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호

2002년 7월

대한뇌졸중학회보
Newsletter of the Korean Stroke Society

발행인: 노 재 규
편집인: 윤 병 우
발행처: 대한뇌졸중학회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전화: 02-760-2875, 2278

팩스: 02-3673-1990

http://www.stroke.or.kr

e-mail: kss1998@hitel.net

총무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가 대한의학회에 정식 학회로서 공식 등록 되었습니다.
2002년 5월 25일 현재 회원 총수는 529명으로 지난 12월에 비해 60여명 증가 하였습니
다.
2002년 5월 24일 서울리츠칼튼 호텔에서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총회가 개
최되었고, 특강 초청 연자인 John Hallenbeck 교수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월례집담회가 다음과 같이 격월로 시행되었고 연간 총 6회 개최 예정입니다.
- 2001년 12월 10일 고려대학병원
- 2002년 2월 25일 서울대학병원
- 2002년 4월 1일 삼성의료원
- 2002년 6월 10일 서울아산병원
2001년도 대한뇌졸중학회 회무 및 재무감사가 지난 5월 17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되
었습니다. 감사 결과,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출, 수입 합산 및 통장
잔고에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 외 회무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E-mail 등으로 위원회
를 대체하는 간행, 홍보위원회의 회의 기록이 다소 미흡하여 기록 정리가 요망 되었습니다.

간행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지 제 4 권 1호에 총 13편의 논문이 발간 예정입니다(원저 6편, 증례 4편,

종설 3편). 논문 투고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2002년부터 초청 종설에 대한 원고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홍보위원회
2002년도 뇌졸중 예방주간은 11월 25일-3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 3회 뇌졸중 예방주간에 취합한 설문지를 분석중이고, 제 4회 뇌졸중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지난번 언론 매체와 각 병원 및 보건소로 배포되었던 홍보책자를 새로이 수정 중입니다.

정보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 및 한일뇌졸중학회의 공식 웹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간된 대한뇌졸중학회지 6권(1999-2001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마무리
되어 온라인상에서 검색 및 논문의 전문 확인이 가능토록 되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학술위원회
2002년도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5월 24일 서울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되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02년 추계학술대회는 한.일 뇌졸중학회로 대체 예정입니다.
국내 뇌졸중 역학과 임상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Korean Stroke Registry 준비
를 위해 Task Force Team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준비 및 수정작업을 거쳐 7
월 중 인터넷 기반의 Korean Stroke Registry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대한뇌졸중학회지를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 신청하는 문제는 우선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고와 학회지의 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대해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향후 회원 확충 방안으로 방사선과, 신경외과, 내과학회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002년 11월 개최예정인 제1회 한일뇌졸중학회 2nd circular broacher 600부를 인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새로이 본 학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학회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입회원서를 보내드리겠
습니다.

월례집담회
2001년 12월
일시: 2001. 12. 10(월)
장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제 4 강의실
특강: Recent trends in Neurosonology: Extracranial carotid artery를 중심으로
연자: 이태규 교수(경희대 병원 신경과)
증례1: A case of malignant infarct occuring in a patient with Hb Madrid, a
hemolytic anemia due to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the hemoglobin
molecule.
권도영(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2년차)
증례2: A 68-year old man presented with painful purplish discoloration of
toes during warfarin therapy due to cardioembolic infarction
고석범(가톨릭대 병원 신경과 3년차)

2002년 2월
일시 : 2002년 2월 25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소아 제 2 강의실
특강 : STA-MCA anastomosis for occlusive disease
연자 : 오 창완 교수 (서울의대 신경외과)
증례 : 1. 현훈을 주소로 내원한 57세 남자환자 (을지대)
2. 좌측 편마비를 주소로 내원한 60세 남자환자 (서울대)

2002년 4월
일시 : 2002년 4월 1일 오후 6시30분
장소 : 삼성서울병원 지하1층 대강당
특강: High Resolution MR Imaging of Carotid Plaque
연자: 최연현 교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증례1:A 41 yr old man presented with worsening dysarthria for 2 months
증례2:A complication of cosmetic surgery-autologous fat injection into
carvenous sinus

2002년 6월
일시: 2002년 6월 10일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
특강
1. Pathophysiology of atherosclerosis
한 기훈 교수 (울산의대 심장내과)
2. Sleep disorder and stroke
정 승철 교수 (한림의대 신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