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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LY NEWS
OKNA 간호사회원여러분들,
유난히도 뜨거웠던 남가주의 날씨 였습니다만, 해외에 그리고 다른 지역
에 계시는 우리회원들께서는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벌써 가을을
훌쩍 넘어선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5 년 6월 총회를 다녀
온지도 실감나지 않게 벌써 여러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선출된 새임원들과 올해와 내년의 사업계획 아래, 모두들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해있는 우리
회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그리고 더욱 가까이 소식을 나누고자 고심하다가 삼-사개월에 한번씩, Newsletter를
보내자는 의견을 모아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지역적으로 떨어져서는 지내지만, 각 지역협회에서, 그리고 재외한인간호사회에서의 활동과 회원들의 소식을
그리고 공지사항들을 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임명을 받은 임원들의 role and
responsibilities 를 문서적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며, 평생회원들의 회원증과 회원 certification을 만들어서 보내 드
렸습니다. 초대 회장님의 염원이신, 평생회원과 회비를 위한 정성어린 시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이음의 노
력을 잘해 나아가야함을 느끼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1.5 세 와 2 세들의 영입과 네트웤 구성에 우선
을두며, 회원들간의 대화를 더욱 가깝게 하고자 다짐합니다.
년계획과 행사, 그리고 타 지역에 계시는 협회장님들과 임원들의 회의 참여를 위해선 전화 또는 페이스 타임으로 참
석하실수있도록 각 협회장님들을 초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곳에서는 미리 알려
주시면, 회의 참석을 하실수 있도록 날자와 시간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화합과 번영을 토대로 출발을한 OKNA 의 2대 회장으로 이어 받은 벅찬 그리고 중대하게 주
어진 책임과 소명을 2 년간의 임기동안 다할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
지고 최선을 다해서 OKNA 의 사명을 그리고 세운 뜻을 다하는데 한몫을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우리 임원들과 함
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는바 입니다.
특별 (평생) 회원으로 회비와 카드에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회원들, 전화 또는 이메일로 동기부여를 해주
시는분들 모두에게 이 회지를 통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식과 아이디
어가 있으실땐, 주저 마시고 알려 주시면, 참고하면서 협회의 발전과 회원네트웈 강화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리
는바 입니다.
2016 년 파독간호사 50주년 행사가 독일 현지 사정으로 인해 날자가 5월에서 3월 18, 19일로 바뀌어졌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독일에서 연락이 오는데로 자세한 내용들을 신속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가정, 직장, 협회가 늘 번창 하며 축복으로 가득하시길 기원 하는 바 입니다.
모니카 권 (김명란)
President of OKNA
OKNAnurse@gmail.com
562) 40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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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15년
9월엔 Web Page update 그리고
특별 (평생)휘원증과 Certification 발급
평생회원명단

2014 유분자,안마리, 모니카권,안젤리나 서,캐런조,김혜자 (남가주)
엘리자베스 김 (북가주), 김창님 (시카고)
2015
2월: 조중애 (남가주)
5월: 아이리스 리 (남가주), 사라임 (북가주)
6월: 김회숙 (시카고), 김수지()
7월: 김원희 (남가주), 한혜숙 (남가주), 민설자 (휴스톤), 김숙원 (휴스톤)
8월: 강정자 (남가주), 캐서린조 (남가주)
9월: 박애랑 (남가주), 전영선 (남가주)
10월:윤순화 (남가주), 혜영디압 (남가주), 유승혜 (남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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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15
10월10일재외한인간호사회 신구회
장 이취임식과 유분자 이사장님의 팔
순 케잌커팅 소망홀에서 진행.

2015년 10월10일 재외한인간호사회 신구회장 이취임식이 세리토스 소망홀에서 진행되었다.
재회한인간호사회를 창립하신 초대 유분자 회장님의 고별인사에 이어 공로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모니카
권 새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취임패 전달,취임인사 그리고 임원단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각임
원들에게 수여하는 임명장 수여식도 가졌다. 모니카 새회장은 취임인사에서 그동안 해외 이민간호사들의
발전과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있는 재외한인간호사들의 네트웤 결속을 위해 노력하신 초대회장님의 높
은 뜻을 받들어 재외한인간호사회의 조직력을 더욱 굳건히하고 차세대 간호사들의 리더십 함양과 네트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였다.

조명숙 수석부회장 LA 방문
임원들과 함꼐

Happy Holiday and New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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