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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학회 한국지부 김옥수 신임회장 인사말
2014년 7월부터 2년간 시그마학회 한국지부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 large)의 회장을 맡게 된 김옥수입니다.
시그마학회는 한국의 다른 간호학회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의 학회입니다.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STTI)은 1922년에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에
서 간호학의 excellence를 지향하며 탄생된 honor society가 성장하여 국제적 조직으로 발전된 된
학회입니다. STTI는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미, 오세아니아에 지역조직이
있고, 이 지역 조직에는 약 500개의 chapter에 13만 5천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에는 한
국을 비롯한 싱가폴, 홍콩, 대만, 파키스탄, 일본, 태국, 아르메니아 등 8개국이 각기 chapter를 조
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그마학회는 간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조직망이 잘 이루어
진 학회이며 연륜이 오랜 만큼 간호학계의 리더 배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간호학문의 최신경향을 잘 소통하고 있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STTI의 비젼은 세계인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의 활용, 학술활동, 그리고 서비스를 선도
하는 간호사들의 global community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한국시그마 학회는 이러한 STTI의 비
젼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조직망을 기반으로 1989년 발족한 이후 해외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
국 간호계의 수월성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해 오고 있습니다.
STTI 본부의 현재 회장인 Hester C. Klopper 박사는 2013년 시그마학회 회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행동강령인 serve locally, transform regionally, lead globally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간호학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그마학회의 회장으로서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의 수월성을 향한 전통을 이어가며 한국간호
의 리더쉽 개발과 지식발전을 위해 시그마의 국제적 조직망을 활용하여 회원들을 지원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14대 시그마학회 한국지부 임원단 소개
시그마학회 한국지부 제 14대 임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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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회(상반기/하반기)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유지 위한 후원
(한국간호과학회, 국제한인간호재단 등)

제 52회 춘계 Open Forum 개최

2014년 4월 26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2연구동 104호에서 “우리나라 대학보건의 현황과 발전
방향“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대학보건 Interest Group 구성원들의 주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2014년 상반기 후학세대 지원

2014년 6월 27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된 제 28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우수 박사학위 논문 계획서 및 시그마 학술대회 참가 지원자에 대한 지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후
학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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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회 정기학술대회

W

:

‘

측정 도
구의 개발과 평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김아영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와 박창기
교수(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주제 강연과 12편의 포스터 논문 발표 및 우수 포스터 논문 시상이
2014년도 제 28회 정기학술대회가 6월 27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간호학 연구

있었습니다.

2014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이 6월 27일 제 28회 정기학술대회 후에 서울대학교 간호
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송미순 회장의 개회선

언을 시작으로

2013-2014년 회무보고, 사업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김옥수 신임회장의 2014-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에 대한 보고와 정관개정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6개 회원대학으로부터 추천받
보고,

은 46명(가톨릭대 2명, 경북대 2명, 경희대 1명, 서울대 10명, 연세대 11명, 이화여대 20명)신입회
원의 입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STTI the 25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Engaging Colleagues: Improving Global Health Outcomes 주제
로 개최된 STTI 25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에 한국지부에서는 김옥수 회장님
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이 참석하여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 등의 학술활동을 통한 학문적 교류
2014년 7월 24일-28일 홍콩에서
th

를 하였습니다.

공지사항
후학세대 지원

▘

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하오니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에서는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추후 공지 참조).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2015년 상반기 대학원생 2인)

표자 장학금 지원(2015년 상반기 대학원생 4인)
- 회원대학에서 추천받은 우수졸업생(석사)에게 시그마학회장상 수여(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문의: 이민경 간사
(sigmakorea263@gmail.com)
-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발

학술대회 안내

▘

래
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TTI 26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 일시 : 2015. 7.23-27
- 장소 : San Juan, Puerto Rico
- 초록마감 : 2014. 12.10.(http://www.nursingsociety.org 참조)

시그마학회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아 와 같이 개최

<제28회 정기학술대회, 신입회원 입회식>

<제52회 춘계 오픈 포럼>
길52 이화여자대학교 헬렌관 115-B호
/ sigmakorea263@gmail.com

우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www.sigma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