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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지난 1년간의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4년 10월 25일 현재, 대한뇌졸중학회 회원 현황은 정회원 499명, 준회원 217명, 일반회원
10명으로 총 726명이고, 명예회원은 Dr. Randall T.Higashida를 포함하여 11명입니다.

간행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지 6권 2호는 종설 1개, 원저 6개, 증례 4개 및 신경영상분야 논문 1개로
원고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경과 이외의 진료과의 원고가 감소되고 있어 타 전공 분야
회원님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투고되는 원고들 중 일부에서 마감 기한과 투고 규정 등이 지켜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회원들의 협조가 요망됩니다.

홍보위원회
공석이었던 홍보이사 후임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 홍근식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대국민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뇌졸중의 날’ 행사를 11월 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뇌졸중의 날 행사는 국민건강 증진 및 대한뇌졸중학회의 위상제고와 활성화를 목표로
㈜씨엠피 메디카 코리아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뇌졸중 환자 및 가족, 중장년 층의 질환발생
위험도가 높은 연령 및 가족,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뇌졸중 교육관, 진료 및
검사관, 재활 및 물리치료 체험관, 뇌졸중 치료 관리관, 정보관으로 구성하여 행사 당일 약
1,000 여명의 참가자가 방문하였습니다.

Opening Ceremony 에 대한뇌졸중학회장
이신 서울대 노재규 교수님 이하 여러분께
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뇌졸중 교육관에서는 2 회에 걸쳐 대중 강
연이 있었고, 약 450 여명이 환자 및 일반
인들이 참가하여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보관에서는 뇌졸중의 증상 및 위험인자 등
질환에 관한 설명은 물론, 대한뇌졸중학회의
소개물도 비치되어 있어 참관인들에게 유익
한 홍보 자료가 되었습니다.

진료/검사관에서는 참관자들이 직접 자가검
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뇌졸중에 관
한 관심을 유도하였고 혈압, 혈당, 혈중 콜
레스테롤 등을 측정하거나 경두개 초음파혈
류검사(TCD) 등을 직접 시행 받은 참관자
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뇌졸중학회 회
원들의 도움으로 신경과 전문의와 직접 상
담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참관자들로
부터 큰 호흥을 얻었습니다.

재활/물리치료 체험관에서는 뇌졸중 후 보행
장애의 훈련 방법이나 인지기능 재활치료에
관한 체험을 재활의학과 선생님들과 직접 시
행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 장비와 영상
물들을 게시하였습니다.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컨텐츠 강화를 위해 뇌졸중 관련 11개 세부 주제에 대하여 해당 전문분야 회원께
원고 청탁을 드렸었고 현재 취합 단계에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지 6권 1호 및 집담회 파일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회원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제작한 뇌졸중 홍보 비디오 “공공의 적, 뇌졸중”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회원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학술위원회
- 2004 년도 추계학술대회
2004 년도 대한뇌졸중학회 추계학술대회가 2004 년 11 월 5 일 서울 Hilton 호텔에서 “Risk factors and
Neuroradiological intervention”을 주제로 347 명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 제 2 회 한.일 뇌졸중학회
2004년 한.일 뇌졸중 학술대회는 일본 측 주최로 11월 27일-28일 양일간 Pacifico Yokohama의
Pacifico Yokohama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구연 및 포스터 발표 등으로
활발히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틀에 걸쳐 진행된 1) Stroke situation in Korea and Japan (including risk factors), 2)
Stroke prevention in Korea and Japan (including antiplatelets, anticoagulation et al), 3)
Thrombolysis and antithrombotic therapy in Korea and Japan (including intravascular
intervention), 4) Management of the stroke patients in chronic stage in Korea and Japan
(including vascular dementia, surgical intervention etc)라는 주제의 symposium은 양국간
뇌졸중 분야의 issue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활발히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제 3 회 한.일 뇌졸중학회는 2006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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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집담회
2004년 10월
일 시: 2004년 10월11일(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장 소: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주 제: Vascular dementia
증 례: Vertical diplopia with tiny midbrain lesion
(순천향의대 신경과 정두신 교수)
특 강: 1.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가톨릭의대 신경과 양동원 교수)
2. Leukoaraiosis- Pathophysiology, neuroimaging, clinical significance
(한림의대 신경과 유경호 교수)

2004년 12월
일 시: 2004년 12월13일(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장 소: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주 제: Intracranial atherosclerosis
증 례: 21-year old woman with fever, headache, and cardiac murmur
(이화의대 신경과 김용재 교수)
특 강: 1. Epidemiology, diagnosis and prognosis of intracranial atherosclerosis
(서울의대 신경과 이용석 교수)
2. Recent update on medical and interventional management
(울산의대 신경과 권순억 교수)
2005년 1월 (예정)
일 시 : 2005 년 1 월 17 일 (월요일) 오후 6 시 30 분
장 소: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주제: Pathophysiology of stroke
증 례 : 46-year old woman with stroke 8 month after burn

(한림의대 신경과 민양기 교수)

특 강 1: Pathophysiology of stroke: Update

(연세의대 신경과 허지회 교수)

특 강 2: Progressive stroke: Clinical and pathophysiological perspective
(을지의대 신경과 박종무 교수)
* 2005년 향후 월례집담회는 3/14, 5/9, 7/11, 9/12, 11/14 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