5천원이 추가됩니다. 추계학술대회는 1999년 12월 강남성모병원
임상의 학연구소에서 구연, Poster 발표, Symposium 등으로 내용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회지 발간 (김종성 간행이사)
김제 (충남의대 신경과), 서대철 (울산의대 방사선과), 유경무 (고신의대 신경과),
이용석 (보라매병원 신경과), 정진상 (성균관대 신경과), 정한영 (인하대 재활의학과),
조기현 (전남 대 신경과), 허지회 (연세대 신경과) 교수께서 간행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학회지의 국문 명칭은 "대한뇌졸중학회지", 영문은 "Korean Journal of Stroke" 로 하고
Official Journal of Korean Stroke Society를 따로 명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의 종류는
종설, 원저, 증례보고 등으로 하고 창간호에는 학회장 창간사, 학회 연혁, 회원 명단,
학술대회 Symposium 원고, Poster 초록, 종설(김종성, 허지회)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투고 규정은 대한신경과 학회지 와 동일하나, 참고문헌 숫자 표기를 어깨번호로 하지 않고
[ ]안에 넣어서 표기하기로 하였 고 초록은 영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입회원 심사 및 회원증 (윤병우 총무이사)
현재까지 230명이 입회하였으며 (정회원 140, 준회원 90), 신입회원 신청자는 총무이사가
심의한 후 전원 입회 허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원증 초안이 결정되었으며 회원 명칭은
정회원 (Active member), 준회원 (Junior member), 일반회원 (Affiliate member),
후원회원 (Supporting member), 통신회원 (Corresponding member), 명예회원 (Honorary
member) 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학회로고는 표지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Stroke Registry (정진상 무임소 이사)
통합 Stroke Registry 작성을 위해 각 병원 실무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의 각
병원별 Registry를 비교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회 홍보 (신현길 홍보이사)
뇌졸중 계몽용 Poster를 제작할 계획이며, 병원별 뇌졸중 교실 시행여부를 설문으로 조사하고,

향후 각 병원 뇌졸중 교실 지원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뇌졸중주간 제정은 추계 학회가
개최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보위원회 (임병훈 정보이사)
학회 업무용 program을 제작하고 있으며 Internet homepage 건은 web hosting을 해줄 업체와
교섭 중에 있으며 homepage 내용은 일단 학회 공지사항 및 게시판 등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월례집담회 (나정호 간사)
경인 중부지부 월례 집담회는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며 1999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 참가를 희망하는 병원이 있을 경우 일단 기존 일정에 포함시 키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