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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그마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 large
(Korea)에서2020년도 상반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2020-2021 임원단 출범
2020년 6월 정기총회 온라인 서면결의를 통해 81명의 참여회원
전원동의로 서울대학교 김혜원 회장이 이끄는 2020-2022 임원단이

인준되었다.
김혜원 한국시그마학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모성간호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앞으로 제 17대 임원진들과 함께 시그마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한국시그마학회가 간호학문의 발전과 간호대상자의
건강증진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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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상반기 후학 세대 지원 사업

2020 년도 상반기 후학 세대 지원 사업으로 박사 학위 논문 계획서 및 국제 학술 대회
참가 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2020 년도 상반기 박사 학위 논문 계획서 지원

정수정
서울대학교
지역 사회 노인의 건강 노화 구조 방정식 모형 : ICF 모델 기반

소감: 한국시그마학회 2020년도 상반기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지원에
선정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고,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임하겠습니다.

최문지
경북대학교
뇌 문제 훈련이 정서 행동 문제 청소년에게 기능 효과

소감: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간호 학술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시그마학회의 장학금 수혜자가 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다 질 높은 논문을 완성하여 간호 학술의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 2020 년도 Sigma 국제 학술 대회 참가 지원
고민선
경동대학교
Development and Feasibility Test of a Antenatal
Educational Program for Adjustment of Pregnant Couple

소감: Sigma 국제학술대회 참가지원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아부다비에 직접 가서 발표하지는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Virtual 발표를 실시간으로 들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수진
홍콩대학교
Cognitive debriefing findings on the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the shortened perception of aggression
scale

소감: '2020년도 Sigma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제 학술 대회 안내

시그마 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한국 시그마
학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Chapter Leadership Connection“

∙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Creating Healthy Work Environments“

- 일 시 : 2020. 09. 11 - 13

- 일 시 : 2021. 02. 19 - 21

- 장 소 : Indianapolis, Indiana, USA

- 장 소 : Austin, Texas, USA

- 바로가기 »

- 바로 가기»

■

후학세대지원

한국시그마학회에서는 후학세대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 하반기 박사학위논문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상: 현 한국시그마학회 회원 또는 입회예정인 자로 회원대학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
- 지원금: 50만원/1인
- 인원: 2명 내외
- 신청기한: 2020.09.30. 18:00
- 구비서류 및 제출: 한국시그마학회 홈페이지 참고
문의: 김희정 간사(sigmakorea263@gmail.com)

■

제 64회 추계오픈포럼 안내

한국시그마학회에서는 오는 10월 31일(토) 제 64회 추계오픈포럼을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이용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0년 10월 31일(토) 9시-12시
- 장소: Zoom (사전등록자에게 링크 전달 예정)
- 주제: XR-기반 간호실무교육의 전망
* 등록비 및 접수: 추후 한국시그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2020년도 9월 신입회원 모집 안내

한국시그마학회에서는 간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개발하며, 전문직 표준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해나갈 신입회원 및 전환회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학부생, 석박사생, 간호계지도자
- 구비서류: 학부생, 석박사생 - 신입회원 입회원서 및 추천서 각 1부
간호계 지도자 - 신입회원 입회원서 1부(추천인 3인 명단 포함)
- 제출처: 한국시그마학회 이메일 (sigmakorea263@gmail.com)
- 신청기한: 2020.09.30. 18:00
* 자세한 내용은 한국시그마학회 홈페이지 www.sigmakorea.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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