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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2005년 1월 25일 현재, 대한뇌졸중학회 회원 현황은 정회원 508명, 준회원 228명, 일반회원
10명으로 총 746명이고, 명예회원은 12명입니다.
뇌졸중학회 월례집담회가 여타의 학술대회 개최일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2005년부터는 홀수 월에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기존 대한뇌졸중학회 회원들께 반송용 회원카드를 발송하고 회신하여 신상정보를 수정 중에
있습니다.
4월 25일에는 2004회계년도 학회업무 감사 및 현 학회 집행부의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월 1일 부로 회장 및 이사진이 교체됩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노재규 회장님과 이사들께 감사
드리고 새로운 학회집행부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간행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지 7권 1호 원고를 접수 중입니다. 금번호의 특집 종설은 “Medical therapy for
prevention of stroke”으로 6편을 개제할 예정입니다.
신경과 이외의 진료과 원고가 감소되고 있어 대형 병원의 학술연구에 대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투고되는 원고들 중 일부에서 마감 기한과 투고 규정 등이 지켜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회원들의 협조가 요망됩니다.

홍보위원회
대한뇌졸중학회의 대국민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2004 년 뇌졸중의 날’

행사가 지난 11 월 6 일

서울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어 총 900 여명이 참관하였으며 전문지, 일간지,
방송, 온라인을 통해 뇌졸중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주최 노인건강박람회에 뇌졸중 관련 자료를 홍보하였으며 뇌졸중 주간 중에 전국 8 개
주요 대학병원에서 홍보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활동에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주) 베링거-잉겔하임사의 후원으로 NIH Stroke Scale 및 Modified Rankin Scoring 교육용
비디오 제작을 계획 중이고, 뇌졸중의 위험과 치료에 관해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공익광고
제작의 타당성도 검토 중입니다.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컨텐츠 강화를 위해 뇌졸중 관련 11개 세부 주제에 대하여 해당 전문분야 회원께
원고 청탁을 드렸었고 현재 취합 단계에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지 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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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년도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05 년 5 월 19 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거행
예정이며 미니심포지움의 주제는 “Rehabilitatiuon and Physical Medicine in Stroke”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5 년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 제출요강
2005 년 5 월 19 일 이전에 타 학회 또는 학회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이어야 하고, 영문
초록을 원칙으로 하나 국문도 수용 가능하며 국문인 경우 연제 선별에 있어 차등화될 수
있습니다.
초록 접수 : www.stroke.or.kr
대한뇌졸중학회 Homepage 내 ‘학술대회’ 메뉴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FAX 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접수 불가합니다).
제출 마감일: ( 2005 년 4 월 24 일 자정)

2005 년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AM 8:00 - AM 8:50

Registration

AM 8:50 - AM 9:00

Opening ceremony

AM 9:00 - AM 10:00

Scientific session I

AM 10:00 - AM 10:15

Coffee Break

SYMPOSIUM: Functional Neuroimaging of Stroke Recovery
AM 10:15 - AM 10:50

1. Mechanism of motor recovery in stroke patients( usig fMRI and DTI)
장성호 (영남의대)

AM 10:50 - AM 11:25

2. Brain activation in patients with cognitive dysfunction

이경민 (서울의대)

AM 11:25 - MD 12:00

3. Reorganization of language areas according to recovery of aphasia
편성범 (울산의대)

MD 12:00 - MD 12:50

SPECIAL LECTURE: Functional MRI and DTI for the study of neural plasticity
김대식: Associate Professor of Anatomy and Neurobiology Director,
Center for Biomedical ImagingBos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M 1:00 - PM 2:00

Lunch

PM 2:00 - PM 3:30

Scientific session II

PM 3:30 - PM 3:45

Coffee Break

PM 3:45 - PM 5:15

Scientific session III

PM 5:15 - PM 6:30

Poster presentation

PM 6:30

Cocktail Party

Asian Stroke Forum이 2005년 3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어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여 아시아 뇌졸중의 역학적 임상적 특성에 관한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구연 및 포스터 발표 등으로 활발히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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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집담회
2005년 1월
일시: 2005년 1월17일(월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주제: Intracranial atherosclerosis
증 례: 46-year old woman with stroke 8 month after burn
(한림의대 신경과 민양기 교수)
특 강 1: Pathology of stroke
특 강

(연세의대 신경과 허지회 교수)

2: Progressive stroke: Clinical and Pathophysiological perspectives
(을지의대 신경과 박종무 교수)

2005 년 3 월

일시: 2005 년 3 월 일 (월요일) 오후 6 시 30 분
장소: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주제: Cerebral blood flow and hemodynamic stroke
증 례: Two cases with borderzone infarcts
(아주대병원 신경과 용석우 선생님)

특 강 1: Cerebral blood flow: basic and clinical aspects
(서울의대 신경과 윤병우 교수님)
특 강 2: Clinical management of hemodynamic stroke
(인하의대 신경과 나정호 교수님)

*2005 년 향후 월례집담회는 5/9, 7/11, 9/12, 11/14 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