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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근관절건강학회지는 대한근관절건강학회의 공식 학술지로

서 연 3회 발간되고 있다. 대한근관절건강학회는 근관절질환

이 있는 환자를 위한 교육 및 자조관리 능력 훈련을 통해 건강

유지, 증진 및 재활을 돕고 근관절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에 대

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도모하는 학회이다. 대한근관절건강학

회는 1993년에 대한류마티스건강전문학회로 창설하고 1994

년에 대한류마티스건강전문학회지를 창간하였으며, 2006년

에는 보다 폭넓은 학술활동을 위하여 학회명을 대한근관절건

강학회로 개칭하였으며, 학회지도 근관절건강학회지로 개칭

하여 2015년에 22권까지 발간하였다(Korean Society of Mu-

scle and Joint Health, 2016). 근관절건강학회지는 2008년 12

월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2011

년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어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학회지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 분과학문의 발달은 그 학문의 지식체의 축적으로 이어지

며 학문의 지식체의 축적은 연구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Mc-

Ewen, 2007). 이에 근관절건강학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문

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근관절건강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들

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대한근관절건강학회

의 활동 방향 및 연구 방향을 조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Suh et 

al., 2007). 

근관절건강학회지는 2000년 관절염에 대한 국내간호학 연

구논문 분석(Park & Back, 2000), 2004년 대한류마티스건강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 경향분석(Park et al., 2004a), 

2004년 대한류마티스건강학회지 창간호부터 10년간의 실험

연구 분석을 통한 연구경향 분석(Park et al., 2004b), 2008년 

노인에게 적용한 타이치 운동의 논문 분석(Lee & Kim, 2008), 

2010년 근관절건강학회지 게재논문 분석(Lim et al., 2010) 등

을 통해 근관절건강학회지의 논문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

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1년 학술지 계속평가 보고서(Korean Society of Muscle 

and Joint Health, 2011)에 의하면 2010년에 근관절건강학회

지에 발표된 19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은 골관절염 

환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요통 환자와 류마티스 관절염 환

자 순으로 근관절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간호중재는 타이치 운동, 수중운동 등의 근관절 

건강을 위한 중재연구가 63%였다. 이들 중재연구를 미국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의 근

거등급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2등급의 순수실험연구가 1

편(5.3%), 3등급의 잘 설계된 유사실험연구가 10편(52.6%)으

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 근거기반 간호실무에 기여할 수 있

는 지식체를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Korean Society of Mu-

scle and Joint Health, 2011).

근관절건강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학회지 평가에 의해 

2012년부터 연 3회 출판하게 되면서 출판 논문 수가 증가하였

다. 이에 년 3회 출판한 이후에 근관절건강학회지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의 경향과 질 평가를 통해서 근관절건강학회지의 

질 향상 수준을 확인하고, 본 학회지가 근거기반 간호실무수행

에 기여하는 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임상실무에서 

근거기반 간호실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Choi et 

al., 2013)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위한 근거의 창출이 연구를 통

하여 이루어지므로, 본 학회지에 게재된 실험연구의 질 평가를 

통해서 근거기반 간호실무에 본 학회지의 기여를 추적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근관절건강학회지는 2012년부터 연 3회로 출판횟수가 증가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 3회 출판이 정착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관절건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반적인 특

성을 분석하고 그중 실험연구의 질을 평가하여 현재 근관절건

강학회지의 연구동향과 근거기반 간호실무을 위한 기여 수준

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근관절건강학회의 연구 활동과 근관절

건강학회지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근관절건

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게재된 

실험연구의 질 평가를 통하여 근관절건강학회의 연구 활동과 

근관절건강학회지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근관절건강학회지에 게재

된 논문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근관절건강학회지에 게재

된 논문 중 실험연구의 중재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근관절건강학회지에 게재

된 논문 중 실험연구의 질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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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양·은 영·이은남 등

Screening Title and Abstracts
(N=80)

Excluded Abstracts (N=66)
  - Non-experimental research

Included Title and Abstracts
(N=14)

Excluded Abstracts (N=5)
  -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creening Full-Text 
(N=9)

Studied Available for Quality 
Assessment of Studies

(N=9) Figure 1. Scheme of data selection and exclusion.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근관절건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본 연구진이 개발한 분석틀에 따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근관절건강학회지에 2013년 4월부

터 2015년 12월(20권 1호~22권 3호)까지 게재된 총 80편의 논

문이다. 근관절건강학회지 게재 논문의 연구 동향은 2013

년~2015년에 근관절건강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80편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 질적 연구 2편과 양적 연구 중 조사

연구 59편, 방법론적 연구 5편을 제외하고 중재를 실시한 14편

의 실험연구에 대해 실험 중재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질은 실

험연구 중 원시실험설계 논문 5편을 제외한 9편의 논문을 평가

하였다(Figure 1)[Appendix 1]. 

3.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틀 중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실험

연구의 특성 및 중재에 대한 분석틀은 논문 분석 연구를 수행한 

선행 문헌(Choe et al., 2014; Mantzoukas, 2009; Shin et al., 

2010)의 고찰을 통해 도출되었다. 그리고 연구의 질 평가는 선

행연구(Lee, Choi, Lee, Shl, & Jung, 2013)를 근거로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2014)의 연구 권

고 등급에 관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구

성된 분석틀은 본 연구진의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논문의 전

반적인 특성, 양적 연구 중 실험연구의 실험 중재 및 연구의 질 

평가 등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관절건강학회지 게재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은 논문

의 유형, 연구 유형, 게재논문의 윤리성, 주요어를 분석하였다. 

게재논문의 윤리성은 분석대상 논문에서 기관윤리 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통과 여부로 구분하였다. 

둘째, 양적 연구 중 실험연구의 분석은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 중재 유형, 중재기간, 표본 수 산정기준, 자료수집방법, 연

구도구의 신뢰도 보고여부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연구의 질평가는 SIGN에 의해 분석하였

다. SIGN의 무작위대조연구 체크리스트는 2영역이며, 내적타

당도 영역은 10문항, 연구에 대한 전반적 평가 영역은 4문항으

로 이루어졌다. 이중 비무작위연구는 내적타당도영역에서 3문

항을 제외한 7문항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은 예, 아니오, 모름

으로 평가한다. 연구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질이 높음, 수용할

만함, 질이 낮음, 수용할 수 없음으로 평가하는 문항과 서술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Gu et a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을 평가한 연구는 대부분이 비무작위대

조연구였기 때문에 내적타당도영역에서 3문항을 제외한 7문

항으로 평가하였으며 연구의 질은 ‘질이 높음’, ‘수용할만함’, 

‘질이 낮음’, ‘수용할 수 없음’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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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6년도 1~2월까지 총 2개월 동안 실시하였

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분석 틀에 따라 일차적으로 각 연구자

가 논문을 독립적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이후 연구자들이 1차 

분석 결과를 함께 검토하면서 재분석하여 1차 분석 결과의 일

치도를 확인하였으며, 차이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

인하고 평가를 조정하여 단일한 2차 분석 결과로 제시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전반적인 연구의 특성인 출판연도, 논문의 유형, 연구 

유형, 대상자, 게재논문의 윤리성, 주요어 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게재 논문 중 실험연구는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실

험중재의 종류 및 기간, 결과변수를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

다. 연구의 질은 연구 등급을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 구 결 과

1. 논문의 전반적 특성

출판 연도별 게재 논문 편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 26편, 

2014년 27편, 2015년 27편이었고 논문 유형은 연구비 수혜 논

문이 30편(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자의 일반 논문 28

편(35.8%), 학위논문 22편(27.5%) 순이었다. 연구유형은 양적 

연구가 78편(9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적 연구는 2편

(2.3%)이었다. 양적 연구 중 조사연구는 59편(73.7%)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은 실험연구 14편(17.5%), 방법론적 연구 5편

(6.3%) 순이었다. 질적 연구 2편은 모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이었다. 

연구대상자는 의학적인 질병이 없는 건강인이 20편(25.0%), 

환자는 35편(43.8%), 의료인 20편(25.0%), 문헌 4편(5.0%), 환

자와 의료인을 함께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1편(1.3%)이었

다. 건강인 중에는 노인 10편, 성인 9편, 아동 및 청소년은 1편

순이었다. 환자 중에는 골관절염이 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은 뇌졸중 4편, 슬관절전치환술 환자 3편, 류마티스관절염 3

편순이었다. 의료인 중에서는 간호사 17편, 간호학생 2편, 병원 

전체 직원 1편이었다. 논문에서 연구자가 연구 윤리를 준수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IRB에서 연구 수행을 승인받았는지를 

분석한 결과 IRB에서 연구 수행을 허가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

문은 20편(25.0%)이었다. 

논문의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80편의 논문에 제시된 주제

어는 총 313개이었으며 이중 상위 10개 주제어는 노인이 10편

(3.2%)으로 1위이었으며, 다음은 간호사 8편(2.6%), 낙상과 우

울이 각 7편(2.2%), 골관절염과 통증이 각 6편(1.9%), 운동과 

삶의 질이 각 5편(1.6%), 불안, 자기효능감, 뇌졸중 및 간호학생

이 각 4편(1.3%) 순이었다(Table 1).

2. 실험연구의 분석

실험연구 14편을 분석한 결과, 연구설계는 비무작위대조

연구가 9편(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일군전후연구 4편

(28.6%), 무작위대조연구 1편(7.1%)이었다. 연구대상자는 환자

가 9편(6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건강인 3편(21.4%), 

의료인 2편(14.3%) 순이었다. 건강인은 여성노인 2편, 여성 1편

이었고 환자는 유방암, 고관절전치환술과 뇌졸중이 각 2편이었

고 골관절염, 만성요통 환자 및 혈액투석 환자가 각 1편이었다. 

의료인은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각 1편이었다(Table 2). 

실험연구의 중재를 분석한 결과, 중재의 유형은 운동이 5편

(3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복합중재로 구성된 프로그

램 운영 4편(28.6%), 교육 3편(21.4%), 정보제공 1편(7.1%)과

다리교차 1편(7.1%)이었다. 교육 내용은 새로운 욕창분류와 

실금 관련 피부염에 대한 교육 1편, 낙상예방 교육 1편, A형 간

염에 대한 교육 1편이었다. 운동은 베하스 운동 2편, 수중운동 

1편, 타이치 운동 1편, 하지운동 1편이었고 프로그램은 스스로 

관절관리 교실 1편, 운동중심 연하훈련 1편, 뇌졸중 자조교실 

1편, 요통관리 1편이었고 정보제공은 시각적 정보제공 1편이

었다. 중재 기간은 8주가 5편(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은 1주 3편(21.4%)이었다. 

결과변수를 신체적 변수와 심리/인지적 변수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신체적 변수 중 유연성, 통증이 각 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근력 3편, 체질량지수 2편, 균형 2편 순이

었고 심리/인지적 변수는 자기효능감이 5편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은 지식 3편, 지각된 건강상태 2편, 예방 행위 2편, 자아

존중감 2편, 불안 2편이었다(Table 3).

3. 실험연구의 질 평가 

실험연구는 총 14편이었으며, 이중 단일군전후연구는 5편

으로 질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9편의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분

석에 포함된 9편의 연구 중 무작위대조연구는 1편, 비무작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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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all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N=8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Year 2013
2014
2015

 26 (32.4)
 27 (33.8)
 27 (33.8)

Manuscript type Research paper
Grant
Thesis or dissertation

 28 (35.0)
 30 (37.5)
 22 (27.5)

Research type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ical research  2 (2.5)

Quantitative research Survey
Methodological study
Experimental study

 59 (73.7)
 5 (6.3)

 14 (17.5)

Research participants Healthy participants Children, adolescents
Adults
Elderly
Subtotal

 1 (1.3)
  9 (11.3)
 10 (12.6)
 20 (25.0)

Ill participants Osteoarthritis
Stroke
Total knee replacement
Rheumatoid arthritis
Total hip replacement
Osteoporosis
Diabetes
Back pain
Breast cancer
Gout
Metabolic syndrome
Musculoskeletal diseases
Drinking problems
Overactive bladder
Spinal surgery
Hypertension
Liver cirrhosis
Hemodialysis patients
Hospitalized patients
Subtotal

 7 (8.8)
 4 (5.0)
 3 (3.8)
 3 (3.8)
 2 (2.5)
 1 (1.3)
 1 (1.3)
 1 (1.3)
 1 (1.3)
 1 (1.3)
 1 (1.3)
 1 (1.3)
 1 (1.3)
 1 (1.3)
 1 (1.3)
 1 (1.3)
 1 (1.3)
 1 (1.3)
 1 (1.3)

 52 (65.0)

Health care provider Nurse
Nursing students
Care workers
Subtotal

 17 (21.3)
 2 (2.5)
 1 (1.3)

 20 (25.0)

Documents Literature & paper  4 (5.0)

Other Ill participants & Health care provider  1 (1.3)

Ethical consideration IRB Yes 
No

 20 (25.0)
 60 (75.0)

Key word† (n=313) Elderly
Nurse
Fall
Depression
Osteoarthritis
Pain
Exercise
Quality of Life
Anxiety
Self-efficacy
Stroke
Nursing students

10 (3.2)
 8 (2.6)
 7 (2.2)
 7 (2.2)
 6 (1.9)
 6 (1.9)
 5 (1.6)
 5 (1.6)
 4 (1.3)
 4 (1.3)
 4 (1.3)
 4 (1.3)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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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Study (N=1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Design RCT
NRCT
One group pretest-posttest

1 (7.1)
 9 (64.3)
 4 (28.6)

Research participants Healthy participants Women
Elderly women
Subtotal

1 (7.1)
 2 (14.3)
 3 (21.4)

Ill participants Breast cancer
TKRA
Stroke
Osteoarthritis
Chronic low back pain
Hemodialysis
Subtotal

 2 (14.3)
 2 (14.3)
 2 (14.3)
1 (7.1)
1 (7.1)
1 (7.1)

 9 (64.3)

Health care provider Nurser
Nursing students
Subtotal

1 (7.1)
1 (7.1)

 2 (14.3)

Criteria for sample size Yes
No

10 (71.4)
 4 (28.6)

Data collection method† Questionnaire
Physiological measure

11 (78.6)
 5 (35.7)

Reliability of instrument Reported
Not reported

13 (92.9)
1 (7.1)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NRCT=Non-randomized controlled trial, TKRA=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Multiple response.

조연구는 8편이었다. 무작위대조연구 1편의 전반적 평가는 수

용할만함(+)이었으며, 비무작위대조연구의 전반적 평가는 질

이 높음(++) 2편, 수용할만함(+) 4편, 질이 낮음(-) 2편이었다

(Table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근관절건강학회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전반적인 특성, 실험연구의 중재 및 연구의 

질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근관절건강학회지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근관절건강학회지는 1994년 창간 이후부

터 2015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근관절건강 관련 전문 학술지로 

보건의료 분야에 근거기반 실무를 활성화 하는데 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근관절건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80편이며 

연간 26~27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었다. 이는 1994~2003년까

지의 근관절건강학회지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총 131편이 게

재되어 연간 13편 정도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

구(Park et al., 2004a)에 비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근관절건강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지 

평가를 통해 2012년부터 연 3회 출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한근관절건강학회는 향후 연 3회의 출판 횟수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타 학회를 통한 근관절건강학회지 홍보, 대한

근관절건강학회 홈페이지 또는 학술대회에서 학회지 게재 관

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학회지 출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근관절건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유형은 연

구비 수혜 논문이 37.5%를 차지하고 있어 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국간호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동향을 분

석한 선행연구(Shin et al., 2010)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의 비율이 선행연구(Shin et al., 2010)는 

5.7%인데 비해 본 연구는 27.5%로 높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최근 석사와 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

위과정을 통해 작성된 학위 논문을 적극적으로 학회지에 게재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근관절건강학회지가 학위 논문

에서 개발된 새로운 간호중재가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근

거를 축적한다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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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vention of Experimental Study (N=14)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ontents n (%)

Intervention type Education Education about new pressure ulcer classification and 
incontinence-associated dermatitis

Fall Prevention Education
Hepatitis Education
Subtotal

1 (7.1)

1 (7.1)
1 (7.1)

 3 (21.4)

Exercise BeHaS exercise
Aquatic exercise
Tai Chi exercise
Lower-extremity exercise
Subtotal

 2 (14.3)
1 (7.1)
1 (7.1)
1 (7.1)

 5 (32.7)

Program The arthritis self-management program
Exercise-based swallowing training program
Self-help management program
Back pain management program
Subtotal

1 (7.1)
1 (7.1)
1 (7.1)
1 (7.1)

 4 (28.6)

Information Visual information 1 (7.1)

Leg crossing 1 (7.1)

Duration of 
intervention
(week)

＜1 
1
2
4
6
7
8
10

1 (7.1)
 3 (21.4)
1 (7.1)
1 (7.1)
1 (7.1)
1 (7.1)

 5 (32.7)
1 (7.1)

Variables† Physical Flexibility
Pain
Muscle strength
Body mass index
Balance
Mid arm muscle circumference
Tongue pressure
Skeletal muscle mass
Body fat mass
Gait
Blood pressure
Mean arterial pressure
Heart rate
Cortisol
Gugging swallowing screen
Swallowing symptom 
Disability
Orthostatic hypotension symptoms

 4 (28.6)
 4 (28.6)
 3 (21.4)
 2 (14.3)
 2 (14.3)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Psychological/cognitive Self-efficacy 
Knowledge
Perceived health status
Preventive behavior
Self-esteem
Anxiety
Life satisfaction index
Attitude
Post trauma risk checklist
Hope
Dependency
Back pain management behavior
Life satisfaction index
Uncertainty
Quality of life
Perceived stress

 5 (32.7)
 3 (21.4)
 2 (14.3)
 2 (14.3)
 2 (14.3)
 2 (14.3)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1 (7.1)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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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Quality Assessment of Studies (N=9)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

Quality High quality (++) 2 (22.2)

Acceptable (+) 5 (55.6)

Low quality (-) 2 (22.2)

Not acceptable (0) 0 (0.0)

본 연구에서 연구 유형은 양적 연구가 98.7%로 대부분이었

다. 이는 본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본 학회의 논문을 분석하

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율을 93.9% 대 5.3%로 보고한 

선행연구보다 감소하였다(Park et al., 2004a). 그러나 한국간

호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Shin et 

al., 2010)에서 양적 연구를 84.7%로 보고한 결과보다 양적 연

구의 비율이 높았고, 2000년부터 6년간 Impact Factor가 높은 

상위 10위의 간호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분석한 연구(Mant-

zoukas, 2009)에서는 양적 연구 대 질적 연구가 51% 대 37%로 

보고하고 있어 본 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의 비율이 매우 낮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학회지가 대한근관절건강학회 산하 

학회지로 학회의 특성상 근관절질환 관련 연구논문이 많기 때

문에 질적 연구보다는 양적 연구가 타 학회지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는 차별화되는 근거

를 제시할 수 있다(Morse, 2006)는 점에서 향후 본 학회지에도 

질적 연구가 게재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본 학회와 관련된 질

적 연구를 정책연구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환자의 비율이 41.3%로 건강인의 

25.0% 보다는 높았으며, 이 중 골관절염이 7편으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은 뇌졸중 환자 4편, 슬관절전치환술 환자 3편, 류마

티스관절염 환자 3편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인 대상자도 노인 

10편, 성인 9편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 49.3%,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23.4%로 

보고한 선행연구(Choe et al., 2014)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근

관절건강학회지에 근관절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와 학술활동과, 근관절 질환 대상자를 위한 교육 및 자조관리 

능력 훈련을 통해 건강유지, 증진 및 재활을 돕고 회원 상호간

의 학술교류와 친목도모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논문들이 게재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관절건강학회

지가 추후에도 근관절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중재 및 치료법에 

대한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근관절질환 분야 간호실무자들에

게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논문에서 연구자가 연구 윤리를 준수한 정도를 분석하기 위

해 IRB에서 연구 수행을 승인받았는지를 분석한 결과, IRB에

서 연구 수행을 승인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은 25.0%(20편)에 

불과하였다. 이는 현재 근관절건강학회지는 IRB에서 연구 수

행을 승인 받는 것을 권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

각한다. 그러나 점차 연구윤리가 강화되어지고 있으므로 학회

지에 질 높은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논문 투고 

규정에 IRB 심의를 통과한 연구만 게재가능하다는 규정을 발

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논문의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주제어는 노인, 간

호사, 낙상, 우울, 골관절염, 통증, 운동, 삶의 질, 불안, 자기효

능감, 뇌졸중, 간호학생 4편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

자 및 실험 중재의 비율과 유사한 결과로 생각한다. 주제어 중 1

위가 노인인 이유는 근관절질환이 주로 노인에게 발생하기 때

문으로, 골관절염은 노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관절질환

이기 때문에 상위 10개 주제어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연구 14편을 분석한 결과, 비무작위대조연구 9편, 단일

군전후실험 4편, 무작위대조연구는 1편으로 근거등급이 높은 

무작위대조연구가 매우 적었다. 이는 향후 근관절건강학회지

가 근거기반 간호실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거 등급이 높은 

무작위대조연구(Mantzoukas, 2009)의 게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험연구의 중재를 분석한 결과, 운동 5편, 교육 3편, 프로그

램 운영 4편 등이며, 프로그램을 운영한 4편의 논문에서 모두 

프로그램내에 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운동 중재가 가장 많았다. 

이는 성인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Park 등(2008)의 연

구와 한국간호과학회지를 분석한 Choe 등(2014)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며 운동중재가 간호학에서 주요한 간호중재임을 의

미한다. 최근 건강증진 전략으로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운동실천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Seo, Eun과 Jeon의 연구

(2016)에 의하면 신체활동량이 많은 노인에서 운동손상이 많

이 발생하므로 반복 연구를 통해 간호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실험연구 14편의 결과변수를 신체적 변수와 심리/인지적 

변수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신체적 변수를 측정한 연구가 

50%(7편)이었다. 이는 Choi 등(2013)의 연구에서 생리적 측정

방법을 사용한 논문을 18.6%로 보고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본 학회지에 게재된 실험연구 중 운동을 단독

으로 중재하거나 프로그램 내에서 운동을 중재한 연구가 64%

이며, 운동 중재 후에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신

체적인 변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본 학회지의 14편의 실험연구 중 1편은 무작위대조연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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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양·은 영·이은남 등

고 9편은 비무작위대조연구이었으며 4편은 단일군 전후연구

이었다. 근관절 건강을 위한 지식체의 구축이 본 학회의 궁극적

인 목적이고, 특히 실험중재로부터 나온 경험적 지식체가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므로(Shi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학회

지에 게재된 실험연구의 질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질평가

는 근거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SIGN의 기준을 Park 

(2006)이 간호학에 적합하게 수정한 근거등급에 따라 분류하

면 본 연구의 무작위대조연구는 자료분석이 무작위배정된대

로의 자료분석(Intention To Treat, ITT)은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그 외의 평가항목에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비뚤림이 낮은 

무작위대조연구로 판단되어 근거등급은 1+등급(범위: 1++~4 

등급)으로 제시하였고, 비무작위연구중 2편은 자료수집에서 

탈락자가 없고, 비교적 잘 수행된 연구로 비뚤림이 낮은 근거

등급 2++로 판단되었고, 4편은 자료분석이 무작위배정된대로

의 자료분석(Intention To Treat, ITT)은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근거등급은 2+으로 판단되

었고 나머지 2편은 비뚤림 위험이 커서 질이 낮음으로 판단되

어 근거등급은 2-으로 판단되었다. 본 학회지에서는 비무작위

대조연구에서 근거수준이 가장 높은 2++가 25%에 불과하여 

연구의 비뚤림 위험을 줄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

요하였다. 특히 본 학회지의 비무작위대조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이외의 기저상태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신할 수 

없는 비뚤림과 무작위배정된대로의 자료분석(ITT)이 이루어

지지 않은 비뚤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일군 전후실험설계 5편의 질평가는 제외하였

는데, 이는 SIGN의 근거수준 평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지 않고, 근거수준을 연구설계만으로 구분할 때도 3등급(1등

급에서 4등급범위)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질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본 학회지에는 실험연구보다는 비실험연구가 더 많이 게재

되어있으나, 비실험연구는 근거수준의 설정에서 SIGN에서는 

근거수준 1단계에서 4단계 중 3단계의 낮은 단계에 속하는 것

으로 분류되며 개별연구의 질평가가 근거수준의 판단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비실험연구의 질평가는 시도하

지 않았다. 그러나 본 학회지에서는 비실험연구가 더 많이 투

고되고 있으므로, 추후 학회지의 질평가에서는 비실험연구에 

대한 보고의 질을 평가하여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질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학회지는 지난 20여 년간 근관절 건강을 주제로한 연구들

이 게재되었으며 이를 통해 근관절 건강 관련 간호학 지식을 축

적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 근관절건강학회지가 학술진흥

재단 등재지를 유지하기 위해 연 3회 출간하기 위해 학회지 논

문 투고를 장려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연구방법론이 양적 연구에 치우쳐져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질 높은 연구가 게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에 근관절건강학회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청되며, 학회 회원들에게 주기적으로 

학회지 투고를 격려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

이 필요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근관절건강학회의 연구 활동과 근관절건강학회

지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20

권 1호~22권 3호)까지 근관절건강학회지에 게재된 총 80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논문 유형은 연구비 수혜 논문이 가장 많았

으며, 연구자의 일반 논문, 학위논문 순이었고 양적 연구가 대

부분이었다. 양적 연구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실

험연구, 방법론적 연구 순이었고, 질적 연구는 모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이었다. 연구대상자는 건강인 중에는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성인, 아동 및 청소년 순이었고 

환자는 골관절염, 뇌졸중, 슬관절전치환술 환자, 류마티스관절

염 순이었다. 의료인 중에서는 간호사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는 

간호학생, 병원 전체 직원 순이었다. IRB에서 연구 수행을 허가

를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논문

보다 적었고, 논문의 주제어 중 상위 10위는 노인, 간호사, 낙

상, 우울, 골관절염, 통증, 운동, 삶의 질, 불안, 자기효능감, 뇌

졸중, 간호학생이었다

실험연구는 비무작위대조연구 9편, 단일군전후연구 4편, 무

작위대조연구 1편이었다. 실험연구의 연구대상자 중 건강인은 

여성노인, 여성이었고 환자는 유방암, 고관절전치환술, 뇌졸

중, 골관절염, 만성요통 환자, 혈액투석 환자 등이며 의료인은 

간호사, 간호학생이었다. 실험연구의 중재의 유형은 운동, 교

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등이었고, 결과변수 중 신체적 변

수는 유연성, 통증, 근력, 체질량지수, 균형 등이었고 심리/인

지적 변수는 자기효능감, 지식, 지각된 건강상태, 예방 행위, 자

아존중감, 불안 등이었다. 실험연구의 질 평가에서 무작위대조

연구 1편은 수용할만함(+)이었으며, 비무작위대조연구의 전

반적 평가는 질이 높음(++) 2편, 수용할만함(+) 4편, 질이 낮음

(-) 2편이었다. 

따라서 본 학회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뚤림 위험

이 낮은 실험연구의 투고를 격려하고, 조사연구에서도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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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등의 다양한 관찰연구의 게재를 통해

서 근관절 건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식체의 축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는 

비실험연구에 대한 보고의 질 평가를 통해서 학회지의 질을 평

가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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