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호

2005 년 9 월

대한뇌졸중학회보
Newsletter of the Korean Stroke Society
발행인: 이 광 호
편집인: 유 경 호
발행처: 대한 뇌졸중학회
서울 강남구 일원 동 50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전화: 02-3410-1536
팩스: 02-3410-6951
http://www.stroke.or.kr
e-mail: strokehr@hanmail.net

총무위원회
1. 회원 현황
- 대한뇌졸중학회 회원은 정 회원 612명, 준회원 200명, 일반회원 12명으로 총 824명이고,
명예회원은 13명입니다.
< 2005.8.31일 현재 >
2. 연구과제 공모 결과
뇌졸중 관련 연구발전 및 젊은 연구자 육성을 의하여 과제 당 1000만원의 규모로 3편을
선정하는 학회 후원의 연구과제를 공모 하였고, 지난 2005년 7월17일까지 접수를 마감
하였읍니다. 공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격 대한뇌졸중학회의 만 40 세 이하의 정회원이며 대학 교원의 경우는 연령 제한 없이
조교수 이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전임의)
규 모

과제 당 1000 만원 (3 건)

연구기간 2005 년 9 월 1 일 ~ 2006 년 8 월 31 일 (1 년)
조 건

대한뇌졸중학회 학술대회 발표 및 뇌졸중학회지 또는 국제학술지 게재
- 논문 게재 시 본 학회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
- 연구비 수혜 후 2 년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수

공모결과 총 17편이 접수 되었으며, 좋은 과제로 공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연구과제 심사위원회의 개별심사 및 논의 결과 다음의 3편이 선정되었습니다.
- 죽상 경화증에 대한 statin 계 지질저하제의 단기간 치료 효과:
18〕- Fluorodeoxyglucose PET 을 이용한 연구
(한림대 성심병원 신경과 유경호)
- 백서의 허혈성 뇌졸중 모델에서 HMG – CoA reductase inhibitor 와 저체온 병합효과에 의한
신경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병원 신경과 이 승훈)
- 증상이 있는 두개 내 동맥 경화성 혈관 협착 환자들에 있어서 그물망 삽입 후 뇌혈류 변화와
신경학적 변화
(을지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이병희)
선정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좋은 연구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3. 회원 카드 발송 결과
- 회원 명부 정리를 위해 전 회원 (756명)에게 회원카드를 발송 하였으며 26건의 수정정보
요청이 있었읍니다.
- 학회관련 자료는 입력 되어진 주소로 발송되오니 변경 시 학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회비 납부 관련
- 2005 년도 회비 납부 및 지난 3년간 회비 납부 현황을 개별적으로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회비 납부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진료지침 위원회
- 진료지침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ㆍ 국외 진료지침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Evidence – based Medicine / Critical Pathway관련 workshop 개최 예정입니다.

♣ 학술위원회
- 2005 년도 대한뇌졸중학회 추계 학술대회 안내
▶일 시: 2005 년 11 월 25 일 (금)
▶장 소: 리츠 칼튼 호텔 (예정)
▶주 제: Neuro critical care
*

자세한 일정 및 초록제출 요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 간행위원회
새로이 간행위원을 구성하여 뇌졸중 학회지 의 계승 발전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대한 뇌졸중 학회지 7권 2호 원고를 9월10일경 마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 정보위원회
1. 홈페이지 개편
: 국내 최고의 뇌졸중관련 정보 사이트로의 발전과 뇌졸중 관련 최신 뉴스의 소스로써
유용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순 open예정이옵니다.
- 일반인에게 뇌졸중에 대한 정보를 충족시키기 위해
“ 뇌졸중이란? ” “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 내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는 얼마나 될까요” “ 뇌졸중 NEWS “ 를 신설 하였습니다.
- 회원메뉴에 사진첩을 이용하여 학회 공식 행사 관련 영상자료 및 회원들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영상자료를 올릴 수 있게 하였으니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유용한 학술자료 검색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학회지 및 과거 학술대회 초록 검색을
한 메뉴로 통합 하였습니다.

2.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활동 회원에게 포상을 주는
이벤트 행사를 계획 중에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교육 위원회
1. 새로이 교육위원을 위촉하여 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읍니다.
2. 월례집담회 안내
1) 7월 집담회 (7월11일)
주 제: Diabetes and Stroke: Evidence and Practice
증 례: 24-year-old man with bilateral distal ICA aneurysms (한림의대 신경과 유경호)
특 강 1: Pathophysiology and current management of diabetes mellitus
(서울의대 내과 조영민 교수)
특 강 2: Diabetes and stroke: Evidence-based approach
(영남의대 신경과 이 준 교수)

2) 9월 집담회 (9월 12일 예정)
주 제: Lipid and Stroke: Recent update
증 례: Thrombolytic treatment in patients with stroke onset at awakening
(울산의대 신경과 조아현 전임의)
특 강 1: Lipid metabolism and stroke
특 강 2: Statin and stroke-Updates

(연세의대 내과 조홍근 교수)
(이화의대 신경과 김용재 교수)

3) 11 월 집담회 일정이 변경되어 11 월 4 일 (금요일)에 개최되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Prof.Eng Lo 초청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 홍보 위원회
1. 뇌졸중의 날 행사 예정
대한뇌졸중학회의 대국민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 2005 년 뇌졸중의 날’

행사를 2005 년

11 월 마지막 주에 전국적인 홍보 강좌를 통해 시행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2. 교육 영상 물 제작
의사들을 위한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에 관한 교육 영상 물을 제작 중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추계 학술대회 시기에 학회장에서 배포 계획입니다.

♣ 공지사항
-

연수교육 평점 카드 관리의 변경
: 연수교육 평점처리의 누락 최소화를 위하여 대한 의사협회의 방침에 따라
연수 교육 후 발급되는 평점카드에 < 근무처 > 와 < 소속 의사 회 > 를 기재하시어
참석자가 직접 소속 지역 의사회에 평점카드를 제출 하시어야 교육이 이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속 지역 의사 회는 대한 의사협회 16개 지부 중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근무처가 없을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16개 지부
주

소

전

화

서울특별시 의사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99

(150-808)

02)2676-9751 4

부산광역시 의사회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44-5번지

(601-836)

051)464-5571

대구광역시 의사회

대구시 북구 대현 2동 404-4

(702-824)

053)953-0033 5

인천광역시 의사회

인천시 남구 주안 6동 1582-25

(402-848)

032)425-8767

광주광역시 의사회

광주시 북구 신안동 118-9

(500-827)

062)529-2101 2

대전광역시 의사회

대전시 중구 대충동 216-2

(301-802)

042)252-9917

울산광역시 의사회

울산시 중구 성남동 190-239

(681-812)

052)243-2047

경기도 의사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90-11

(440-820)

031)255-1397

강원도 의사회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10-6

(200-030)

033)254-3329

충청북도 의사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동 651-2

(360-808)

043)256-5260

충청남도 의사회

대전시 중구 대흥동 216-2

(301-802)

042)252-9916

전라북도 의사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1-18 성원오피스텔 808호
(560-712)

063)284-5070

전라남도 의사회

전남 순천시 중앙동 99번지

(540-210)

061)751-2420

경상북도 의사회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702-824)

053)941-7785

경상남도 의사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 2가 28 씨티랜드 21 1521호
(631-442)

055)240-6223

제주도 의사회

제주도 제주시 상도 1동 701-8

064)757-4640

- 관련 문의사항은 소속 지역 의사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90-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