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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 2004년 7월 20일 현재, 대한뇌졸중학회 회원 현황은 정회원 477명, 준회원 210명, 일반회원
10명으로 총 697명이고, 명예회원은 10명입니다.
- 뇌졸중 관련 연구 발전 및 젊은 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과제 당 \10,000,000원 규모로 2
편을 선정하는 학회 후원의 연구과제 공모 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제목

뇌졸중 발생후 조기 재활에 있어서 운동 강도 역치의 결정

연구기간

2004년 6월 1일 ~ 2005년 5월 31일 (1 년)

주관 연구자

이시욱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제목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초기 신경학적 및 내과적 합병증에
대한 전향적 연구

연구기간

2004년 6월 1일 ~ 2005년 5월 31일 (1 년)

주관 연구자

홍근식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신경과)

- 대한의학회에서 공모한 2004년 의학통계조사사업 연구과제(\10,000,000원)에 본 학회
학술이사이신 한림대학교 신경과학교실 이병철 교수가 제출한 “ 전국 규모의 뇌졸중 역학 및
치료실태 조사” 연구가 선정되었습니다.
- 2004년 6월30일 회원명부 정리를 위한 회원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간행위원회
- 대한뇌졸중학회지 6권 1호는 ‘Interventional radiology’를 주제로 6편의 종설을 구성하였고,
8편의 원저 및 7편의 증례보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초판의 경우 1,000부를 발행하였으나
70부의 추가 발행이 있었습니다. 향후 6권 2호부터는 1,200부 초판 인쇄 예정입니다.
- 투고되는 원고 중 일부에서 마감 기한과 투고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회원들의 협조가 요망됩니다.

홍보위원회
- 2004 년 제 6 회 뇌졸중 주간 홍보 행사는 2004 년 11 월 6 일 “뇌졸중의 날”이라는 행사를
서울 Hilton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뇌졸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홍보전문회사와 계약하여 효과적인 뇌졸중
홍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행사의 내용은 오전과 오후 2 회에 걸쳐 뇌졸중의 예방, 진단 및 치료, 재활에 대한 일반인
강좌, 뇌졸중 관련 정보 전시회, 재활치료 시연회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또한 환자 및 주위의 분들에게 “뇌졸중의 날”이라는
뜻 있는 행사가 있다는 것을 많이 선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위원회
- 홈페이지 컨텐츠 강화를 위해 뇌졸중 관련 11개의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전문분야
회원에게 원고 청탁을 드렸습니다.
-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제작한 뇌졸중 홍보 비디오 “공공의 적, 뇌졸중”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회원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학술위원회
■ 추계학술대회
- 2004 년도 대한뇌졸중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004 년 11 월 5 일 서울 Hilton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symposium 주제는 “Risk factor and Neuroradiological intervention”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4 대한뇌졸중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표
· 시간 : 2004 년 11 월 5 일(금)
· 장소 : 서울 힐튼 호텔
AM 9:00 - AM 10:30

Risk Factors in Stroke-I

좌장: 이병철, 김종성

TIA and previous Stroke

연세의대 이경렬

Hypertension

을지의대 구자성

Diabetes Mellitus

아주의대 방오영

Hyperlipidemia

한림의대 정

Cardiac disease

경북의대 정두교

산

AM10:30- AM 10:45

Coffee Break

AM 10:45- AM 12:30

Risk Factors in Stroke-II

좌장: 윤병우, 이광호

Metabolic syndrome(Obesity and physical activity)

이화의대 김용재

Smoking and Alcohol

서울대 분당병원 한문구

Infection

전남의대 김병채

Homocysteine

서울아산병원 강동화

Hormonal replacement therapy

카톨릭의대 최영빈

PM12:30 - PM 1:30

점심

PM 1:30 - PM 2:30

Advances of Acute Stroke Therapy
Randall T. Higashida, MD
Clinical Professor of Radiology and Neurosurger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Medical Center

좌장: 노재규

PM 2;30 –

PM 3:30

Neuroradiological Intervention in stroke-I
Carotid stent and angioplasty

서울의대 권배주

Intracranial artery stenting

부산의대 이태홍

Intra-arterial thrombolytic therapy

울산의대 이덕희

PM 3:30 - PM 4:00
PM 4:00 –

좌장: 한문희

Coffee Break

PM 5:00

Neuroradiological Intervention in stroke-II

좌장: 김동익

Endovascular treatment of aneurysm

한림의대 김건하

AVM

계명의대 백승국

Embolization

Management of Dural AV fistula

연세의대 김동준

■ 한일뇌졸중학회
- 2004년 한.일 뇌졸중 학술대회는 일본 측 주최로 11월 27일-28일에 걸쳐 Pacifico
Yokohama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2.convention.co.jp/stroke04를
참고 하시고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4 한· 일 뇌졸중학회
· 시간 : 2004년 11월 27일, 28일(토,일)
· 장소 : pacifico Yokohama
11월 27일
Time / Room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Small auditorium
(5F/394 seats)
Free paper
SY-1
Stroke
Situation

Room 501
(5F/192 seats)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Room 512
(5F/poster)

Luncheon
Seminar

13:00 - 14:00
14:00 - 15:00

Room 511
(5F/poster)

Poster View
Luncheon
Seminar

12:00 - 13:00

Room 502
(5F/192 seats)

Discussion
Presidential
Lecture
Free paper
SY-2
Stroke
Prevention
Evening
Seminar

19:00 - 20:00
20:00 - 21:00

Poster View

Reception

11월 28일
Time / Room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Small auditorium
(5F/394 seats)
Free paper
SY-3
Thrombolysis
and
Antithrombotic
Therapy

16:00 - 17:00

Room 502
(5F/192 seats)

Room 511
(5F/poster)

Room 512
(5F/poster)

Poster View
Luncheon
Seminar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Room 501
(5F/192 seats)

Luncheon
Seminar
Discussion

Free paper
SY-4
Management
of the stroke
patients in
chronic stage

SY-1 Stroke situation in Korea and Japan (including risk factors)
Chairpersons : Byung-Chul Le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asatoshi Fujishima (Prof. Emeritus, Kyusyu University)
Panelists

· Ischemic stroke in Korea, analysis of clinical data from Korean stroke registry
Byung-Chul Le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Hemorrhagic stroke in Korea
Byung-Woo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Japanese stroke data bank
Shotai Kobayashi (Shimane University, Fac. Of Medicine)
· Stroke in Japanese general population
Masatoshi Fujishima (Prof. Emeritus, Kyusyu University)

SY-2 Stroke prevention in Korea and Japan (including anti-platelets, anti-coagulation)
Chairpersons : Jong Sung Kim (Asi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Takenori Yamaguchi (National Cardiovascular Center)
Panelists

· Management of intracranial stenosis: angioplasty vs. medication
Jong Sung Kim (As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 Risk factors for cerebral atherosclerosis: Intracranial vs. Extracranial
Hee Joon Bae (Eulj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Univ. of Illinois at Chicago)
· Anti-hypertensives and statins for stroke prevention
Masayasu Matsumoto (Hiroshima Univ. Graduate School of Biomedical Science)
· Stroke prevention in patients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Masahiro Yasaka (National Cardiovascular Center)

SY-3 Thrombolysis and anti-thrombotic therapy in Korea and Japan
(including intravascular intervention)
Chairpersons : Kwang Ho Le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Coll. Of Med.)
Takashi Yoshimoto (Tohoku University)
Panelists

· Thrombolytic therapy based on CT and MRI findings.
Kwang Ho Le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Coll. Of Med.)
· Current status of intraarterial thrombolytic treatment of acute ischemic stroke in Korea"
Deok Hee Lee (Asan Medical Center, Ulsan University)
·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cerebral infarction in MELT Japan study
Takashi Inoue (Iwate Medic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Current therapeutic concept of acute stroke
Masayuki Ezura (Tohoku University)

SY-4 Management of the stroke patients in chronic stage in Korea and Japan
(including vascular dementia, surgical intervention etc)
Chairpersons : Byung-Woo 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asuo Fukuuchi (Ashikaga Red Cross Hospital)
Panelists

· Surgical options for ischemic stroke: experienc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ang-Wan Oh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Training-induced plasticity of motor network after stroke
Yun Hee Kim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Coll. Of Med.)
· Treatment of the symptomatic and asymptomatic patients with carotid artery stenosis/occlusion
Shunro Endo (Toyama Medical and Pharmaceutical Univ. Fac. Of Med.)
· Management of risk factors in the stroke patients in Japan
Shigeharu Takagi (Toka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공지사항
새로이 본 학회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부 음
그동안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로 수고하신 고신대학교병원 신경과 유경무 교수님께서
8월 13일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월례집담회
2004년 6월
일시 : 2004년 6월14일(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소강당
주제 : Anti-platelet agents and stroke prevention
증례 : Stroke after cardioversion and coronary angioplasty
(고려의대 오경미 교수)
특강 1: Platelet and mechanism of arterial thrombosis
(한림의대 이주헌 교수)
2: Anti-platelet therapy for secondary prevention of stroke
(을지의대 구자성 교수)

2004년 10월 (예정)
일시 : 2004년 10월 11일(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소강당
주제 : Vascular dementia
증례 : Vertical diplopia with tiny midbrain lesion
(순천향의대 신경과 정두신 교수)
특강
1: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가톨릭의대 신경과 양동원 교수)
2: Leukoaraiosis-Pathophysiology, neuroimaging, clinical significance
(한림의대 신경과 유경호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