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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학회 한국지부 2012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
(2012.7.1. - 2013. 6.30)
정기학술대회(1회)
총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

-2013년 6/7월,
-2013년 6/7월

Open Forum(2회)

-2012년 11월
-2013년 5월

Interest Group 운영

-활동비 지급
-신규 Interest group leader 지원
-논문 게재 지원(시그마학회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시

회원 확보

-회원

후학세대 지원

-후학세대 지원사업 심사:
·학위논문계획서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 장학생지원,
시그마학회장상(학부생)

회원대학대표자회의 개최
소식지 발간

입회 격려 및 입회심사

-년 1회
-년 2회(상반기/하반기)
- STTI본부 홈페이지 The Circle 활성화
- Asian Regional Committee교류
-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위한 후원:
·한국간호과학회, 국제한인간호재단 등

네트워킹

2012년 상반기 후학세대 지원

2012년도박사학위논문 연구 지원 대상자

2012년도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대상자
이름

소속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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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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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Training Applied Role Pla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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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박사

the Sigma Theta 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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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ences of Patient's family

the Sigma Theta Tau

in the general ward after discharge

International's 23rd

from ICU in Korea: Getting

International Nursing

Acquainted with the hope that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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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itude coping with death,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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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and performance regarding end of life
among korean nurses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pportive care in cancer

제 26회 정기학술대회

2012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

STTI 23rd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제3차 Asian Regional Committee(ARC) Meeting

제49회 추계 Open Forum

공지사항
▘후학세대 지원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에서는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추후 공지 참조).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2012년 하반기 대학원생 2인)
-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장학금 지원(2013년 상반기 대학원생 4인)
- 회원대학에서 추천받은 우수졸업생(학부)에게 시그마학회장상 수여(2013년 2월 졸업예정자)
문의: 이수진 간사 (sigma_korea@yahoo.co.kr, TEL : 02-740-8457)
▘학술대회 안내
시그마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TTI 24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 일시 : 2013. 7.22-26
- 장소 : Prague, Czech Republic
- 초록마감 : 2012. 12.05.(http://www.nursingsociety.org 참조)
STTI 42nd Biennial Convention
- 일시 : 2013. 11.16-20
- 장소 : Indianapolis, Indiana, USA
- 초록마감 : 2013. 1.30. (http://www.nursingsociety.org 참조)

<제26회 정기학술대회, 신입회원 입회식>

<STTI 23rd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Brisbane, Austrailia. STTI Prevost 회장과 한국참
석자들>

<제3차 Asian Regional Committee(ARC) Meeting, Brisbane, Austrailia >

<제49회 추계 오픈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