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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그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at large Chapter (Korea)에서
2018년도 하반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61회 추계 Open Forum
제61회 추계 Open Forum이 12월 1일(토)에 중앙대학교 310관 B502호에서
‘Innovative Perspectives in Nursing Research Method’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Allison P. Squires 교수(뉴욕대)의 ‘Cross-Language Research Method’, 윤은경 교
수(경희대)의 ‘System Dynamics Approach for Nursing Research’, 유권종 교수(중
앙대)의 ‘Research Approach on Understandings of Human Mind’에 대한 강연과
2018년도 하반기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우수 박사학위논문계획서에 대한 시상과 지원
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후학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 대상자
이름
김윤정
정미정

소속

제목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암 생존자의 가임력과 관련된 경험
경희대학교

뇌종양 환자 가족 적응 예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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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가

2018년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800여명의 회원이 참석
하였으며, ‘Innovative Global Nursing Practice and Education Through Research

and Evidence-Based Practice’의 주제로 세계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혁신적인 연구와
근거 기반 실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Debra
Thoms(RN, RM, FACN, FACHSM: CEO of ACN [Australian College of Nursing])는
“Of Kangaroos, Koalas, and Platypi”의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으며, 2018년 7월 20일
Dale Beatty(DNP, RN, NEA-BC: Board Certified Nurse Executive - Advanced [NEA
-BC])는 “Developing Change Agents in an Ever-Evolving Healthcare Delivery
System”의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3일 Patricia E.Thompson(EdD,
MSN, RN, FAAN: past Sigma president)은 “Advancing Nursing and Midwifery
Through Innovation and Leadership”의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Interest Group(STTI, Lambda Alpha Chapter-at Large)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 Large(Korea)에서는
Interest Group의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신규 그룹 지원 및 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활동
지원을 받은 흥미그룹은 한국시그마학회의 오픈포럼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Interest Group이 Leader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흥미그룹
활동지원 대상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흥미그룹 활동지원 대상 그룹
지원내역

흥미그룹명
간호사상연구회
(리더: 공병혜)

연구활동

지원현황

의료 윤리,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병원 문화,
사회적 구조와 갈등에 대한 논의 및 연구

활동지원

50만원
Women Health 여성건강 관련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회지 게재,
(리더: 정금희)

역서와 저서를 꾸준히 발표

2019년도 한국시그마학회장상 수여
시그마학회의 이념과 목표에 준하는 우수한 학업성적과 간호학자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
휘할 가능성이 있는 석사 우수 졸업생 각 1명을 선정하여 한국시그마학회장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2019년도 한국시그마학회장상을 수여받은 13개 회원대학의 석사 졸업자는 다음
과 같습니다.
2019년도 한국시그마학회장상 수여자
학교

성명

학교

성명

가톨릭대학교

김지영

연세대학교

지현주

경북대학교

박지현

이화여자대학교

김소라

경희대학교

변승

전남대학교

이훈아

계명대학교

최진규

중앙대학교

김혜진

고려대학교

권은정

충남대학교

민영순

부산대학교

장수정

한양대학교

김은희

서울대학교

박열매

2018년도 한국시그마학회 신입회원
2018년도에는 6개의 회원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17명의 신입회원이 입회하였습니다.
2018년도 한국시그마학회 신입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도 한국시그마학회 신입회원 명단
학교

신입회원

서울대학교

유수영, 이주연, 이지연, 정민영

연세대학교

김수경, 문설주, 박수인, 박진영, 이상은, 이주리, 최자현

이화여자대학교

양민지, 민혜영

중앙대학교

김소희

충남대학교

고민선, 김지순

한양대학교

이소영

▘국제학술대회 안내
한국시그마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30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 일 시 : 2019. 7. 25 - 29
- 장 소 : Calgary, Alberta, Canada
- https://www.sigmanursing.org
th

⦁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45 Biennial Convention
- 일 시 : 2019. 11. 16 – 20
- 장 소 : Washington, DC, USA
- https://www.sigmanursing.org
▘후학세대 지원
한국시그마학회에서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
립니다(추후 공지 참조).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대학원생 2인)
-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발표자 2인)
문의: 서예지 간사(sigmakorea26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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