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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 K (Kathy) Land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방법론,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 팀의 리더십 분야에서

IEEE Fellow

30 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미사일 방어국 (Missile Defense Agency)의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Ms. Land는 소프트웨어

IEEE-HKN

공학 원리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방법론의 실제 응용을 지원하는 많은 텍스트와 간행물의 저자 또는 공동

2018 IEEE Vice President
Technical Activities

저자입니다. 주요 IEEE 역할 : IEEE 이사회, 기술 활동 부회장, IEEE-IEEE 이사회 (2013, 2016), 지역 3 집행위원회, 회장

2017, 2016 R3 ExCom

Standards Association Standards Medallion을 받았습니다.

2016, 2013 IEEE-USA BoD

봉사하도록 선출 된 경우

2014-15 IEEE BoD DIV V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IEEE를 지원할 수있는 특권을 갖는 데 개인적으로 감사한다고 느낍니다.

2011-12 IEEE BoD DIV III
2009 Computer Society
President
Twitter @skland1
Instagram susankathyland

IEEE 컴퓨터 협회. 그녀는 IEEE Fellow, IEEE-HKN 회원 인 IEEE Computer Society 인 Richard E. Merwin Award 수상자이며 IEEE

IEEE는 최고 수준의 개인이 살고 있으며 항상 내 아이디어와 참여가 장려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IEEE가 여성, 학생,
젊은 전문가 및 전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저개발국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소외 계층 또는 소외 계층의 미래
구성원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있는 장소가되기를 바랍니다.
재정보고를 명확히하고 재정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을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명확하게 이해해야합니다. IEEE 운영 단위에 요금을 부과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에 할당하는 것은 명확해야합니다. 인프라 비용은 분명하고 빈번하게

IEEE Elections
Web Site
ieee.org/elections
Voting
directvote.net/ieee
Aug 15 to Oct 1
1pm EDT USA/17:00 UTC

검토되어야합니다.
IEEE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 워크의 개선을 통해 각 구성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저는 회원 및 자원
봉사 공동체를 수립하고, 양육하고, 대응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것에 중점을 두려고합니다. 저는 우리의 다양성이
유연한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자원 봉사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된 정책과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격
IEEE를 지원하는 자원 봉사자로서 수년 동안 나는 사회 회의 활동, 출판물, 지부 및 지역 활동, 사회 회장 및 부서
책임자, 그리고 다양한 TAB 및 IEEE 감독의 일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할 수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내 경험으로 인해 IEEE 내에서 현재 존재하는 도전과 기회를 이해할 수있는 유일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측정 가능한 개선을 제공하는 구체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 및 출시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협력을 가능하게하고,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며, 재정을 명확히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향후 개선을위한 계획을
유지할 수있는 방향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www.susankathyland.com

이 다양한 자원 봉사 경험을 통해 IEEE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가시성을 얻을 수 있었고 다양한 자원 봉사 관점에서
우리 조직을 볼 수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IEEE'일 때, 우리는 다양하고 하나의 크기가 반드시 모든

skland@ieee.com

것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 선거구들과 그들의 독특한 요구에 민첩하고 민감해야합니다.
IEEE 회장이 되려면 리더가되어야하지만 서비스 태도로 이끌어야합니다. IEEE 회장으로서, 당신은 단순히 서비스
역할의 임시 관리자 일뿐입니다. 귀하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즉 회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전문 기술자

Thank you
for your
vote!

및 IEEE 기록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끌 준비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내 경험으로 인해 로컬 및 글로벌
IEEE 관점의 균형을 조정하고 자원 봉사자 및 회원의 눈으로 조직을보고 더 큰 조직의 역 동성을 이해하면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The opinions expressed are the opinions of the author and not necessarily the opinions of IE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