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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 large(Korea)에서 2018년
도 상반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 60회 춘계 Open Forum
제 60회 춘계 Open Forum이 4월 28일(토)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창조관에서 ‘저출산 시대의 여
성 건강과 출산문화에 대한 재고’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탁성희 학술위원장 사회로 진행되었
으며, 김경원 교수(대구한의대)의 ‘동양철학에서 여성과 아동건강’, 김수 교수(연세대)의 ‘출산문화운
동과 여성건강, 간호의 역할’, 김현경 교수(KC대)의 ‘한국 출산문화와 간호’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
다.

■ 2018년 상반기 후학세대 지원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우수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과 2018년도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
원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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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사증후군 폐경 여성을 위한 디톡스 식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치매두려움 측정도구 개발

2018년도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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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2회 정기학술대회
제 32회 정기학술대회가 6월 28일(목)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자유관에서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nd Practice in Health Care”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안신기 교수(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김은미 교수(이화여자대학 국제대학원), 노영숙 교수(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의 주제 강연
이 있었으며 심사를 거쳐서 우수포스터가 선정되어 이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정기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이름

소속

주제

이영진

서울대학교

박하영

연세대학교

설근희

고려대학교

여대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성적 자율성과의 관계
Inter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 A Systematic Review
Linalyl acetate prevents hypertension-related ischemic
injury

■ 2018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이 제 32회 정기학술대회가 6월 28일(목)에 정기학술대회 후
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태화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17~2018년도 회무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차기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
였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신임회장이 2018~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 신임임원진을 소
개하고 총회 인준을 받았으며, 정관개정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6개 회원대학으로
부터 추천받은 17명 (서울대 4명, 연세대 10명, 이화여대 2명, 중앙대 1명, 충남대 2명, 한양대 1명)
신입회원과 전환회원 3명의 입회식이 있었습니다. 시그마학회에 입회한 신입회원을 위한 김옥수 교
수(이화여자대학교)의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특강과 친목모임이 있었습니다.

■ 흥미그룹(Interest Group) 지원
시그마학회 흥미그룹 연구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흥미그룹 논문/활동지원 심사가 있었
습니다. 지원 대상 흥미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흥미그룹 논문/활동지원 대상 그룹
지원내역

흥미그룹명

연구제목 및 활동

지원현황

1) 노인죽음에 관한 Systematic Review
2) 죽음 관련 임종징후에 대한 연구결과 저널에
발표
Gerontology I

3) 노인의 자아통합감 후속연구로 노인초월에

(리더: 김남초)

대한 주관성 연구에 대한 논문 작성 후
투고함
4) Chronic illness 번역본 출간

활동지원

5) 완화 간호 관련 책 번역 중
1) 정기 콜로키움 6회 개최

50만원

2) 시그마학회 2015년 흥미그룹 논문지원 선정
Women Health
(리더: 정금희)

연구논문 SCI 학술지 게재
3) 공동연구논문 발표 및 교재 발간 진행
- 여성건강과 비판적 사고 2 저서 출판 준비
- 문화간호역량 도구 개발 연구보고서 게재
진행 중
1) 정책연구 주제개발

신규지원

간호윤리 연구회
(리더: 안성희)

2) 국내외 간호윤리 연구경향 검토
3) 학술대회 개최
4)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5) 정기모임

20만원

■ 공지사항

▘국제학술대회 안내
시그마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
탁드립니다.
STTI 29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 일시 : 2018. 7. 19 - 23
- 장소 : Melbourne, Australia
- http://www.nursingsociety.org
▘후학세대 지원
한국시그마학회에서는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추후 공지 참조).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대학원생 2인)
- 시그마 국제학술대회참가비 지원(발표자 2인)
- 회원대학에서 추천받은 우수졸업생(석사)에게 시그마학회장상 수여(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문의: 서예지 간사(sigmakorea26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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