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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소 치료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호흡부

전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간호사는 환자의 호흡부전을 가장 

먼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산소 치료를 적용하는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성공적인 산소 치료를 위해서는 간호수행도를 증가시키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병원간호사의 산소 치료와 관

련된 간호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서울시내 3차 종합병원 1곳의 호흡기계와 심혈관계 내, 외과 중환자

실 및 일반 병동,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 간호에 참여하는 총 121명의 

간호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는 이메일을 통

해 웹 설문조사 링크를 전달받은 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

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를 통해 산

소 치료와 관련된 간호 실무 경험과 교육 경험,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

수행도가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way ANOVA, 

Scheffe 사후분석, Pearson's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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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의 비율은 중환자실 62.65±26.77%, 응

급실 33.40±26.12%, 일반 병동 31.84±21.23%였다. 병원 간호사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산소 공급 장치 종류는 비강 캐뉼라, 안

면 마스크, T-piece순으로 나타났다. 

2) 약 65.3%의 간호사가 최근 1년간 1회 이상 산소 치료 교육에 참여

하였고, 이 중 57.5%는 일반적인 강의 형태의 교육, 26.4%는 강의

와 실습을 동반한 교육에 참여했다. 

3)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은 총점 15점 중 평균 10.94±1.80점으로, 전

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72.9%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 산소 치료에 대한 실무 경험이나 교육 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검증되지 않았다. 

4)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총점 3200점 중 평균 

2579.26±394.67점으로, 100점 환산 시 80.59±12.33점이었다. 나

이, 병동 유형에 따른 현재 근무 부서, 현 부서 근무 기간, 총 근무 

기간, 프리셉터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1년내 산소 

치료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5)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는 총점 100점 중 평균 83.77±10.30

점으로 나타났다. 병동 유형 및 진료 분과에 따른 현 근무 부서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1년 내 산소 치료 교

육에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수행 점수가 더 높았다. 

6) 지식과 간호수행도(r=.197, p=.031), 자기효능감과 간호수행도

(r=.557, p<.001)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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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호흡기계 부서 근무 여부가 간호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다(R2=.437, p<.001). 또

한, 변화 가능한 요인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기효능

감과 1년내 교육 참여 횟수가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이 약 34.3%

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2=0.343, p <.001). 

 

본 연구는 국내 병원간호사의 산소 치료와 관련된 간호 실무와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간호수행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

써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각 병원 및 간호단체는 산소 치료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사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

를 제공할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산소 치료, 병원간호사,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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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초반 처음 시작된 산소 치료는 대기 산소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산소 공급 장치를 통해 저산소증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

하는 치료법이다(American Association Respiratory Care[AARC], 

2002). 산소 치료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Akbar & Campbell, 2006; McGloin, 2008). 일개 종합병원 성

인 내, 외과 12개 병동의 간호 활동을 조사한 결과, 비강 캐뉼라나 산소 

마스크를 이용한 산소 치료는 총 140개의 간호 활동 중 13번째로 자주 

행하는 간호 행위로 밝혀졌다(윤호순, 2012). 산소 치료의 적용 장소는 

급성기 질환을 다루는 의료 기관에서부터 만성 질환자를 위한 장기 요양 

시설이나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효과적인 산소 치료는 호흡 곤란

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급성기 질병 상태로부터 더욱 빠르게 회복하여 만성적인 질병 상태로 진

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Woodrow, 2007). 

산소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Considine, 2005), 간호사는 산소 투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관여한다. 

간호사는 환자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비정상적인 

호흡 양상의 변화를 가장 먼저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산소 치료가 필요

한 상황에서는 빠른 중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다른 의료진과 의사소통하

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산소가 투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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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여 중

인 산소 공급 장치의 종류, 산소의 농도나 유량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

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산소 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호

사가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간호 중재 중 하나는 안위 제공이다. 환자가 

최대한으로 편안하다고 느낄 때 산소 치료에 잘 순응할 수 있고, 결과적

으로 처방에 따른 정확한 농도의 산소가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산소 치료를 위한 바람직한 간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실무 지침이 마련되어, 간호 교육과 실무 수행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외에서는 2002년 미국 호흡기 치료 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Respiratory Care; AARC)와 2008년 영국 흉부 학회(British Thoracic 

Society; BTS)에서 산소 치료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였다(AARC, 2002; 

O’Driscoll, Howard, & Davison, 2008). 반면, 국내 산소 치료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은 2012년 병원간호사회의 ‘산소요법 간호과정 평가도구 

개발’ 과정을 담은 연구보고서에서 평가도구와 함께 제시한 실무 지침서

가 유일하다(김금순 et al., 2012). 하지만, 각 병원은 이 실무지침서를 

가 아닌 기존에 병원 자체에서 개발한 규정에 따라 산소 치료와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병원마다 적용하고 있는 실

무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병원 내에서도 병동에 따라 행하고 있는 

실무 내용이 다른 상황이다. 

산소 치료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80년대에는 산소 공급 장

치에 따른 산소 투여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수행되었고(전평, 장상호, 

이장훈, 장준, & 김성규, 1987), 최근에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장기간 

산소 투여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경제성 평가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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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석 et al., 2009; 김진현, 2005; 박명재 et al., 2009; 허진원 et al., 

2005). 이와 같이 산소 치료를 다룬 국내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산소 치료를 다룬 국외 

간호 연구로는 산소 치료를 빈번하게 적용하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

로 자가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대조군 유사실험 연구 결과가 있다

(Considine, Botti, & Thomas, 2005). 또한, 응급실 간호사가 자가 학습 

자료를 제공받기 전과 후에 산소 치료가 필요한 시나리오 상황에 대해 

산소 치료 적용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

교한 실험 연구(Considine, Botti, & Thomas, 2006)도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와 그들에게 산소 치료를 적용하는 

간호사를 각각 면담하여, 산소 치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서로 비

교하는 질적 연구도 진행되었다(Eastwood, O'Connell, Gardner, & 

Considine, 200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에서는 이미 산소 치료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지식 수준과 임상적인 판단 능력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 및 임상적 판단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간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

에게 보다 나은 간호 실무가 제공되도록 위해 노력하고 있다(Considine 

et al., 2006). 하지만, 국내에서는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산소 치료

를 수행하는 빈도나 간호 수행 실태, 관련 지식 수준에 대한 기초 연구

가 부족하다 따라서, 우선 산소 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간호사의 지

식 및 간호 실무 경험, 교육 경험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간호 행위 수행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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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행위 수행에 필요조건이지만, 지식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잘 수

행하는 것은 아니다(이경아, 2011; 황인영, 2011; Considine, Botti, & 

Thomas, 2006). 그렇다면 간호사가 바람직한 간호 행위를 수행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 행위에 대한 간

호사의 자기효능감이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

다(Johnson, Hong, Groth, & Parker, 2011; Lee & Ko, 2010; 정명숙,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소 치료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지식, 자

기효능감과 간호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추후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를 증가시키

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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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산소 치료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간호사의 실무 

경험과 교육 경험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또한,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사

의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산소 치료를 행하는 간호사의 

간호수행도 증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

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사의 실무 경험 및 교육 경험을 파악한다. 

2)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를 측정

한다. 

3)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4)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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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산소 치료(Oxygen therapy) 

산소 치료는 저산소증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대기 산

소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의 산소를 산소 공급 장치를 통해 환자에게 투

여하는 치료법이다(AARC, 2002). 

본 연구에서는 저유량 및 고유량 산소 공급 장치, 비침습적 보조환

기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2) 산소 치료에 대한 실무 경험 

본 연구에서는 병원 간호사가 평소 근무하는 동안 산소 치료를 적용

하는 하루 평균 환자 수, 총 담당 환자 중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의 

비율, 가장 흔히 적용하는 산소 공급 장치의 종류 등이 포함된다. 

 

3) 산소 치료에 대한 교육 경험 

본 연구에서는 병원 간호사가 산소 치료를 다룬 교육에 참여한 횟수 

및 교육 방식의 종류 등을 의미한다. 

 

4)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산소 치료와 관련하여 산소 치료의 적응증, 환자 사정 내용, 합병증 

및 주의사항, 산소 공급 장치의 특성 등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AARC와 BTS에서 개발한 산소 치료 관련 지침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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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산소치료 지식 측정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

한다. 

 

5)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정해진 업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 기대와 신념을 의

미한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Cheraghi, Hassani, Yaghmaei, & Alavi-Majed(2009)

가 간호 학생의 임상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 산소 치료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자기효능

감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6)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 

산소 치료를 적용중인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필요한 간호 과정의 적

용, 산소 공급 장치 관리, 환자 및 가족 교육 등의 간호 행위의 수행 여

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산소 치료에 대한 자가보고식 간호

수행도 측정도구로 평가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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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본 연구에서는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정도,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에 대해 조사하고, 각 요인이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 하므로 산소치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지식과 간호 수행간의 

관계, 자기효능감이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산소 치료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산소 치료는 기관 내 삽관이나 기관절개관을 통해 기계 환기를 적용

하지 않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산

소를 공급해줌으로써 저산소증을 개선하고자 하는 치료이다. 이 때 산소

는 의사에 의해 산소 유량, 농도, 적용 시간, 공급 장치의 종류, 목표 산

소포화도가 처방되어야 한다(Medford, Bowen, & Harvey, 2009; 

O’Driscoll et al., 2008; Vates, 2011). 

Vates (2011)는 대기 중에 포함된 21%의 산소를 이용해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한 건강한 상태에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호흡 부

전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산소 투여 단계를 총 8가지로 분류하

여 제시하였다. 8가지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첫째,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한 상태, 둘째, 비강 캐뉼라의 적용, 셋째, 단순 마스크의 적용, 넷째, 

벤츄리 시스템의 적용, 다섯째, 비재호흡 마스크의 적용, 여섯째, 지속적

인 양압 환기(CPAP)의 적용, 일곱째, 비침습적인 양압 환기(NIPP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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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여덟째, 기계 환기의 적용이다. 이러한 8가지의 단계는 산소를 처

음 투여하는 시점에서 환자의 호흡 상태를 평가한 후, 적절한 장치를 선

택하여 그 장치의 특성에 맞는 산소의 용량과 농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임상 실무에 적용하기에 편리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

구에서는 2단계에서 7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산소 치료의 범위로 한정

하였다. 

산소 치료는 같은 종류의 공급 장치를 통해 동일한 유량과 농도를 

적용하더라도 환자가 치료에 순응하는 정도에 따라 전달되는 산소의 양

이 달라진다. 따라서, 간호사는 수시로 환자의 산소화 정도를 사정하여, 

적용중인 산소 공급 장치의 종류나 유량, 농도의 변경이 필요한 지 확인

해야 한다. 산소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유량과 고농도의 산소를 공

급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는 상태에서 점차 저유량,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로 변경함으로써 산소 독성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최종적

으로는 산소 투여가 중단될 수 있도록 환자의 호흡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호흡 상태와 산소화 정도

를 관찰함으로써 산소 투여 방법의 적절성 및 적용 효과를 평가해야 한

다. 또한, 이를 위해 간호사는 ‘산소 요구와 산소 공급간의 관계’, ‘산소

화(oxygenation)’, ‘산소화 사정’, ‘산소 투여’, ‘산소 치료와 관련된 합병

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Considine, Botti, & 

Thomas, 2005). 

간호사가 호흡 부전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주기적으로 사정하는 

것은 저산소증에 의한 심정지와 같은 뜻하지 않은 응급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한다. Parr, Hadfield, Flabouris, Bishop, & Hillman(20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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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조기 대응팀(Medical Alert Team)의 출동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호흡 부전과 관련된 원인이 약 24%를 차지하였다. 또한, 조기 

대응팀이 출동하여 수행한 중재 중 약 1/3은 10L/min 이상의 고유량 산

소를 투여하거나 간헐적 양압 환기 또는 기관 삽관 등 심한 호흡 부전을 

완화시키는 처치가 포함되었다(Hourihan, Bishop, Hillman, Daffurn, & 

Lee, 1995). 즉,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 중 약 1/4은 

간호사의 주기적인 호흡 상태 사정을 통해, 호흡 부전을 조기에 발견함

으로써 필요시 환자에게 즉각적으로 산소 치료를 적용함으로써 예방 가

능하다.  

호흡 부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산소 치료를 시작한 환자라

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호흡 곤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 중인 산소 공급 장치보다 더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공급 장치로 변경하거나, 기계 환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Vates, 2011). 이와 같이 산소 치료 과정에서 그 효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 또한 간호사의 중요한 업무이다. 

산소 치료는 의료진이 적용한 산소 공급 장치에 환자가 얼마나 잘 

순응하여, 효과적으로 산소화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처방

에 따라 올바르게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투여받는 환자들의 불편감을 

사정함으로써 적절한 안위를 제공하는 것은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Cullen & Stiffler, 2009). Woodrow(2007)는 산소 치료의 효과를 최대

화시키려면 환자가 산소 투여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괴로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간호사는 신체적 안위 제공을 위해 산소 공급 장치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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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피부를 주기적으로 사정하고, 피부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호흡기 내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히 가온과 가습된 산소가 투

여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신체적 안위와 더불어 심리적 안위를 제

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간호사는 산소 치료를 시작하기 전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환자의 협조가 중요함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심리적 

지지를 통해 환자 자신이 치료의 한 구성원으로 잘 해내고 있다는 확신

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식과 간호 수행의 관계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이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까지 조사되지 않았다. 다른 주제로 간호사의 지식이 간호 수행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한 다른 주제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지식 

여부와 간호 수행과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김도숙(2008)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비위관 경장 영양에 대한 지식

과 수행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지식과 수행의 관계를 규명한 8편의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간호 수행의 종류에 따라 지식과 수

행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식과 수행간의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경아(2011)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근무 간호사의 

표준주의(standard caution)에 대한 지식과 간호 수행간의 관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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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역시 두 요인간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태도, 간호수행도를 조사한 3편의 연구 결과는 모두 지

식과 간호수행도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났다(김혜은, 2009; 이세정, 

2012; 이은휘, 2012). 

이와 반대로 호스피스 병동과 내과 병동 간호사의 암성 통증 관리에 

대한 지식과 수행도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두 요인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유희정, 2011). 또한, 노인의 흡인성 폐렴에 대한 간호

사의 지식과 간호 실천도 서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김숙희 & 김

정선, 2012), 혈액투석실 간호사의 혈액매개 질환 예방에 대한 지식과 

간호수행도 서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한송이, 2007). 중환자실 간호

사의 섬망 관련 지식과 간호 수행 정도 또한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다고 알려졌으며(양영애, 2006), 수술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과 수행간에도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강성금, 2012). 

따라서 간호실무영역에 따라 간호 지식과 수행간의 관계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수행 정도를 증가시키려면 지식을 증가시

키는 것이 필요하나, 지식 증가가 간호 수행으로 항상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간호 수행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지식 증가 이외에 

수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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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효능감이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한 개인이 특정 업무나 행동을 수행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77). 자기 효능은 행위의 

선택과 변화된 행위의 지속 등과 같은 인간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89). 자기 효능 이론에 따르면 어떤 특정 행위가 특

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결과 기대’와 자신이 특정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효능 기대’가 개

인이 행위를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Bandura, 1997). 또한, 자기효능감은 복잡

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효과적인 분석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Wood & 

Bandura, 1989).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능

력을 증가시키는 데에 영향을 준다(Gist & Mitchell, 1992). 간호 수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간호 

수행을 올바르게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알고 있는 지식을 실

제 간호 수행으로 연결시키는 데에, 인간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구성 자원인 성취 경험과 대리 경험은 간호사의 실무 

경험과 교육 경험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또 다른 구성 자원 중 언어적 

설득은 흔히 교육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규 간호사 교

육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간호 술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반복

한 간호사는 성취 경험이 강화될 것이다 (Manojlovich, 2005).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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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미 특정 간호 술기를 완벽하게 시범을 보이는 선배 간호사의 수

행을 관찰함으로써 대리 경험도 증가된다. 

Lee & Ko (2010)가 병원 간호사 1996명의 간호 수행에 관한 영향

을 조사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간호 수행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의 교육과 자기 계발이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한 결과, 임상 실무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어, 간호수행도가 증가되었다(Johnson, Hong, Groth, & Parker, 

2011). 뿐만 아니라, 신규간호사에게 OSCE 교육을 시행한 후 자기효능

감과 실무능력 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

혀졌다(정명숙, 2008). 

간호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대두되면서, 자기

효능감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

다. 김진아(2011)는 자기 효능 자원을 이용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

방 간호 e-learning 프로그램을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적용한 후 간호 

수행 행위 점수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기 효능 자원인 성

취 경험, 언어적 설득, 대리 학습, 정서적 각성의 요소를 e-learning 프

로그램에 적용하여, 교육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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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3차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3차 종합병원 1곳에 근무하는 병원 간호사를 

근무병동을 기준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1) 선정 기준 

첫째, 산소 치료를 자주 접하는 내과(호흡기계, 순환기계), 외과 병

동(호흡기계, 순환기계), 중환자실(내과 중환자실, 심장내과 중환자실, 호

흡기외과 중환자실, 심혈관외과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 간호에 

참여하는 간호사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2) 배제 기준 

담당 환자를 배정받아 팀 간호(team nursing)에 참여하지 않는 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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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및 서기 간호사는 연구 참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3) 표본 크기 

본 연구의 검정력은 통계적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인 G Power 3.1.5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의 중간 효과 크기(effect size)인 

0.15, 유의 수준(α) 0.05, 총 5개의 설명 변수, 연구 참여자 121명을 투

입하여 산출한 결과, 검정력은 0.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편의 표출은 서울 시내 3차 종합병원 1곳에서 병동 유형에 따른 근

무지와 간호사의 근무 경력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균등하게 모집하였다. 

근무지는 병동 유형에 따라 일반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로 분류하였고, 

진료과에 따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진료분과에 따라 호흡기계, 순환

기계, 응급의학계로 분류하였다. 간호사는 근무 경력에 따라 만 2년 이

하의 신규 간호사, 경력 2~5년의 중간 경력 간호사, 경력 5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로 분류하였다. 각 병동에서 경력에 따른 간호사 수 선정을 

위해 수간호사 면담을 하였고, 병동 내 총 간호사 수 및 근무 경력별 간

호사 수를 파악하였다. 신규 간호사, 중간 경력 간호사, 경력 간호사를 

각각 1:1:1의 비율로 균등하게 모집하되, 불가피한 경우 병동의 인력 구

조에 따라 비율을 조정하였다. 일반 병동 및 중환자실은 각 병동당 약 

15명씩 모집하였고, 응급실은 간호 단위가 다른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비

해 큰 것을 고려하여 2배수로 대상자로 모집하였다. 총 184명이 연구참

여에 동의하였으나, 이 중 실제로 설문조사에 응답 완료한 대상자는 총 

1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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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 수행 정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혀진 연령, 결혼 상태, 현재 학

력 상태, 직급, 총 근무 경력, 현재 부서 근무 경력, 현재 근무 부서, 프

리셉터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강경자, 김은만, & 류세앙, 2011; 송경자 

등, 2006). 또한,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간호사의 경험 중 

실무 경험과 교육 경험을 조사하였다,(조미혜 & 권인수, 2007); 천선희, 

오윤희, & 김성수, 2011). 

연구자가 개발한 지식 및 간호수행 측정 도구와 국문 번역 후 수정, 

보완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6명의 전문가 집단(간호학과 교수 2인, 

호흡기 치료사 2인, 호흡기계 내•외과 병동 수간호사 1인, 내과계 중환

자실 경력 10년 이상의 중환자 전문간호사 1인)에게 내용 타당도(CVI) 

검증을 의뢰하였다. 도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항이 도구에 포함되는 것

이 적절한 지 여부를 "매우 관련이 있고 간결함" 4점, "관련이 있으나 다

소 수정이 필요함" 3점, "문항 수정 없이는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음" 2

점, "관련이 없음" 1점으로 평가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각각의 도구를 구

성하는 전체 문항 중에서 전문가들이 3점 또는 4점으로 평가한 문항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전문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3가지 도구는 약 30명의 간호사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연구 대상자는 본 조사의 연구 대상

자와 중복됨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사 예정인 병원의 병동이 아닌 신경

외과 1개 병동, 본 조사 대상이 아닌 서울 시내 3차 종합병원 2곳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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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화기 내•외과 병동 및 외과계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 및 응급

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참여하였다. 

 

1) 산소치료와 관련된 실무 경험 및 교육 경험 

산소 치료와 관련된 간호사의 실무 경험은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

자 수,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 비율, 평소 근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소 공급 장치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교육 경험은 지난 1년 

동안 산소 치료를 주제로 한 교육에 참여한 횟수 및 교육 방식을 조사하

였다. 또한, 1년 내 산소 치료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간호사에게는 

마지막 교육 참가 시기 및 교육 형태를 조사하였다. 위의 문항은 본 조

사에 앞서 실시된 예비 조사를 통해 문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2)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를 간호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측정하

기 위해 AARC와 BTS에서 개발한 산소 치료 관련 지침과 호흡기학 교

과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산

소 치료의 적응증 1문항, 환자 사정 4문항, 진단적 검사 관련 1문항, 산

소 치료의 합병증 관련 2문항, 산소 치료 시 주의사항 2문항, 산소 공급 

장치의 특성 관련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저 0점, 최고 15점까지이

며, 총점이 높을수록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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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 6인이 평가한 내용 타당도는 0.8로 나타났으며,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삭제된 문항은 없었다. 일부 문항은 명확한 의미를 전

달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 문맥을 수정하였다.  

 

3)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 

Cheraghi, Hassani, Yaghmaei, & Alavi-Majed(2009)이 간호 학생

의 임상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산소 

치료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기존 도구는 총 37문항 4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정 영역 12문항, 진단 및 계획 9문항, 수행 10문항, 평

가 6문항이다.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기 전에 이메일을 통

해 원저자의 동의를 받았다. 

기존의 문항 중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다”,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주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와 같이 2개의 연속 문항이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며, 단어 하나만 

다른 경우 총 문항수를 줄이기 위해 하나의 문항으로 병합하였다. 유사

한 문장 구조를 가진 4쌍의 문항을 4문항으로 병합하였고, 국문으로 번

역했을 때 의미를 구분하기 어려운 2문항 중 하나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수정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는 사정 9문항, 진단 및 계획 7문항, 수행 

10문항, 평가 6문항이며 총 32문항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일부 영

역의 문항을 서로 병합하고,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상황을 ‘산소 치료

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상황’으로 한정한 수정된 영문 도구는 원저자에게 

검토를 의뢰한 후, 사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았다. 

수정된 영문 도구는 연구자가 1차로 국문 번역한 후, 간호학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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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의 국문 번역 경험이 많고 임상 경험 5년 이상이며 석사학위를 가

진 간호사 2인에게 번역된 문항의 적절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

로 일부 문항의 문맥을 수정하였다. 

측정은 0점 ‘전혀 자신없다’에서 100점 ‘매우 자신있다’ 사이에서 

10점 간격으로 평가하는 11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저 0점, 최고 3200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정 후 국문 번역을 거친 도구를 6인의 전문가가 내용 타당도를 

평가한 결과는 0.94였으며, 검증 결과 삭제된 문항은 없었다. 일부 문항

은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 문맥을 수정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8이며, 30인의 간호사를 대

상으로 실시한 예비 조사에서 검증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93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분석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989이다. 

 

4) 산소 치료의 간호수행도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는 본 연구자가 AARC와 BTS에서 개

발한 산소 치료 관련 지침과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간호사가 산소 치료

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25가지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평가 내용은 산소 투여 전 간호 사정 1문항, 간호 진단 1문항, 산소 투

여 처방 확인 관련 1문항, 산소 아웃렛 확인 관련 1문항, 급습기 연결 

관련 3문항, 산소공급장치 연결 관련 5문항, 환자 및 가족 교육 2문항, 

산소 투여 중 간호 사정 5문항, 불편감 사정 및 안위 간호 3문항,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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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도 관찰 관련 2문항, 간호 기록 관련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항상 수행한다” 4점, “대부분 수행한다” 3점, “가끔 수행한다” 2점, “전

혀 수행하지 않는다” 1점으로 평가하는 4점 Likert 척도로 자가 평가하

였다. 점수 범위는 최저 25점, 최고 10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간호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된 도구를 6인의 전문가가 내용 타

당도를 평가한 결과, CVI가 1.00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항은 명확한 의

미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 문맥을 수정하였다. 30인의 간

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 조사 결과 검증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1이었으며, 본 조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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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13년 4월 5일부터 2013년 4월 25일까지 서울시 소

재 3차 의료기관 1곳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13-18). 또한, 연구 대상자

가 근무하는 병원 내 임상간호학 연구소의 심의를 거쳐 자료수집 허가를 

받았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소요시간, 참

여 도중 중단의 허용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

다. 교대 근무로 인해 연구 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수간호사 및 경력 간호사에게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에게 대리 설명하도록 하여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동의서에는 웹 기반 설문조사 링크를 전달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때,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목적 및 연구 기간 동안 보관 방법, 연구가 끝난 후에는 즉시 폐기될 예

정임을 설명하였다. 그 밖의 개인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았다.설문조

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서버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연구자만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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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이 종료된 후,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연구 참여자에게 이

메일을 통해 산소 치료에 관한 지식 문항의 정답 및 해설과 산소 치료를 

주제로 실시한 인터넷 교육 동영상 링크를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산소 치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및 교육 기회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웹 기반 설문조사 시행 

연구 대상자는 자가 평가한 간호 수행 점수나 관련 지식 평가 내용

이 선배 간호사나 수간호사 등에게 노출될 경우, 개인적인 비난이나 불

리한 인사 고과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자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내는 데

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본인만이 접근

할 수 있는 웹 기반 설문조사법을 시행하였다. 

웹 기반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조사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

는 무응답 문항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료의 코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웹 기반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조사

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나, 대개 약 30~50%로 낮은 편

이다(Archer, 2008; Nulty, 2008). 본 연구에서는 응답률을 높이고 보다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동의서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웹 기반 설문조사 링크 주소를 전달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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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발송 후 1일 단위로 설문조사 참여 및 완료 여부를 모

니터링하여, 연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간격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안내 이메일을 재발송하였다. 

둘째, 웹 기반 설문조사는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에서 무료로 제

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하였다. 문

항 입력 시 설정에 따라 ‘필수’ 문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응

답자가 반드시 자료값을 입력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필수 

문항에 대한 결측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5천원 이하)를 모바일 쿠폰

으로 전송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연구 참

여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동에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 중 아직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하는 메

시지를 전달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 시작 직후에 조사에 참여한 

각 병동 간호사 1인씩을 선정하여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병

동 내 전체 공지사항 게시판에 연구 참여 홍보글을 남겨줄 것

을 부탁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184명 중 121명이 응답하여, 응답률 

약 65.8%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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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는 각 영역별 또는 

문항별 점수와 총점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산소 치료에 대한 실무 경험과 교육 경험

에 따른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점수, 자기효능감 점수, 간호수행도 

점수를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로 사후 분석하였다. 양측 검정을 적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 로 정하였다. 

4)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점수, 자기효능감 점수, 간호수행도 점수간

의 각각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으로 분석하였다. 

5)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6) 각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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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나이는 

25세에서 29세 사이가 46.3%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로 근무한 총 기간

은 61개월(만 5년) 이상이 46.3%로 가장 많았다. 현 근무 부서에서 근

무한 총 기간은 24개월(만 2년) 이하가 43.8%로 가장 많았다. 현 교육 

수준은 4년제 학위를 가진 간호사가 80.2%였으며, 현재 병원 내 직급은 

일반 간호사가 90.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프리셉터로 활동한 

횟수는 평균 1.58±2.36회로 조사되었고, 전체 대상자 중 56.2%는 프리

셉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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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Age(year) < 25 26(21.5) 

27.79±3.55 25-29 56(46.3) 

≥30 39(32.2) 

Marital status Single 96(79.3)  

Married 25(20.7)  

Current 

education level 
Diploma/BSN 12( 9.9)  

Bachelor’s degree 97(80.2)  

Master’s student/degree 12( 9.9)  

Current 

workplace 
Respiratory medical ward 9( 7.4)  

Respiratory surgical ward 11( 9.1)  

Cardiovascular medical ward 12( 9.9)  

Cardiovascular surgical ward 13(10.7)  

Medical ICU 13(10.7)  

Thoracic surgical ICU(respiratory) 10( 8.3)  

CCU 13(10.7)  

CV surgical ICU 11( 9.1)  

ED 29(24.0)  

Career at 

current 

Workplace 

(month) 

≤ 24 53(43.8) 

39.36±30.66 25-60 29(24.0) 

≥ 61 39(32.2) 

Total nursing 

career 

(month) 

≤ 24 35(28.9) 

55.78±40.27 25-60 30(24.8) 

≥ 61 56(46.3) 

Position Staff nurse 109(90.1)  

Senior staff nurse 1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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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Preceptorship 

Experiences 

(times) 

none 68(56.2) 

1.58±2.36 
1-2 19(15.7) 

3-4 20(16.5) 

≥ 5 14(11.6) 

The number of 

assigned 

patients 

General ward  10.07±2.58 

ICU  2.21±0.49 

ED  9.14±4.73 

CCU=Cardiac care unit; CV surgical ICU=Cardiovascular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ED=Emergency department 

 

 

 

 

 

 

2. 산소 치료와 관련된 실무 경험 

1)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 수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 수는 한 명의 간호사가 지난 일주일간 

근무를 회상했을 때, 자신이 산소 치료를 적용한 하루 평균 환자 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 수는 Table 2

와 같다. 병동 유형에 따라 일반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간의 차이를 분

석하였으며, 정규성 및 군간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아 비모수 통계기법

인 Kruskall-Wallis로 분석하였다. 병동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

과, 3군 간의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 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χ2 = 30.122, p <.001). Mann Whitney U로 사후 분석을 실시하고 

Bonferroni 보정한 결과, 일반병동이 중환자실보다 산소 치료를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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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 수가 더 많았고(U=438.50, p<.001), 응급실이 중환자실보다 산

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U=331.00, 

p<0.001). 진료과에 따른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2 =3.307, p=.191). 진료 분과에 따른 호흡기계, 순환

기계, 응급의학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χ 2 =2.525, 

p=.283). 

 

 

 

Table 2. Number of patients who received oxygen therapy within one 

week                                               (N=1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χ2 p 

Type of ward General ward 2.91±1.64 

30.122 <.001*  ICU 1.35±0.57 

 ED 2.31±1.14 

Specialty Internal medicine 2.04±1.61 

3.307 .191  Surgery 2.19±1.24 

 Emergency medicine 2.31±1.14 

Subspecialty Respiratory  2.36±1.70 

2.525 .283  Cardiovascular  1.90±1.14 

 Emergency medicine 2.31±1.14 

ED=Emergency departmen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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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 비율 

담당 환자 중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의 비율은 한 명의 간호사

가 지난 일주일간 근무를 회상했을 때, 자신이 하루 동안 담당한 평균 

환자 수와 그 중 산소 치료를 적용받았던 평균 환자 수의 비율을 백분율

(%)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 비율(%) = 
하루동안 산소 치료를 받은  평균 환자 수

하루동안 담당한 평균 환자 수
 × 100 

병동 유형에 따라 일반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간의 차이를 분석하

였으며, 정규성 및 등분산성을 만족하여 one-way ANOVA로 검정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간 차이가 나타났다(F=21.556, p < .001). 

Scheffe 분석법으로 사후 검정한 결과, 중환자실이 일반 병동 및 응급실

보다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과에 따른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간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2.860, p=.061). 진료 분과에 따른 호흡기계, 순환기계, 응급의학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377, p=.037). 사후 검

정을 통해 순환기계가 응급의학계보다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의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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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tio of who received oxygen therapy by one nurse to all 

the assigned patients of that nurse (%)              (N=1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F p 

Type of ward General warda 31.84±21.23 

21.556 <.001* 

b>a,c 
ICUb 62.65±26.77 

EDc 33.40±26.12 

Specialty Internal medicine 48.62±29.12 

2.860 .061 Surgery 46.51±28.41 

Emergency medicine 33.40±26.12 

Subspecialty Respiratorya 44.29±23.95 

3.377 .037* 

b>c 
Cardiovascularb 50.48±32.16 

Emergency medicinec 33.40±26.12 

ED=Emergency departmen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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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산소 공급 장치 종류 

평소 간호 현장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7가지 산소 공급 장치를 제시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1~3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1순

위에는 가중치 3점, 2순위에는 가중치 2점, 3순위에는 가중치 1점을 부

여한 후, 각 장치별 점수를 합산하였다. 그 결과, 총점 308점으로 비강 

캐뉼라가 1위, 안면 마스크(단순, 부분 재호흡, 비재호흡)가 199점으로 

2위, T-piece 80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내 3

차 종합병원 중 산소 치료를 빈번하게 적용하고 있는 호흡기계 내, 외과 

병동 및 중환자실, 순환기계 내, 외과 병동 및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소 공급 장치는 비강 캐뉼라, 안면 마스크, 

T-piece 순임을 알 수 있다(Table 4). 

 

Table 4. Oxygen supply devices frequently utilized ranked in order of 

use                                                (N=121) 

Type of device 
The 1

st
 

rank(n) 

The 2
nd

 

rank(n) 

The 3
rd

 

rank(n) 

Total 

weighted 

score 

Nasal cannula 95  8  7 308 

Facial mask(simple, partial 

rebreathing, non-rebreathing) 
 6 86  9 199 

Venturi mask  0  1 12  14 

Air entrainment device(Jet nebulizer)  6  9 19  55 

T-piece  7  8 43  80 

Non-invasive assisted ventilator  1  4 20  31 

High flow nasal cannula  1  4 11  22 

Total weighted score=The 1st rank × 3point + The 2nd rank × 2point + The 3rd rank × 1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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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 치료와 관련된 교육 경험 

1) 최근 1년간 산소 치료 교육 참여 횟수 및 교육 방식 

전체 연구 참여자 중 65.3%의 간호사가 지난 1년간 산소 치료 교

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소 1회에서 최대 6회까지 참여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평균 교육 참여 횟수는 1.31±1.31회로 조

사되었다(Table 5). 

지난 1년간 산소 치료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79명에게 

참여했던 교육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하였다. 1회 이상 교육에 참

여한 경우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총 87건의 응답 중 57.5%가 강의 형

식으로 진행된 교육에 참여하였다고 답하였다. 강의와 실습을 동반한 교

육의 형태가 26.4%로 다음으로 많았고, 온라인 강의도 11.5%를 차지하

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동료 간호사와 스터디 그룹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답한 간호사가 있었다. 

 

 

2) 마지막 산소 치료 교육 참가 시기 및 교육 형태 

지난 1년간 산소 치료 교육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42명의 

간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산소 치료를 주제로 다룬 교육에 참가한 시기가 

몇 년 전인지 조사하였다. 약 31.0%의 간호사가 약 2년전에 마지막으로 

산소 치료 교육에 참가했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약 26.2%의 간

호사는 산소 치료 교육에 참여한 지 4년 이상이 경과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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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참여했던 산소 치료 교육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약 47.6%의 

간호사가 병원 내 교육에 참가하였다고 답하였다. 약 45.2%는 학부 교

육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산소 치료에 대해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Table 5. Education experience for oxygen therapy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he number of 

participation within 

1 year (times) 

(n=121) 

0 42(34.7) 

1.31±1.31 
1-2 56(46.3) 

3-4 20(16.5) 

5-6 3( 2.5) 

The type of 

education within 1 

year* 

(n=87) 

Lecture 50(57.5) 

 

Practice  3( 3.4) 

Lecture+practice 23(26.4) 

Online lecture 10(11.5) 

Study group  1( 1.2) 

The last 

participation  

(year ago)† 

(n=42) 

1  9(21.4) 

2.69±1.46 
2  13(31.0) 

3  9(21.4) 

≥4  11(26.2) 

The type of the last 

education† 

(n=42) 

Undergraduate nursing 

program 
19(45.2) 

 

Education for nursing 

unit members 
 2( 4.8) 

Education for whole 

hospital nurses 
20(47.6) 

Continuing education  1( 2.4) 

* Allowed duplication; 

† Only nurses with no educational experience within 1 year respo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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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 참가하고 싶은 교육 주제 

추후 산소 치료 교육에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주제를 4가지 선정

한후, 선호도에 따라 1~4 순위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1순위에는 가중치 

4점, 2순위에는 가중치 3점, 3순위에는 가중치 2점, 4순위에는 가중치 1

점을 부여한 후, 각 주제별 점수를 합산하였다. 그 결과 ‘비침습적 보조 

환기’와 관련된 내용이 361점으로 1위로 선정되었고, 고유량 비강 캐뉼

라와 같은 ‘새로운 산소 공급 장치 사용법’이 347점으로 2위를 차지하였

다. ‘산소 치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 327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가정 내 산소 치료’와 관련된 주제는 175점으로 4위로 조사되었다

(Table 6). 

 

 

Table 6. Preference for future education topics              (N=121) 

Education topic 
The 1

st 

rank(n) 

The 2
nd 

rank(n) 

The 3
rd 

rank(n) 

The 4
th 

rank(n) 

Total 

weighted 

score 

General instruction of 

oxygen therapy 
42 21 38 20 327 

Non-invasive assisted 

ventilation 
39 50 23  9 361 

Directions of new 

oxygen supply device* 
36 39 40  6 347 

Home Oxygen therapy  4 11 20 86 175 

Total weighted score = The 1
st
 rank × 4 point + The 2

nd
 rank × 3 point 

 + The 3
rd
 rank × 2 point + The 4

th 
rank × 1 point

 

* For example: HFNC(High flow nasal cann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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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1)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부여하였다.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점수는 총점 15점 중 

평균 10.94±1.80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72.9%

이며, 세부 영역별 정답률과 각 문항별 정답률은 Table 7과 같다. 세부 

영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진단적 검사’에 대한 영역의 정답률이 97.5%

로 가장 높았고, ‘산소 치료 주의사항’의 정답률은 86.4%, ‘간호 사정’ 영

역은 82.4%로 나타났다. 반면, ‘산소 치료 적응증’에 대한 정답률은 

43.8%로 가장 낮았고, ‘산소 치료 합병증’은 61.6%, ‘산소 공급 장치’와 

관련된 영역은 6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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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Knowledge on oxygen therapy                     (N=121) 

Categories Contents 
Correct 

answers (%) 

Indication Indication for oxygen therapy 43.8 43.8 

Nursing 

Assessment 

Early hypoxic symptoms assessment 90.1 

82.4 

Physical assessments for applying 

oxymetry probe 
91.7 

Dyspnea relieving signs assessment 98.3 

CO2 retention signs assessment 49.6 

Diagnostic 

tests 
Diagnostic tests for oxygen therapy 97.5 97.5 

Complications 

Complications of oxygen therapy 29.8 

61.6 
Complication of nasal cannula 

application 
93.4 

Cautions 

Special care for COPD patients 96.7 

86.4 

Fire prevention education 76.0 

Oxygen 

supply 

devices 

Indication of Venturi device 71.9 

65.4 

Low-flow oxygen supply devices 60.3 

FiO2 level of each devices 43.8 

High-flow oxygen supply devices 71.9 

Indication of non-invasive assisted 

ventilation 
79.3 

Total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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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간호 사정, 진단 및 계획, 중재, 평

가의 4영역,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측정하였다.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총점 3200

점 중 평균 2579.26±394.67점이며, 100점 환산 시 80.59±12.33점으

로 조사되었다. 세부 영역과 해당 문항 수, 세부 영역에 따른 평균 점수

는 Table 8과 같다. 산소 치료와 관련된 간호 과정 중 간호 중재 영역의 

평균 점수가 81.90±14.25로 가장 높았고, 간호 사정 영역의 평균 점수

는 78.12±14.60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8. Self-efficacy on oxygen therapy                    (N=121) 

Categories 
The number of 

questions 
Mean±SD 

Nursing assessment 9 78.12±14.60 

Nursing diagnosis and planning 7 80.44±13.79 

Nursing intervention 10 81.90±14.25 

Nursing evaluation 6 80.74±14.72 

Total score 32 80.5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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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는 총 25문항이며 각 문항은 최소 1점

에서 최대 4점으로 측정하였다.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 점수는 총

점 100점 중 평균 83.77±10.30점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영역 및 해당 

문항에 따른 평균 점수는 Table 9와 같다. 세부 영역 중 ‘산소 아웃렛 

확인’과 관련된 수행 점수가 3.71±0.54점으로 가장 높았다. ‘산소 치료 

관련 간호 기록’이 3.60±0.61점, ‘산소 공급 장치 관리’와 관련된 영역이 

3.52±0.71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산소 치료 중에 수행하는 간호 

사정’ 영역의 점수는 3.20±0.82점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산소 공

급 장치의 급습기(humidifier) 관리’와 관련된 영역이 3.21±1.01점, ‘산

소 치료를 적용받고 있는 환자에게 불편감 확인 및 안위 제공’과 관련된 

영역이 3.21±0.76점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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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Nursing performance on oxygen therapy            (N=121) 

Category Contents Mean±SD 

Nursing 

assessment before 

applying oxygen 

Assessing oxygen needs through 

physical examinations and 

diagnostic test results 

3.51±0.58 

Nursing diagnosis 

Establishing nursing diagnoses 

through nursing assessment 

results 

3.25±0.79 

Confirm oxygen 

prescription 

Confirming oxygen prescription 

regarding oxygen supply 

devices, flow, FiO2, target SpO2 

3.42±0.77 

Check oxygen 

outlet 

Checking a correct oxygen outlet 

on the bed head unit 
3.71±0.54 

Humidifier 

management 

Attaching a humidifier to the 

flowmeter when the oxygen flow 

is over 4L/min 

3.02±1.06 

3.21±1.01 
Using only sterile water for 

humidification 
3.93±0.28 

Washing hands and wearing 

gloves whenever refilling 

humidifiers 

2.69±1.02 

Oxygen supply 

device 

management 

Checking the expiration of the 

packages and observing any 

contamination or damage on 

oxygen supply devices 

3.03±0.90 

3.52±0.71 

Checking oxygen flow after 

connection 
3.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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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s Mean±SD 

Filling a reservoir bag with 

oxygen before applying it to a 

patient 

3.64±0.61 

Adjusting the correct oxygen 

flow of the flowmeter 
3.80±0.44 

Checking the residual oxygen in 

the portable tank before using it 
3.68±0.58 

Patient and family 

education 

Explaining the reasons and 

cautions of oxygen therapy to 

patients and family members 

3.29±0.71 

3.33±0.73 

Applying Fowler’s or semi-

Fowler’s position to patients 
3.38±0.74 

Nursing 

assessment while 

applying oxygen 

Confirming the connection of 

oxygen supply devices every 

hour 

3.17±0.71 

3.20±0.82 

Confirming the location of 

oxygen supply devices every 

hour 

3.39±0.73 

Confirming any contamination of 

oxygen supply devices every 

hour 

2.94±0.88 

Confirming the residual water in 

the humidifier and refilling it 

every hour 

2.98±0.89 

Monitoring oxygen saturation 

every hour 
3.54±0.70 

Comfort 

management 

Assessing any discomfort and 

providing emotional support 

periodically 

3.32±0.71 3.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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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s Mean±SD 

Assessing mouth and nose 

dryness periodically 
3.06±0.82 

Assessing any skin damage and 

applying nursing intervention 

periodically 

3.26±0.74 

SpO2 monitoring 

management 

Confirming peripheral blood 

supply to attach oxygen 

saturation probes 

3.40±0.69 

3.35±0.71 

Changing the probe location to 

prevent skin damage periodically 
3.29±0.74 

Nursing record 
Recording the whole nursing 

process of oxygen therapy 
3.60±0.61 

 Total score 83.7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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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차이 

1)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

행도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각각의 변수가 정규성 및 등

분산 가정을 모두 만족하여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나이, 병동 유형에 

따른 현 근무부서, 현 부서 근무경력, 총 근무경력, 그리고 프리셉터 경

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이에 따른 자기효

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7.133, p<.001). Scheffe로 

사후 검정한 결과 25세 이하의 간호사군의 자기효능감이 다른 군에 비

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근무 부서를 병동 유형에 따라 일반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로 나누어 각 군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828, p=.004). 사후 검정 결과, 중환

자실이나 응급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 근무부서 경력을 24개월 이하, 25~60개

월, 61개월 이상으로 그룹지어 자기효능감 점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3.656, p=.029). 사후 검정 결과, 현 근

무부서 경력이 61개월 이상인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경력 24개월 이하

인 간호사보다 높았다. 총 근무 경력 또한 24개월 이하, 25~60개월, 61

개월 이상 경력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120, p=.003).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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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결과는 총 경력이 61개월 이상인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경력 24

개월 이하인 간호사보다 높았다. 프리셉터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는 프

리셉터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t=-2.183, p=.031). 

산소 치료에 관한 간호수행도에 있어 병동 유형에 따라 일반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간에 간호수행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5.183, p=.007). 사후 검정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일반 병동이나 응

급실 간호사보다 간호수행도가 높았다. 진료 분과에 대해서는 호흡기계, 

심혈관계, 응급의학계 간에 간호수행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났다(F=6.837, p=.002). 사후 검정한 결과 호흡기계에서 근무하는 간

호사가 심혈관계나 응급의학계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간호수행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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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ifference in knowledge,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bas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21) 

Characteristics Knowledge Self-efficacy 
Nursing 

performanc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Age(year)      

< 25a 10.58±2.28 

2.093 

(.127) 

2340.77±484.68 

7.133 

(.001*) 

b,c>a 

79.92±10.70 

2.379 

(.097) 
25-29b 10.79±1.71 2587.32±317.15 84.66±10.36 

≥30c 11.41±1.50 2696.67±370.31 85.05±9.54 

Marital status      

Single 11.00±1.86 
.690 

(.492) 

2560.21±407.80 
-.512 

(.610) 

83.65±10.43 
-.256 

(.798) 
Married 10.72±1.60 2605.60±340.65 84.24±9.97 

Current education level      

Diploma/BSN 10.50±1.62 

.535 

(.587) 

2510.00±526.20 

2.146 

(.121) 

 

85.58±11.44 

1.617 

(.203) 
Bachelor’s degree 10.96±1.68 2549.90±384.41 82.99±10.27 

Master’s program/degree 11.25±2.80 2788.33±259.12 88.25±8.59 

Current working place - Type of ward     

General warda 10.87±1.73 

.695 

(.501) 

2417.11±486.44 

5.828 

(.004*) 

b,c>a 

81.78±9.95 

5.183 

(.007*) 

b>a,c 

ICUb 11.17±1.72 2651.49±303.09 87.40±10.10 

EDc 10.69±2.06 2673.45±287.43 80.97±9.73 

Current working place - Specialty     

Internal medicine 11.11±1.76 

.475 

(.623) 

2480.21±499.87 

2.371 

(.098) 

83.81±10.88 

1.758 

(.177) 
Surgery 10.93±1.70 2596.00±305.16 85.53±9.84 

Emergency medicine 10.69±2.06 2673.45±287.43 80.97±9.73 



- 46 - 

Characteristics Knowledge Self-efficacy 
Nursing 

performanc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Current working place - Subspecialty     

Pulmonologya 11.19±1.52 

.705 

(.496) 

2537.67±438.54 

1.333 

(.268) 

88.21±8.65 

6.837 

(.002*) 

a>b,c 

Cardiologyb 10.88±1.89 2536.12±403.69 81.53±10.81 

Emergency medicinec 10.69±2.06 2673.45±287.43 80.97±9.73 

Career at current working place(month)     

≤ 24a 10.64±1.91 

1.801 

(.170) 

2465.28±434.97 

3.656 

(.029*) 

c>a 

81.85±10.39 

1.986 

(.142) 
25-60b 10.93±1.89 2616.21±380.81 86.41±10.40 

≥ 61c 11.36±1.53 2676.67±309.46 84.41±9.82 

Total nursing career(month)     

≤ 24a 10.66±2.13 

.872 

(.421) 

2386.86±444.46 

6.120 

(.003*) 

c>a 

80.74±10.58 

2.327 

(.102) 
25-60 b 10.87±1.83 2596.00±387.30 84.17±10.79 

≥ 61c 11.16±1.56 2669.64±324.96 85.45±9.59 

Position     

Staff nurse 10.86±1.78 
-1.473 

(.143) 

2558.35±406.30 
-.945 

(.346) 

83.51±10.43 
-.819 

(.414) 
Senior staff nurse 11.67±1.97 2671.67±244.42 86.08± 9.05 

The number of preceptorship     

None 10.87±1.91 
-.513 

(.609) 

2501.62±430.44 
-2.183 

(.031*) 

82.68±10.52 -

1.326 

(.187) ≥ 1 11.04±1.68 2656.79±325.03 85.17±9.93 

ED=Emergency departmen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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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소 치료에 대한 실무 경험 및 교육 경험에 따른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차이 

산소 치료에 대한 실무 경험 및 교육 경험에 따라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산소 치료에 대한 

실무 경험 중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 수와 환자 비율에 따른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산소 치료

에 대한 교육 경험 중 1년간 산소 치료 교육 참여 유무에 따른 지식, 자

기효능감, 간호수행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기효능감 및 간호수행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 참여 유무에 따른 자기효능감 점수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점수가 

더 높았다(t=-2.887, p=.005). 또한, 교육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간호 

수행 점수가 더 높았다(t=-4.17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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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fference in knowledge,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based on clinical and educational experience 

with oxygen therapy                                (N=121) 

Characteristics Knowledge Self-efficacy 
Nursing 

performanc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The number of patients who oxygen therapy were applied to 

≤ 1 11.20±1.76 

1.254 

(.294) 

2622.17±370.63 

2.631 

(.053) 

84.80±10.81 

.347 

(.791) 

2 10.84±2.05 2641.58±288.67 83.68±9.83 

3 10.28±1.71 2492.22±480.23 82.06±10.96 

≥4 11.16±1.39 2371.58±486.61 83.05±9.84 

The ratio of one nurse’s oxygen therapy applied patients to all patients (%) 

0-33 11.00±1.63 

.603 

(.549) 

2580.60±377.73 

.063 

(.939) 

81.64±9.98 

2.284 

(.106) 
34-66 11.06±1.74 2553.62±425.03 86.06±9.63 

67-100 10.58±2.26 2577.92±378.98 83.71±11.61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oxygen therapy education 

None 10.55±1.85 
-1.769 

(.079) 

2431.90±502.00 
-2.887 

(.005
*
) 

78.74±10.69 
-4.178 

(<.001
*
) 

More than once 11.15±1.76 2642.78±301.13 86.44±9.06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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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간의  

상관관계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으로 검정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지식과 간

호수행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r=.197, p=.031). 또한, 자기효능감과 간호수행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r=.557, p<.001). 지식과 효능감 사이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2.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N=121) 

Variables 

Nursing 

performance 
Knowledge 

Self-

efficacy 

r 

(p) 

r 

(p) 

r 

(p) 

Nursing performance 1   

Knowledge 
.197 

(.031*) 
1  

Self-efficacy 
.557 

(<.001*) 

.140 

(.126) 
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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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단순 회귀 분석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의 차이를 보인 변수들은 1년 내 산소 

치료 교육 참여 횟수, 병동 유형에 따른 현재 근무부서 및 진료 분과에 

따른 현재 부서였다. 또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은 간호수행도와 각각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각각의 변수들과 간호수행도 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1년 내 산

소 치료 교육 참여 횟수가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은 R2값 0.100로 

약 10.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13.222, p<.001). 병동 유형에 따른 

현재 근무 부서는 더미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중환자실 근무’가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은 R2값 0.080으로 약 8.0%의 설명력을 나타

냈다(F=10.325, p=.002). 진료 분과에 따른 현재 근무 부서도 더미 변수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호흡기계 부서 근무’가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은 R2값 0.103으로 약 10.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13.721, 

p<.001). 지식이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은 R2값 0.039로 약 3.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4.787, p=.031). 자기효능감이 간호수행도에 미치

는 영향은 R2값 0.310으로 약 31.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53.48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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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Simple linear regression on nursing performance with all 

significant variables                            (N=121) 

Variables R2 B SE β t p F p d 

(constant) 80.521 1.262  63.797 <.001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0.100 2.487 0.684 0.316 3.636 <.001
*
 13.222 <.001

*
 1.868 

(constant)  81.459 1.153  70.647 <.001
*
    

Workplace- 

ICU 
0.080 5.945 1.850 0.283 3.213 .002

*
 10.325 .002

*
 2.008 

(constant)  81.321 1.109  73.352 <.001
*
    

Workplace- 

pulmonology 
0.103 6.889 1.860 0.322 3.704 <.001

*
 13.721 <.001

*
 2.008 

(constant)  71.488 5.688  12.568 <.001
*
    

Knowledge 0.039 1.122 0.513 0.197 2.188 .031
*
 4.787 .031

*
 1.902 

(constant)  46.368 5.173  8.963 <.001
*
 

 
  

Self-efficacy 0.310 0.015 0.002 0.557 7.314 <.001
*
 53.488 <.001

*
 1.678 

d=Durbin-Watson; *p<.05 

 

간호수행도 점수가 90점 이상인 간호사군(전체의 약 33.9%)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t-test 및 카이 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1년 내 교

육참여 횟수(t=2.624. p=.010), 지식(t=2.048, p=.043) 및 자기효능감

(t=4.971, p<.001)이 수행 점수 90점 미만인 간호사군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더 많이 포함되었

으며(χ2=7.773, p=.021), 호흡기계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χ2=6.704, p=.035). 이러한 결과는 단순 회귀 분석 결

과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5가지 변수 특성과 정확하

게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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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회귀에서 유의한 모든 변수를 투입한 다중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낸 변수들이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

다. 1년 내 산소 치료 교육 참여 횟수, 현 근무병동(중환자실), 현 근무 

진료 분과(호흡기계), 지식, 자기효능감 등의 총 5가지 변수를 다중 회귀 

분석에 투입하였다. 근무 부서 관련된 변수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투

입하였다. 먼저 다중 회귀 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정하

기 위해, 오차항의 독립성 검증을 Durbin-Watson test로 실시한 결과 

그 값이 1.817으로 오차항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존재 여부는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

요인(VIF)으로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는 0.996, 분산팽창요인은 1.004

로 투입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단계 선택(stepwise) 방법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

과는 Table 13과 같다. 최종 모형은 자기효능감과 진료 분과에 따른 현

재 근무 부서(호흡기계)의 두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모형 설명력은 

R2값 0.437이다.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과 호흡기계 

부서의 근무 여부가 약 43.7% 설명할 수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적

합하다(F= 45.740, p <.001). 자기효능감의 표준화계수(β)는 0.578로 표

준화계수(β) 0.356인 호흡기계 부서의 근무 여부 보다 간호수행도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산소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  

= 42.208 + 0.015×자기효능감 + 7.637×호흡기계 부서 근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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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on nursing 

performance with all significant variables           (N=121) 

Variables R
2
 

Cumulative 

R
2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42.208 4.763 
 

8.861 <.001
*
   

Self-efficacy 0.310 0.310 0.015 0.002 0.578 8.356 <.001
*
 0.996 1.004 

Workplace- 

pulmonology 
0.127 0.437 7.637 1.483 0.356 5.150 <.001

*
 0.996 1.004 

 
     F p d  

 
 

 
   45.740 <.001

* 
1.817  

d= Durbin-Wats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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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 가능한 변수만을 투입한 다중회귀분석 

앞서 언급한 5가지 변수들 중 병원 내 임상 간호 현장에서 쉽게 변

경할 수 없는 근무부서와 관련된 2가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만을 

다중 회귀 분석에 투입하여 재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정하기 위해 오차항의 독립성 검증을 Durbin-

Watson test로 실시한 결과, 그 값이 1.648로 오차항이 독립적임을 확

인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존재 여부는 공차 한계(tolerance)

와 분산팽창요인(VIF)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차 한계는 0.944, 분산

팽창요인은 1.060으로 투입된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관찰되지 않았

다. 

단계 선택(stepwise) 방법을 이용하여, 산소 치료에 대한 1년 내 산

소 치료 교육 참여 횟수, 지식, 자기효능감의 총 3가지 독립 변수가 간

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 분석에 따라 검정한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그 결과 지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모형 투입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모형 설명력은 R2값 0.343으로 자기효능감과 교육 참

여 횟수가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약 34.3% 설명할 수 있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F= 30.833, p <.001). 자

기효능감의 표준화계수(β)는 0.508로 표준화계수(β) 0.196인 교육 참여 

횟수보다 간호수행도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

을 통해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산소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  

= 47.593 + 0.013×자기효능감 + 1.538×1년내 교육 참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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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on nursing 

performance with only alterable variables           (N=121) 

Variables R
2
 

Cumulative 

R
2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47.593 5.097 
 

9.337 <.001
*
   

Self-efficacy 0.307 0.307 0.013 0.002 0.508 6.611 <.001
*
 0.944 1.060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 

0.036 0.343 1.538 .604 0.196 2.546 0.012
*
 0.944 1.060 

 
     F p d  

 
 

 
   30.833 <.001

* 
1.648  

d= Durbin-Watson;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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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산소 치료를 수행하는 병원 간호사의 실무 경험 및 교육 

경험을 파악하고, 지식과 자기효능감 등의 변수가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산소 치료와 관련된 실무 경험 

산소 치료는 현재 병원 간호사가 빈번하게 수행하는 간호 행위이며

(윤호순, 2012), 산소 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

할이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재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3차 종합병원 중 한 곳에서 산소 치료를 

적용하는 빈도가 높은 세 진료 분과(호흡기계, 순환기계, 응급의학계)를 

선정하여, 평소 임상 실무에서 산소 치료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알

아보았다.  

전체 담당 환자 중 산소 치료를 적용받은 환자 비율을 계산한 결과, 

중환자실이 응급실이나 일반 병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환

자실은 인공호흡기를 통한 인공 환기 보조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

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환자실 환자 중 약 

60% 이상이 인공호흡기가 아닌 산소 공급 장치를 통해 산소 치료를 적

용받고 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최근 호흡부전 환자의 치료 경향

이 기관 삽관을 시도하기 전, 비침습적인 방법인 고유량 비강 캐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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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보조 환기 등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려는 최신 의료 경향이 반영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weet, Naismith, Keenan, Sinuff, & Dodek, 

2008; 설영미 et al., 2006). 

 

 

 

2. 산소 치료와 관련된 교육 경험 및 교육 요구 

현재 국내에는 산소 치료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이 부족한 가운데, 

병원 간호사가 산소 치료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술기 및 새

로운 산소 공급 장치 사용법 등과 같은 최신의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소 치료와 관련된 교육 경험을 조사하였다. 지

난 1년 동안 산소 치료 교육에 참여한 적이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

한 약 34.7%의 간호사에게는 마지막으로 산소 치료 교육에 시기와 교육 

형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마지막으로 교육에 참여한 시기가 2

년 이상 경과한 간호사는 약 88.6%로 전체 응답자의 약 31.5%에 달했

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교육의 형태는 크게 ‘학부 교육’

과 ‘병원 내 교육’으로 나뉘었다. 교육에 참여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약 

34.7%의 간호사 중 약 45.2%(전체 응답자의 약 15.7%)는 ‘학부 교육’

에서 마지막으로 산소 치료에 대해 배웠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자들

은 간호사가 된 이후에 단 한번도 산소 치료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산소 치료에 대해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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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작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신규 간호사가 

실제 간호 현장에 투입되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효과적인 간호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간호 현장에서 자주 수행되는 

술기가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산소 치료는 입원 환자의 중증도가 

증가하는 현 의료 추세에서 병원 간호사들이 빈번하게 수행하는 술기 중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윤호순, 2012). 또한,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

램은 간호사 개개인이 특정 술기를 익히기 위해 충분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규 간호사는 반복적인 성공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증가되고(Manojlovich, 2005), 간호 수행 또한 향상될 것

이다.  

마지막 교육 참여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한 약 34.7%의 응답자 중

약 47.6%(전체 간호사의 약 16.5)가 ‘병원 내 교육’에 마지막으로 참여

했다고 답하였다. 비록 이 간호사들은 1년 이내에 새로운 교육 참여 기

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병원 내 교육을 통해 산소 치료를 접할 수 있었

던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이 다양한 간호사 재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함으로써 간호사 교육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

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간호사들은 특정 간호 술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병원 내 재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1년 이내에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의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가 더 높았던 만큼,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산소 치료 교육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간호사의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



- 59 - 

하다. 

추후 산소 치료를 주제로 참여하고 싶은 교육 내용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비침습적 보조환기와 관련된 내용이 1위를 차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최근 호흡부전의 치료 경향이 점차 비침습적인 방법

을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추세가 반영되었다(Sweet, 

Naismith, Keenan, Sinuff, & Dodek, 2008; 설영미 et al., 2006). 2012

년 6월에서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내 간호협회나 간호 단체가 주최한 

보수 교육 및 학술대회, 그리고 각 병원 내 교육 주제를 살펴본 결과, 

‘호흡기계 환자 간호’ 또는 ‘호흡기계 중환자 간호’가 주기적으로 다뤄지

고 있다. 하지만, 세부 교육 내용은 ‘호흡기계 사정’, ‘호흡기계 약물 치

료’ 및 ‘산소요법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침습

적 보조 환기를 다룬 교육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교육 실정은 최

근의 새로운 치료법과 관련된 간호사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에는 역

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호흡기계 간호 교육을 구성할 때, 비침습

적 보조 환기와 관련된 정보 및 최신 장비 사용법 등의 주제를 추가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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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1)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측정 도구의 세부 영역 중 ‘산소 치료의 적

응증’, ‘산소 치료의 합병증’, ‘산소 공급 장치’와 관련된 문항의 평균 점

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특히 각 영역을 구성하는 문항 중에는 정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산소 치료의 적응증’을 묻는 

문항에서, 산소 치료는 산소포화도나 동맥혈 산소분압 등의 객관적 지표

가 정상치 이하로 감소된 상태에서만 적용해야 하며,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만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소 치료의 합병증’을 묻는 문항의 정답률은 약 29.8%로 측정 문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산소 치료는 간호 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실무인 

만큼, 산소 치료를 부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산소 공급 장치’의 특성을 묻는 문

항 중 각각의 산소 공급 장치를 적용할 때 처방되는 유량 및 흡입 산소 

농도(FiO2)에 대한 문항의 정답률이 약 43.8%로 낮게 측정되었다. 각각

의 산소 공급 장치는 장치의 종류와 공급되는 산소 유량에 따라 환자에

게 전달되는 흡입 산소 농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환자의 호흡부전 상태

를 회복시키기에 적합한 산소 공급 장치를 선택하여 정확한 유량과 농도

의 산소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올바른 산소 처방을 내

려야 하며, 간호사는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산소를 투여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중 ‘적응증’, ‘합병

증’, ‘산소 공급 장치의 특성’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이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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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러한 영역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간호 과정과는 

비교적 관련성이 적고, 대부분 의사의 처방이나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 산소는 약물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여되어야 한다(Medford, Bowen, & Harvey, 

2009; O’Driscoll et al., 2008; Vates, 2011). 따라서, 어떤 환자에게 어

떻게 산소를 투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한다. 이러한 의료 

환경 특성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산소 치료중인 환자의 신체 사정이나 모

니터링과 같은 간호 중심의 지식에 비해, 의사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지

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간호사가 산소 치료로 인한 ‘합병증’의 

종류와 그 특성을 모른다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반드시 산소 치료로 인한 합병증

의 발생 기전 및 증상, 예방법 등과 관련된 지식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대학 교육 과정을 통해 지식과 술기를 연마한 후, 면허시

험을 통과한 전문인이다. 또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환

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의료 팀 내에서 보다 나은 치료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점수는 평균 10.94±1.80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73점에 불과하다. 직접 환자를 간호하는 병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

호사라면, 자신이 자주 수행하고 있는 특정 행위와 관련된 간호 지식 점

수가 최소 80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간호사들이 부족한 영역의 지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간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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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 

근무 경력이 만 5년 이상이며 프리셉터 경험을 가진 경력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력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에 비해 산소 

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간호 과정을 수행한 

성취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기효능감이 증가되었을 것이다(Manojlovich, 

2005).  

중환자실과 응급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일반 병동 간호사보다 높

게 나타났다. 중환자실은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복잡한 치료 장비와 다양

한 모니터링 장치를 평소 많이 접하게 된다.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산소 

치료와 관련된 간호 수행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응급실 또한 

특수한 간호 현장으로 경증에서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가진 환자를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여 치료해야 한다. 산소 치료는 응급

실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업무 중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분류될 수 있

다. 

자기효능감은 한 개인이 특정 업무 수행하기 위한 동기화 수준을 결

정함으로써,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Bandura, 1988). 즉, 개인은 자신이 비교

적 쉽고 단순하다고 판단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자 보다 많은 노력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소 치료를 비교적 

수행하기 쉬운 업무로 인식한 중환자실 및 응급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이는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동기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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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음을 의미한다. 

산소 치료에 대한 교육 경험 중 1년간 산소 치료 교육 참여 유무에 

따른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의 자기효능

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나, 일반적인 강의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는 산소 치료와 관련된 정보

를 언어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자기효능감의 4가지 자원 중 하나인 ‘언

어적 설득’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교육 과정 중 다른 간호사의 사례를 

다루어 설명한다면, 자기효능감의 또 다른 자원인 ‘대리 경험’이 증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직접 실습을 통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

다면, 자기효능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취 경험’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평균 

2579.26±394.67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81점에 불과하

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제 간호 수행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으므

로, 임상 간호 현장에서 특정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 점수는 최소 90점 이상 되어야 할 것이다. 산소 치료를 행하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자기효능자원

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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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 

총 12개의 수행 영역 중 ‘산소 치료 중에 수행하는 간호 사정’ 항목

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영역의 문항 중 ‘매 시간 

산소 공급 장치의 오염 관찰 및 필요시 장치 교환 여부’ 와 ‘매 시간 급

습기 내 멸균증류수 잔량 확인 및 보충’과 관련된 문항의 점수가 특히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산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예방과 관련이 있다.  

산소 공급 장치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장치

의 오염 여부를 관찰하고, 오염이 발견된 즉시 장치를 교체해야 한다(김

금순 et al., 2012). 특히, T-piece와 같이 기관절개관에 직접 연결하는 

산소 공급 장치를 사용할 때는 감염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병원에

서 흔히 사용하는 비강 캐뉼라나 안면 마스크는 비침습적인 장치이므로 

감염 발생에 대한 간호사의 우려가 비교적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간호 현장에서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비강 캐뉼라나 안면 마스크에 

묻어 있거나, 환자가 침상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제거한 장치가 병

실 바닥에 떨어져 오염되어 있는 장면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다. 따라

서, 간호사는 산소 공급 장치의 오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급습기 관리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급습기에는 멸균증류

수만을 사용해야 하며, 멸균증류수를 보충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은 멸균증류수는 모두 버린 후 

새로 보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급습기나 멸균증류수가 오염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김금순 et al., 2012). 본 연구 결과, 급습기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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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사정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그 이유로 중환자실을 제외한 나머

지 간호 현장에서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원과 함께 급습기 관리 업무를 수

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국내 각 병원에서는 기관 내 규정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이 함께 급습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급습기 관리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산소 치료의 중요한 

간호 업무 중 하나이므로, 간호사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에는 반드시 간호사의 감독하에 업무를 간호보조원에게 위임해야 할 것

이다. 

환자의 불편감을 사정하여 심리적 지지나, 피부 간호 등을 제공하는 

‘안위 중재’ 영역의 점수도 낮게 측정되었다. 산소 치료는 처방에 따라 

정확한 흡입 농도와 유량의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산소 치료에 순응하며 협조하는 것이 호흡부전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산소 치료를 적용하는 담당 간호사는 환자

에게 최대한의 안위 간호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Woodrow, 2007; 

Cullen & Stiffler, 2009).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수행도는 일반 병동이나 응급실 간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하루 평균 담당 환

자 수가 2.21±0.49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한 명의 환자에게 할애

할 수 있는 간호 시간이 비교적 많고 매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신체사정

을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은 환자와 

간호사의 물리적 거리가 다른 병동이나 응급실보다 가깝기 때문에 환자 

및 장치 관찰이 용이하다.  

그리고 호흡기계 내, 외과 병동 및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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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행도도 다른 부서 근무자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호흡기계 근무 부

서에는 산소 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에 

따른 합병증 발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가 많을 것이다. 반

면, 순환기계 환자는 장기간 또는 고농도의 산소 공급으로 인한 이산화

탄소의 축적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적인 치료 목표가 될 수 있어 최대한 

산소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응급실 환자는 

응급실 체류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비해 담당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는 시간이 짧아 주기적인 사정이 이루어지기 어

렵다. 따라서, 산소 치료의 적용 기간이 짧은 순환기계 부서나 환자 체

류 기간이 비교적 짧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호흡기계 부서 

간호사의 수행 점수가 더 높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최근 1년내 산소 치료 교육 참여 유무에 따른 간호수행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수행 점수가 더 높았

다.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

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 점수는 평균 

83.77±10.30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행위를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

라 응답자 자신이 자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

다면, 실제 수행 점수는 더욱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자는 산소 

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간호사의 수행 점수는 최소 90점 이상 유지

할 것을 권장한다. 

간호수행 측정 도구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은 산소 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할 때 항상 수행해야 하는 내용이며, 병원간호사회(2013)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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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소 치료에 관한 표준화된 실무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아직

까지 이 실무 지침이 국내 각 병원으로 전달되어 모든 간호 단위에서 표

준화된 간호 실무를 수행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후 간호 현장에서는 표준화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 수행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간의 상관관계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식과 간호수행도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r=.197)가 나타

났다. 지식과 간호수행도 간의 관계를 어떤 주제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과 수

행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유희정, 2011). 

또한, 혈액매개질환에 대한 지식과 수행 간의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한송이, 2007) 및 수술실 간호사의 방사선 방어에 대한 지식

과 방사선 방어행위에 대한 수행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강성금, 2012)와도 일치한다.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간호수행도 또한 양의 상관관계

(r=.557)가 밝혀졌는데, 이는 병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간호 수행 간

에 양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Lee & Ko, 2010). 또

한, 교육 중재 후 자기효능감과 간호 실무 능력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정명숙, 2008). 

본 연구에서는 지식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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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문적인 자기효능감

(academic self-efficacy)은 지식에 영향을 준다(Gore, 2006). 하지만, 

학문적인 자기효능감은 ‘특정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에 대한 자기효

능감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얼마

나 가지고 있는 지와 산소 치료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를 측정한 후,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즉, ‘산소 치료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를 측정하는 대신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잘 습득할 수 있는가’를 묻는 학문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후 

산소 치료에 관한 지식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선행 연구와 같

이 지식과 자기효능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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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수행도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와 간호수행도와 상관관계를 가

지는 변수들을 간호수행도를 설명하는 회귀 모형에 투입한 결과, 총 2가

지 회귀식을 산출하였다. 

첫째, 산소 치료에 관한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투

입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고 호흡기계 부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그렇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 간호수행도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호흡기계에

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산소 치료에 관한 더 높은 수준의 간호수행이 요

구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호흡기계가 아닌 부서에서 호흡기계 

부서로 이직할 예정인 간호사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산소 치료 간호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소 치료에 관한 자기효능감 증

진을 통해 간호수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산소 치료에 관한 간호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쉽게 변

화시키기 어려운 근무부서와 관련된 변수를 제외한 요인만을 투입하여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고, 1년 내 산소 치료 교

육에 참여한 간호사의 간호수행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선 논의

에서 본 연구 참여자의 약 34.7%가 지난 1년동안 산소 치료 교육에 참

가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산소 치료 교육에 주

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면 간호수행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최근 간호 현장에서 새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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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공급 장치의 사용법 등을 교육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참여자는 가장 강력한 자기 효능 자원인 

성취 경험이 증가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간호수행도가 향상될 수 있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시내 일개 종합병원의 순환기계 및 호흡기계 관련 부

서와 응급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병

원 간호사 전체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또한,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 

행위를 연구참여자가 자가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것이 한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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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소 치료를 수행하는 병원 간호사의 실무 경험 및 

교육 경험을 파악하고, 지식과 자기효능감 등의 변수가 간호수행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3년 4

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서울시내 3차 종합병원 1곳에서 웹기반 설문

조사를 통해 총 121명의 간호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산소 치료를 적용받는 환자의 비율은 중환자실 62.65±26.77%, 응

급실 33.40±26.12%, 일반 병동 31.84±21.23% 였다. 병원 간호사

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산소 공급 장치 종류는 비강 캐뉼라, 

안면 마스크, T-piece순으로 나타났다. 

2)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산소 치료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는 약 

65.3%로, 이 중 57.5%는 일반적인 강의 형태의 교육, 26.4%는 강

의와 실습을 동반한 교육에 참여했다. 

3)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점수는 총점 15점 중 평균 10.94±1.80점으

로, 전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72.9%이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

성, 산소 치료에 대한 실무 경험이나 교육 경험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검증되지 않았다. 

4) 산소 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 점수는 총점 3200점 중 평균 

2579.26±394.67점으로, 100점 환산 시 80.59±12.33점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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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나이, 병동 유형에 따른 현재 근무 부서, 현 부서 근무 기간, 

총 근무 기간, 프리셉터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산

소 치료에 대한 교육 경험 중 1년간 산소 치료 교육에 참여한 간호

사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5)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는 총점 100점 중 평균 83.77±10.30

점으로, 병동 유형 및 진료 분과에 따른 현 근무 부서에 따른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1년 내 산소 치료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수행 점수가 더 높았다. 

6) 지식과 간호수행도(r=.197, p=.031), 자기효능감과 간호수행도

(r=.557, p<.001) 사이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7) 자기효능감과 호흡기계 부서 근무 여부가 간호수행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다(R2=.437, p<.001) 또한, 변화가능한 요인

만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1 년내 교육 참여 횟

수가 간호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은 약 34.3%의 설명력으로 분석되

었다(R2=0.343,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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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일개 종합병원의 산소 치료 적용 환자수가 많

은 근무부서로만 제한되었으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추후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사의 간호수행도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산소 치료에 대한 간호수행도 측정 도구는 

자가 평가 방식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다른 방법

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소 치료에 대한 지식 및 간호수행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반복연

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나타낸 여러 변수들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추후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

는 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병원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소 치료 교육의 

횟수를 늘리고, 교육 형태는 실습을 병행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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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참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중환자전문간호 석사과정 

학생 이소림입니다.  

본 연구는 산소치료(oxygen therapy)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지식 정

도, 자기효능감, 간호수행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산소

치료를 행하는 병원 간호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간호수행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산소치료에 대한 간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설문 문항은 총 89문항으로 설

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5~20분입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는 간호사님의 답변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웹기반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아

래에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이메일을 통해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웹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웹 주소는 개인용 컴퓨터(PC) 뿐만 아니

라, 휴대폰에서도 접속 가능하오니, 편하신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시어 

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가 끝나면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모두 폐기될 예정입니다. 연구를 참여하시는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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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도 언제든지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끝까지 응답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감사 표시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응답 중에 문제가 있다면 연구자

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금순 교수 

연구자: 이소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생 

        solim11@snu.ac.kr 

010-6649-0214 

 

연구 참여 동의서 

 

본인은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위험과 이득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

보를 전달받았으며 이해한 후, 자발적 의사에 의해 연구에 참여하고 협

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날짜:                    

연구참여용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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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웹설문조사 화면 

웹주소: http://www.ksdcdb.kr/answer.jsp?a=806 

  

http://www.ksdcdb.kr/answer.jsp?a=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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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도구 

 

I.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시거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1. 연령 만(     )세 

2.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3. 현재 학력    ① 전문대학 졸업    ② RN-BSN 재학   

③ RN-BSN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석사과정 재학    ⑥ 석사학위 취득  

⑦ 박사과정 재학    ⑧ 박사학위 취득 

4. 현재 근무부서 

  ① 호흡기계 내과 병동           ② 순환기계 내과 병동   

③ 호흡기계 외과 병동           ④ 순환기계 외과 병동 

⑤ 내과계 중환자실              ⑥ 심장내과 중환자실 

⑦ 흉부외과 중환자실(호흡기계)  ⑧ 흉부외과 중환자실(순환기계) 

⑨ 응급실 

5.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총 기간   (   )년   (   ) 개월 

6. 병원에서 근무한 총 기간        (   )년   (   ) 개월 

7. 현재 직급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및 유사직급  ③ 기타 

8. 프리셉터로 활동한 총 횟수   (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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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산소치료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시거나, 숫자로 기입해주세요. 

<교육경험> 

1. 최근 1 년동안 산소치료에 관한 교육에 참여한 총 횟수는? 

(온라인 교육, 병동 내 교육, 병원 내 교육, 학회 참석, 보수교육 등 포함) 

1 회 이상이라고 응답하신 분은 2-1 에 답해주세요. 

0 회라고 응답하신 분은 2-2, 2-3 에 답해주세요. 

2-1. 참여했던 교육의 방식은 무엇인가?  

① 강의  ② 실습  ③ 강의+실습  ④ 온라인 강의   

2-2. 마지막으로 산소치료에 관한 교육에 참여한 것은 몇 년 전입니까?  

2-3. 마지막으로 참여한 산소치료에 관한 교육은 어떤 형태였습니까? 

① 학부 교과과정 내 교육    ② 대학원 교과과정 내 교육 

③ 병동 내 교육             ④ 병원 내 교육 

⑤ 교육                     ⑥ 학회참석 

⑦ 온라인 교육 

3. 산소치료를 주제로 추후 참가하고 싶은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복수응답 가능)   

산소치료의 일반적 사항(적응증, 장치 특성, 간호사정 등) 

② 비침습적 보조환기(CPAP, BIPAP 등) 

③ 고유량 비강 캐뉼라 장치(HFNC) 등의 새로운 산소공급장치 사용법 

④  가정 내 산소치료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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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험> 

1. 평소 간호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산소공급장치의 종류 3 가지를 

고르세요.   

① 비강캐뉼라     

② 안면마스크(단순, 부분 재호흡, 비재호흡)   

③ 벤츄리 마스크                              

④ Air entrainment device(Jet nebulizer)    

⑤ T-piece                                   

⑥ 비침습적 보조환기(CPAP, BIPAP 등)    

⑦ 고유량 비강캐뉼라(high flow nasal cannula)   

⑧ 기타(    ) 

2. 최근 1 주일 근무 동안 담당한 환자 수: 하루 평균 (   )명    

3. 지난 일주일 근무를 돌이켜보았을 때, 자신이 담당한 환자 중 산소치

료를 받았던 환자 수: 하루 평균 (   )명  

(단,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공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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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공급장치의 예시 

비강캐뉼라의 예 안면마스크의 예 

  

벤츄리 마스크의 예 
Air entrainment device 

(Jet nebulizer)의 예 

  

T-piece 의 예 비침습적 보조환기의 예 

  

고유량 비강캐뉼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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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평소 자신이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간호행위

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답에 체크를 해주세요. 

 
항상 

수행한다 

대부분 

수행한다 

가끔 

수행한다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1. 신체사정 및 진단적 검사 결과를 통해 산소

요구와 관련된 간호문제를 주기적으로 사정한

다. 
    

2. 간호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간호진단을 수립한다.     

3. 산소 투여를 시작하기 전, 산소공급장치의 

종류, 투여 유량(L/min), 흡입산소농도(FiO2), 

목표 산소포화도가 제시되었는지 처방을 확인

한다. 

    

4. 병실에서 산소를 투여할 경우, 침상 머리에 

있는 산소 아웃렛의 올바른 위치를 확인한 후, 

산소 유량계(flowmeter)를 연결한다. 
    

5. 4L/min 이상의 산소를 공급할 경우, 산소 유

량계에 급습기(humidifier)를 연결한다.     

6. 가습을 위해 멸균증류수만을 사용한다. 
    

7. 급습기에 멸균증류수를 채우기 전, 반드시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한다.     

8. 일회용 또는 소독된 산소공급장치의 포장을 

벗기기 전,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오염되거나 훼

손된 부위가 있는 지 관찰한다. 
    

9. 산소공급장치를 산소유량계에 연결한 후, 산

소가 나오는 지 피부로 느끼거나 귀로 소리를 

들어 확인한다. 
    

10. 보유주머니가 달린 산소마스크는 환자에게 

적용 전 반드시, 보유주머니를 부풀려 산소를 

채운다. 
    

11. 산소유량계에 처방된 유량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공이 눈금의 중앙에 오도록 맞춘다.     

12. 환자가 병실 밖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휴

대용 산소탱크의 잔량을 확인한 후 산소공급장

치를 연결한다. 

    

13. 환자 및 가족에게 산소치료의 필요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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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행한다 

대부분 

수행한다 

가끔 

수행한다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14. 금기가 아니라면, 환자의 체위를 좌위나 반

좌위로 유지시킨다.     

15. 산소가 투여되는 동안 적어도 매 시간마다 

산소공급장치의 연결이 빠지거나 꼬인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16. 산소가 투여되는 동안 적어도 매 시간마다 

산소공급장치가 환자의 얼굴이나 기관절개관에 

올바르게 위치하는 지 확인한다. 
    

17. 산소가 투여되는 동안 적어도 매 시간마다 

산소공급장치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 시 

교체한다. 
    

18. 산소가 투여되는 동안 적어도 매 시간마다 

급습기 내 멸균증류수의 양을 확인하고, 잔량이 

1/3 이하일 경우 남은 멸균증류수를 버린 후 

보충한다. 

    

19. 산소가 투여되는 동안 적어도 매 시간마다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목표 산소포화도에 도

달하였는지 확인한다. 
    

20. 산소가 투여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환자의 

불안이나 답답함 등의 심리적 불편감을 사정하

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21. 산소가 투여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비강이

나 구강 점막의 건조로 인한 불편감을 사정하

고, 가습 상태를 확인한다. 
    

22. 산소가 투여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산소공

급장치와 접촉하는 피부의 발적, 벗겨짐, 통증 

등의 문제를 사정하고, 필요한 간호 중재를 제

공한다. 

    

23.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브 부착 

위치를 선정할 때, 말초 혈액 순환 상태를 확인

한다. 
    

24.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시행할 

때, 프로브 부착 부위의 피부 손상 여부를 확인

하며, 주기적으로 부착 부위를 변경한다. 
    

25. 산소치료와 관련된 간호 사정, 진단, 계획 

및 중재, 평가 내용을 의무기록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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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산소치료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답에 

체크를 해주세요. 

 

1. 산소치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소포화도(SpO2) 90% 이하인 경우 적용한다.  

② 동맥혈 산소분압(PaO2) 60mmHg 이하인 경우 적용한다. 

③ 저산소증 증상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저산소증 상태에 있는 세포의 비가역적인 손상을 예방하거나 교정하기 위함

이다. 

 

2. 다음 중 저산소증의 초기 증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안, 초조  

② 혈압 감소 

③ 청색증(cyanosis) 

④ 곤봉형 손가락(clubbing finger) 

 

3. 지속적인 맥박 산소포화도 관찰을 위해 손가락 프로브(probe)를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① 맥박 수 

② IV catheter의 삽입 위치 

③ 환자가 끼고 있는 반지의 위치 

④ 모세혈관 충혈 시간(capillary refi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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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절개관을 가진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40%의 흡입산소농도가 공

급되었다. 2시간 후 환자의 호흡곤란이 완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사정 결과로 가

능한 것은? 

① 호흡수가 40회/분으로 관찰되고, 불안과 초조함이 증가함.  

② 왼쪽 폐에서 들리던 천명음(wheezing)이 사라지고, 양쪽 폐 모두 호흡음이 

감소함. 

③ 호흡수가 36회/분에서 10회/분으로 감소하고, 의식이 점차 흐려지며 산소포

화도가 86%로 측정됨. 

④ 의식이 명료해지고, 호흡수가 36회/분에서 20회/분으로 감소하였으며, 산소

포화도가 94%로 측정됨. 

 

5. 비강 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환자가 의식이 점차 혼돈되고, 두

통을 호소하며 매우 불안한 모습이다. 호흡수는 40회/분이며, 산소포화도는 94%

로 관찰되었다. 이 상황에서 간호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원인은? 

① 호흡성 알칼리증  

② 이산화탄소 축적  

③ 흡입 산소 농도(FiO2)의 부족 

④ 폐소공포증(claustrophobia) 발생 

 

6.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적 검사로 적

절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①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ABGA) 

②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Chest X-ray) 

③ 객담배양검사 

④ 맥박 산소포화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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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산소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성 폐실질 손상  

② 흡수성 무기폐 발생 

③ 저탄산혈증(hypocapnia) 

④ 환기 자극 감소로 인한 호흡 억제 

 

8. 다음 중 비강 캐뉼라를 장기간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오심 및 구토 

② 흡인(aspiration) 

③ 비강 내 점막 건조 

④ 질식할 것 같은 답답한 느낌 

 

9.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농도의 산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② 이산화탄소(CO2) 축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③ 사용하는 기관지확장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절대로 산소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10.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자 

한다. 다음 중 적절하지 못한 내용은? 

① 병원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② 산소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스스로 폭발할 수 있다. 

③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 찜질팩 등의 전열기구의 사용은 금지된다. 

④ 산소치료 중에는 “산소 사용 중/화재 조심” 등의 주의 표지판을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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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1.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에게 28%의 정확한 흡입산소농도(FiO2)로 

산소를 공급하라는 처방이 내려졌다. 다음 중 담당 간호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산

소공급장치는 무엇인가? 

① 벤츄리 마스크 

② 단순마스크 

③ T-piece 

④ 비재호흡 마스크(non-rebreathing mask) 

 

12. 다음 중 저유량 산소공급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① 단순 마스크는 저유량 산소공급장치이다. 

② 비강 캐뉼라는 저유량 산소공급장치이다. 

③ 비재호흡 마스크는 저유량 산소공급장치이다. 

④ 저유량 산소공급장치는 환자의 호흡 양상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농도의 산소

를 공급할 수 있다. 

 

13. 30% 흡입산소농도(FiO2)를 환자에게 공급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산소

공급장치와 유량은? 

① 비강 캐뉼라 3L/min 

② 단순 마스크 6L/min 

③ 비재호흡 마스크 4L/min 

④ 부분 재호흡 마스크 3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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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고유량 산소공급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은? 

① 부분 재호흡 마스크는 고유량 산소공급장치이다. 

② 벤츄리 마스크는 일정한 흡입산소농도(FiO2)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장치 내로 공급하는 산소의 유속이 느리므로, 항상 일정한 흡입 산소 농도

(FiO2)를 유지할 수 있다. 

④ Air entrainment nebulizer의 일종인 제트 분무기(Jet nebulizer)는 일정한 

흡입산소농도(FiO2)를 설정할 수 없다. 

 

15. 최근 호흡부전 환자에게 기관 삽관을 시도하기 전, 안면 마스크나 비강 마

스크 등의 장치를 기존의 인공호흡기나 비침습적 보조환기 전용 장치(CPAP 또

는 BIPAP)에 연결하여 비침습적 보조환기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침습적 보조환기의 적응증이 아닌 것은? 

① 수면 무호흡증 

② 악화된 COPD 

③ 심정지나 무호흡 

④ 급성 심인성 폐부종 

 

 

 

 

 

정답표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정답 ③ ① ④ ④ ② ③ ③ ③ ② ② ① ④ ①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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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산소치료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답에 체크를 해주세요. 

 

나는 산소치료를 행하는 상황에서 ~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100 점: 매우 그렇다.         0 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 신체검진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수집            

2. 과거력 사정을 통해 의미있는 자료를 수집            

3. 환자와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 
           

4. 사용가능한 시간을 분배하면서 자료를 

 수집 
           

5.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객관적, 주관적인 

자료를 수집 
           

6. 수집된 여러 종류의 자료들간의 관계를 

파악 
           

7.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수집된 자료를 기록 

및 분석 
           

8. 치료 과정에서의 환자의 강점 및 건강 관련 

걱정을 파악 
           

9. 환자의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문제의 우선 순

위를 결정 
           

10.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 진단을 

수립 
           

11. 설정한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간호 진단을 

정렬 
           

12. 환자 간호 계획의 전체적인 목표를 수립            

13. 환자 간호 계획의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수립            

14. 목표를 바탕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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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목표를 바탕으로 환자의 1 일 간호 계획을 

수립 
           

16. 설정한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환자의 

1 일 간호 계획을 수립 
           

17.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자의 

간호 계획을 이행 
           

18. 설정한 우선 순위에 근거하여 환자 간호 계

획을 수행 
           

19.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환자를 간호            

20. 각각의 간호 중재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 또

는 가족에게 설명 
           

21. 1 일 치료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환자 

또는 가족과 협력 
           

22. 이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

로 의사 결정 
           

23. 어려운 상황에서 멘토나 동료의 도움을 요청            

24. 멘토나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나의 기술을 

향상 
           

25. 환자의 퇴원을 위해 교육 방법을 수립            

26. 1 일 실무 수행에 대해 기록하고 보고            

27. 환자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평가            

28. 간호 중재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평가            

29. 간호 과정의 단계에서 실패 시점을 확인            

30. 환자의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간호 계획을 

지속하거나 수정할 것을 결정 
           

31. 환자의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기대하는 결과

를 수정할 것을 결정 
           

32. 환자의 치료 경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우선순

위를 조정할 것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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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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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도구사용 허가 이메일 

(Self-Efficacy in Clinical Performance scale) 

  



- 99 - 

부록 6. 자료수집 승인 이메일 

(삼성서울병원 임상간호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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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 therapy is frequently used in various medical field 

and considered essential treatment for respiratory distress 

patients. Nurses are the first people who usually discover 

respiratory difficulties in their patients as well as per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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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roles in the procedures used for oxygen therapy. To 

achieve successful oxygen therapy, more efforts to increase 

nursing performance are necessary. Thus, this study examined 

nursing practice and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nursing 

performance regarding oxygen therapy. 

Data were collected form 121 nurses who worked at 

pulmonology and cardiovascular departments (ICUs & general 

wards), and the emergency department in one tertiary hospital 

in Seoul, Republic of Korea. Nurses participated in web-based 

surveys using personal computers or smartphones to enhance 

participation by allowing them to choose a favorable time and 

private place. The study examined clinical nursing experience, 

educational experience, knowledge, self-efficacy, and nursing 

performance regarding oxygen therap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post hoc, Pearson’s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IBM SPSS 

Statistics 20.0. 

 

The study findings are described below. 

1) The ratio of patients who received oxygen therapy b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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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e to all the assigned patients of that nurse was 

62.65±26.77% in the ICU, 33.40±26.12%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31.84±21.23% in the general ward. The 

most common used oxygen supply devices in order of 

frequency were nasal cannulas, facial masks, and T-pieces. 

2) 65.3% of the nurses surveyed participated in oxygen 

therapy education more than once within the last year. 57.5% 

of them took lectures only, and 26.4% of them took lectures 

and practicums together. 

3) The mean score for knowledge on oxygen therapy was 

10.94(±1.80) out of 15. The correct answer rate was 72.9%.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scores between the group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experience, and educational experience regarding 

oxygen therapy. 

4) The mean score for self-efficacy on oxygen therapy was 

2579.26(±394.67) out of 3200. This score was equivalent to 

80.59(±12.33) out of 100.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an scores between the 

groups by age, current workplace classified word type, 

careers at current workplace, total nursing career, and the 



- 103 - 

number of preceptorship. The nurses who participated in 

oxygen therapy education more than once within the last 

year had higher self-efficacy scores than that of the other 

nurses. 

5) The mean score for nursing performance on oxygen 

therapy was 83.77(±10.30) out of 100.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ean scores 

between the groups by current workplace classified word 

type and subspecialty. The nurses who participated in 

oxygen therapy education more than once within the last 

year had higher nursing performance scores than that of the 

other nurses.  

6) Nursing performa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knowledge(r=.197, p=.031) and self-efficacy(r=.557, 

p<.001). 

7)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elf-efficacy and working experience in pulmonology 

departments affected nursing performance regarding 

oxygen therapy (R2=.437, p<.001). In addition, for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only 

alterable variables, nursing performance in terms of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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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y could be explained by self-efficacy and the number 

of times one participated in oxygen therapy education 

(R2=0.343, p <.001). 

 

This study reported the current situation on clinical nursing 

practice and education regarding oxygen therapy for hospital 

nurses. In addition, it revealed the effect of significant 

variables on nursing performance in terms of oxygen therapy. 

In conclusion, hospitals and nursing associations should 

develop education programs which can increase the self-

efficacy of nurses regarding oxygen therapy. Furthermore, the 

education providers should offer enough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hospital nurses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education programs at least more than once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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