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뇌졸중의 날을 위한 코비디엔과 세계 뇌졸중 기구의 협력
뇌졸중은 전세계 사망원인 2 위의 질병으로 6 초마다 생명을 앗아갑니다. 코비디엔은 올해 세계 뇌졸중
캠페인의 플래티넘 후원사로서 뇌졸중과 그 영향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자 세계 뇌졸중
기구를 후원합니다. 또한, 글로벌 세계 뇌졸중 기구의 프로그램 후원을 통해 뇌졸중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교육
자료 및 기타 인식 개선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캠페인 웹사이트와 뇌졸중, 위험 요소, 예방 및
치료 옵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자료도 제공합니다.
코비디엔은 세계 뇌졸중 기구와 협력하여 세계 뇌졸중 캠페인을 통해 뇌졸중 및 뇌졸중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에 10 월 29 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글로벌 캠페인 ‘Take 2 Tell 2’
(2 명에게 말하는데 2 분이면 충분합니다)를 실시함으로써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ake 2 Tell 2’ 캠페인은 2 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뇌졸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분이면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으며, 뇌졸중 예방, 시험, 징후 및
치료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웹사이트(www.take2forstroke.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신이 즐겨 찾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해시태그 #2 분으로뇌졸중예방(#Take2forStroke)을 사용해 동영상 및 사진으로 뇌졸중 관련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코비디엔 소개
코비디엔은 전문의료진과 환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혁신적인 의료기술 솔루션과 환자 케어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업체입니다. 코비디엔의 헌신적인 전문가들은 환자들과 간병인을
위해 전 세계에서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3 만 8000 여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중인 코비디엔은 150 개 이상의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3 년 매출액은 102 억
달러에 이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코비디엔 홈페이지 www.covidien.com 또는 공식 트위터 계정
www.twitter.com/covidien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뇌졸중 기구 소개
세계 뇌졸중 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 WSO)는 뇌졸중 퇴치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적인 대표
기관입니다. 2006 년 10 월에 세워진 WSO 의 임무는 예방, 치료 및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전 세계의
뇌졸중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뇌졸중 지원 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의 개인 및 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WSO 는 뇌졸중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개선하는 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공식적으로
연계된 유일한 국제 뇌졸중 NGO 입니다.
세계 뇌졸중 기구는 국제뇌졸중학회(ISS)와 세계뇌졸중연맹(WSF)의 합병을 통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국제뇌졸중학회는 1989 년에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개인 회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세계뇌졸중연맹는 2004 년 6 월에 전문가와 뇌졸중 지원 집단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후 이 두 기관의
이사회는 전문 뇌졸중 지원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목소리로 대변하여 뇌졸중을
퇴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였고, 2006 년 10 월 29 일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세계 뇌졸중 총회에서 세계
뇌졸중 기구로 통합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의 세계 뇌졸중 기구는 유명한 국제 뇌졸중 저널을 발간하고, 2 년마다 열리는 세계
뇌졸중 총회를 조직합니다. 제 9 차 세계 뇌졸중 총회는 2014 년 10 월 22 일부터 25 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85 개국의 개인 회원 약 2,000 명과 학회 회원 약 60 기관이 활동하고 는 세계
뇌졸중 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world-stroke.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