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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교육 목표 

교육 과정 

다양한 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간호학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 교육, 연구 및 지도능력을 갖춘 간호과학자를 육성한다.

석사학위과정

간호학전공

특정 간호분야의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실무에 적용하며 

임상현장에서 간호실무제공자, 교육 및 상담자, 연구자, 지도자, 자문 및 

협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를 육성한다.

석사학위과정 

전문간호사과정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간호지식체 개발에 기여하고 간호 실무 및 

교육을 주도하며 간호전문직 발전에 대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간호과학자를 육성한다.

박사학위과정

• 간호학전공

 (전일제 / 비전일제)

• 전문간호사과정

 - 응급전문간호사과정

 - 임상전문간호사과정

 - 노인전문간호사과정

• 간호학전공

 (전일제)

• 간호학전공

 (전일제 / 비전일제)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 박사



전문간호사과정: 전공 36학점, 연구 6학점

간호학전공: 전공 24학점, 연구 6학점

|  석사  |    

이수학점

2년(4학기)

|  석사  |    

수업연한 

•  전공수업: 매주 수/목 17:00 ~ 22:30

•  학기 당 최대 12학점 수강신청 가능 (연구학점 포함)수업

•  수료 요건 충족

 - 이수학점 - 누계 평균평점 3.0 이상

•  자격시험 합격

 - 종합시험: 과목별 100점 만점 60점 합격

구분 전공 
시험과목

전공Ⅰ 전공Ⅱ

석사
간호학전공

간호이론 간호연구
전문간호사과정

박사
(석박통합)

간호학 간호이론개발 양적연구방법론

 - 외국어시험

  ▶ 공인어학성적 대체 ▶ 교내 영어시험

  ▶ 외국어시험 대체과목 이수

•  비교과과목 이수 (연구윤리, 연구노트, 논문작성법 등)

•  학위청구논문 제출

졸업요건

 ★ 간호학석사 아닌 경우, 추가 학점 및 학기 이수 가능 

|  박사  |    

전공 33학점

연구 12학점

|  석박사통합  |    

전공 51학점

연구 12학점

|  박사  |    

2년(4학기)

|  석박사통합  |    

4년(8학기)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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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지원프로그램

장학

리더장학

| 선발 대상 및 요건  아주대의료원 간호본부 보직자 중 간호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

  
| 장학금액 박사: 수업료의 50% 

연구장학

| 선발 대상 및 요건  전일제 대학원생

  
| 장학금액 석사: 수업료의 75%  박사: 수업료의 100%

 석박사통합: (1~4학기) 80%, (5~8학기) 100%

TA장학 

| 선발 대상 및 요건  전일제 대학원생 중 TA 근로를 한 자

  
| 장학금액 석사: 시간당 약 1만원

 박사: 시간당 약 1.5만원

일반장학

| 선발 대상 및 요건  아주대의료원 소속 교직원

  
| 장학금액 석박사: 수업료의 30% 

공직자 장학

| 선발 대상 및 요건  공무원 가운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장학금액 석박사: 수업료의 20%

성적우수장학

| 선발 대상 및 요건  성적 우수자  (직전학기성적 평균점수 3.5 이상)

  
| 장학금액 석박사: 수업료의 약 20%

2023 전기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  •  4

교육목표 + 교육과정

학사안내

대학원생 지원프로그램

2023학년도 전기 모집요강

교수 소개



대학원생 지원프로그램

대학원 간호학과 학술집담회

매 학기 6회(2회/월) 세미나 운영

전공탐색 프로그램

전공별 재학생과 교수진의 만남을 통해 전공 이해를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 함.

학회 등록비 지원

국내학회: 50,000원 (연 1회) 국외학회: 100,000원 (연 1회)

논문게재료 지원

KCI 등재 논문: 편당 50,000원 SCI(E) 논문: 편당 100,000원

지도교수의 논문 밀착지도

지도교수의 논문 밀착지도

우수논문상 시상

당해년도 졸업생 중 우수논문 게재자를 선발하여 시상(학장상, 대학원장상)

• 학기당 장학금 100만원 추가 지급       • 해외연수프로그램 지원

• 논문게재료 및 영어검독료 지원 (KCI 등재 논문: 최대 20만원/편, SCI(E) 논문: 최대 50만원/편)

전일제 학생 지원(A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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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전공(전일제&비전일제)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석·박사 통합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문간호사과정(응급&노인)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보건복지부령 제228호(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입학일자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가. 자격구분별 실무경력인정기관

전문간호사

자격구분
실무경력 인정기관

응급
- 응급의료기관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ㆍ구조대

- 종합병원 - 군병원(간호장교의 경우만 해당)

노인

-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건진료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나. 경력인정기간 특례

       -  위 표에서 “응급”분야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의 경력은 그 75%만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

2023학년도 전기 모집요강 

모집전공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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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기 모집요강 

장학명 정시 수시1차 수시2차

원서접수 
2022.10.14.(금) 09:00

~10.27.(목) 17:00

2022.11.29.(화) 09:00 

~ 12.12.(월) 17:00

2023.01.12.(목) 09:00 

~ 1.17.(화) 17:00

서류제출 2022.10.28.(금) 16시까지 2022.12.13.(화) 16시까지 2023.01.18.(수) 16시까지

면접전형 2022.11.09.(수) (추후 공지 예정) (추후 공지 예정)

합격자발표 2022.12.06.(화) 2023.01.18.(수) 2023.02.21.(화)

❶ 입학원서

❷ 성적증명서 (전 과정, 전문학사 포함)

❸ 졸업(예정)증명서 (전 과정, 전문학사 포함)

❹ 연구계획서, 면접 전 기초자료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양식 참조)

❺ 간호사 면허증 사본

❻ 공인어학성적표 (선택)

❼ 재직(경력)증명서 (아주대학교의료원 재직자, 전문간호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 전문간호사과정의 경우, 실무경력 기간 내 근무부서 및 담당분야를 모두 기재 요망

❽ 전문간호사과정 지원자는 전체 재직(경력) 기간의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❾ 공직자 장학 신청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공직자 신분증 사본

	 ※	각종 서식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ajou.ac.kr - 게시판 – 입학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간호대학 교학팀 ☎ 031-219-7009 / hansy@ajou.ac.kr

모집일정

제출서류 

접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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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명 선  
전공분야  정신간호학   |      mhyun@ajou.ac.kr   |      031-219-7014

❶  Experience of peer support work amo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the 

community: A grounded theory approach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2022;52:187-201. 

❷  Nursing faculty experiences with student incivility in South Korea: a qualitative study 

/ BMC Medical Education / 2022;22:1-10.

❸  Job Retention Process Among Worki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Struggling Taking 

Root in Community as a Productive Member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2021;51:320-333.

❹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 of Randomized Control Trials of the 

Effectiveness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Homeless Adults / JOURNAL OF 

ADVANCED NURSING / 2020;76:773-786.

❺  Effects of an Empowerment Program for Community-Dwelling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South Korea  /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 2019;55:15-22.

❶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과 인적 인프라 전문성 역량

강화를 통한 자활 서비스 시스템 전달시스템 구축. 한국연구재단

❷  노숙인의 자립을 위한 의미치료를 적용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연구재단

❸  생태학적 관점에 기반을 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연구재단

❹  군 병사의 정신건강상태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❶  Mental health promotion

❷  Empowerment

❸ Quality of life

❹  Psychosocial program

❺ Qualitative research 

대표 논문 

대표 연구

프로젝트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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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춘 자  
전공분야  성인간호학   |      ckimha@ajou.ac.kr   |      031-219-7017

❶  Predictive Model for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 The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2022 Sep: 1-9.

❷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ceived Therapeutic Efficacy 

Scale for Physical Activity in Adults With Type 2 Diabetes / 

The SCIENCE OF DIABETES SELF-MANAGEMENT AND CARE/ 2022;48(1):11-22. 

❸  Experiences of Using Wearable Continuous Glucose Monitors in Adults With 

Diabetes: A Qualitative Descriptive Study/ The SCIENCE OF DIABETES SELF-

MANAGEMENT AND CARE/ 2022;48(5):362-371. 

❹  Predicting physical activity and cardiovascular risk and quality of life in adults with 

osteoarthritis at risk for metabolic syndrome: A test of the information-motivation-

behavioral skills model /NURSING OPEN /2020; 7:1239-48.

❺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for diabetes self-care: A systematic review 

of measurement proper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020;105:103498.

❶  근감소 위험 대사증후군 약물요법 대상자의 자율신경성 심혈관 대사위험 개선을 위한 PACE-MAP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종단적 평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

❷  대사증후군 위험 대상자의 약물복용 순응도 증진을 위한 추후관리 프로그램의 심혈관 위험개선의 

종단적 효과평가. 한국연구재단 후속연구.

❸  대사증후군 근로자에서 인터넷 기반 심혈관 위험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연구재단

❹ Transtheoretical Model을 이용한 심혈관 위험도 개선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연구재단

❺ 관절염을 동반하는 대사증후군 위험대상자에서 신체활동 측정 및 관련요인. 아주대학교 의료원

❶  Health outcomes and PROMs-QoL 

❷  Physical activity 

❸  Medication adherence 

❹	Cardiometabolic risk   

❺ Osteosarcopenia 

대표 논문 

대표 연구

프로젝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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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희
전공분야  성인간호학   |      jhee@ajou.ac.kr   |      031-219-7019

❶  Mobile web-based self-management program for breast cancer patients with 

chemotherapy-induced amenorrhoea: A quasi-experimental study/Nursing 

Open/2022:9(1):655-665.

❷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atient transfer from the intensive 

care unit to general wards/ PLoS ONE / 2021:16:e0254316

❸  Trajectorie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patients / SUPPORTIVE 

CARE IN CANCER / 2020;28:3381-3389

❹  The role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decline and quality of life 

among breast cancer patients / SUPPORTIVE CARE IN CANCER / 2019;27:2707-2714

❺  Psychoeducational approach to distress management of newly diagnosed patients with 

breast cancer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2018;48:669-678

❶  유방암환자의 암관련 인지장애 발생궤적과 영향요안 종단적 조사를 통한 모바일헬스 기반 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한국연구재단

❷  암환자 모니터링 지표 선정 검증 및 모니터링 지표 데이터뱅크. 보건복지부

❸  유방암환자를 위한 모바일웹 기반의 survivorship coaching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연구재단

❹  화학요법관련 무월경이 있는 유방암환자를 위한 모바일기반 적응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연구재단

❺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후 심질환 재발 예방을 위한 자기주도적 위험개선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평가. 한국연구재단

❶  Symptom science

❷ Chronic care

❸  Cancer care

❹  Health outcomes

❺  Intervention studies

대표 논문 

대표 연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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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주 은
전공분야  여성건강간호학   |      songje@ajou.ac.kr   |      031-219-7018

❶  Effects of Maternal Adjustment Enhancement Program Using Mobile-Based 

Education for Chinese Immigrant Women in Korea: A Quasi-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 2022;33(6):685-694.

❷  Ecological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working mothers with 

a child under 36 month old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and correlational study. 

BMC WOMENS HEALTH / 2022;22(1):62

❸  Maternal adaptation of working mothers with infants or toddlers in South Korea: a 

systematic review. BMC WOMENS HEALTH / 2021;21(1):213.

❹  Effects of a maternal role adjustment program for first time mothers who use 

postpartum care centers (Sanhujoriwon) in South Korea: a quasi-experimental 

study.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 2020;20:227. 

❺  Factors related to low birth rate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PLOS one / 

2018;13(3):1-11.

❶  가족통합간호모델에 기반한 산후조리원 이용 첫 자녀 부모를 위한 수요자 주도형 부모됨 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연구재단  

❷ 취업 초산모를 위한 모바일 웹 기반 모성적응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한국연구재단

❸  중국인 결혼이민 초산모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후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한국연구재단

❹  생태학적 관점과 통합적 애착이론에 기초한 산후조리원 이용 초산모를 위한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평가. 한국연구재단

❺  기혼여성의 출산율 관련요인 분석-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빅테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의료원

❶  Successful transition 

❷ Maternal adaptation

❸  Parenting efficacy 

❹  Postpartum health  

❺  Low fertility 

대표 논문 

대표 연구

프로젝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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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미 애
전공분야  아동간호학   |      dew218@ajou.ac.kr   |      031-219-7016

❶  The effects of a smartphone-based education program designed to help mothers 

safely administer medication to their children / Computers, Informatics, Nursing / 

2022:DOI:10.1097/CIN.0000000000000859

❷  어머니의 인터넷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정보지향과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 보건정보통계학회지 / 2021;46(2):221-229

❸  Association of perceived stress and self-control with health-promoting behaviors in 

adolescents: A cross-sectional study / MEDICINE / 2018;97(34):e11880

❹  Parental experiences of medication administration to children at home and 

understanding of adverse drug event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 

2015;23(3): 189-196

❺  Effect of trunk-to-head bathing on physiological responses in newborns /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 2014;43: 742-751

❶  청소년의 인터넷 건강정보이해능력 증진을 위한 모바일 웹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평가.  

한국연구재단  

❷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활용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터넷 건강정보 활용능력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관계 탐색. 한국연구재단 

❸  아동의 부모 대상 가정내 안전한 투약을 위한 모바일 웹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연구재단

❹  학생 건강표준 지표개발 연구. 경기도교육청

❺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❶  Adolescent health promotion 

❷  Child with chronic illness

❸  High risk infant care 

❹  School health 

❺  Parenting  

대표 논문 

대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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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선 주
전공분야  지역사회간호학   |      sjboo@ajou.ac.kr   |      031-219-7032

❶  Smoking in the workplace: A study of female call center employees in South Korea / 

PLOS ONE / 2022;17:e0267685

❷  Effects of a nurse-led multicomponent intervention for frail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a community: a quasi-experimental study / BMC Nursing /2022; 21:20.1-9

❸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 Clinical Rheumatology / 2022;41:367-375

❹  Women’s Smoking: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labor,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promotion / Workplace Health & Safety / 2019;37:361-370

❺  Evaluation of factors affecting the levels of physical activity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a cross-sectional study / Clinical Rheumatology / 2019;38:2483-

2491

❶  여성 콜센터상담사 대상 생태학적모델기반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연구재단

❷  류마티스관절염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연구재단

❸  보건소 통합건강관리 모형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❹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❺  지역별 주관적 건강상태와 복합질병 관련 요인 다수준 분석. 질병관리본부·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❶  Cardiovascular disease prevention

❷ Health promotion

❸  Health behavior 

❹  Community health

❺  Fra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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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선 형
전공분야  기본간호학   |      shyoung@ajou.ac.kr   |      031-219-7029

❶  Cultural and linguistic adaption and testing of the Health Literacy Questionnaire 

(HLQ)among healthy people in Korea / Plos ONE / 2022;17:e0271549

❷  Pandemic Fatigue and Anxiety Sensitivity as Associated Factors With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During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 2022;67:1604552

❸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acNew heart diseas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 

2021;19:196

❹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women immediately following the completion 

of primary treatment of breast cancer: A cross-sectional study / PLoS ONE / 

2021;16(10):e0258447. 

❺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in Korean Menopausal 

Women: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using the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data / ASIAN NURSING RESEARCH / 2021;15:265-271

❶  관상동맥질환자의 건강관리이행 궤적조사를 통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연구재단

❷  관상동맥중재술 환자를 위한 전환관리이행 (Adherence on Transitional Care) 측정도구 개발 

및 임상타당도 검증. 한국연구재단

❸ 심부전 환자를 위한 인지강화-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평가. 한국연구재단

❹  한국판 MacNew Heart Disease HRQL questionnaire(MacNew)의 타당도와 신뢰도.  

아주대학교의료원

❺  장기이식수혜자의 건강문해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간의 관계. 아주대학교의료원

❶  Quality of life

❷ Self-care

❸ Symptom experiences

❹  Cardiovascular patients

❺  Evidence-based Practice

대표 논문 

대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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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 아
전공분야  기본/성인간호학   |      ahnj@ajou.ac.kr   |      031-219-7031

❶  Association between self-management behaviour and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heart failure: A retrospective study / BMC Cardiovascular Disorders / 2022;22:90.

❷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heart failure: 

A cross-sectional study / Medicine / 2022;101(35):e30042.

❸  Association between self-reported physical activity and indicators of cardiovascular 

risk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with hypertension in Korea: A cohort study 

/ Medicine / 2021;100(34):e27074.

❹  Comparison of learning needs priorities between healthcare providers and patients 

with heart failure / PLoS ONE / 2020;15(9):e0239656.

❺  Effects of an individualised nutritional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me on dietary 

habits, nutritional knowledge and nutritional status of older adults living alone / 

Journal of Clinical Nursing / 2018;27:2142-2151.

❶  심부전 환자의 질병양상 변화와 완화 의료에 대한 가족중심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연구재단.

❷  심부전 환자와 가족 돌봄제공자의 모바일 연결형 자기관리 이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한국연구재단.

❸  이완기 심부전 대상자를 위한 SNS 기반 포괄적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한국연구재단. 

❹  심부전환자 가족돌봄제공자의 부담감, 스트레스, 우울 및 삶의 질의 관계. 아주대학교의료원.

❺ 지역사회 고혈압 노인의 신체 활동 수준이 심혈관 지표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의료원.

❶  Chronic illness

❷  Secondary prevention

❸  Heart failure

❹  Hypertension

❺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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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진
전공분야  간호관리학   |      yjlee531@ajou.ac.kr   |      031-219-7011

❶  Development of a simulation program related to patient safety: Focusing on 

medication error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 2021;27.2:107-117

❷  Effects of compassion competence on missed nursing car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nurses /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 2020;28:1-11

❸  Sleep quality among shift-work nurs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APPLIED NURSING RESEARCH / 2020;52:1-10

❹  Wellness and sleep quality in Korean nursing students: A cross sectional study / 

APPLIED NURSING RESEARCH / 2019;48:13-18

❺  Potential adverse health outcome of digital textbook use: Teachers’ perspectives / 

RESEARCH AND THEORY FOR NURSING PRACTICE / 2018;32:9-22

❶  임상간호사의 「compassion 역량」 성장모형과 간호사 결과 및 환자안전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종단연구. 한국연구재단

❷  간호대학생 및 신규간호사의 「compassion 역량」 변화과정과 간호오류 및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종단연구. 한국연구재단

❸  신입간호사의 수면패턴 변화: 학교-직장 전환과정의 2년 코호트 연구. 아주대학교

❹  임상간호사의 공감역량과 프리젠티즘이 간호오류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❺ 임상간호사의 경력단계별 이직계획과 이직실행 영향요인 분석. 아주대학교

❶  Nursing staffing

❷  Competence development

❸  Safety nursing

❹  Nursing work environment

❺ Outcom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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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은 지
전공분야  기초간호학   |      silbia98@ajou.ac.kr   |      031-219-7021

❶  Predictors of unplanned 30-day readmissions after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a 

systematic review andmeta-analysis of cohort studies / EUROPEAN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 2021;20(7);690-699

❷  Perioperative risk factors for new-onset postoperative atrial fibrillation among 

patients after isolated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A retrospective study / 

JOURNAL OF ADVANCED NURSING / 2022;78;1317-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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