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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1. 평의원회 개최
- 2001년도 1차 평의원회가 5월 31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각 위원
회 보고 및 예결산심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회무 및 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
다.
- 회장임기 변경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회칙에 따르면 현회장의 임기가 2001년 11월까지이나 회기년도 기준월인 4월에 맞추
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2002년 4월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차기회장 선출
- 평의원회에서 차기회장을 회무파악을 위하여 임기 1년전에 미리 선출하자고 의결되었
고 한일뇌졸중학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위하여 노재규 현회장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습
니다.
3. 회원현황
- 2001년 5월 31일 현재 회원 현황은 총 456명(이사회 미승인 62명 포함) 입니다.
4. 월례집담회
- 최근 여러 집담회 행사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 대한뇌졸중학회에서도 월례집담회
를 현행 년 8회에서 격월제로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월례집담회 일정은 다음과 같
습니다.
8월 한림대, 순천향대 (4번째 월요일)
10월 가톨릭대, 이대
11월 (추계학술대회)
12월 고려대, 경희대

간행위원회
- 뇌졸중학회지 제3권 1호 발간되었습니다. (19편 수록 및 학회 초록)
- 제3권 2호에 실릴 논문의 원고 (원저, 종설 및 증례보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논문형식은 대한뇌졸중학회지 투고규정을 참조하십시오.
abstract는 영어로 써 주십시오.

원고는 한글, 영어 모두 가능하나

원고마감일 : 9월 22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행이사에

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병원 신경과 김종성교수 전화: 02-2224-3442, 팩스
02-474-4691, e-mail: jongskim@www.amc.seoul.kr)

학술위원회
-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는 5월 31일(목)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되어 여러 회원여
러분들의 참석과 성원에 힘입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는 2001년 11월 21일 (수)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 예정으
로 있습니다.
- 잠정적 일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 추계학술대회 일정표
일시 및 장소: 11월 21일(수)

서울 릿츠-칼톤 호텔 Grand Ball Room

AM 8:30 - AM 9:20 등록
AM 9:20 - AM 9:30 개회사
AM 9:00 - AM 10:00 Integration of Stroke Registry
1. Classifiaction of Stroke
2.
AM10:00- AM 10:15
AM 10:15- AM 11:30

Risk factor Identification

Coffee Break
3.

Neuroimaging

4. Neurological cale
AM 11:30 - PM 12:30

Neuroimaging Study in acute stroke

Dr. Kazuo Minematsu (Japan National Cardiovascular Center)
PM12:30 - PM 1:30

점심

PM 1:30 - PM 3:30 Interventional Radiology
PM 3:30 - PM 3:45

Coffee Break

PM 3:45 - PM 5:45 Stroke Rehabilitation
PM 6:30

Cocktail Party

한일뇌졸중학회
- 5월 31일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뇌졸중학회 (Korea-Japan Joint
Conference on Stroke)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 잠정적으로 2002년 11월 29일일 개최할 예정이고 초청특강, 심포지움, 구연, 포스터 등
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홍보위원회
2001년 5월 2일 보건복지부 방문하여 뇌졸중 홍보행사 협조 및 예산지원 요청을 하였습니
다.

재무위원회
2000년도 결산 88,924,566 원 수입 및 지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보위원회
- 홈페이지 관리가 M2로 이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뇌졸중학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뇌졸중에 관련된 일반인의 문의에 응답에 참여하실 회원
이

있으시면

정보이사(임병훈)에게

연락

바랍니다.

전화

055-750-8072,

E-mail

limbh@nongae.gsnu.ac.kr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6월 월례집담회의 강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PowerPoint 나
Acrobat reader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파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직접 보실 때에는
간혹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다운 받아서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 홈페이지의 증례토의란은 회원들께서 환자를 보시다가 토의가 필요한 증례를 올리는 곳
입니다. 모든 회원이 증례를 올릴 수 있으며 답변을 게시판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파
일을 첨부할 때는 PowerPoint 파일이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많은 활
용 부탁드립니다.
- 학회의 초록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정보이사에게
연락바랍니다. E-mail limbh@nongae.gsnu.ac.kr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을 검색하시다가 회원들에게 유용한 site가 있으면 홈페이지 관련사이트 란에 올

려 주시고 회원님들의 홈페이지가 있으시면 주소를 회원 홈페이지란에 게제하여 주십시오.
- 홈페이지에 Tritace (한독약품)의 광고가 게제되었습니다. 1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 경조사 및 회원들의 기타 동정에 대한 내용을 학회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760-2278, 팩스 02-3672-7553)
2) 새로이 본 학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학회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입회원서를 보내드리
겠습니다.

월례집담회
2001년 6월
일시 : 2001. 6. 11(월)
장소 : 서울중앙병원 동관6층 소강당
특강: Hpercoagulation and stroke (연자: 서울중앙병원 임상병리과 지 현숙 교
수)
증례 1 (서울중앙병원 신경과 최 은정 선생님)
A 54 year old man presenting with recurrent stroke during anticoagulation
증레 2 (서울중앙병원 신경과 이 창선 선생님)
A 59 year old woman with acute left hemichorea
증례 3 (서울중앙병원 신경과 김 종철 선생님)
A 27 year old pregnant woman with seizure and headache
뇌졸중집담회에서 다루어진 특강과 증례는 집담회에서 발표된 슬라이드나 요약
내용 그대로 정리하여 뇌졸중학회 홈페이지( www.stroke.or.kr : 회원전용메뉴로
로그인) 회원 서비스 중에 보시면 뇌졸중강좌 게시판에 항상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직접 Acrobat Reader로 보시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