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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 회원증 개정을 위해 회원신상카드 정비를 모두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재발행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제 1회 한일뇌졸중학술대회에 등록하신 국내 회원에 한하여 한일뇌졸중학회 등록비 중 일
부(약 4만원)를 2년치의 연회비 형태로 전환하여 환불 조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격월로 주최되는 월례집담회가 개최 시기 및 장소에 따라 회원들의 참여율 변동이 심하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안내
장소 : 서울리츠칼튼 호텔 (Grang Ball Room)
일시 : 2003년 5월 30일 (금)
평점 : 6평점
사전등록마감 : 2003년 5월 26일 (월)
입금계좌 : 조흥은행 367-04-624360 / 예금주 : 대한뇌졸중학회
문의전화 : 02-760-2875

대회 등록비 및 년회비 안내

간행위원회
최근 대한신경과학회지의 논문 투고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홍보위원회
2002년도 제 4회 뇌졸중 예방주간 (11월 25일-30일)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홍보를 위한 강의 슬라이드 내용이 다소 지루한 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좀
더 흥미있고 표준화된 강의 및 뇌졸중 안내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위원회
지난 한일뇌졸중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던 한일뇌졸
중학회의 공식 웹사이트는 일정기간 유지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월례집담회 특강 및 증례 파일이 pdf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으니 유용한 자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위원회
국내 뇌졸중 역학과 임상연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Korean Stroke Registry가 완성되어
task force team을 중심으로 운영 중 입니다.
2003년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오는 5월 30일(금요일) 리츠-칼튼 호텔 Grand

Ball Room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일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M 8:00 - AM 8:50

등록

AM 8:50 - AM 9:00

개회사

AM 9:00 - AM 10:00

구연 I

AM10:00- AM 10:15

Coffee Break
Symposium : Surgical management of stroke

AM 10:15- AM 10:50
AM 10:50- AM 11:25
AM 11:25- MD 12:00

Current management of SAH

가톨릭의대 김달수

Surgical management of ICH

계명의대 임만빈

Bypass surgery in ischemic stroke

서울의대 오창완

초청특강
Intraarterial thrombolysis in acute ischemic stroke
MD 12:00- PM 12:50

In Sup Choi, MD
Dept of Interventional Neuroradiology

PM1:00 - PM 2:00

Lahey Clinic Medical Center, U.S.A.
총회 및 점심

PM 2:00- PM 3:30

구연 II

PM 3:30 - PM 3:45

Coffee Break

PM 3:45 - PM 5:00

구연 III

PM 5:00 - PM 6:30

Poster presentation

PM 6:30

Cocktail Party

2003년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을 접수하니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출 기
본 요건은 2003년 5월 30일 이전에 타 학회 또는 학회지등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이어야 합니
다. 영문 초록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도 수용 가능하나 연제 선별에 있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대한뇌졸중학회 Homepage내 학술대회 메뉴를 통하며, FAX 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를 받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일: 2003년 4월 30일 자정
초록 접수 홈페이지 주소 : www.stroke.or.kr
초록 작성 요령 :
입력 내용 : 성명( 성과 이름 띄지 말고, 제 1저자만), 소속(**대학 혹은 **병원, **
과), 주소는 필히 한글로 기입하시고, abstract난에는 제목, 저자 및 소속을 영문으로
기술한 후 한 줄 띄고 본문내용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 1) 연구배경 (Background), 2) 연구목적(Objective), 3) 연구방법
(Method), 4) 연구결과 ( Results), 5) 결론( Conclusions) 순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증례 보고인 경우 1) 배경 및 의의 (Background & Significance), 2) 증례 (Case) 3)
결 론 ( Conclusion or Comment) 순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초록접수 후 2-3일내 접수 확인 e-mail을 받게 됩니다. 만약 확인 e-mail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fax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한뇌졸중학회 학술이사 이병철
전화 : 031-380-3741, FAX : 031-381-4659
E-mail : ssbrain@med.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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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집담회
2003년 2월
일시: 2003년 2월 10일
장소: 서울대학교 소아 제1강의실
특강: 뇌졸중과 안구운동 장애
김지수 교수 (서울의대 신경과)
증례
1. 분만 직후 반복적인 간질발작을 보인 36세 여환 (을지의대)
2. STM-MCA bypass surgery (서울의대)

2003년 4월
일시 : 2003년 4월 14일
장소 :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지하 1층)
특강 : 경동맥 협착증에서 TCD Monitoring의 임상적 이용
김경문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증례
1. 심한 경동맥 협착증의 관해를 보인 26세 여자 환자
(성균관의대 이택준)
2. 진행하는 인지능력의 장애와 parkinsonian feature를 보인 66세 남자 환자
(성균관의대 서상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