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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외한인간호사회가 작년 10 월에 처음으로 회지를 보내드린데 이어,
두번째 회지를 보내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끓임없는 격려와 협조로 지난 10 개월은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들이였습니다. 새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협회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지난 2015 년은 정말 바쁘게 지낸 한해 였습니다. 6 월 제 2 차
재외한인간호사대회와 ICN 총회가 열렸고, 그해에 11 월과 12 월엔 한국 국회와 보사부 산하의 산업
진흥원에서 재외한인간호사들의 활동을 피력하는 좋은 기회도 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행사들을 잘 진행할수 있도록 밀어주신 우리 임원과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2015 년에 이어, 2016 년엔 독일 파독간호사 50 주년 기념행사에 재외한인간호사회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90 명 이상의 재외한인간호사와 가족들이 참석할것입니다. 그리고 2017 년의 총회를 위한
학술대회와 총회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각 지역협회에서는 회장단의 변동사항이나, 특별활동이 있으실 경우엔
재외한인간호사회, OKNAnurse@gmail.com 으로 사진과 활동설명을 간략하게 하셔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을 다해 공유하도록 할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장 모니카 권 드림.

독일간호사 이민 50 주년 기념행사 개최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 50 주년을 기념하는 파독간호사 이민 50 주년 행사가 2016 년 5 월 20 일 학술대회와
21 일 기념식을 중심으로 독일 현지에 있는 광부회관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OKNA 는 독일 간호협회와
행사일정( 18-21 일)에 맞춰 적극협력하고 있으며 현지 여행사와도 연결하여 맞춤관광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 560 이며 행사 참가비, 호텔, 식사, 차량, 모두 포함 된다 (여행 옵션은 별도) OKNA
평생회원은 등록비 후원을 해드린다. 재외한인간호사회 통하여 현재 92 명이 참가 신청을 마쳤으며 행사 후
발행인: 회장: 모니카권

옵션여행도 독일내 관광 31 명 동유럽 관광 47 명이 참가하므로 매우 즐거운 추억이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편집인: 사무총장:안마리,

이번 행사 참가 신청과 함께 10 명 이상이 특별(평생)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OKNA 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총무: 김혜미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KNA website http://www.gkna.org/ 참조 하기 바랍니다.

OKNA 활동 및 사업

각지역 회장 및
OKNA 당연직 부회장

UCSF 학술세미나

Arizona Korean Nurses Association
아리조나 한인간호사협회: 손성미

2015 년 10 월 25 일 2015 UCSF 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

Australia Korean Nurses Association

모니카권 회장이 초청연사로 미국의 현 의료 시스템에 대해

호주한인간호사협회-시드니: 김인자

발표하였다.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에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호주 멜번 한인간호사협회: 이을근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 하셨다. http://www.gkna.org

Global Korean Nurses Foundation
국제한인간호사 재단: 홍외생
Huston Korean Nurses Association
휴스톤 한인간호사협회: 황영주

한국간호역사 포럼 참가
2015 년 11 월 23 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사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NCA

포럼에서 유분자 이사장님과

북가주 한인간호사협회: 송귀원

모니카권 회장님이 참석하셨다.

Korean American Nurses

“간호사 디아스포라, 대한민국

Association of SCA

경제발전을 이끌다” 로 주제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 김혜자

발표와 패널토의에서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Chicago

해외간호사들의 업적과 앞으로

재미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 이화연

해외간호사 진출에 대해서

Korean Nurses Association

발표하였다.

Sacramento
새크라멘토 한인간호협회: 장희숙
New England Korean Nurses
Association

보건복지부 산업진흥원 해외인력진출기반
강화협력 세미나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 최화자

Global Health Frontier 2015

Northern Texas Korean Nurses

2015 년 12 월 17 일 모니카 권 회장님은 보건복지부의 초청으로

Association
북택사스 한인간호사협회: 유성
The Greater New York Korean

의료인 해외진출 기반강화 세미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여
미국의 의료실태에 대해 발표하였다. 두바이, 홍콩등

Nurses Association

성공사례와 함께 강남성모병원의 외국인 진료반도 돌아보는

대뉴욕 한인간호사협회: 조명숙

기회를 가졌다.

사단법인 재독한인간호협회: 윤행자

2016 년 OKNA 상임이사회
회원소식
기유리나 하와이회장
2015 년 12 월 27 일 OKNA
본회를 방문하여 임원진들과
만나서 앞으로의 상호협력
관계와 2017 년 제 4 회 총회

2016 년 2 월 7 일 새해을 맞이하여 유분자 이사장님 댁에서 이사님들을
모시고 새해 인사겸 상임이사회를 가졌다

아프리카 말라위 간호대학생 지원 사업
OKNA 국제봉사부에서는 Africa 의 Warm Heart 로 불리는 말라위의

하와이 개최를 위한 의견교환을

대양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Masida and Abigail 두 학생을 2 학년 때부터

나누었다

졸업 할 때 까지 3 년동안 후원하고 있다. 학생 한 명당 Room and Roared

.

해서 일년에 $2500 이며 현재 후원자로는 총 23 분이 참여하고 있다.
OKNA 의 자금과는 별도로 개별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수지 박사님이 보내 오신 사랑의 돌봄 이라는 발표 에서 열악한 그곳의
보건 위생 환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건강불균형이 제일 심한 아프리카에 여러분의 후원금이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 http://www.gkna.org

김수지박사님 소식

지역소식

김수지 박사님께서는 한국
YWCA 가 수여하는 <올해의

북가주 한인 간호사협회

여성지도자 상>을 수사하였다
그리고 Citi Bank 에서 지급하는

임원 송년 간담회가 지난 12 일 송귀원 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상금도 받았셨다.

임원진들은 올 한해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내년에는 한인

박사님은 받은 상금을 지난 ICN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기간에 있었던

의견을 모았다. 이자리에 참석한 이동률 민원담당 영사는 갑작스런

FNIF(국제나이팅게일재단)에서

재난시 80 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간호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1999 년 ICN 100 주년 때 결정한

필요하다고 말하고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협회 임원들과 이동률

Africa Girl Child (AIDS 환자를

영사가 모임에 앞서 자리를 함께 했다.

돌보다 사망한 간호사부모로
생긴 고아들) 중 여성아이 교육을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내
놓으시면서 아프리카를 방문할

북텍사스 간호협회

에정이었으나 갑자기
급성골수백혈암 진단을 받으시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중이시다. 여러분들의 많은
치유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박사님 최근 근황은

3 월 12 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32 대 간호협회장 으로 유성씨가 취임 하었다.
유성 신임회장님은 한인 홈케어 운영을 통해 한인사회의 건강증진에 공헌을 하셨다. 앞으로 협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여성, 노인, 어린이, 이민 가정을 위해 교육과 자선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셨다.
www.ntkna.org

www.caringbridge.org 으로
방문하세요.

대뉴욕 한인간호사협회
제 13 회 "간호사의 밤 "
행사가 11-20-015 에
Flushing 소재 대동 연회장
Grand Ballroom 에서
열렸다.250 명이 넘는
전직, 현직 간호사들과
간호 학생들로 가득 메운
행사장에는 선.후배간의

안정옥 이사 팔순 행사

끈끈한 화합과 친목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각자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과 만나 그간의 인사를 나누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5 명의 간호전공

2016 년 3 월 8 일 안정옥
이사님의 팔순 축하 행사가
소망홀에서 조촐하게 있었다.
가족 친지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많은 축하 메세지와 함께 매우
뜻깊은 시간을가졌다.

학생들에게 $1000 의 장학금도 지급하였다. http://www.nykna.org

재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
시카고 간호사협회는 많은 차세대 간호사들을 영입하여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간호사협회의 주축이 되어주시고 발전시켜오신 많은
원로간호사분들을 Recruit 하여 세대간에 서로 협력하여
간호사협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지난 10 월 3 일 토요일
"원로간호사를 위한 피크닉" 행사에 60 여명의 원로간호사
및 차세대들이 함께 참석하여 아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원로 간호사분들의 Directory 도 작성하였으며
참여하고 싶은 봉사및 문화활동, 그리고 현간호사협회에
바라는 점등을 설문조사하여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다. 회장: 이화연 www.knachicago.org

특별(평생)회원

새크라멘토 간호협회

OKNA 의 특별(평생)회비는
전세계 한인간호사들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과 상호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새로운
지역의 한인간호협회 설립을

2 월 13 일 제 3 회 새크라멘토 한인 간호사 협회 정기
총회에서 장희숙씨가 제 2 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2016 년에는 안으로는 협회원들간의 친목을 더욱더

지원하고 차세대 간호지도자

돈독히 하고, 밖으로는 현 존재하고 있는 새크라멘토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고

한인회의 여러 봉사회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있다.특별(평생)회비를 지불한

더욱더 커뮤니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를 목표로

평생회원에게는 각종 행사

하고 있다. 3 년차에 접어든 신생 모임이지만 ,

참가나 협회활동시 특별회원

지역한인 간호사들의 친목과 전문인으로서의 발전을

으로서의 우대 혜택이 주워진다.

도모하고, 그들의 탤런트를 지역사회에 환원할수

Name State
유분자 CA
안마리 CA
모니카권 CA
안젤라서 CA
김옥자 CA (북)
김창님 IL
조캐런 CA
김혜자 CA
조중애 CA
이옥순 CA
임사라 CA
김회숙 IL
김수지 Korea
강정자 CA
김원희 CA
민설자 TX
한혜숙 CA
김영초 CA
전영선 CA
박애랑 CA
김숙원 TX
윤순화 CA
김혜영 CA
유승혜 CA
조명숙 NY
한명희 CA
오재선 CA
최수진 NY
김영숙 CA
이순자 NY
이말희 IL
안정옥 CA
김혜미 CA
김민영 NY
김정숙 NY
김경희 CA
조영숙 NY
박상희 NY
박현숙 NY
양경숙 CA(북)

감사합니다.

있는 기회의 장을 넓혀간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리조나간호사 협회
모니카 권 회장님의 재외 한인간호사 회장 취임 축하
메세지와 함께 AKNA 에서도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5 년 11 월 AZ KOWIN 과 Chandler Regional
Hospital Community Outreach Immunization Program and
APCA 의 후원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봉사활동을
했다. 130 명이 넘는 한인교민들이 독감예방주사와 50 명의
콜레스톨 검사 그리고 건강 상담에 참여 했다. 그리고

손성미 부회장이 새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호주 간호협회
2016 년 1 월 29 일 제 17 대 새 회장단이 출범되었다. 회장:
김인자, 부회장: 강민영, 총무: 정혜림,그외 서기, 회계, 감사,
교육부장, 웹부장, 홍보부장, 두분의 고문이 임명 되었다.
간호사와 간호학생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매 격월로
실시하고 있으며 2 월 23 일에는 Diabetes management and
current nursing practice 의 교육이 있었다.
4 월 2 일 호주 한인상인의 날에 First aid team 으로 봉사할
예정이다.

공지사항
*북택사스 유성 회장님, 새크라멘토 장희숙 회장님, 시카고 이화연 회장님, 아리조나 손성미 회장님, 호주 김인자 회장님,
휴스톤 황영주 회장님, 새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특별(평생)회원에 가입해주신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임원회-일시: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6 시
*OKNA Newsletter 는 Quarterly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OKNA 로 보내 주세요. 협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개인회원이 지역소식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