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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 large(Korea)에서 2017년
도 상반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 58회 춘계 Open Forum
제 58회 춘계 Open Forum이 4월 22일(토)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창조관에서 ‘건강한 통일 준비
와 간호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탁성희 교수(서울대)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희숙
교수(동남보건대)의 ‘북한보건의료실태와 간호의 역할’, 서임선 교수(백석문화대)의 ‘탈북간호 대학생
적응과 멘토링’, 신기수 교수(중앙대)의 ‘탈북여성 건강관리’, 김옥심 석사과정(고려대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의 ‘남북간호교육의 비교’ 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 2017년 상반기 후학세대 지원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우수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과 2017년도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 대상자
이름

소속

김주아

서울대학교

이민경

이화여자대학교

조성혜

연세대학교

제목
대사증후군 폐경 여성을 위한 디톡스 식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치매두려움 측정도구 개발
중국이주근로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2017년도 시그마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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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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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회 정기학술대회
제 31회 정기학술대회가 6월 28일(수)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자유관에서 “지능정보사회와 미래 간
호인재교육의 패러다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유정완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강화
선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명하 교수(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신현숙 교수(경희대학교 간호과
학대학)의 주제 강연이 있었으며 심사를 거쳐서 우수포스터가 선정되어 이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
다.
2017년도 정기학술대회 우수 포스터
이름

소속

주제

최윤아

연세대학교

이미자

이화여자대학교

설근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 선천성 심장병 환자의 자기관리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Anti-inflammatory effects of trans-anethole in a mouse model of
COPD

■ 2017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
2017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입회식이 제 31회 정기학술대회가 6월 28일(수)에 정기학술대회 후
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진리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태화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16~2017년도 회무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2017~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정관개정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10개 회원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33명 (경북대 1명, 경희대 1명, 계명대 1명, 고려대 8명, 서울대 1명, 연세대 9명, 이화여
대 5명, 중앙대 3명, 충남대 3명, 한양대 1명) 신입회원과 전환회원 2명의 입회식이 있었습니다. 시
그마학회에 입회한 신입회원을 위한 김희순 교수(연세대학교)의 “Young Scholar의 학문적 도전과
리더십” 특강과 친목모임이 있었습니다.

■ 흥미그룹(Interest Group) 지원
시그마학회 흥미그룹 연구 및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흥미그룹 논문/활동지원 심사가 있었
습니다. 지원 대상 흥미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도 흥미그룹 논문/활동지원 대상 그룹
지원내역

흥미그룹명

연구제목 및 활동

지원현황

1) 노인죽음에 관한 Systematic Review
활동지원

Gerontology I
(리더: 김남초)

2) 평화로운 노인죽음을 위한 임종징후에 대한
의료인 의견 델파이 조사

50만원

3) 교재 번역 중
1)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간호교육제도를
파악하고 남북간호교육 제도의
통합방안모델을 연구한다.
2) 탈북민의 건강문제와 실태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과 운영을 통해
신규지원

통일과 간호
(리더: 김희숙)

탈북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3) 통일공감대를 인식하고, 남북교류를 대비한
남한의 간호학자와 간호사 및 북한출신
간호인들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해 통일 전, 통일 과정, 통일
후의 간호교육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20만원

■ 공지사항

▘국제학술대회 안내
시그마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
탁드립니다.
STTI 28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 일시 : 2017. 7. 27 - 31
- 장소 : Dublin, Ireland
- http://www.nursingsociety.org
▘후학세대 지원
한국시그마학회에서는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
심 부탁드립니다(추후 공지 참조).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대학원생 2인)
- 시그마 국제학술대회참가비 지원(발표자 2인)
- 회원대학에서 추천받은 우수졸업생(석사)에게 시그마학회장상 수여(2018년 2월 졸업
예정자)
문의: 윤예슬 간사(sigmakorea26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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