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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인사말

조명숙, MSN, RN, ANP, CNN

존경하는 재외 한인 간호사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어요? 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

총회장

이 소생하며, 새로운 시작들로 분주한 새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회장단은 지난 2월 1일 남가주 한인 간호사 협회 50 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강선화, DNP, RN, FNP‐BC

모든 회원들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공로패와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차기회장

이번 5월 4일에는 시카고 간호 협회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회원
들이 함께 하여 이 뜻깊은 행사를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신희, PhD, RN, CNN
제 1 부회장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속에서 기다려 왔던 제 3차 재외한인 간호사 대회 및 제 5회 정
기총회 날짜가 2019년 10월 29일, 30일, 31 일 그리고 11월 1일(3박 4일)로 내정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외
한인 간호사 대회는 대한 간호협회 주최, 재외 한인 간호사회 주관으로 매 4년마다 해외(미주, 유럽, 호주등)에서 활

김 안젤라 희경, RN, BSN

동하고 있는 재외 한인간호사들이 모국에서 함께 하며 정보 교류 및 연대 강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

제 2 부회장

다. 아울러 대한민국 보건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고자 간호법 제정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는
대한간호협회의 ‘2019년 간호 정책 선포식’에 참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예정이며 발전된 모국의 모습을 볼 수 있

이은경, RN, BSN, MA
사무총장

는 여러가지 문화 탐방도 기획될 예정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세대와 지역을 뛰어 넘어 한인 간호사들이 하나가 되는 통합의 장이 되며 미래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특별(평생) 회원이 더욱 많이 등록되

권칠숙, DNP, RN, ANP‐BC,
총무

어서 저희 OKNA의 계속되는 성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저희 웹싸이트(GKNA.ORG)
를 참조하시길 바라며 저희 임원단이 계속하여 새롭게 업데이트한 소식을 이메일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 격려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계속 좋은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

백대남, RN

분 하시는 일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외한인간호사회 총회장, 조 명숙

회계

OKNA 이사회 소식

추향주, RN, BSN
서기

재외한인간호사회 이사회에서는 총회장단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협회의 결성과 해외에
산재해 있는 한인 간호사들의 네트웤을 위해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민영, RN, FNP‐C, MSN

2019년에는 남가주 간호협회, 시카고 간호협회, 그리고 텍사스 간호협회 50 주년을 맞

Membership coordinator

게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예슬, RN, BSN
Membership coordinator
조영숙, RN, BSN
감사

2019년 1월에는 2018년을 마무리하며 2019년 신년을 맞이하는 다짐의 모임을 가졌고
2 월에는 남가주 간호협회 50주년 기념 이벤트에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
니다. 이사회님들이 직접 남가주 간호협회 50주년 기념 이벤트의 준비 위원팀으로 혹
은 팀장으로 참여하였으며 특별히 뉴욕 조명숙 총회장님의 참석과, 시카고에서 그리고
아리조나에서 이사님들이 참여함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시너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3월에는 지역, 특별히 California Sacramento 지역협회의 총회에 이사회에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총회장님과 회
장단의 지역과 거리를 감안하여서 California와 근교의 협회에서 이사회 활성화를 위한 총회 참여를 권장하고 있음

발행인: 조명숙 총회장
편집인: 한신희 부회장,
이은경 사무총장

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이번 10월에 있을 제 3차 재외한인간호사대회에도 이사회에서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봅니다.
재외한인간호사 이사장, 모니카 권. monicakwonr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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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간호사회 미래

지역협회 소식-1

사업 계획
*2019년 10월 - 재외한인간호사
회 제 3차 대회 및 제 5회 총회
Seoul, Korea
*2020년 10월 - 재외한인간호사
회 학술대회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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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한인간호협회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는 2019년 2월1일 로스엔젤러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300여명의 간호사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50년의 역사와 업적을 돌아보고 또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를 가졌다. 그리고 50주년 기념책자도 발간하여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동안 남가주협회는 이민간호사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협회가 되기 위하여 꾸준히 노

*2021년 10회 재외한인간호사

력해 왔으며 이민간호사 정착에 첫 관문인 간호사 면허시험 준비반을 통하여 수천명의 간호사들의 면

회 제6회 총회및 학술대회
Arizona, USA

허취득을 도왔다. 한국 심장병 어린이 수술돕기, 지역사회 건강 도우미, 양로사업, 장학사업, 간호사 해

*2022년 ‐ 재외한인간호사회
학술대회 Austria

외연수단 지원사업,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사업, 전문간호사 육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간호대학 진학안
내 및 취업정보, 노인회관 강좌, 차세대리더십 육성사업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업을 펼치면서 내외
적으로 남가주 한인이민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 모범적안 단체로 성장하였음을 이 행사를 통하
여 다시 확인할수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였다.

위의 계획은 본 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주년을 기점으로 남가주 간호협회의 발전에 헌신적 역할을 해 온 캐런조 24대 회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미국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린다김 (간호학박사)이 25대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린다김 회
장을 중심으로 많은 차세대 간호사들이 협회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린다김 새회장

New 평생회원

은 그 동안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발판으로 한인간호사들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
을 끼치는 협회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였다.

원종숙 (Jongsook Won, NYKNA)
백재남 (Daenam Baek, NYKNA)
이순덕 (Soon Duck Lee, NYKNA)

반세기전 이민 1세 간호사들이 이 땅에 뿌리내려야 하는 절
실한 필요성으로 만들어진 협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
점에서 문화가 다른 차세대로 뻣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역

추향주 (Hayngjoo Choo, NYKNA)

사적인 순간이며 성공적인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번 행사

김희경 (Heekyung Kim, Chicago)

는 김완중 주 로스앤젤레수 총영사과 로라전 한인회장 외에

최춘화 (Chun Hwa Choi, Chicago)

수 많은 주요 외부 주요인사들의 참석과 축하 가운데 치루

경정옥 (Chris na Roepke, Chica‐
go)

어졌다.

최성이 (SungLee Choi, Chicago)
최해란 (Haeran Heck, Arizona)
김현희 (Hyune Hee Kim, NTK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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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회 소식-2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
/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
a on of SC (KANASC)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 협회

: 린다 김 / Linda Kim

2019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회장님, 보건복지 국회의원 윤종필 의원님을 비롯

kanascrn@gmail.com
www.koamn.org
Facebook‐KANASCRN

한 11분의 협회 대표단이 워싱턴 DC American Nurses Association,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방문을 거쳐 보스톤을 방문, 심포지움, 임상 방문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번 프로그램은 메
사추세츠 주립대학 간호대학 이혜옥 교수님과 이화여대 간호대학 강연희 교수님 주축으로 기획되었고,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
/ New England Korean Nurses
Associa on in New England
(KNANE)

주 목적은 미국 의료 시스템, 간호교육 시스템, 미국의 전문간호사 제도와 승인 절차,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임상 방문을 통한 현장에서의 근거 기반 간호실무와 질관리 강화 전략, 건
강 관리 전달 체계 관찰, 일차 건강 간호에 대한 실질적 배움을 위한 것이였습니다.

: 박형옥 RN, BSN, MBA

저희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 협회 회원 6명도 행사에 참여하여 대한간호협회의 방향과 최근 이슈에 대

info@koreannurses.org
h p://www.koreannurses.org

해 배우고, 저희 협회가 도울 일 (예, 한국형 전문간호사 가이드라인 컨설팅)을 상의하는 등 의미있는 시
간들이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장님께서는 한국의 전문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강조와
임상 방문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훌륭한 임상 지도자들로부터 큰 감동을 받으셨고, 올 해 가을에

대뉴욕 한인간호사협회
/ The Greater New York Korean
Nurses Associa on (NYKNA)
: 박상희 / Sanghee Park
sanghee2005@hotmail.com
www.nykna.org
Facebook‐lovegod1013

있을 재외 한인 간호사 대회에서 다시 꼭 만나자는 인사말을 남기셨습니다. 메사추세츠 주립대 간호대
학 Chair이시고, Eastern Nursing Research Society 회장이신 Dr. Rosanna DeMarco께서도 마지막 인사말
에서 Boldness, Innovation, Leadership으로 세계의 모든 간호사들이 힘을 합쳐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말씀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큰 파도같이 퍼졌을 것이라 생각됩
니다.

맬번 한인간호사협회
/ Australia Melbourne Korean
Nurse Associa on
: 이을근
ekserena@yahoo.com.au

북가주 한인간호사협회
/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
a on of NC (NCKANA)
: 정이선
jejung60@yahoo.com
nckana.nurse@gmail.com
Facebook‐NCK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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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회 소식-3

북텍사스 한인간호사협회
/ Northern Texas Korean Nurses
Associa on (NTKNA)
: 김현희

대뉴욕 한인 간호사 협회
1.

hyunowen@yahoo.com
contact@ntkna.org
www.ntkna.org
Facebook‐NTKNA

Annual Health Fair: 대뉴욕 한인간호사 협회와 개업의사 협회가 공동 주최해온 건강검진 행사가
27회를 맞이하며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플러싱 병원에서 개최되었다. 65명의 의사,간호사 및 봉
사자와 20여명의 플러싱병원 직원들이 지역사회 한인들에게 다양한 진료과목 (B형 간염스크린 검
사,기초적인 혈액검사, 내과 , 소화기, 심장, 호흡기, 알러지과, 산부인과:자궁암 검사, 안과, 혈관내과,
발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치매검사, 치과검진, 독감예방접종, 건강교육)으로 무료건강검진
혜택을 드렸다.

북캐롤라이나 한인간호사협회
/ North Carolina Korean Nurses
Associa on

2.

We Kare Health Program: 2018년부터 의사협회와 함께 무료진료프로그램 ‘We Kare Health Program’을 매월 세번째 월요일에 진행하고 있다. 총 230명의 한인동포들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과

: 김연경

목은 내과 진료, 전문의 진료, 한방, 소셜워커, Podiatry 등이다. 2018년 11월 뉴욕의사협회와 공동주

nckna3@gmail.com

최로 We Kare Health Program’을 위한 기금모음 골프대회의 첫 행사를 가졌다.
3.

장학금 수여식: 2018년에는 총 5명의 장학생에게 각 1,000 불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4.

지역주민과 함께 한 CPR Class: 지난 1월 20일 2019년 첫 “Family & Friends CPR" Class가 30여명의

새크라멘토 한인간호협회
/ Korean Nurses Associa on Sac‐
ramento

참가자와 8명의 봉사자가 함께 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교육을 우선으로 진행되는 CPR Class을

: 김옥기 / Okki Kim

가졌다.

okki9959@gmail.com

5.

2019년 3월 16일 정기 총회에서 박상희 선생님이 20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단법인 재독한인간호협회
: 박소향 / Sohyang,Schwerdfeger
sh11sch@naver.com

애리조나 한인간호사협회
/ Arizona Korean Nurses Associa‐
on
: 강선옥 / Sun Wight DNP, FNP,
RN
sunwrightdnp14@gmail.com
Facebook‐
ArizonaKoreanNursesAssocia on

오스트리아 한인간호사협회
/ Austria Korean Nurses Associa‐
on
: 최차남 / Chanam Choi
Chanam.choi@gmail.com

Page 4

OKNA Newsletter
Overseas Korean Nurses Association
MARCH 20, 2019

WWW.GKNA.ORG / OKNANURSE@GMAIL.COM

각 지역 간호협회 회장-3

VOLUME 9

지역협회 소식-4

재미 시카고 한인간호사협회
/ Korean Nurses Associa on of
Chicago (KNAC)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

: 박영애 / Youngae Park

재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 협회는 현재 제 45대

knachicago@hotmail.com
www.knachicago.org
Facebook‐
KoreanNursesAssocia onOfChica‐
go

로서 매년 차세대 간호사가 될 간호 대학생들에
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년 6월 정기 이사회를 출범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250여명의 시카고 동포 및 간
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4명의 장학생들에

캐나다 런던 간호사협회
/ Korean Nurses Associa on of
London Canada
: 김현미

게 장학생을 지원하였고 2018년 송년 파티을 열
어 협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되어 화합하는 시간
을 가졌다. 꾸준하게 합창단 모임을 가졌고 2019
년 신년에는 신년파티을 하였다.

Koren.nurses.london.canada@gma
il.com

캐나다 온타리오 한인간호사협
회
/ Canada Korean Ontario Nurses
Associa on (KONA)

: 남효리 / Hyori Nam
konatogether@gmail.com
www.ckona.ca
Facebook‐Konatogether

콜로라도한인간호사협회
/ Colorado Korean Nurses Associ‐
a on
: 김은화 / Jacqueline Kim
Mua_keh@yahoo.com

하와이 한인간호사협회
/ Hawaii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 on
: 차유진 / Eurina Y. Cha
eurina.cha@chaminade.edu

캐나다 런던 간호사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of London Canada)
캐나다 런던 간호사회는 “Let’s explore coping strategies” 라는 특별한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본 정기모임은 한국과 다른 시스템, 영어의 벽, 어려운 전공 내용 등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 생활을 하는
간호학생 및 간호사들을 위해서 Fanshawe College를 졸업하여 현재 Victoria Hospital 에 근무하는 선
생님을 초대하여 효율적인 공부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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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간호사협회
/ Australia Korean Nurses Associ‐
a on (KNAA)

아리조나 한인 간호 협회

: 강민영 / Min Young Kang
knaa1004@gmail.com
acekang7@hotmail.com
h p://knaa.com/au
Facebook‐
Kore‐
an.nurses.associa on.australia

2018년 9월에는 간호사들의 교류와 친목을 위하여 Green Valley Park in Payson에서 Annual Picnic 을 가
졌습니다. 가족들의 동반으로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개개인의 음식 맛을 뽐내고 게임을 하며 친
분을 돈독히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과 11월은 한인 성당과 Asiana Market에서 200여명
의 한국 교민들에게 무료 독감예방 주사, 건강 상담 및 간단한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서로의 안녕을 묻는 만남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2월에는 2018년 아리조나 간호 협회의

휴스톤 한인간호사협회

사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쉬웠던 부분

/ Huston Korean Nurses Associa‐
on (HKNA)

과 가슴 훈훈했던 날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 민설자 / Sulja Min

회원들과 함께 하면서 연말 총회를 가졌습

smin13@sbcglobal.net
h p://hknaus.org

니다. 총회에서는, 2019년의 사업계획을 좀
더 확고히 하여 회원들의 commitments 를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고, White Elephant

국제 한인간호재단-미국 본부
/ Global Korean Nurses Founda‐
on‐USA (GKNF‐USA)
: 송근숙 / Kunsook Bernstein

Present Exchange 시간에는 회원들 서로
서로가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로 교환하며
서로 선물들을 뺐고 뺐기는 웃음을 자아내
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kunsook@aol.com
Www.gknfusa.com
Facebook‐gknf1004

재독 한인간호협회
세계 기독 간호재단

100세 시대 건강운동을 주제로 각 지역별로 수 많은 건강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 World Chris an Nursing Founda‐
on (WCNF)

수혜자 159분의 어르신에게 한국전통음식을 포함한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 김명자 총회장

지역별 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중부지

wcnf@hotmail.com
h ps://wcnfusa.org

역 (생활속의 올바른 몸 자세 바로 하기,
치매예방, 생활속의 건강운동, 복식 호흡으
로 건강지키자, 독일의료보험법에 의한 간
병등급에 대한 지식, 긴 겨울나기 기혈맛사
지와 리듬체조); 남부지역 (병자유언처리
독일의료보험 법,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운
동, 치매예방); 함부르크지역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운동, 치매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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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Norway
: 박기남 / Kinam Park
park90097@gmail.com

국제 한인간호재단
국제 한인간호재단(The Global Korean Nursing Foundation-USA (GKNF-USA)- 현회장: 송근숙 박사)에

스위스 Swiss

서는 제 2회 한인 간호 리더쉽 훈련 프로그램(2nd Korean Nursing Leadership Training Workshop)을

: 이경자 / Kyung‐ja Lee

금년 6월 14-15일, 켄터키주에 소재한 켄터키 대학(University of Kentucky- Gatton Student Center,
160 Ave of Champions, Lexington, KY 40508)에서 개최한다.

스웨덴 Sweden

특별히 이번 웤샵은 간호 학자들, 현직에 있는 한인 간호 교수들,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혹

: 허문정 / Moon‐Jung Kim

은 현재 박사과정생들로 하여금 간호영역에서의 연구 개발, 임상 실무 및 임상 교육의 향상 그리고 개

스페인 Spain
: 박영수 / Youngsue Park
susanpark@gmail.com

인의 커리어 발전을 위한 제안과 안목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상호간 친목 및 국제 교류 넷트
웤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개개인의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함으로써 참석자들로 하여금 연구 전반에 대한 비
젼을 갖고 서로간의 관심 주제 영역에서 교류를 갖도록 할 것이다. 특별히 본 재단에서는 미래의 한인

핀란드 Finland

간호학자들을 지원하는 GKNF-USA Scientific Scholarship, 미국 내에 거주하며 학계와 임상에서 탁월한

: 전윤숙 / YunSuk Jeon

리더쉽을 보이면서 연구와 임상에 기여하는 한인 교수들 및 임상전문가들에게 연구 프로젝트를 장려

echo24@Yahoo.com

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김미자 박사 장학금, 강덕희 박사 장학금, 진안순여사 장학금 등을

We are on Instagram
& Facebook!!!
h ps://www.instagram.com/
OKNA_NURSE/

수여할 것이다. 이상의 장학금들의 신청은 3월 31일이 마감이다.
자세한 모든 정보는 GKNF-USA website(www.gknfusa.org)에 나와 있으며 2월 10일부터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 궁금한 사항, 혹은 제안이 있으신 분은 송근숙 박
시님께 연락하면 된다 (Dr. Kunsook S. Bernstein- kbernst@hunter.cuny.edu).

Find “Overseas Korean Nurse
Associa on‐OKNA” at Fac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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