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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2004년 1월 26일 현재, 대한뇌졸중학회 회원 현황은 정회원 432명, 준회원 196명, 일반회원
5명으로 총 633명이고, 명예회원은 9명입니다.
뇌졸중 관련 연구 발전 및 젊은 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과제 당 1,000만원 규모로 한 두 편
정도를 선정하는 학회 후원의 연구과제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이 결정 되는대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간행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지 제 6 권 1 호의 원고 요청을 전국 신경과와 주요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방사선과 및 혈관외과에 발송하였습니다.
금번 학회지의 초청 종설은 ‘Interventional radiology in stroke’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투고되는 원고들 중 일부에서 마감 기한과 투고 규정 등이 지켜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회원들의 협조가 요망됩니다.

홍보위원회
지난 2003 년 11 월 24 일 - 29 일까지, 제 5 회 뇌졸중 주간의 홍보 행사가 전국 44 개 지역에서
보건소 및 주관 부서의 협조 하에 약 4,760 여명의 일반인이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12 곳에서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홍보 활동에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홍보 행사에는 대힌뇌졸중학회에서 제작한 영상물 (비디오 및 CD; 베링거-잉겔하임
후원), 강좌용 슬라이드, 재활치료 교육 슬라이드, 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뇌졸중
발생 시 일반인의 대응요령, 발병 초기 내원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강좌에 대해 일반인과 보건 당국의 뇌졸중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 홍보 방법을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변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4 년에는 홍보 활동을 보다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정보위원회
월례집담회 특강 및 증례 파일이
학술자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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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제작한 뇌졸중 홍보 비디오 “공공의 적, 뇌졸중”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한 컨텐츠 개발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학술위원회
2003년도 대한뇌졸중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003년 11월 27일(목) 서울 릿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추계학회의 주제는 ‘Vascular Dementia’였으며 총 417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2004 년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는 ‘Radiological intervention in Stroke’을 주제로 미니
심포지움 형식으로 개최 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급성기 뇌졸중의 기초역학과 임상연구의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공식
운영되고 있는 Korean Stroke Registry의 결과가 지난 대한뇌졸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고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진행경과와 약 3,300여명의 급성기 뇌졸중 환자들의 전국적
역학자료와 기본 분석자료가 발표되었고 향후 회원들의 좀더 활발한 참여가 독려 되었습니다.
2004년 한.일 뇌졸중 학술대회는 일본 측 주최로 11월 27일-28일에 걸쳐 요코하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지사항
새로이 본 학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학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입회원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월례집담회
2003년 10월
일시: 2003년 10월
장소: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강당
주제: Recent update on thrombolysis
증 례 : 73-year old woman aggravated after intravenous thrombolysis (연세의대)
특 강: 1. Intravenous thrombolysis revisited: Gathering the evidence for practice
(서울의대 이용석 교수)
2. MR monitoring of thrombolysis
(인하의대
나정호
교수)

2003년 12월
일시: 2003년 12월 8일
장소: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주제: Newer risk factors for stroke
특강: 1. Newer risk factors for ischemic stroke
2. Risk factors for intracerebral hemorrhage

(원광의대 석승한 교수)
(을지의대 배희준 교수)

2004년 2월
일시: 2004년 2월 16일
장소: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소강당
주제: Acute stroke mechanism, imaging diagnosis, management
증 례 : A 57-year old man with internal borderzone infarct and ICA occlusion
(경희의대 장대일 교수)
특강: 1. Stroke MRI: state of evidence of impact on diagnosis, treatment and
outcome in acute cerebral ischemia
(울산의대 강동화 교수)
2. Mechanism of stroke in patients with intracranial stenosis
(Prof. Wong KS,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