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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대한뇌졸중학회에
보여 주신 觀心 과 參與에 感謝를 드립니다.
希望찬 새 아침에 健康과 幸運을 祈願하오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聲援 부탁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

대한 뇌졸중 학회 임원 일동 –

♣ 총무위원회
- 신입 회원 가입에 따라 2005년 5월 757명에서 2005년12월 20일 현재 전체 회원은 824명으로
정회원 612명, 준회원200명, 일반회원12명이고, 명예회원은 Dr. Gene, Sung 포함하여
14명입니다.

- 지난 11월25일 추계 학술대회 시 “2005년 대한뇌졸중학회 연구과제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 회비 미납에 대한 개별적 통보 후 회비 납부에 관한 많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진료지침위원회
- 현재 구성된 위원회에 전문과목을 참조하여 추가할 예정입니다.
- Workshop 안내
▶일 시: 2006 년 1 월 6 일 (금)
▶장 소: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주 제: 근거 중심 임상진료지침 개발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 학술위원회
- 2005 년도 대한뇌졸중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11 월 25 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 Critical Care of the Patient with Acute Stroke” 이란 주제로 416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 Special lecture로는 Univ. South .California의 Neuro critical care 및 Stroke program의
director이신 Dr. Gene Sung 의 “ The Changing Organization of Stroke Units in the U.S”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 간행위원회
- 대한 뇌졸중학회지 7권 2호를 발간하였습니다.
12편의 원저와 9편의 증례로 구성 되 어 져 있으며, 앞으로도 학술연구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 투고규정과 학회지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의 < 간행물 > 란 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위원회
- 전문적 지식과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 및 국내 언론기관에게도 유용한 홈페이지가 되기
위해 content 개발에 중점을 둔 학회 홈페이지가 지난 10 월 27 일 새로운 모습으로 Open 하였습니다.
- 각 menu 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회 소개

뇌졸중 소개

교육. 자료

학회 소개, 정관, 연혁

뇌졸중이란?

뇌졸중의 날

명예회원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VOD 강의

임원명단

내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는?

자료실

사무국 안내

FAQ

관련 사이트

회원가입 안내

뇌졸중 News

간행물

학술행사. 소식

회원 공간

투고 규정

국내외 학술행사

자유 게시판, 자료실

학회지 검색

대한뇌졸중학회 정기학술대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역대 학술대회 초록 검색
Newsletter

공지사항

이사회
회원 검색, 회원정보수정
집담회, 사진첩,

- 학회 회원 DB 를 홈페이지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 정보 변경 및 회비 납부 현황
검색이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open행사인 회원정보수정 및 옥의 티를 찾아라 의 당첨자는 1월30일 발표 예정이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 위원회
-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제1회 추계 보수교육이 지난 11월24일 (목) 리츠 칼튼 호텔에서
“Clinical trial in Stroke”이란 주제로 개최 되었습니다.

-

예상인원이 초과됨에 따라 사전등록을 마감하게 된 점에 대해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오며
앞으로 최신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월례집담회 안내
1) 11 월 집담회 (11 월 4 일)
주 제: Matrix metalloproteinases
: From basic to therapeutic application in Clinical stroke
특 강 1: Matrix metalloproteinases in clinical stroke
(건국의대 김한영 교수)
특 강 2: Neurovascular responses in stroke (Prof. Eng H. Lo,Harvard Medical School)
2) 2006 년 1 월 집담회 (1 월 9 일 예정)
증 례: A case with visual disorientation and memory loss
(성균관의대 신경과 박광열 전임의)
주 제: Recent update on Inflammation and Stroke
특 강 1: Experimental aspect
(국립 암센터 김호진 교수)
특 강 2: Clinical aspect
(원광의대 신경과 석승한 교수)

♣ 홍보 위원회
- 2005 년 11 월 마지막 주 전국 26 개소에서 실시 된 뇌졸중 예방 홍보강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의료인을 위한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에 관한 교육 영상물을 제작하여 추계 학술대회 시
배포하였습니다.

♣ 공지사항
-

추계학술대회 시 발급 된 평점카드에 < 근무처 > 와 < 소속 의사회> 를 기재하시어 소속 지역
의사회에 평점카드를 제출 하시어야 교육이 이수되오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2006 년도 국. 내 외 학술대회 일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및 내용

일시

장소

International Stroke Conference from the American
Stroke Association

2006.02.16-18

Gaylord Palms Kissimmee, FL
USA

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58th Annual Meeting

2006.04.01 -08

San Diego, CA USA

대한신경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06.04.14-15

대구 인터불고 호텔

유럽두통학회(EHF)

2006.04.26-29

Valencia, Spain

15th European Stroke Conference

2006.05.16-20

Brussels, Belgium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

2006.05.

미정

한일두통학회

2006.06. 24

리츠 칼튼 호텔

미국두통학회(AHS)

2006.06.22-25

Los Angeles, CA, USA

The Joint World Congress on Stroke

2006.10.26-29

Cape Town, South Africa

Scottsdale headache symposium

2006.11.08-12

Scottsdale, AZ USA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6.11.16-17

그랜드 힐튼 호텔

The Japan Society of Cerebral Blood Flow and
Metabolism

2006.11.11-13

미정

The third Korean Japanese Joint Stroke Conference

2006.11.24-26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