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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그마학회 소식지
(2019년 상반기)

한국시그마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 at Large에서

2019년도 상반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62회 춘계 Open Forum
제62회 춘계 Open Forum이 4월 27일(토)에 중앙대학교 103관 106호에서 ‘보건의료윤리’ 주제로 개최되었
습니다. 공병혜 교수(조선대)의 ‘탄생철학-죽음의 철학을 넘어서’, 안성희 교수(가톨릭대)의 ‘인공지능과 휴
머니티’, 박상은 의료원장(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의 생명윤리’에 대한 강연과 2019
년도 상반기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우수 박사학위논문계획서에 대한 시상과 지원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후학세
대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
이름

소속

제목

장선미

서울대학교

임상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 측정 도구 개발

정수진

경희대학교

병원 간호사의 침묵 행위 측정도구 개발

■ 제33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제33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6월 26일(수)에 중앙대학교 103관 106호에서 “대상자중심간호의 방향성 제고”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김지학 소장(한국다양성연구소)의 ‘다양성 존중 이론 및 관련 요인’, 장금성 교수(전남대)의
‘환자경험과 서비스 디자인’의 주제 강연이 있었으며 심사를 거쳐서 우수포스터가 선정되어 이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
니다. 김경희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2018~2019년도 회무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2019~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오픈포럼과 정관개정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도 Sigma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이름

소속

제목

윤영희

서울대학교

A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of Cancer
Patients and Cancer Survivors

하정민

중앙대학교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Interpersonal Dependency, and
Anger among women in South Korea

2019년도 제33회 정기학술대회 우수포스터
이름

소속

제목

김은진

한양대학교

중년전기 남성 직장인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군집유형에 따른 모바일헬스 활용인식과
예방건강행위

서예지

중앙대학교

Mediating Effect of Victimi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and Alcohol Use Behaviors among Korean Adolescents

심정은

한양대학교

Concept Analysis of Health Literacy for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ease
: Hybrid Model Approach

■ 2019년도 신입회원 입회식
2019년도 신입회원 입회식이 6월 26일(수) 중앙대학교 102관 11층 University Club에서 개최되었습니다. 7개
회원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44명의 신입회원(경희대 2명, 서울대 3명, 연세대 8명, 이화여대 7명, 중앙대 18명,
충남대 4명, 한양대 2명)과 전환회원 1명(연세대)의 입회식이 있었습니다. 시그마학회에 입회한 신입회원을
위한 이태화 교수(연세대학교)의 ‘Global health Nursing-Collaboration at work: Development of the First
postgraduate nursing program in Bangladesh’ 특강과 회원대학 대표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

국제학술대회 안내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45 th Biennial Convention
일 시 : 2019. 11. 16 - 20
장 소 : Washington, DC, USA
https://www.sigmanursing.org

●

후학세대 지원
한국시그마학회에서는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추후 공지 참조).
-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대학원생 2인)
- 국제학술대회참가비 지원(발표자 2인)
문의: 서예지 간사(sigmakorea263@gmail.com)

우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102관 524호
www.sigmakorea.org / sigmakorea26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