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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1. 회원현황
-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가 서울중앙병원 대강당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공식 등록 집계상 288명(회원 170명, 비회원 11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 1999년도 제1차 평의원회가 6월 5일 열렸습니다.
3. 회원증 제작이 곧 완료됩니다. 준비 되는대로 각 회원님들께 우송할 예정입니다.

간행위원회
대한뇌졸중 학회지 제 1 권 제 2호에 실릴 논문의 원고 (원저 및 증례보고)를 모집합니다.
논문의 질, 투고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논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수록 여부가 결정되며
마감은 10월 9일입니다.
논문 3부 (원본 1부, 복사본 2부), 사진 3부씩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138-736)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서울중앙병원 신경과 김 종 성 교수
(겉봉에 `뇌졸중학회지 원고' 표기)

학술위원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을 접수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stroke.or.kr)에 초록 양식을
게시하겠습니다.
양식에 맞추어 작성된 초록은 학술이사에게 e-mail (ssbrain@www.hallym.or.kr) 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우편 또는 Fax 접수는 불가).
1999년 10월 30일 이전에 타 학회 또는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로 초록 내용은
1) Background , 2) Objectives , 3) Methods , 4) Results , 5) Conclusions 순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단, 증례보고는 Background & Significance, Case, Conclusion or Comment 순으로 기술).
제출 마감일은 10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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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
199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를 "뇌졸중 예방 주간"으로 정하였고, 보건복지부 후원,
대한뇌졸중학회 주관으로 이 기간 중 뇌졸중에 대한 대국민 홍보행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뇌졸중 예방교육 및 강연회, 혈압, 혈당 등 뇌졸중 예방을 위한 기초검사 실시,
홍보책자 배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을 위해 시, 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용 슬라이드, 뇌졸중 예방 책자 등을 제작중입니다.

정보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으며("http://www.stroke.or.kr) 학술대회 내용, 월례 집담회
일정과 내용, 뉴스레터, 학회자료( 연혁, 회칙, 임원 및 구성) 등이 수록됩니다.
회원란에서 "회원전용" 을 선택하고 등록된 회원은 "회원 로그인"으로, 회원 ID 및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선택합니다.
신규가입란에는 최근에 등록을 신청한 회원의 명단이 나오며 그 명단 밑에 "Register" 버튼을
선택해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회원인지를 확인한 후
등록되었다는 E-Mail을 받으면 곧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학회의 공지사항 열람, 논문초록의 온라인 접수, 학회지 논문 전문 수록, 일반인을 위한
뇌졸중 교육 및 질의응답 등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 외 많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보이사 limbh@nongae.gsnu.ac.kr).

공지사항
1) 1999년도 제2차 평의원회가 추계학술대회 당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각 평의원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2) 1999년도 대한뇌졸중학회 총회가 추계학술대회 당일 낮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3) 경조사 및 회원들의 기타 동정에 대한 내용을 학회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60-2278, 팩스 02-3672-7553)
4) 새로이 본 학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학회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입회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원현황

월례집담회
경인 중부지부 월례 집담회는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며 1999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9월 월례집담회는 초청연자 (Dr. Caplan LR) 사정으로 9월 14일(화)에 개최되었습니다.
2000년
- 9월 순천향병원, 인하대병원
- 10월 강남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 11월 (추계학술대회)
- 12월 고려대 병원, 경희의료원
2001년
- 1월 (방학)
- 2월 신촌세브란스병원

1999년 7월 월례집담회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일시 : 1999. 7. 12
장소 :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특강 : Statin therapy in stroke (한림대학교 신경과 유경호 선생님)
증례 1 (45세/남자)
C/C : Recurrent left side motor weakness
P/I : 6년전 pituitary adenoma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로 내원 4일전부터 3차례의
left side motor weakness 발생하여 내원함.
Discussion : 수술 당시의 MRI에서는 양측 MCA의 signal void가 잘 관찰되었으나
weakness attack 후의 MRI 및 TFCA에서 양측의 proximal MCA의 occlusion이 발견되어
radiotherapy에 의한 vasculopathy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case 이었다.
증레 2 (75세/남자)
C/C : Progressive headache, gait disturbance & behavioral change
P/I : Headache이 발생하면서, gait disturbance와 behavioral change가 점차 진행되어 내원.
SDH로 수술 받은 후 신경학적 증상이 점점 진행함.
Discussion: SDH 수술(burr hole trephination) 후 같은 쪽으로 새로이 ICH가 발생한 경우로
hematoma evacuation 후에 ICH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토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