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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non-randomized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Methods: A search of non-randomized studies assessing 
intervention effects was conducted among all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between 2011 and 2013. Articles were assessed for quality using the Methodological Index for Non Randomized 
Studies (MINORS). For each index item,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articles meeting the criteria were 
calculated, along with mean scores by research method, publication year, and research topic. Results: A total of 22 
studies were included. The mean score for studies without control groups was 11.75 (range 0–16), and for those with 
control groups, 19.27 (range 0–24). Results show that improvement is needed on several items: “endpoints appropriate 
to the aim of the study,” “unbiased assessment of the study endpoint,” “follow-up period appropriate to the aim of 
the study,” “loss to follow up less than 5%,” and “contemporary groups.” Conclusion: Although the quality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has consistently increased, m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using rigorous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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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간호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의 임상적 활용

이 중요한 분야로 간호수행의 근거는 관찰과 실험 등을 통해 

확립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간

호수행의 근거는 연구를 통해 얻어지며 간호학 연구는 조사

연구, 실험연구, 체계적 고찰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간호실무 현장에서는 근거기반실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Sackett, Straus, Richardson, Rosenberg, 

& Haynes, 2000) 간호연구 결과물의 질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실험연구는 외생변수의 통제를 통해 여러 가지 편향을 최

소화하여 중재효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연구설계이

며 그 중 무작위 대조연구는 치료적 중재효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믿을만한 연구방법으로 편향(bias)을 최소화 시키는 연구

설계이다. 그러나 경제적, 윤리적 문제, 연구의 특성 등으로 

무작위 대조연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무작위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Kim & Kim, 

2009). 간호학 분야에서는 비무작위 실험연구가 주로 수행되

고 있는데 2007년과 2008년도 한국간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

문의 분석 결과에서도 실험연구가 32.2%로 높은 비율이었으

나 무작위대조 실험연구는 2.8%로 비무작위 실험연구가 대부

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Jeong, Jeong, Hwang, & Choi., 2012). 

비무작위 실험연구는 무작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험연

구로 유사실험연구, 대조전후연구, 전후연구 등이 포함되는데

(Kim & Kim, 2009), 이러한 비무작위 실험연구는 무작위대조 

실험연구에 비해 설계상 편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

의 질이 높게 평가되지 못한다(Lim et al., 2011).

이러한 연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보고지침이나 방

법론적 질 평가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 실제 1990년대부터 여

러 연구집단에서는 연구보고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보고

지침을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작위 대조연구의 

보고지침인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CONSORT), 

비무작위 연구의 보고지침인 Trans-parent Reporting of 

Evaluations with Nonrandomized Designs (TREND) 등이 있다

(Kim et al., 2012). 이러한 보고지침의 활용은 과학자로 하여

금 실험연구의 질을 높이고, 실험연구가 갖추어야 할 기준들

을 기술하도록 해주고 있어 연구자 및 학술지 편집자에게 필

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연구논문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 왔는데, 비무작위 실험연구에 사용되는 

근거의 질 평가도구는 Methodological Index of Non-Randomized 

Studies (MINORS), Newcastle & Ottawa Scale (NOS), SIGN 

및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y 

(RoBANS) 등이 있다(Kim et al., 2011; Lim et al., 2011). 방

법론적 질 평가는 연구질문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하

는지를 보는 것으로, 전체적인 연구과정에서 연구결과의 편향

을 최소화하고 내적타당도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수행하였는

지를 평하는 것이다(Kim & Kim, 2009). 최신의 연구들이 e-

저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출판되고 있고,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과정과 얻어진 모든 결과들은 투

명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며, 연

구방법과 결론이 잘 기술 된 논문이 질이 우수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Świtula, 2006). 

최근 근거중심 간호가 빠른 속도로 널리 전개되고 있는 가

운데 연구논문의 질 평가를 통해 최상의 근거를 파악하는 과

정은 근거중심 간호의 핵심적 과정이다(Jeong et al., 2012). 

또한 연구논문의 질 평가는 추후 질적으로 우수한 중재결과

를 산출하기 위한 방향 안내, 질적으로 우수하게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간호실무의 과학적 근거 마련, 이

를 통해 궁극적으로 간호의 질적인 수준향상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비무작위 실험연구

에 대한 질 평가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Lim et al., 2011). 

최근 시도된 비무작위 실험연구에 대한 질 평가들을 살펴보

면,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서는 2013년 TREND 보고지침을 활

용하여 평가하였고(Kim et al., 2013), 대한간호학회지에서는 

Downs & Black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Jeong 

et al., 2012), 가정의학회지에서는 MINORS를 이용하여 평가

한 후 보고하였다(Kim & Kim, 2009). 

비무작위 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평가도구

들을 살펴보면, Downs와 Black (1998)의 27개 항목으로 구성

된 체크리스트는 상대적으로 문항이 많아 평가하기에 복잡하

고, NOS는 환자대조군 연구와 코호트 연구로 분류하여 이들 

연구설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RoBANS는 6개 영역 중

심으로 되어 MINORS에 비해 평가시간이 적게 소요되나 합

산이 불가능하다. MINORS는 비무작위 연구의 질 평가도구로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Slim et al., 2003), 각 항목을 합산하

여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기본간호학회지에서 

출판한 비무작위 실험연구를 MINORS 기준에 따라 질 평가

하여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연구 편향을 줄이고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설계 및 보고를 위한 방안을 제

시하고 나아가 근거기반 간호실무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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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기본간호학회지에서 출판

한 비무작위 실험연구를 MINORS 기준에 따라 질 평가하여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방법론적인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출판년도, 

주제, 연구대상, 중재내용을 파악한다. 

∙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항목별 질 

평가 점수를 파악한다. 

∙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특성에 따른 

질 평가 점수의 차이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방법론적 질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기본간호학회

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를 평가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및 수집

자료의 수집과 선정은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이뤄졌으며,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출판된 논문을 검색하였으

며 2011년에 56편, 2012년 49편, 2013년 37편 논문 총 142편 

논문의 연구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비무작위 

실험연구로 판단된 연구로 2011년 21편, 2012년 9편, 2013년 

2편으로 총 32편 논문의 원문을 확인하였다. 선별된 논문의 

원문 확인 결과, 4편은 무작위 실험연구였으며, 6편은 개발연

구로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10편

이 제외되어 총 22편의 비무작위 실험연구가 최종 분석 대상

으로 선정되었는데, 이중 18편은 대조군이 있었고 4편은 대조

군이 없는 비무작위 실험연구였다.  

질 평가 도구 및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질 평가도구로 내적일

관성, 외적타당도, 평가자간 동의, 검사-재검사법으로 검증된

(Slim et al., 2003) MINORS 도구를 개발자 및 국내 번역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사용였다. 대조군이 없는 연구는 1-8번까지 

8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비교대상이 있는 연구는 9-12번까지 

4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평가 항목

은 각각 1)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 2) 환자가 연속적으로 포

함되었는지, 3) 데이터가 전향적으로 수집되었는지, 4) 연구목

적에 적절한 결과인지, 5) 연구결과가 편향 없이 평가되었는

지, 6) 추적기간은 적절하였는지, 7) 탈락이 5% 미만인지, 8) 

연구크기가 전향적으로 계산되었는지 등의 공통항목이 있고, 

대조군이 있는 경우, 9) 적절한 대조군이 있었는지, 10) 실험

군과 대조군 모집이 동시적이었는지, 11) 실험군과 대조군이 

기저 상태에서 유사한지, 12) 적절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 문항에 대해서

는 0점(not reported), 1점(reported but inadequate), 2점(reported 

and adequate)으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는 간호학 교수 2인이 실시하였는데,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도구에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의학통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각 항목에 대해 두 평가자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점검한 후에 평가를 각각 독립적으로 실시

하였다. 2인의 평가자가 연구물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합의

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교정하였다. 합의가 어려

운 부분은 통계전공 교수로 실험연구 설계 전문가 자문을 통

해 최종합의 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적기간은 적절 하였는지’

에 대한 평가시의 편향 적용의 평가 기준으로 맹검법을 적용

하지 않았으나 적용하지 못한 이유를 기술하였거나 이를 논

의에 작성한 경우는 1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7번 ‘탈락이 5% 미만인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탈락자에 대해 

언급하고 탈락이유를 기술한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는 것으

로 합의하였다. 

자료 분석

코딩한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출판년도, 

주제, 연구대상, 중재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항목별 질 

평가 점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수,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 특성에 따른 

평가 점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ANOVA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기본간호학 논문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특성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22편의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2011년에는 1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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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thodological Quality according to Study Characteristics                                                (N=22)

Category Item n (%) M±SD F (p)

Year of publication 2011 15(68.1) 11.73±1.70 1.126 (.345)
2012 6(27.3) 12.16±0.75
2013 1(4.5) 14.00

Participants Patients 12(54.5) 12.00±1.75 0.158 (.923)
Healthy people 2(9.1) 12.50±0.70  
Students 5(22.7) 11.60±1.81
Caregivers 3(13.6) 12.00±1.52

Types of intervention Exercise 5(22.7) 12.00±1.58 1.406 (.281)
Education 4(18.2) 11.50±2.08
Hot & cold therapy 2(9.1) 13.50±0.70
Infection 3(13.6) 12.00±0.00
Oxygenation 1(4.5)  9.00
Comfort 4(18.2) 12.75±0.95
Safety 1(4.5) 11.00
Personal hygiene 1(4.5) 10.00
Medication 1(4.5) 13.00

며 2012년에는 6편, 2013년에는 1편의 비무작위 실험논문이 

게재되었다. 실험 참여자 집단으로는 외래나 입원 환자가 12

건(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이나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가 5편(22.7%), 보호자 대상이 3편(13.6%), 지역사회 건강

인이 2편(9.1%)이었다. 간호중재 내용으로는 운동중재가 

22.7%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타이치이, 

태극권, 재활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적인 중재

(18.2%)로는 임상실습 입문과정과 웹기반 교육이 많았다. 안

위 중재(18.2%)로는 족욕, 아로마요법, 손마사지, 휴식프로그

램을 적용하였으며, 감염관련 중재로 병원감염관리 교육

(13.6%)을 보호자, 간호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외에 산

소화, 안전, 개인위생, 투약관련 중재로 천식환자를 위한 호흡

기 관리, 억제대 개발 및 적용, 구강관리, 항생제 피내반응 검

사시 중재 등이 시도되었다.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방법론적 질 평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

된 비무작위 실험연구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조군

이 있는 비무작위 실험연구는 평균 19.27점(표준편차 1.67)이

며, 가능한 점수 0-24점에서 최소 15에서 최대 22점으로 분포

하고 있었다. 대조군이 없는 연구는 가능한 범위 0-16점에서 

평균 11.75점(표준편차 2.06)으로, 최소 9점에서 최대 14점으

로 나타났다. 

22편 전체 논문의 12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면, 1)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항목은 95.5%에서 논

문의 목적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었다. 2) ‘환자가 연속적으로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72.7%의 연구가 적절하게 보고하였으

며 1편은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데

이터가 전향적으로 수집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가 

적절하게 보고하였다. 4) 연구목적에 적절한 결과인지’의 항목

은 68.2%에서 부적절하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연

구결과가 편향 없이 평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9.1%만이 적

절하게 보고하였으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16편(72.7%), 4편

(18.2%)이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6) ‘추적기간은 적절 하

였는지’에 대해서는 13편(59.1%)이 적절하지 않게 보고하였다. 

7) ‘탈락이 5% 미만인지’에 대해서는 10편(45.5%)의 경우 탈

락률이 5%미만이었으며, 10편(45.5%)은 5%이상 탈락하였으나 

탈락이유 등에 대해 보고를 하였고, 나머지 2편(9.1%)은 보고

하지 않았다. 8) ‘연구크기가 전향적으로 계산 되었는지’는 

90%의 연구에서 표본수를 산정하여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2편

은 보고하지 않았거나 적절하지 않게 보고하였다. 

대조군이 있는 18편의 연구에서는 9) ‘적절한 대조군이 있

었는지’에 대해 16편(88.9%)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2편(11.1%)은 부적절하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실험군과 대조군 모집이 동시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8

편(44.4%)은 적절하게 보고하였으나 10편(55.6%)의 경우 실험

군과 대조군의 모집이 시차설계로 이루어졌기에 부적절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11) 모든 연구가 ‘실험군과 대조군이 기저 

상태에서 유사한지’를 통계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유사성이 없

는 경우에는 분석시 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12) ‘적절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94.4%의 

논문이 적절하게 보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2>. 

기본간호학 논문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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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Quality Assessment of Non-Randomized Studies 

No MINORS Items Not reported
Reported but 

inadequate

Reported and 

adequate

  n=22 (Total studies)
1 A clearly stated aim  0 (0.0) 1 (4.5) 21 (95.5)
2 Inclusion of consecutive patients  1 (4.5) 5 (22.7) 16 (72.7)
3 Prospective collection of data  0 (0.0) 0 (0.0) 22 (100.0)
4 Endpoints appropriate to the aim of the study  0 (0.0) 15 (68.2)  7 (31.8)
5 Unbiased assessment of the study endpoint 16 (72.7) 4 (18.2)  2 (9.1)
6 Follow-up period appropriate to the aim of the study  0 (0.0) 13 (59.1)  9 (40.9)
7 Loss to follow up less than 5%  2 (9.1) 10 (45.5) 10 (45.5)
8 Prospective calculation of the study size  1 (4.5)  1 (4.5) 20 (90.9)

  n=18 (Studies with control group)
9 An adequate control group 0 (0.0)  2 (11.1) 16 (88.9)

10 Contemporary groups 0 (0.0) 10 (55.6)  8 (44.4)
11 Baseline equivalence of groups 0 (0.0)  0 (0.0) 18 (100.0)
12 Adequate statistical analyses 0 (0.0)  1 (5.6) 17 (94.4)

MINORS=Methodological Index of Non-Randomized Studies

특성별 질 평가 차이

MINORS 평가도구는 대조군이 있는 연구와 없는 연구의 

항목 수가 다르기 때문에 대조군에 대한 평가인 4개 문항을 

제외한 8문항만을 계산하여(0-16점 범위) 평균비교를 시행하

였다. 특성별 질 평가 차이분석 결과 2011년은 11.73점, 2012

년은 12.16점, 2013년은 14.00점으로 질 평가 점수는 점차 높

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1.126, p=.345). 

또한 연구 참여대상자, (F=.158, p=.923). 기본간호의 기본개념

에 따른 중재 분류에 있어서도 질 평가 점수에 차이가 없었

다(F=1.406, p=.281) <Table 1>.  

논    의

본 연구 결과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

의 발표 횟수가 최근에 줄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본 연구분

석에서 제외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2011년에 1편, 2012년에 

2편, 2013년에는 1편으로 무작위 연구를 반영하더라도 실험연

구의 게재가 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거기반간호

가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실험연구의 연구설계와 보고가 점차 

엄격해 지고 있음을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간호학이 

인간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간호를 수행해

야 하기에 실험연구 결과가 간호중재개발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간호학 분야 실험연구의 장려와 더

불어 실험연구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간호학 분야에서 기존의 실험연구를 분석한 연구와 비교했

을 때 기본간호학회지의 비무작위 실험의 경우 환자대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건강인, 학생, 보호자 등으로 그 중재 대

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에서 2008년까지 한국

간호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분석에서는 일반인이 49%, 환자

가 23.4%, 의료인 13.9%의 순으로 보고된 것과 비교할 때 기

본간호학 분야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변수를 고려했을 

때 기본간호학회지의 중재 내용으로 운동과 안위, 교육중재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 감염, 냉온요법 등의 순으로 확인되

었다. 한편 한국간호과학회지에서는 교육중재와 운동프로그램

이 각각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 지지간호, 대

체요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Shin et al., 2010) 실험연구만을 

비교했을 때 기본간호학이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의 운동, 안

위 등을 고려하는 중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설계에 있어서는 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 비

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 단일군 사후 설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국간호과학회지의 경우 적은 편수이기는 하나 

Time-series design, action research 등을 시도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Shin et al., 2010), 앞으로 기본간호학 분야에서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의 시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실험연구의 결과가 근거기반 지식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보고되어야 하기에 방법론적 질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간호학 분야의 실험연구 결과의 오류를 줄이고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Cirrincione, Lavoie Smith, & Pang, 

2014; Slim et al., 2003). 본 논의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기본

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방법론적 질 평가 

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동일한 도구로 평가를 수행한 가정의학회지의 항목별 평가

점수(Kim & Kim, 2009)와 비교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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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연속적으로 포함되었는지, 데이터가 전향적으로 수집

되었는지와 관련된 3개 항목은 가정의학회지의 경우 모두 적

절하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기본간호학회지는 대상자 선정기

준에 있어서 명확성이 떨어지거나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가 6편(27.2%)으로 이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 외

의 항목에서 ‘연구목적에 적절한 결과인지’, ‘연구결과가 편향 

없이 평가 되었는지’, ‘추적 기간은 적절 하였는지’ 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하다.

‘연구목적에 적절한 결과인지’에 대한 문항은 주요 연구 결

과를 평가하는 것과 연구목적의 일치성을 보고 이러한 목적

에 맞춰 Intention-to-Treat (ITT) 분석을 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Slim et al., 2003). 분석 결과 ITT 분석을 위해서는 결측

값 대체가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방법을 보고해야 하나 

이러한 분석을 따로 시행한 연구가 없었다. 여성건강간호학회

지의 경우도 유사실험연구에서도 ITT 분석을 위한 결측값 대

체에 대해 언급한 논문이 없었다고 하였다(Kim et al., 2013), 

다만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이 한명도 없는 연구인 경우는 결

과적으로 ITT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기에 31.8%는 충족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 외국의 경우에도 간호학 연구에서 무작위 연구인 경우 

15.3%만이 ITT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olit & 

Gillespie, 2009). ITT 분석은 실험연구의 결과로 처치결과가 

아닌 처치 초기사정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피험자의 

탈락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Sally 

& Fiona, 1999) 간호학 분야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결과가 편향 없이 평가 되었는지’에 대해 측정변수가 

주관적인 경우는 이중맹검을, 객관적인 측정인 경우는 맹검법

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맹검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Higgins & 

Green, 2011; Slim et al., 2003).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경우 

맹검을 보고한 논문은 14%이었고(Kim et al., 2013), 2009년 

대한간호학회지 논문의 질 평가 결과에서도 대상자 및 측정

에 대한 눈가림 항목 점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Jeo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2편(9.1%)의 논문만이 

객관적 측정법을 활용하는 맹검을 적용하였으며 4편(18.2%)의 

연구는 맹검을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주관적 

측정이 많았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중맹검을 활용한 연구는 

없었다. 중국에서 발행된 간호학 중재연구에서도 98%가 맹검

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Xing, Fu, He, Hu, & Ying, 2014), 간

호학 연구에서 맹검법 적용은 국내외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간호학에서는 심리적 측정 등의 주관적인 변수 측정

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측정에 대한 눈가림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편향의 위험이 높다(Burns & Grove, 2009; Jeong et 

al., 2012). 연구윤리에서 대상자 동의가 필수이므로 이중맹검

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연구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요

소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제 3자 측정을 통해 오류의 가능

성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맹검을 적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적기간은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4주

에서 12주의 추적기간을 두고 결과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실

험연구에서는 중재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추적기간을 두고 

관찰해야 하는데, 대부분 12주 이하의 단기효과를 보았으며 

중재의 장기적 효과를 측정하여 보고한 연구는 1편에 불과하

였다. 이는 간호학 연구가 비교적 재원, 시간, 인력 등이 충분

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나(Vedelø & 

Lomborg, 2011),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 

효과까지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탈락이 5% 미만인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중재 연구의 경

우는 탈락률을 5% 이내로 권장하고 있는데(Slim et al., 2003), 

본 연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탈락이유 등을 기술한 연구는 90%였다.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에서도 추적관찰을 종결한 대상자 수나 종결하지 못한 참여

자 수를 보고한 논문이 82.9%(Kim et al., 2013)로 비슷한 비

율을 보였다. ‘연구크기가 전향적으로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항목도 본 연구에서 90.9%,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경우 

91.4%로 (Kim et al., 2013)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다.  

대조군의 적절성에 대해 16편(88.9%)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실제로 간호학분야에서 대조군은 통상적 처치를 적용

하였거나 지역사회의 건강한 대상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무처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 

처치를 받지 않는 경우나 위약처치를 받는 경우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기 쉽다(Burns & Grove, 2009). 분석된 

연구의 대조군은 대부분 통상적인 처치를 받은 경우가 많았

으나 통상적인 처치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연구자는 기

관에서 실시하는 통상적 처치의 수준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 결과 10편(55.6%)의 연구가 연구 대상자를 

동시에 모집하지 않고 시차적으로 모집하였다. 2009년 대한간

호학회지 논문에서도 동일기간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모집한 

것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Jeong et al., 2012). 시차적으

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기간이 짧을 때 등의 연구 환경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되

기도 한다. 실제로 체계적 고찰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가 주관

하는 연구는 환자 모집이나 경제적, 기관과 관련된 장애물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Vedelø & Lomborg, 

2011).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호사가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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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연구들이 만성질환자의 질병관리 등에 중요한 기여를 하

고 있음을 고려할 때(Shi et al., 2013), 이러한 간호중재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전문

가를 포함한 연구팀과의 협력을 활용하는 등(Cirrincione et 

al., 2014)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성별 질 평가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질 평가 점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고무적이

다. 이는 근거기반간호가 중요시되면서 연구방법에 따른 보고

지침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자 

및 학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간호학계에서 논문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학술

지의 국제화를 위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 한층 노력

하고 있는바, 연구설계부터 작성 및 결과발표에 이르기까지 

연구방법의 평가요소 하나하나를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저널 편집

자, 심사위원, 연구자를 위한 교육과 노력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에는 연구에서는 무작위 실험연구의 질 

평가를 통해 기본간호학회지 실험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서 2013년에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

로 비무작위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질 평가 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비무작위 실험연구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질 평가도구에 있어서 대조군이 있는 연

구와 없는 연구의 평가문항 수가 달라 전체를 비교하는 데는 

결과를 해석하는데도 제한이 있다. 또한 평가시 보고하지 않

은 경우 0점, 보고하였으나 부적절한 경우는 1점, 적절히 보

고한 경우는 2점을 주는 rating scale을 갖고 있어 잘 시행하

였으나 기술하지 않았다면 0점을 주는 한계가 있어 실제 논

문의 질과 보고의 질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기본간호학회지에 출판된 비무작위 

실험연구를 MINORS의 기준에 따라 방법론적인 질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간호학회지의 실험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항목을 살

펴보면 연구목적에 적절한 결과인지, 연구결과가 편향 없이 

평가되었는지, 추적기간은 적절하였는지, 탈락이 5% 미만인

지, 실험군과 대조군 모집이 동시적이었는지에 대한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대상의 교육과 보다 엄격한 연구진행 및 공동연구 등의 노력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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