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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와 일본뇌졸중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한일뇌졸중학회”가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열립니다. 특히 국내
전공의와 군의관/공보의의 등록비를 인하하였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8일 오후 4시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저녁 7시 정각에 참석자들을 위한 환영 연회가 준비되
어 있습니다. 만찬에 이어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일학회에 대한 내용은 본 회보에 더 소개되어 있고 홈페이지(www.stroke.or.kr/jkjsc)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현황은 2002년 11월 1일 현재 정회원 339명, 준회원 240명 및 일반회원 1명으로 총
580명입니다.
월례집담회가 8월 12일 (강남성모병원), 10월 14일 (경희대학교) 개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집담회 안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십시오. 12월 월례집담회는 12월 9일(월) 연
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회원증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개정하고 디자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학회 연구회인 신경방사선 및 뇌신경재활연구회 회원들이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대한뇌
졸중학회 활동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으며 평의원 수 증원에 대한 회칙 개정도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지를 고려대학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도서실에 기증
하였습니다.

간행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지 제 4 권 2호에 총 15편 이내의 논문이 발간 예정입니다. 논문 투고에 대
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홍보위원회
2002년도 제 4회 뇌졸중 예방주간 (11월 25일-30일) 행사에 사용할 교육용 슬라이드와
OHP 제작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계몽강좌에 참여하시는 연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올해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뇌졸중 홍보 행사에 재활의학과 회원들도 적극 참여할 의사를 개진해 왔으며, 향후 구체적
인 실무작업을 위한 재활의학과 담당자가 정해지면 신경과와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일뇌졸중학회 소식을 관련 전문지 또는 일간지에 홍보할 예정입니
다.

정보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 및 한일뇌졸중학회의 공식 웹사이트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례집담회 특강 및 증례 파일이 pdf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으니 유용한 자료로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발간된 대한뇌졸중학회지 4권 1호까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마무리되어 온라인상
에서 검색 및 논문의 전문 확인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학술위원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는 오는 11월 28일, 29일 양일간 개최되는 한일뇌졸중학회로 대체됩
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일뇌졸중학회에 전공의 및 전임의의 적극적인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등록비를 현재 5만
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당일등록 3만원).

한일뇌졸중학회에 기한 내 접수된 초록은 122편으로 (국내 98편, 해외 24편) 심사를 통해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여부가 결정되어 개별 통보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 받지 못하신 분은 학술위원회로 연락주시거나 한일뇌졸중학회 홈페이지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히 금번 한일 뇌졸중학회에서는 Poster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정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모든 토론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연락처:

한림대학교

신경과

이병철

(E-mail:

ssbrain@med.hallym.ac.kr

Tel:

031-380-3741)
국내 뇌졸중 역학과 임상연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Korean Stroke Registry가 완성되어
task force team을 중심으로 운영중입니다.

기타
향후 회원 확충 방안으로 방사선과, 신경외과, 내과학회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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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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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례 : Vertical diplopia after midbrain infarction (울산의대)

2002년 8월
일시: 2002년 8월 12일
장소: 강남성모병원
특강: Statin and Atherosclerosis

조 홍근 교수 (이화의대 내과)

증례 : Vertical diplopia after midbrain infarction (울산의대 신경과 권지현)

2002년 10월
일시: 2002년 10월 14일
장소: 경희대학교 간호사 기숙사 지하 소강당
특강: 신경과 의사에게 유용한 부정맥 치료

김영훈 교수 (고려의대 순환기내과)

증례: 1. 일시적 우반신 마비를 보인 50세 남자 (경희의대)
2. 실어증과 우측에 경도의 마비 증세를 보인 37세 여자 환자 (고려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