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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 large(Korea)에서 2013년도 상반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 50회 Open Forum

제 50회 춘계 오픈포럼이 4월 20일(토)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2층 강당에서 “국내 간
호연구의 최신동향‘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신현숙 교수(경희대학교), 황선영 교수(한양대학교) 그
리고 이수경 박사(서울대학교 의생명 연구실)의 주제 강연과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우수 박사학
위논문계획서에 대한 시상과 지원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후학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다
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 대상자

이름

소속

방활란
김연정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제목

노인요양시설 뇌졸중 노인의 연하훈련 프로그램 개발
여성 암환자의 외상 후 성장구조모형

제 27회 정기학술대회

제27회 정기학술대회가 7월 5일(금)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2층 강당에서 “간호와 예술
의 만남”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명옥 연자(사비나 미술관 관장)와 정주아 연자(서울대학교 기
초교육원)의 주제 강연이 있었고 포스터 세션에서는 21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술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서 우수 포스터가 선정되었고 이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후학세대 지원사업
으로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자에 대한 지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우수 포스터 및 후학세
대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정기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이름

제목

Jumin Park,
Deborah B. McGuire

Pain fatigue sleep disturbance and depression evidence for a symptom cluster
in cancer

김선화, 이태화
김인숙, 황선영
이경은, 이태화
조은희, 임은실

간호사의 공감피로 신체화 증상 및 침묵 반응과의 관계
뇌졸중 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건강관련 기능수준의 변화

2013년도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대상자
이름

소속

주제

학회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Clinical Ladder System,
민아리

연세대학교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TI 42nd Biennial
Convention

Empowerment based on Nurses’ Clinical
Career Stage

Disparities in Supportive Care Needs
이지혜

서울대학교

between Cancer Patients and Health

STTI 24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Professionals

2013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이 7월 5일(금)에 제 27회 정기학술대회 후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2층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송미순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12-2013
년도 회무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2013-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에 대한 보고와 정관개정 및 Interest group 관리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8개
회원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45명 (경희대 2명, 계명대 3명, 고려대 1명, 서울대 7명, 연세대 9명,
이화여대 7명, 중앙대 15명, 충남대 1명)신입회원의 입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시그마학회에 입회
한 신입회원을 위해 엄영란 교수(순천향 대학교)의 “Sigma Theta Tau Leadership” 특강과 시
그마학회 차기회장 김옥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주관하는 신입회원 활성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4차 Asian Regional Committee(ARC) Meeting

최희승 총무는 한국대표로 2013년 2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4차 Asian Regional
Committee(ARC) Meeting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ARC coordinator인 홍콩 Chapter Claudia Lai
교수가 회의를 주재 했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홍콩, 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요 안건
은 각 chapter별 중점 사업내용 및 방향, Chapter leader platform (Speaker pool) 개발 방안,
chapter들이 조인트 학회 개최 방안 등 이었습니다. 또한 학회 활성화를 위해 각 chapter 에서 사
용하고 있는 전략들을 공유하고 시그마 학회 본부에서 제시하는 비전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Interest Group(STTI, Lambda Alpha Chapter-at large)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 large(Korea)

에서는 Interest Group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 지급, 신규그룹지원, 오픈포럼 발표그룹 지원 및 논문게재지원(사사표기 의
무화, 흥미그룹 회원 중 50%이상이 저자로 참여하는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Interest
Group 이 Leader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도 신규 Interest Group으로 대한보건
연구회(리더: 이성은 교수)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nterest Group 활성화를 위해 2013년 7
월 5일 정기총회에서 Interest Group 관리기준(1년간 보고서가 없으면 inactive, 연속 3년 동안
inactive이거나 보고서가 없으면 group 소멸)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후학세대 지원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에서는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추후 공지 참조).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대학원생 2인)
-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장학금 지원(발표자 2인)
- 회원대학에서 추천받은 우수졸업생(학부)에게 시그마학회장상 수여(2014년 2월 졸업예정자)
문의: 윤미라, 이수진 간사 ( sigmakorea263@gmail.com TEL : 02-740-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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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회 춘계오픈 포럼>

<제27회 정기학술대회>

<포스터 시상>

<제27회 정기총회>

<2013년도 신입회원 입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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