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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
ing (JKACHN)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and recomme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Meth-
ods: Using analysis criteria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233 papers published in JKACHN between 2005 and 2009 were re-
viewed. Results: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these paper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compared to before 2005.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s, the proportion of intervention studies, and studies that involved children directly as participants 
had increased. However, published papers still leave much to be desired. Quantitative studies were dominant (91.4%) and many 
of these studies were survey designs (65.7%). Children, especially young children were still less likely to be direct participants. 
All experimental studies were quasi or pre-experimental studies. There were few qualitative research studies. Conclusion: Find-
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strengthening peer review according to review guidelines will improve the quality of published 
papers and promote JKACHN as an international journal. Instead of proxy accounts from parents or nurses, research involving 
direct accounts by children is needed. Child-friendly data collection methods need to be developed and used by child health 
nurse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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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간호학회는 1994년 12월 14일 대한간호학회 제24회 정기총

회에서 모자간호학회로부터 분리되어 대한아동간호학회라는 명

칭으로 발족한 이후, 2010년 9월 현재 아동간호학회에는 314명의 

개인 정회원과 54개의 기관회원이 등록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면서 아동간호학의 학술적 발전과 더불어 국내외 타 간호학회

와의 교류를 통한 아동 간호의 이론과 실무의 향상과 함께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동간호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는 아동간호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아동간호학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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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연구를 게재하는 학술지

이다. 1995년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아동간호 분야 연구가 양적 ·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아동간호학회지는 학술진흥재단의 의

약학분야 등재 후보학술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04

년 7월인 10권 3호부터 영문명을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으로 수정하고 다양한 질적 향상을 위한 노

력을 기울여 2004년도 다른 간호분야별 학술지보다 앞서서 학술

진흥재단의 의약학분야 등재 후보학술지로 선정됐으며, 꾸준한 

질 관리로 2007년도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승격하여 학술

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08년 5월부터는 대한의학학술지편

집인협의회(KoreaMed)에 LinkOut 하였으며, 2009년 1월에 Syn-

apse에 가입하여 이후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고유번호체계인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의 출판사

들이 발행하는 학술지 논문과 참고문헌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있

으며, 이는 논문에서 논문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검색(seamless 

searching)이 가능해져 국외 논문에 인용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orea Citation Index)에서 개발하여 제공하

고 있는 Kor-Factor (KF)에서 아동간호학회지의 KF는 3.968이었

고,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색인(Korean Medical Citation Index)에

서 제공하고 있는 Impact Factor (IF)에서는(http://journal.komci.

org/ListJournalSum.php) 2009년 아동간호학회지의 IF가 0.438로 

2008년 0.255에 비해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검색 지수는 한국간호

과학회 회원학회 중 가장 높아 우수한 학술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아동간호학회지는 우수한 국제학술지로서의 입지를 굳히

기 위해 2009년부터 아동간호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한 업무 추진

팀을 발족하여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 Science Cita-

tion Index-Expanded (SCI-E) 등재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그 업

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논문심사위원과 편집위원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간호학이 간호학문으로서의 지식체를 

생성하고 축적, 확장하여 아동간호의 독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는 그동안에 수행된 연구결과에 나타난 지식체의 경향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지식체의 생성 방향을 조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Suh et al., 2007). 이에 한국간호과학회(Cho, Hyun, & 

Cho, 2006; Choi et al., 2000; Jeong, Ahn, & Cho, 2005; Kim et al., 

2002; Shin et al., 2010; Suh et al., 2007), 성인간호학회(Hwang et 

al., 2010; Park, Lee, Kim, & Cho, 2008), 정신간호학회(Lee, 2001; 

Lee et al., 2007), 여성건강간호학회(Kim et al., 2010; Kim, Park, Park, 

Chung, & Ahn, 2007) 등 일부 학회들은 주기적으로 해당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분석하여 학회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학회

별로 주로 연구의 개념이나 주제(주요어), 간호학 지식분류유형,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왔으며, 최근에는 연

구의 근거등급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다. 아동간

호학회에서도 그동안 아동간호학과 관련된 학위논문 및 학회지 

게재 논문을 분석하여 아동간호학 분야의 연구동향, 연구개념을 

확인하고 아동간호의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간호의 지식

체 확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Han, Kim, Kim, 

& Kim, 2002; Lee et al., 2001). 

그러나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지 평가를 통해 아동간호학호지에 실린 논문을 주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간호학회지 편집위

원이 중심이 되어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등재후보지와 등재

지로 선정된 후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

된 연구는 없었다. 아동간호학회지가 공신력이 있는 학술지로 인

정을 받은 이후에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아동간호

의 추후 연구와 지식체 생성 방향을 조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5년간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현재 아동간호 분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함은 물론, 양적 

연구와 중재연구 및 질적 연구의 특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시

도함으로 현재의 아동간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아동간호학문의 발달을 위한 아동간호연구의 방향을 제시하

면서 아울러 아동간호학회지의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05-2009년)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본 연구팀이 개발한 분석틀에 의해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 논문은 아동간호학회지가 한국학술진

흥재단 등재 후보지가 된 이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

안 연 4회 발간된 총 20호의 아동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 233편이

다. 연도별 분석논문은 2005년 50편, 2006년 52편, 2007년 50편, 

2008년 39편, 2009년 42편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간호학 분야에서 학회지 논문 분석을 위해 사

용하였던 선행연구의 분석 틀을 고찰한 다음(Cho et al., 2006; 

Hwang et al., 2010; Jeong et al., 2005; Kim et al., 2010; 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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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im et al., 2002; Lee, 2001; Lee et al., 2007; Park et al., 2008; 

Shin et al., 2010; Suh et al., 2007), 본 연구 팀이 토론과정을 통해 

아동간호학의 특성 및 학회지의 국제화 전략을 고려하여 최종적

으로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구성 틀은 논문의 전반적 특

성, 양적 연구, 중재 연구, 질적 연구 등 4개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부분별 구성을 보면, 첫째 논문의 전반적 특성 분석은 논문의 유

형, 연구유형, 대상자(건강상태, 성장발달단계, 역할), 연구대상자

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 논문작성 언어, 연구자 등을 포함하였다. 

둘째, 양적 연구의 분석은 연구설계, 표본 수 산정에 대한 근거, 표

본 추출 방법,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도구, 자료 분석 방법 등의 분

석을 포함하였다. 셋째, 중재 연구의 분석은 연구 유형, 중재 유형

과 중재 대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의 

분석은 연구유형, 철학적 배경, 연구자 훈련, 자료 수집 방법, 타당

도와 신뢰도, 연구대상자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 분석 방법

최근 5년간(2005-2009년)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전수

인 233편을 본 연구팀이 사전연구를 통해 마련한 일차적인 분석틀

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

분은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자료 분석을 완성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0년 6월에서 9월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측정변수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분석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논문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 

논문 233편 중 일반논문이 146편(62.7%)으로 가장 많았고, 학위논

문이 4편(1.7%)이었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이 83편(35.6%)이었다. 

연구비 수혜 논문 중 교내연구비 수혜 논문이 58편(68.9%)으로 교

외연구비 수혜 논문 25편(30.1%)보다 많았다. 연구 유형은 양적연

구가 213편(91.4%), 질적 연구가 14편(6.0%), 종설이 6편(2.6%)이었

다. 종설논문은 총 6편으로 아동비만, 유머중재(입원아동), 다중지

능이론, 아토피성 질환관리, 최적 적응건강이론, 모자보건정책사

업분석에 대한 내용이 각 1편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건강인이 146편(62.7%), 비건강인이 72편(30.9%)

이었으며, 그 이외에 15편(6.4%)은 소설, 논문, 책, 교과서 등의 문

헌이 9편, 보육시설, 대학, 의무기록이 각 1편이었으며,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집단은 청소년

이 49편(22.4%)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의 어머니 38편(17.3%), 학령

기 아동 34편(15.5%), 아동과 어머니가 18편(8.2%) 순이었다. 

연구진행 시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인 절차

로 가장 흔히 사용한 방법은 연구참여에 대해 구두로 동의를 받은 

경우가 132편(59.5%)으로 가장 많았고,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가 

42편(18.9%)이었으며, 연구윤리에 대한 기관심의를 받은 경우는 

단 10편(4.6%)에 불과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보고하지 않은 논문도 40편(18.0%)이나 되었다. 

논문작성 시 사용한 언어는 한국어가 221편(94.8%)으로 대부

분이었으며, 영어로 작성한 논문은 12편(5.2%)이었다. 게재된 논문

의 투고자의 소속을 살펴보았을 때 국내기관 소속자의 논문이 

222편(9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외국기관 소속자가 투고

한 논문은 총 11편(4.7%)으로 이 중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외국

기관 소속인 경우가 3편(1.3%)뿐이었고, 공저자인 경우가 8편(3.4%)

이었다.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외국기관 소속인 3편의 논문도 

모두 한국인 연구자가 박사 후 과정이나 해외교류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 투고를 한 논문이었고, 외국 국적을 가진 연구자

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은 단 1편도 없었으며 외국인이 

공동연구자로 포함된 논문은 2편(0.86%)이었다.

양적 연구의 분석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적연구의 연구설계 유형은 총 213

편 중 조사연구가 140편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고, 실험연구

가 59편(27.7%)이었으며, 방법론적 연구가 13편(6.1%), 2차 자료분

석이 1편(0.5%)이었다. 표본의 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54편(25.4%)이었으며, 연구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한 논문은 단

지 8편(3.8%)에 불과했다.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편의추출법을 사

용한 논문이 189편(88.7%)으로 주를 이루었고, 층화표출법과 집락

표출법을 사용한 논문은 각 6편(2.8%)이었으며, 단순무작위 추출

법을 사용한 논문은 5편(2.3%)에 불과하였다. 그 외에 의도적 표

출법, 할당표출법, 전수조사법 등이 소수에서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177편(83.1%)이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37

편(17.4%)이 생리적 측정을 하였고, 14편(6.6%)이 관찰방법을 사용

하였다. 발달사정도구를 사용한 경우도 10편(4.7%)이 있었다. 기타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이나 논문분석, 면담, 의무기록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보고

한 연구는 88편(41.3%)이었으며, 신뢰도를 보고한 연구는 168편

(78.9%)이었으나, 사용한 도구에 대해 저자나 출판사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았다고 보고한 연구는 단지 3편(1.4%)에 불과하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한 통계방법으로 가장 많은 것은 기술통계로 

203편(95.3%)이었다. 추론통계로는 t-검정을 사용한 논문이 123편

(57.7%)으로 가장 많았고, 일원분산분석 83편(39.0%), 상관분석 81

편(38.0%), 교차분석이 77편(36.2%)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연구의 분석

Table 3에 제시한 바대로, 중재연구는 총 59편으로 전체 논문 중 

27.7%를 차지하였고, 연구의 설계 유형은 55편(93.2%)이 유사 실험

연구로 가장 많았으며, 4편(6.8%)은 원시 실험연구였고, 순수 실험

연구는 1편도 없었다. 중재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교육 및 상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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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23편(39.0%)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술이 21편(35.5%), 보완대

체요법 9편(15.3%) 순이었으며, 운동중재(요가, 스트레칭), 통합중

재(비만관리 프로그램: 운동, 식이, 행동수정, 경락마사지), 기타

(뉴로피드백, 심리운동)가 각 2편(3.4%)이었다. 

교육중재는 2편이 웹기반을 이용한 교육이었으며 나머지는 개

인 또는 집단대상 직접교육방법을 사용한 중재였다. 간호술을 사

용한 중재로는 감각자극이 총 21편 중 13편으로 가장 많았고, 통

증관리가 6편이었으며, 그 외로 물주머니 가온요법과 노리개 젖꼭

지 적용이 각 1편이었다. 감각자극은 마사지를 비롯한 촉각자극이 

전체 13편 중 11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청각자극과 통합감

Table 1.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Published Papers (N=23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Manuscript type General research 146 62.7
Thesis or dissertation  4 1.7
Funded research  83 35.6

Research type Quantitative study 213 91.4
Qualitative study  14 6.0
Review paper  6 2.6

Subjects Healthy 146 62.7
 Unhealthy  72 30.9

Others (Literature, book, textbook 9; Child care center 2; University 1; Website 2; Medical record 1) 15 6.4
Age group (n=219)*
  Child High risk newborn 8 3.6

Newborn 4 1.8
Infant 1 0.5
Toddler 0 0.0
Preschooler 6 2.7
Schooler 34 15.5
Adolescent 49 22.4
High risk newborn-newborn 1 0.5
Infant~toddler 2 0.9
Toddler~preschooler 1 0.5
Infant~toddler~preschooler 4 1.8
Preschooler~schooler 2 0.9
Schooler~adolescent 9 4.1
Child (Not specified) 6 2.7

  Mother 38 17.3
  Father 2 0.9
  Parent 9 4.1
  Grandmother 2 0.9
  Family 2 0.9
  Primary caregiver 1 0.5
  Mother-child 18 8.2
  Parent-child 2 0.9
  Nurse-child 1 0.5
  Teacher-child 1 0.5
  Teacher Child care center 8 3.7
  Nurse School nurse 3 1.4

Nurse 4 1.8
  Nursing student 1 0.5
Ethical consider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10 4.6
Written consent  42 18.9
Verbal consent 132 59.5
Not reported  40 18.0

Language Korean 221 94.8
English 12 5.2

Affiliation of author Domestic 222 95.3
International: First or corresponding  3 1.3
                     Co-author  8 3.4

*Non applicable cases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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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극이 각 1편이었다. 통증관리에 대한 중재 총 6편 중 관심전

환(휴대폰, 풍선아트, 캐릭터, 작동인형 이용 각 1편)이 4편으로 가

장 많았다. 

중재연구의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0편(16.9%)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8편(13.6%),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

(11.9%)이었으며, 학령전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 6편(10.1%)이었다. 또한 아동의 어머니,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 5편(8.5%)이었다. 

질적 연구의 분석 

총 233편의 분석대상 논문 중 질적 연구는 14편(6.0%)뿐이었다. 

질적 연구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Table 4), 질적 내용분석이 5편

(35.7%)으로 가장 많았고, 현상학적 연구가 3편(21.5%), 근거이론

과 Q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가 각 2편(14.3%), 그리고 담론과 포커

스 집단을 사용한 연구가 각 1편(7.1%)이었다.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훈련에 대해 보고한 논문은 

4편(28.6%)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심층면담이 10편(71.4%)

으로 주를 이루었고, 관찰과 기타(토론, 문장분석)가 각 2편(14.3%)

이었다. 질적 자료 분석에 대한 타당도를 보고한 논문은 10편(71.4%)

이었고, 신뢰도를 보고한 논문은 6편(43.0%)이었다. 

질적 연구의 대상자는 청소년이 6편(43.0%)으로 가장 많았고, 

학령기 아동과 어머니가 각 2편(14.3%), 그리고 기타가 4편(28.4%)으

로 아동, 아동-어머니, 소설, 간호학생이 각 1편 포함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

로 아동간호학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현재 아동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아동간호학문의 발전방향과 

국제수준의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으로 실시하였다.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최근 5년간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논문 편수는 233편으

로 연 평균 46.6편, 각 호당 평균 11.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는 

Kim 등(2002)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아동간호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총 논문의 수가 123편(연 평균 20.5

편)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 많은 증가가 있었다. 이는 아

동간호학회지의 연간 발행횟수의 증가의 영향도 있겠으나, 2000년

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개설된 전국의 간호학 박사교육과정이 

8개교에 개설되는 등, 간호학문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분야별 간

호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연구결과를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

를 거쳐 등재지로 선정된 공신력 있는 우수학술지에 게재함으로

써 연구실적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연구비 지원 논문이 83편(35.6%)

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간호과학회지에 2007-2008년의 2년간 게재

된 논문의 35.9% (Shin et al., 2010)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연구

비지원기관에서 연구성과물을 학진등재지나 SSCI급 학술지에 게

재할 것을 요구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같은 이유로 2008년부터 

한국간호과학회지의 연구비수혜논문의 투고율이 높아진 것과 일

맥상통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비수혜논문의 

투고율은 앞으로 아동간호학회지가 SSCI급 국제학술지로 등재되

기 위한 노력을 통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2.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Quantitative Research (N=213)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Research design Survey 140 65.7
Experimental study 59 27.7
Methodological study 13  6.1
Secondary data analysis 1 0.5

Criteria for sample size Reported 54 25.4
Sampling Simple random  5 2.3

Stratified random  6 2.8
Cluster  6 2.8
Convenience 189 88.7
Quota  2 0.9
Purposive  4 1.9
Other  1 0.5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 177 83.1
Physiological measure  37 17.4
Interview  1 0.5
Literature or paper analysis  2 0.9
Observation  14 6.6
Medical record analysis  1 0.5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10 4.7

Measurement: Validity Reported  88 41.3
                       Reliability Reported 168 78.9
P ermission for instrument 

use
Reported  3 1.4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203 95.3
  Parametric statistics t-test 123 57.7

Paired t-test  8 3.8
ANOVA  83 39.0
Correlation  81 38.0
Regression  31 14.6
Logistic regression  10 4.7
Repeat Measured ANOVA  19 8.9
ANCOVA  13 6.1
Factor analysis 11 5.2
Discriminant analysis 2 0.9
LISEREL 4 1.9

  Nonparametric statistics Chi-square 77 36.2
Fisher exact analysis 21 9.9
Mann Whitney U test 8 3.8
Wilcoxon singed rank test 7 3.3

*Multiple respons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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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유형은 양적 연구가 91.4%인데 비해 질적 연구는 단 6.0%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 Kim 등이 아동간호

학회지 논문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던 5.7%, Lee 등(2001)의 6%와 

유사하거나 같은 비율이었으나, Han 등(2002)의 11.8%보다는 낮

았다. 또한 2007-2008년도 한국간호과학회지의 14.4% (Shin et al., 

2010), 2007-2009년도 성인간호학회지의 9.5% (Hwang et al., 2010; 

Park et al., 2008)와 비교하면 아동간호학회지의 질적 연구 논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분석연도가 다르기는 하나, 국외

에서 2000년부터 6년간 Impact Factor가 높은 상위 10개의 간호학

술지의 논문을 분석한 Mantzoukas (2009)에 의하면 양적연구는 

51%로 본 연구결과보다 현저히 낮은데 비해 질적 연구는 37%로

서, 국외 학술지에 비해서도 질적 연구의 게재율이 매우 낮았다. 

이는 아동간호학 연구의 대상자가 아동인 경우 질적 연구에서 흔

히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 심층면담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아동 대상자의 경우에도 자료수

집 시 아동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인형(Epstein, Stevens, Mc-

Keever, Baruchel, & Jones, 2008)이나 사진(Close, 2007)을 사용하

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질적 연구가 가능함을 보고하

고 있으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

록 학술모임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

각된다. 

연구 대상자는 신생아에서 청소년까지를 포함한 아동을 대상

으로 한 논문이 57.9%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아버

지의 22.3%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an 

Table 3.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Intervention Research (N=59)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Sub 
total

Total

n %

Research design Quasi E 55 93.2
Pre E 4 6.8

Intervention type Education & counseling Individual or group education (20) 20 23 39.0
Web-based (2) 2
Group counseling with art therapy 1

C omplementary-alterna-
tive therapy

Meridian massage (6) 6  9 15.3
Hand acupuncture (2) 2
Roller acupuncture stimulation (1) 1

Nursing therapeutics Sensory stimulation Tactile (11) 13 21 35.5
Auditory (1)
Multimodal sensory stimulation (1)

Pain management Distraction (4) 6
Sucrose coating pacifier (1)
EMLA cream (1)

Others Warm water-filled bag (1) 1
Pacifier (1) 1

Exercise Yoga 1 2 3.4
Stretching 1

Combined program Obesity management program  Diet, exercise, behavioral modification 1 2 3.4
Diet, exercise, behavioral modification meridi-
an massage

1

Others Neurobiofeedback 1 2 3.4
Psychomotor 1

Participants Child High risk newborn 7 40 67.8
Newborn 5
Infant 1
Toddler 0
Preschooler 6
Schooler 8
Adolescent 6
Infant~toddler~preschooler, Toddler~preschooler 2
Schooler~adolescent 1
Child (not specified) 4

Mother (high risk newborn 3, infant 1, primipara 1) 5 8.5
Parent 1 1.7
Child care center teacher 2 3.4
Child-mother (high risk newborn 3, infant 5, autism 2)  10 16.9
Child-parent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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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2)이 실시하였던 1990-2000년 사이의 아동간호 관련 논문

분석결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1.2%였던 반면 부모

가 57.1%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아동을 직접 연구대상자로 하여 아동의 건강

관리에 초점을 둔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연구대

상자이기는 하나, 어머니 또는 다른 가족을 통해서 아동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아동의 목소리에 직접적으로 귀를 기

울이는 것이 아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중심간호(family centered care)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아동

간호연구에서 어머니 또는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계

속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가족중심간호는 아동간호의 중요한 철

학으로서, 가족중심간호를 제공한다는 것은 간호사가 가족을 아

동의 삶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인식을 간호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

하기(Harrison, 2010)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어머니를 제외

한 다른 가족구성원은 거의 연구대상자로 포함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가족과 간호사 간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논문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이러한 영역의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성별을 구별하여 특정 성

(gender)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점적

으로 파악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는 아동간호학 논문 분석을 

통해 아동간호학 연구에서 성에 대한 고려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한 Taylor와 Green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Taylor와 Green 

(2008)은 남아와 여아는 돌봄과 질병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

으며, 아동을 간호함에 있어서 간호사 또는 간호연구자가 남아와 

여아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차이가 없다는 사고를 한다면 그들

의 건강, 건강관련 요구 그리고 치료에 대한 순응 등에 영향을 미

칠 것임을 주장하였다. 간호사는 아동의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 불평등성(gender inequalities)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성이 아동의 

행동, 건강 및 도움 추구행위는 물론 그들 자신의 전문가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아동간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추후 아동간호학 실

무와 연구에서도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생물학적 성, 성

의 차이 또는 불평등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달단계별로 차이가 많았는

데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0.5%), 유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 한 편도 없었고,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6편(2.7%)에 불과하였다. 영유아의 경우는 대개 어머니가 대상자

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아동과의 문자나 언어를 통

한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질적, 양적 

방법들에서 모두 적었다고 보고한 Lee 등(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학령전기 아동은 간호상황에서 많이 접하는 대상

자이지만 실무에서 학령전기 아동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가 없

다고 주장한 Waston (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Waston 

(2008)은 아동간호 연구에서 학령전기 아동은 제외되는 편이며 이

러한 결과가 간호실무에 반영되므로 간호연구의 대상자로 학령전

기 아동을 포함시켜 그들의 질병경험과,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어

떻게 의사소통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Kirk (2007)도 

간호연구에서 아동을 직접적으로 연구대상자로 포함할 것을 강조

하면서 연구과정에서 성인 연구자들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면

서 아동에게 친밀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의 세계에 접

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아동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되, 그들의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동에게 친밀한 자료 수집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인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통해 기관심의 절차를 거친 논

문은 10편(4.6%)에 불과했으며, 서면동의를 받은 논문이 42편(18.9%), 

구두동의를 받은 논문이 132편(59.5%)으로 나타났고, 40편(18.0%)

은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아 아직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

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회차원에서 연구윤리규정을 

확정하고,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IRB 절차를 정착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고 본다. 특히 IRB는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구성해야 하는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학교, 병원 등 소속기관에 IRB의 구성 

및 적극적 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영어로 작성한 논문이 전체 게재 논문의 5.2%에 불과한 점, 외

Table 4.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N=1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y 3 21.5
Grounded theory 2 14.3
Narrative analysis 1 7.1
Focus group 1 7.1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5 35.7
Q-methodology 2 14.3

P hilosophical  
background

Reported 1 7.1

Researcher training Reported 4 28.6
Data collection method In-depth interview 10 71.4

Observation  2 14.3
Other discussion, sentences analysis  2 14.3

Validity Reported 10 71.4
Reliability Reported  6 43.0
Participants Schooler 2 14.3

Adolescent 6 43.0
Mother 2 14.3
O ther 
  Child, chid-mother, novel,  
  nursing student 

4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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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관 소속 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투고자가 포함된 논문이 4.7%

에 불과한 점, 그리고 현재 아동간호학회지의 논문심사위원이나 

편집인에 외국인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아동

간호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간호학회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다방

면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아동간호학회 및 

아동간호학회지를 외국에 홍보하여 외국인 독자 및 투고자를 확

보하기 위한 채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하

루라도 빨리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외국인 편집위

원이나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SSCI급 국제학술지로 등재되기 위

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청된다. 

양적 연구의 분석 

양적 연구 총 213편 중 조사연구가 140편(65.7%)인데 비해 중재연

구는 59편(27.7%)으로 나타났다. 중재연구의 비율은 Kim 등(2002)

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

석한 연구에서 실험연구 17%보다는 많으나, 한국간호과학지의 최

근 2년간 논문의 32.2% (Shin et al., 2010)보다는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중재를 적용한 실험연구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것

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나, 추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

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본 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25.4%였다. 이 결과는 한

국간호과학회지의 2007-2008년 논문을 분석한 결과(Shin et al., 

2010) 49.7%가 표본 수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

이다. 연구에서 적절한 표본 수는 연구결과의 검정력을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Devane, Begley, & Clarke, 

2004). 아동간호학회지의 양적 논문심사 평가지에 “표본 수에 대

한 근거가 서술되었는가?”라는 항목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

이 투고된 2005년부터 삽입된 평가항목임을 고려할 때 논문 심사 

평가지에 제시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만족하였는지를 좀 더 철저

하게 평가하여 논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문심사자 교육을 강화

하고, 타당한 효과크기와 논문의 검정력 향상을 위한 표본크기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본 추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편의표집(88.7%)

이었다. 그러나 편의표집은 비확률 표집방법으로 편중의 위험이 

커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Lee, 

Yang, Koo, & Eun, 2009). 그러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향상시

키기 위해 편의표집방법의 사용을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표본의 선택이나 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하고 반복연구를 통해 

비확률 표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자료 수집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보고한 연구는 83.1%

인 반면 타당도를 보고한 연구는 41.3%뿐이었다. 이는 한국간호학

과회지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Shin et al., 2010)와 유사한 결과이

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측정도구의 질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Lee et al., 2009), 현재 아동간호학회지의 양

적 연구 논문 심사 평가지에도 포함되어 있는 항목임을 고려할 때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한 도

구의 개발자 또는 출판사로부터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고 사

용한 연구는 단지 1.4%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한국간호과학회지

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5.1%로 나타난 결과(Shin et al., 2010)보다 

낮은 결과이다. 현재 아동간호학회지의 논문심사 평가지의 항목

에는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은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구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수준을 높

이기 위한 방법으로 심사기준에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 연구의 분석

중재 연구의 설계유형을 분석한 결과, 93.2%가 유사실험연구이

고 순수실험연구는 단 1편도 없었는데 비해, 한국간호과학지의 최

근 2년간 논문분석에서 57편의 실험연구 중 순수실험연구가 5편

이 있었다(Shin et al., 2010). 또한 Mantzoukas (2009)에 의해 보고

된 국외의 학술지 분석에서는 실험연구가 26%이면서 순수실험연

구가 14%로 나타나 아동간호학회지의 실험연구 비율과 순수실험

연구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근

거중심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를 제공하

는 순수실험연구 즉 무작위 대조군 실험연구(randomized con-

trolled trial, RCT)의 수행이 증가하고 있고, 복잡한 간호현상을 이

해하기 위해 체계적인 RCT의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논문작

성 시, The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CONSORT)

와 같은 국제적 표준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ichards 

& Hamers, 2009; Smith et al., 2008). CONSORT는 1996년 RCT 연

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상연구자, 통계학자, 역학자, 의학학술지 

편집자 들의 모임에서 제시한 RCT 설계를 위한 국제적 표준 양식

이다. 아동간호 대상자에게 최상의 간호실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근거중심의 간호실무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거

수준이 높은 간호지식을 개발하는 RCT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학 분야의 실험연구에

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사실험연구는 대부분 무작위화하지 

못해 순수실험연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연구설계 시 대상

자를 무작위 할당할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시도할 필요가 있다

(Shin et al., 2010).

중재연구의 유형은 교육중재가 37.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한

국간호과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Shin et al., 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대상자로 하여

금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를 위한 자기간호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를 교육하는 역할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아동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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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재된 논문에 사용된 중재 중 가장 많았던 중재는 촉각자극

을 사용한 중재로 나타났다. 보완대체 요법 중에서 2/3가 경락마

사지를 중재로 사용한 논문이었고 감각자극을 사용한 논문 13편

중에서도 11편이 촉각자극을 중재로 사용하였다. 미숙아에게 제

공하는 촉각자극은 체중의 증가를 증진시키고 병원 재원기간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ickers, Ohisson, 

Lacy, & Horsley, 2004). 그러나 시각, 청각, 전정기관 자극 또는 통

합감각자극 또한 미숙아의 각성상태, 완벽한 젖병수유로의 이행

이 빨라지고 병원재원기간 단축에 기여하므로(White-Traut et al., 

2002) 이들 중재에 대한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연구도 활성화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통증 또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줄여주기 위한 중재가 28.8%를 차지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아동과 가족에게 있어서 아동에게 행해지는 주사 등과 같은 침습

적인 절차는 통증과 두려움, 불안을 유발하는 그리고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다. 최근 아동간호학의 철학

으로 가족중심간호와 함께 강조되는 개념이 비외상성 간호(atrau-

matic care)이므로(Hockenberry & Wilson, 2007) 앞으로도 이러

한 중재가 사용되는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외상성 간호는 아동의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최소

화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두는 중재이다. 신체적 고통은 통증은 

물론, 불면증, 움직임이나 통제력(control)의 제한, 온도변화, 소음, 

빛 등의 감각적인 자극까지 포함하며 정신적 고통은 불안, 두려움, 

분노, 실망, 슬픔, 수치심 및 자책감 등을 포함하므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간호중재가 더욱 모색될 필요가 있다.

중재 연구의 대상자는 발달단계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고 특정 

대상자, 연령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동-어머니가 중재의 대상

이 된 논문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학령기 아동, 고위험 신생아

와 신생아 순이었으며, 영아, 유아 및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의 비중은 적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체연구에서는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연구의 대상자로

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현재의 학교

교육이 입시위주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 1년마다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청소년 건강위험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13.3%, 음주율 

27.8%, 비의료적 약물 경험률 6.8%, 자살사고율 23.7%, 자살시도

율 5.8%로 청소년들의 주요 건강문제가 건강행태의 악화로 보고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강위험행태를 줄이기 위한 중재연구

의 개발 및 평가연구 또한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질적 연구의 분석 

질적 연구에서 철학적 배경을 제시한 논문은 단지 1편(7.1%) 뿐이

었고,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자 훈련을 보고한 논문은 4편(28.6%) 

이었다. 연구방법에 대한 철학적 입장의 제시나 연구자의 선입견

을 배제하기 위한 훈련과 준비를 충분히 기술하였는지는 아동간

호학회지 질적 연구 논문심사 평가지에도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므로 아동간호학회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후에는 아동간호

학회지에 질적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나 심사자는 모두 이

러한 심사기준을 잘 숙지하고 투고와 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

은 심층면접으로 14편 중 10편(71.4%)의 연구가 이 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렇듯 심층면접을 주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

에 질적 연구의 대상자로 어린 아동을 포함하기가 어려웠을 것으

로 생각된다. 실제로 질적 연구 14편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8편이 있었는데 이 중 2편이 학령기 아동, 6편이 청소년으로 어

린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어

린 아동의 경우도 문장완성하기, 일기 완성하기, 이야기하기, 그림

그리기, 사진찍기 또는 비디오 녹화하기 등을 포함한 novel tech-

niques과 과제 중심 활동(task-based activities) (Kirk, 2007), 인형

(Epstein et al., 2008), 사진(Close, 2007) 등과 같은 아동에게 친밀

한 방법(child-friendly methods)을 사용하여 자료 수집을 한다면 

아동과의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 아동이라도 위에서 언급한 아동에게 친밀한 방

법을 사용한다면 질적 연구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고 수집한 자료

의 질 향상 또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은 아동과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

양한 방법과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 간호사는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

에서 아동과 가족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특히 임상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향상시

키기 위해 현재 보고되어 있는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Christian,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간호

학의 발전방향과 아동간호학회지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아동간호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논문심사자는 심사기준에 따라 특히 

연구방법론에서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재연구의 

활성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 대상 연구에서 아

동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 수집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간호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국적의 투고자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간호학회에서는 회

원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포함한 연구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

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게재되는 아동

간호학회지의 연구논문의 경향과 질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분석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Scottis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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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

해 연구의 근거 등급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방법별로 

CONSORT (RCT 연구방법), The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조사, 관찰연

구), The Quality of Reporting of Meta-analyses (QUOROM: 메타

분석연구) 등과 같은 보다 차별화된 국제적 표준양식을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

로 아동간호학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현재 아동간호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아동간호학문의 발전방향과 

국제수준의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5년 동안(2005-2009년) 아동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이전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재 논문의 수가 증가되었고, 중재연구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아

동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는 논문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

흡한 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대상의 질적 연구가 부족

하고, 학령전기 이전의 어린 아동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가 많았으며, 근거중심의 실무 추세에 비추어 중재연구가 부족하

고, 연구방법론에서 표본 수 산정, 측정도구의 타당도, 엄격한 표

집방법의 적용 측면에서 미흡하고, 국제화를 위한 외국 국적의 연

구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동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은 아동간호학의 이론적, 실무적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경향

을 보이는 한편, 개선해야 할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아동간호학회지의 질 향상과 국제화를 통한 아동간호학의 발

전을 위해 아동간호학회와 연구자가 함께 우수한 연구논문의 게

재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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