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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 large(Korea)에서 2013년도 하
반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 51회

Open Forum 성료

제 51회 추계 오픈포럼이 11월 9일(토)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2층 강당에서 “간호정보
학에서의 다양한 연구방법론”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박명화 교수(충남대학교), 조인숙 교수(인하대
학교) 그리고 윤은경 교수(경희대학교)의 주제 강연과 2013년도 하반기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우수
박사학위논문계획서에 대한 시상과 지원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후학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
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 대상자

이름

차지은
전혜진
박지영

소속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제목

자기조절모형에 기반한 혈액투석인의 자기관리 모형구축
공유의사결정 모형에 근거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대사증후군 환자의 생활습관 개선에 미치는 효과
생태학적 접근에 의한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증진행위 영향
요인: 다수준 분석의 적용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42nd Biennial Convection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42nd Biennial Convection 이 11월 16일 부터 20일 까지
1922년에 발족 된 국제시그마학회 본부가 있는 미국 인디에나폴리스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회에
앞서 11월 16일 부터 18일 까지는 학술대회가 열렸고, 17일에는 아시아지역 8개국 대표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11월 19일 과 20일에는 국제시그마학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2000
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한국지부에서는 송미순 회장(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대표로 참석하였습
니다.
이번 총회에서 헤스터 클로퍼(Hester Klopper, 전 남아공간호대학장포럼 의장)신임회장이 취임하였
습니다. 그리고 임원선거를 통하여 캐시 카트람본(Cathy Catrambone, 러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 차기회장(2015년~2017년)으로, 클라우디아 라이(Claudia Lai, 홍콩폴리텍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가 한국지부가 소속된 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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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회장 클로퍼는 탁월한 학문적 성취와 지도성을 인정받은 간호지도자로서, 남아프리카의
University of Western Cape 간호대학 교수와 학장으로 재직하였으며, 국제 시그마학회에서도 여
러 직책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로 북아메리카 외에서 당선된 회장입니다. 클
로퍼 회장은 취임식에서 회원들에게 Serve locally(지역사회에 봉사하고), Transform regionally
(사회를 변화시키며), Lead globally(세계를 선도해 나가자) 등의 세 가지 행동강령을 제시하였습니
다.

2014년도 학부 졸업예정자 시그마학회장상 수여
2014년도 시그마학회장 상을 수여받은 13개 회원대학의 졸업예정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 13개 회원대학
학교

학부 졸업예정자 시그마학회장상
성명
학교

성명

가톨릭대학교

김지은

연세대학교

김하림

경북대학교

허선희

이화여자대학교

차세희

경희대학교

이예나

전남대학교

윤상아

계명대학교

정민지

중앙대학교

조현미

고려대학교

김보나

충남대학교

송윤정

부산대학교

윤선영

한양대학교

김나윤

서울대학교

김도연

시그마학회 한국지부 설문조사 결과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에서는 학회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그마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13
년 8월 23일 부터 2013년 8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
니다(응답자 수 : 65명).
1. 시그마학회 한국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순위

시그마학회 해외지부와의 학문적 교류 및 연계

1순위

오픈포럼 형식의 간호학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 제공

2순위

교수 및 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

3순위

리더십 함양과 간호계 지도자 양성

4순위

간호학문 발전

5순위

본부 프로그램을 한국회원에게 연결시키는 작업

6순위

흥미그룹의 활동 지원

7순위

국내외 취약집단을 위한 봉사활동

8순위

2. 앞으로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에서 시행하기를 바라는 사업
사업

응답자 수(명)

STTI와의 학문적 교류 및 연계를 통한 국제화

8

Sigma의 Honor Society 정체성 확립 및 홍보

4

교수 및 대학원생 연구 활동 지원 확대

3

다양한 학술활동 및 전국 단위의 참여유도

3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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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그룹(Interest Group) 지원
2013년도 시그마학회 한국지부 흥미그룹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역

흥미그룹

신규그룹 승인 및
대한보건연구회
지원

지원현황
2013년 1월 31일 신규그룹 신청(리더: 이성은 교수)
20만원 지원

Interest group

Nursing

제51회 추계 오픈포럼 발표

지원

Informatics

20만원 지원
이영휘, 장성옥, 공은숙, 김남초, 김춘길, 김희경, 송미순, 안수

논문지원

GerontologyⅠ

연, 조명옥, 최경숙(2013). 노인의 섬망 사정을 위한 도구의 임상
적 사용 용이성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5(6), 655-664.
50만원 지원

국제 시그마 본부 새 chapter를 위한 전자투표 진행
미국의 국제 시그마본부에서는 2014년도에 신규 chapter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한 전 세계 chapter 대표들의 전자투표를

5개 chapter에 대

진행하고 있다. 2월 말까지 투표가 끝나면 신 규

chapter입회 여부가 결정 된다. 올해 입회를 원하는 chaper는 5개로서 모두 미국 내 chapter이다.
후보 chapter는 nia baptist university, Francis Marion University, Massachusetts College of
Pharmacy and Health Sciences, MidAmerica Nazarene University, Sentara College
Health Sciences이다.

공지사항
▘ 후학세대 지원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에서는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추후 공지 참조, 3월 중 안내문 발송예정).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대학원생 2인)
-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장학금 지원(발표자 2인)
문의: 윤미라, 이수진 간사 (sigmakorea263@gmail.com

§

TEL : 02-740-8431)

흥미그룹(Interest Group) 지원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에는 현재 20개의 흥미그룹이 있습니다. 시그마학회 회원은 하나 이상의
흥미그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흥미그룹 리더에게 연락하여 신청하시
면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규그룹 승인 및 지원: 20만원 지원
- 활동비 지원: 오픈포럼에서 발표한 그룹에게 20만원 지원
(2014년 춘계오픈포럼 발표시 지원 예정)
- 연구비 지원: 저자 중 50%가 시그마학회 회원이고, 학술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표기가 된 논문(지원조건).
1)국문:“ 본 논문은 OOOO년도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의 Interest Group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terest Group research grant of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 Lambda Alpha
Chapter-at-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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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학회 신입회원 모집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에서는 신입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추후 공지참조).
- 일시: 3월 중

▘제52회 춘계 Open Forum
- 일시: 2014. 4. 26
- 장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주제: 대학보건 (추후확정 예정)

▘국제학술대회 안내
시그마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TTI 25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Engaging Colleagues: Improving Global Health Outcomes
- 일시 : 2014. 7. 24-28
- 장소 : Hong Kong
http://www.nursingsociety.org/STTIEvents/ResearchCongress/Pages/2014_HongKong_Abstracts.aspx
참조

제 51회 추계 Open Forum

추계 Open Forum 참석자 단체사진

박명화 교수(충남대학교)

조인숙 교수(인하대학교)

윤은경 교수(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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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사학위논문 계획서 시상

Interest Group 지원금 전달

박지영, 전혜진, 송미순 회장, 차지은 학생

송미순 회장과 박현애 교수

(왼쪽에서부터)

(Nursing Informatics leader)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42nd Biennial Convection

Dr. Hester Klopper 회장과 송미순 회장

Asia Regional Meeting

우 110-79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동 401호 / www.sigmakorea.org

전화 (02) 740-8431 /

sigmakorea26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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