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은 임상실무현장에서 환자의 결과에 도움이 되거나, 미리 예견되

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공해야 할 간호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검색,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발된 것을 

말합니다. 2012년부터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에서 국내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의 개발

에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다양한 실무지침이 꾸준히 출간되고 보급되었으며, 이후 정

맥주입요법, 욕창간호, 경장영양에 이어 4번째로 구강간호 실무지침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습

니다. 이러한 활동은 간호사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실무에 도입하고, 연구에 의해 창출된 최

신의 근거와 실무사이의 갭을 줄이며, 대상자에게 효과가 입증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함으로

써 간호결과를 향상시키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판에서는 일반적 구강간호와 구강간호가 요구되는 중환자와 암환자의 구강간호 

지침을 포괄하는 것을 유지하되, 최신의 근거를 반영하여 권고안을 추가 혹은 삭제하였습니

다. 이에 따라 구강간호 실무지침 초판과 비교하여 구강간호표준 확립, 환자 특성별 구강사

정, 전동칫솔, 중환자의 입술 및 구강 내 점막 보습, 구내염 예방을 위한 사정, 칫솔법, 구강

세정 및 의치관리, 구내염 치료를 위한 일반적 간호중재, 구강감염 중재 등이 추가되었고, 주

요 개정된 권고안의 내용으로 구강간호의 적응증, 구강상태 및 간호 사정 도구, 암환자 구강

사정, 입술 보습, 의치 관리, 중환자의 특성별 구강간호중재, 암환자의 구강간호중재, 구강간

호 교육이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개정된 권고안들은 기존 권고안을 구체화하여 구강사

정도구, 구강 감염 치료제, 구강 통증 관리, 구강간호 교육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 및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된 구강간호 실무지침을 전국의 병원에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실정에 맞는 프

로토콜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실무를 개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로써 매일 시행

하는 구강간호 활동이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표준화되며, 안전하고 환자

의 구강건강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5월

구강간호 실무지침 개정그룹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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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회

구강간호 (2020 개정) (Oral Care)

Ⅰ.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1. 구강간호 실무지침 개정판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IDSA)

근거수준 정의

I 
∙ 1개 이상의 무작위대조연구(RCT)에 의한 근거

∙ Evidence from ≥1 proper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I

∙ 1개 이상의 잘 설계된 비무작위대조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다기관 연구 선호)

∙ Evidence from ≥1 well-designed clinical trial, without randomization; from cohort or 

case-controlled analytic studies (preferably from 1 center); from multiple time-series; 

or from dramatic results from uncontrolled experiments

III

∙ 전문가 의견, 임상적 경험, 서술적 연구,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전문서적에 의한 근거

∙ Evidence from opinions of respected authorities, based on clinical experience, 

descriptive studies, or reports of expert committees or clinical/professional book

권고등급 정의

A
∙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좋은 근거가 있음

∙ Good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B
∙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보통 수준의 근거가 있음

∙ Moderate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C
∙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근거가 미약함

∙ Poor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출처: Adapted fro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ntravascular Catheter-Related 

Infection: 2009 Update by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Mermel 등, 2009)

IDSA(Institute of Medicine Committee to Advise the Public Health Service on Clinical Practice Guide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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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2. 구강간호 실무지침 개정판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GRADE)

근거수준 정의

높음

(High)

효과의 추정치가 실제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매우 확신할 수 있다.

We are very confident that the true effect lies close to that of the estimate of the effect.

중간

(Moderate)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을 중증도로 할 수 있다. 효과의 추정치는 실제 효과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We are moderately confident in the effect estimate: The true effect is likely to be close to the 

estimate of the effect,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is substantially different.

낮음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제한적이다. 실제 효과는 효과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Our confidence in the effect estimate is limited: The true effect may b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estimate of the effect.

매우 낮음

(Very low)

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다. 실제 효과는 효과의 추정치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We have very little confidence in the effect estimate: The true effect is likely to be substantially 

differnet from the estimate of effect.

권고등급 정의

Strong for

바람직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보다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 (근거의 질이 높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적을수록 강하게 권고한다.)

desirable effects of an intervention outweigh its undesirable effects.

Weak for

바람직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보다 클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 (근거의 질이 낮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많을수록 약하게 권고한다.)

desriable effects probably outweigh the undesirable effects but appreciate uncertainty exists.

Weak 

against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보다 클 가능성은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 (근거의 질이 낮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많을수록 하지 않도록 약하게 권고한다.)

undesirable effects probably outweigh the desirable effects.

Strong

against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보다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 (근거의 질이 높을수록, 가치와 

선호에 대한 확실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소비가 많을수록 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한다.)

undesirable effects of an intervention outweigh its desirable effects but appreciate uncertainty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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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체계 전환

1)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체계 전환(IDSA)

IDSA ESMO AACN NICE RCS

근거
수준

권고
등급

근거
수준

권고
등급

근거
수준

권고
등급

근거
수준

권고
등급

근거
수준

권고
등급

I A

I

-

A

-

1++
A

1a

A1+ 1b

II B 1-

B

1c

II B

III

- C -

2++ 2a

B

2+ 2b

2- C

2c

IV 3a

3b

III C V -

D

-

3 D 4 C

E

4 D(GPP) 5 DM

2)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체계 전환(GRADE)

GRADE ESMO

근거수준 권고등급 근거수준 권고등급

High Strong for - Strongly recommended

Modearte Weak for -
Generally recommended

Optional

Low Weak against - Generally not recommended

Very low Strong against - Strongly not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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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강간호 실무지침 개정 권고안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Ⅰ. 구강간호의 일반적 지침

Ⅰ-1. 구강간호에 대한 일반적 지침

1. 의료기관의 간호실무지침에 구강간호와 관련된 지침을 포함 한다.   
수정

없음
Ⅲ C

2. 구강위생을 유지하고 예방적 간호와 장기적으로 추후관리를 위한 구강간호표준을 

확립한다.
추가 Ⅲ C

3. 간호사는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다.
수정

없음
Ⅲ C

4.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고 최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한다. 

수정

없음
Ⅲ C

5.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은 모든 간호사가 언제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수정

없음
Ⅲ C

Ⅱ. 구강간호의 적응증

Ⅱ-1. 구강간호의 적응증

6. 모든 환자가 가능하면 스스로 구강간호(구강세정, 이닦기, 불소치약 사용, 의치제거 

등)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정 Ⅲ C

7.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는 간호사가 구강간호를 수행하거나 감독한다. 

① 기능적 의존상태 환자(연하곤란, 활동장애, 뇌졸중, 신체장애)

② 호흡곤란, 기도흡인 위험 환자(산소요법,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

③ 인지 장애 환자(섬망, 치매)

④ 면역억제환자(항암화학요법, 암표적치료)

⑤ 두경부 암환자의 방사선요법시

⑥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상태(예: 당뇨병, 면역억제상태, 쇼그렌증후군)

⑦ 구강합병증 발생가능성이 있는 약물투여시(예: 항정신성약물, 진정제,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진토제 등)

⑧ 말기 환자, 쇠약한 노인 등 

⑨ 정신건강장애, 학습장애 환자

수정 Ⅲ C

Ⅲ. 구강간호 사정

Ⅲ-1. 구강상태 사정방법

8. 간호사는 입원 시에 환자의 구강질환과 관련된 건강력을 사정한다(구강상태, 구강위생 

수행상태, 구강위생신념 등).

수정

없음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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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9. 24시간 이상 입원 한 모든 환자에 대해 구강 간호위험을 사정한다.

① 저위험 환자는 구강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대상자이다. 저위험 환자의 건강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예: 환자수술) 구강간호 위험을 재사정한다. 

② 고위험 환자는 구강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이다(예: 방사선·화학요법 

대상자, 치매, 섬망환자, 호흡곤란이나 연하곤란 환자 등).

추가 Ⅲ C

10. 구강상태 점검을 위해 펜라이트를 이용하여 입술, 혀, 타액, 점막, 잇몸, 치아상태를 

사정한다. 

수정

없음
Ⅲ C

11. 환자의 입원초기 및 치료 중에 구강상태를 사정하기 위해,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한다.

11-1. 구강상태 및 구강간호 통합 사정도구: Oral Assessment Guide, Oral Health 

Assessment Tool, Assessment of Current Oral Hygiene Care, Mouth Care 

Pack

11-2. 구강점막염 사정도구: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Grading Scale,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CTCAE) v5.0: Mucositis Oral  

수정 Ⅲ C

12. 구강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화된 구강간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구강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협의한다.

수정

없음
Ⅲ C

Ⅲ-2. 암환자 구강간호 사정

13. 암 치료 시작 전에 기존의 구강 질환과 구강 질환의 잠재적 위험을 조사한다. 사정 

결과, 치아 문제가 발견된 경우 치과에 의뢰한다.
수정 Ⅲ C

14. 암 치료 중에 기본적 구강위생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강 상태를 사정한다. 
수정

없음
Ⅲ C

15. 암 치료 중에 구강상태 사정 빈도는 구강상태 및 구강합병증 발생 위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예: 저위험-7일마다, 고위험-매일). 

구강합병증이 발생하면 구강상태 사정 빈도를 증가시킨다.

수정 Ⅲ C

16. 암치료 중 구강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통증조절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증사정 도구를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Ⅲ C

Ⅳ. 일반적 구강간호

Ⅳ-1. 일반적 구강간호의 적용 및 구강간호 방법

17.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한 구강사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간호를 수행한다. 

이 때, 환자의 구강간호 요구와 선호를 반영한다.

- 정상: 정상인 환자는 일상적인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 중등도: 일상적인 구강간호를 지속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 후 의사에게 보고한다.

- 심각: 구강간호를 주의깊게 시행하고, 의사에게 보고하여 처방에 따라 처치를 

수행한다.

수정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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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치질은 치태제거와 잇몸염증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므로, 출혈, 통증, 

흡인의 위험이 없는 경우 양치질을 가장 먼저 시도한다.

수정

없음
Ⅱ B

19. 양치질은 최소한 하루 2번 이상(식후 및 취침전) 불소포함 치약으로 양치한다.
수정

없음
Ⅲ C

20. 양치질은 잇몸경계선에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수정

없음
Ⅲ C

21. 치태 제거는 칫솔질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구강관리프로토콜에 따라 부드러운모 

칫솔을 사용한다. 치아가 없는 경우도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구강점막과 혀를 

닦아낸다. 

수정

없음
Ⅲ C

22.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함유 치약이나 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불소제제 

등의 추가 사용을 고려한다.

문구

수정
Ⅱ B

23. 전동칫솔은 수동칫솔질에 비해 치태제거와 치은염예방에 효과적이므로, 각 제품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추가 I A

24. 칫솔질로 치석제거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무알콜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으로 

구강 세정을 할 수 있다.
수정 Ⅲ C

25. 보습과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입술보습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놀린함유 크림 및 

연고제는 페트롤라툼 함유 제품에 비해 입술보습과 입술손상 예방에 효과적이다.

단, 페트롤라툼 함유 제품은 점막세포 탈수를 촉진하여 이로 인한 이차감염이 우려될 

수 있어 장기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Ⅲ C

Ⅳ-2. 의치 관리

26. 의치가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치는 매식사 후에 입에서 제거해서 헹궈야 하며, 의치용 칫솔을 사용하여 최소한 

하루 1회 이상 닦는다. 

- 잇몸은 식후, 자기 전 양치질을 하여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다.

-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깨끗이 하고 마사지 한다. 단, 양치질이 아프면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 이 때 거즈를 환자 입 안에 물려놓지 않는다.

수정 Ⅲ C

27. 의치의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특히 밤에는 반드시 제거)는 의치 보관통에 깨끗한 물이나 

클로로헥시딘 세정액을 사용하여 담가 놓는다. 

-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의치 보관통을 비누와 물로 씻는다. 

- 의치 보관통은 이름을 적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수정

없음
Ⅲ C

Ⅳ-3. 구강간호 제제

28. 생리식염수(Normal saline)는 구강청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구강내 병변이 있으면 

육아조직의 생성과 상처치유를 위해 사용한다.
수정 Ⅲ C

29.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구강함수제는 광범위한 항생효과와 항진균 효과가 있어 

치태생성과 잇몸염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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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중조)은 끈끈한 점액을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Ⅲ C

3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는 혈액, 농, 혈장, 삼출물, 세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구강내 정상 세균총에도 영향을 주어 진균이 과성장하게 하며 

새로운 조직을 파괴하므로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Ⅰ A

32. 글리세린(Glycerine)은 알코올의 일종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노출된 조직을 자극하므로 

글리세린을 함유한 구강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Ⅲ C  

Ⅴ. 중환자 구강간호

Ⅴ-1. 중환자의 구강간호중재

33. 환자가 기관내 삽관이 된 환자는 고위험환자에 준하여 구강을 사정한다. 추가 Ⅰ A

34. 기관삽관이 되지 않은 중환자의 구강간호는 일반적 지침을 따른다.

기관 삽관된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예방을 위해 기관의 지침에 따라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구강함수제를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시행한다(예; 2-4시간마다).

수정 Ⅰ A

35. 심한 두부손상(head injury)환자의 경우 10% 포비돈 아이오다인(Povidone iodine) 

구강세정제로 구강간호 한다. 

수정 

없음
Ⅱ B

36.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예방을 위해 구강에 바르는 항균제의 통상적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Ⅱ B

Ⅴ-2. 기도흡인(aspiration)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

37. 구인두에 집락된 세균의 기도흡인은 폐렴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인두 

세균집락의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 일반적 사항: 연령, 구강상태 불량, 구강간호 의존성, 영양불량, 흡연, 알콜과다

- 질병 관련: 산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 약물복용, 중증질병, 뇌졸중/삼킴곤란, 

구강건조증

- 치료적 목적: 기관 내 튜브 삽관, 비위관 또는 위루관

문구 

수정
Ⅱ  B

38. 간호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흡인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를 직접 시행하거나 

감독해야 한다.

-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 

- 삼킴곤란(뇌졸중과 관련된 연하곤란 포함)

- 복와위로 침상내 제한상태

- 머리나 상체 조절저하

- 기도흡인 과거력

- 구강분비물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심하게 침이 흐르는 상태) 

- 구강간호 불량

- 심한 충치 등이 있는 환자

- 호흡상태의 저하(인공호흡기 사용)

- 기관삽관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

- 경장영양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

문구 

수정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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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무의식이거나 기관내 삽관된 환자의 구강간호

39.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흡인과 양치질이 동시에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칫솔이나 스폰지 등 구강간호에 사용하는 재료로 인한 기도흡인(aspiration)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구 

수정
Ⅲ C

40.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분비물이 기도내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예: 흡인(suction) 시행).

문구 

수정
Ⅲ C

41. 무의식환자나 기관내삽관 환자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클로르헥시딘(CHG) 구강함수제

를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로 시행한다.  

문구 

수정
Ⅲ C

Ⅴ-4.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의 구강간호

42. 인공호흡기를 가진 중환자의 구강간호는 구강위생의 유지와 기도 흡인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정 

없음
Ⅲ C

43.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는 구강내 집락균의 기도흡인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강간호 계획을 세운다. 

수정 

없음

1) 침상머리는 의학적인 금기가 아닌 경우 30도에서 45도를 유지해야 한다

(semirecombent position). 이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높은 각도에 가깝

게 올리도록 한다.

수정 

없음
Ⅰ  A

2) 구인두에 고인 분비물이 기도흡인되지 않도록 기관절개관이나 기관튜브의 커프를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 삽관 전 커프의 기능이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기관내 삽관튜브의 커프압력을 20-25mmHg(20cmH2O)로 유지한다.  

- 최소누출기법(Minimal Leak technique)은 권장하지 않는다. 

문구 

수정
Ⅱ  B

3) 48-72시간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커프 위쪽의 성문하에 

고인 분비물에 의한 기도흡인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관튜브 뒷쪽에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작은 관이 부착된 성문하 흡인용 튜브(subglottic suction tube,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tube)를 사용한다. 

문구 

수정
Ⅱ  B

4) 기관내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기관내관을 제거하기 위해 커프의 공기를 제거하기 

전(deballooning)에 구강 내 흡인이 필요한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수정 

없음
Ⅱ  B

5)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경장영양을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복부팽만이 될 경우 

기도흡인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복부팽만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수정 

없음
Ⅱ  B

44. 기관내관으로 인한 입술이나 점막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중환자의 입술 및 구강 내 

점막 보습을 위해 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빈도로 구강 보습을 제공한다.

(예: 인공타액, 구강보습겔, 냉수 스프레이, 입술 보습제 등)

추가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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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암환자 구강간호

Ⅵ-1. 구내염에 대한 예방적 간호중재

45. 구내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정한다. 

① 매일 구강 점막을 사정한다.

②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여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한다.

➂ 구강 내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치과에 의뢰한다.

추가 Ⅲ C

46. 구내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칫솔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칫솔이나 면봉을 사용한다.

➁ 불소함유 비발포성 치약으로 치아와 치은을 부드럽게 닦는다. 올바른 칫솔사용 

방법에 따라 최소한 하루에 두 번(식후 및 취침 시) 이상 치아를 닦는다.

➂ 전동칫솔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설명에 따라 사용한다.

➃ 칫솔 사용 후에는 물로 깨끗이 헹구고, 칫솔 머리가 위를 향하도록 보관한다.

➄ 칫솔은 최소 한 달에 1회 교환한다.

추가 Ⅲ C

47. 구내염 예방을 위한 구강세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하루에 4회 양치질 한 후 무알콜 구강 세정제 15ml로 1분간 함수한 후 뱉는다. 

- 구강세정 후, 처음 30분 동안은 먹지 않는다.

추가 Ⅲ C

48. 구내염 예방을 위한 의치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틀니 사용 전에 항균 용액 0.2% 클로르헥시딘에 10분간 담근다.
추가 Ⅲ C

49. 식염수 또는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중조) 구강함수제는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Ⅰ A

50. 벤지다민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전, 중, 2-3주 후까지 

하루 4-8회 15ml를 사용한다.
수정 Ⅲ C

51.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두경부 암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Ⅱ

Weak

against

52.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구강함수제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두경부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Ⅲ C

53.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 ony-Stimulating 

Factor, GM-CSF)구강함수제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고용량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Ⅱ B

54. 구강 냉요법은 5-플루오로우라실(5-Fluorouracil, 5-FU)이나 고용량 멜팔란(Melphalan)

을 투여받는 암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Ⅱ B

Ⅵ-2. 구내염에 대한 치료적 간호중재

55. 구강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호중재를 시행한다. 

① 맵고 짜고 시고 딱딱한 음식과 음료는 구강조직에 자극적이므로 부드럽고 순한 

식이요법을 권한다.

② 음주와 흡연은 피한다.

추가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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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➂ 불량 의치나 깨진 치아는 치과에 의뢰한다.

➃ 벤지다민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요법 전, 중, 후, 2-3주 후, 하루 4-8회 사용하여 

구강염을 예방한다.

➄ 구내염 발생이 쉬운 항암화학요법(5-FU)을 사용할 경우 30분 전에 얼음칩(ice 

chip)을 사용하여 입안을 냉각시킨다. 

➅ 구강 통증이 있는 경우 식사 전에 2% 리도카인 용액을 사용한다.

추가 Ⅲ C

56. 구내염으로 인해 칫솔질이 어려운 환자는 거즈 등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이 때 

거즈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양치질을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한다.
수정 Ⅲ C

57. 구내염 발생 시 탈락되는 점막과 염증물질을 제거하고 조직의 치유를 돕기 위해 

생리식염수로 수시로 입안을 헹구어낸다.

수정

없음
Ⅲ C

58.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중조) 구강함수제는 끈끈한 점액을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Ⅲ C

59.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구강함수제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구내염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Ⅰ A

60.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 ony-Stimulating 

Factor, GM-CSF) 구강함수제는 구내염 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Ⅲ C

Ⅶ. 암환자 구강합병증 간호

Ⅶ-1. 구강감염에 대한 중재

61. 구강 칸디다증의 예방적 치료는 권고되지 않으나 발생 위험도에 따른 예방적 치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한다. 

수정

없음
Ⅲ C

62. 구강 칸디다증의 예방을 위한 항진균제는 위장관 점막으로 흡수되는 제제를 사용한다.
수정

없음
I A

63. 구강 칸디다증 발생 시 치료는 위장관 점막으로 흡수되는 항진균제를 사용할 수 있다.
수정

없음
Ⅲ C

64. 구강 칸디다증 발생 시 치료는 azole계 항진균제를 사용한다. 추가 Ⅲ C

65. 구내염을 치료하기 위해 무알콜성 중탄산 나트륨 구강 함수제의 사용 빈도는 매 1시간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추가 Ⅲ

Weak

for

66.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를 위해 acyclovir를 사용한다.

수정

없음

I A

① 가벼운 입술병변은 acyclovir 연고를 적용한다. Ⅲ C

② 심한 입술병변이나 구강내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은 acyclovir를 경구 투약한다. I A

③ 심한 구강내 병변이거나 경구 투약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acyclovir를 정맥 

투여한다.

Ⅲ C

Ⅶ-2. 통증에 대한 중재

67.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은 WHO 통증 관리 사다리에 따른 마취 구강 세정제, 코팅제, 

전신진통제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수정 I

Weak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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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68. 단시간의 구강 통증관리를 위해 리도케인 구강함수제와 같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다. 

약물 사용 후 6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수정 Ⅲ C

69. 마약성 진통제는 구내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에 사용한다.

수정

없음

① 두경부암에 대한 화학 방사선 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점막염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는 0.2% 모르핀 구강 세정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

Ⅲ C

② 항암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의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는 펜타닐(Fentanyl) 

패치를 사용한다.

Ⅱ B

③ 암환자의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모르핀 PCA를 사용한다. Ⅲ C

Ⅶ-3. 구강 건조증에 대한 중재

70.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중재를 적용한다.

- 음주와 흡연을 피한다.

- 타액 분비기능이 있는 경우: 무설탕 추잉껌에 의한 자극 권장

- 타액 분비기능인 안되는 경우: 물을 자주 마시거나 뿌리기, 인공 타액(salagen)으로 

대체

수정 Ⅲ C

Ⅶ-4. 구강 출혈에 대한 중재

71. 구강 출혈의 조절을 위해 압박 팩이나 젤라틴 스폰지, 또는 국소지혈제 사용 등의 

국소적 처치를 할 수 있다.

수정

없음
Ⅲ C

72. 구강 출혈이 있는 경우 혈액 수치 및 출혈성 경향에 따라 혈소판을 수혈하거나 지혈제를 

투여하는 등의 전신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문구

수정
Ⅲ C

Ⅷ. 구강간호 교육

Ⅷ-1. 구강간호 교육은?

73. 간호사는 구강건강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수정

없음
Ⅲ C

74. 간호사는 암환자의 구강상태 사정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수정

없음
Ⅱ B

75.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구강건강 교육을 제공한다. 

구강건강 교육자료에는 일반적인 구강관리 지침에 제시된 식습관, 술, 담배가 구강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수정 Ⅱ B

76. 암 환자의 구강문제 발생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한다. 

- 암 치료 전·후 식이에 대한 요구와 조언

- 구강, 치아, 악안면의 합병증 및 예방 프로토콜

- 후유증과 부작용 발견 시 의료진에게 보고

수정 Ⅲ C

77. 간호사는 구강간호 용품을 적절히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정

없음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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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Ⅸ. 의뢰 

Ⅸ-1. 구강간호 의뢰는?

78.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치과 진료를 권유한다.

- 양치질이나 구강간호시 출혈 

- 깨진 치아 

- 치아나 혀의 변색 

- 심각한 구강건조

- 턱관절 통증 

- 의치가 헐겁거나 아플 때 

- 이가 흔들릴 때 

- 치통이나 이 닦을 때 통증

- 뜨겁거나 찬 것에 예민할 때

- 구강의 염증이나 궤양

- 잇몸 부종

- 치석

수정

없음
Ⅲ C

Ⅹ. 기록

79. 구강사정과 구강간호수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구강건강력

- 사정내용과 중재

수정

없음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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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강간호 실무지침 개정 권고안 배경문

1. 구강간호의 일반적 지침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Ⅰ. 구강간호의 일반적 지침

Ⅰ-1. 구강간호에 대한 일반적 지침

1. 의료기관의 간호실무지침에 구강간호와 관련된 지침을 포함 한다.   
수정

없음
Ⅲ C

2. 구강위생을 유지하고 예방적 간호와 장기적으로 추후관리를 위한 구강간호표준을 

확립한다.
추가 Ⅲ C

3. 간호사는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다.
수정

없음
Ⅲ C

4.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고 최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한다. 

수정

없음
Ⅲ C

5.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은 모든 간호사가 언제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수정

없음
Ⅲ C

배경

1. 

좋은 구강건강은 다양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고,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1], 전신질환의 예방[2,3]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1,4,5,6,7]. 따라서 좋은 구강 위생 습관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건강관리이다[1]. 

구강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하며 청결한 구강위생과 구강건강 유지는 기본권에 

해당한다[8]. 그러나 입원환자의 구강간호 수준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간과되기 쉬우며, 간호사의 

지식과 실무도 다양하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은 환자의 구강건강 악화에 영향을 

준다[9]. 간호사들이 근거기반 구강간호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는 구강간호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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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usa[11]은 입원환자에게 구강건강을 전혀 사정하지 않고, 정규적인 구강간호지침이 없으며 실

제로 입원환자의 구강건강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많은 의료기관에 구강간

호제공에 대한 표준이 없고 칫솔이나 치약과 같은 물품이 부족하며 간호사가 즉흥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다[12]. 구강간호는 환자의 안위와 감염예방, 음식섭취 유지와 입 냄새 감소에 도움이 된다[8].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병원감염폐렴의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이며[13], 암환자의 암 치료 중이

나 후에는 더욱 중요하다[14]. 불량한 구강건강은 영양불량과 연결되고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줌으

로써 재원기간 증가에도 기여하며, 구강건강 악화는 병원획득감염의 증가, 불량한 영양섭취, 병원

입원기간의 지연, 의료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일으킨다[15]. 노인인구들은 내과적, 신체적, 인

지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더 많아져 구강간호를 포함한 개인적인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14]. 따라서 입원한 환자의 구강위생을 유지하고 예방적 간호와 장기적으로 추후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구강간호표준을 확립해야 한다. 표준화된 구강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한 임상연구에서 6개

월 후 환자에게 의미있는 개선이 확인되었으며, 다학제 접근을 통해 간호사정과 환자가 필요로 

하는 추가도움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구강간호의 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 개선에 도움이 되어 간호결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16].

3. 

의료기관에서는 구강간호에 대해 직원과 환자,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기구의 활용(치솔, 치약, 

구강세정제), 구강간호기록을 통합한 정규적인 환자중심 간호실무를 제시하여 활용하는 것이 권고

되며[17,18], 간호사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적절한 구강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간호실무지침의 사용

은 과학적 근거를 실무에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가 검증된 중재에 대한 

인식과 실무를 증진시킴으로서 간호의 질을 높이고 대상자의 간호결과를 개선시키고 비용 효과적

인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19]. 

4.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고 최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한다. 

간호실무 지침에는 최신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침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지침 

개정의 일정을 제시하거나 정기적으로 최신문헌을 검색하여 필요시 내용을 수정하는 간호실무위

원회나 간호표준위원회와 같은 상설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20].

5. 

입원환자에게 적절한 구강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

강건강의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확인하여 매일의 구강위생을 유지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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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간호사들이 지식부족, 훈련부족, 시간부족, 기구나 물품부족, 구강사정도구 부족, 구강간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구강건강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경우 구강간호의 장애요인이 

된다[8,21,22]. 또 구강간호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공받은 중환자실 간호사가 구강간호에 대한 지식

이 많으며, 기관내삽관 환자에게 더 구강간호를 많이 제공하였다고 연구되었다[23]. 따라서 모든 

간호사가 입원환자의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강간호의 적응증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Ⅱ. 구강간호의 적응증

Ⅱ-1. 구강간호의 적응증

6. 모든 환자가 가능하면 스스로 구강간호(구강세정, 이닦기, 불소치약 사용, 의치제거 

등)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정 Ⅲ C

7.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는 간호사가 구강간호를 수행하거나 감독한다. 

① 기능적 의존상태 환자(연하곤란, 활동장애, 뇌졸중, 신체장애)

② 호흡곤란, 기도흡인 위험 환자(산소요법,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

③ 인지 장애 환자(섬망, 치매)

④ 면역억제환자(항암화학요법, 암표적치료)

⑤ 두경부 암환자의 방사선요법시

⑥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상태(예: 당뇨병, 면역억제상태, 쇼그렌증후군)

⑦ 구강합병증 발생가능성이 있는 약물투여시(예: 항정신성약물, 진정제,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진토제 등)

⑧ 말기 환자, 쇠약한 노인 등 

⑨ 정신건강장애, 학습장애 환자

수정 Ⅲ C

배경

6. 

입원환자에게 간호사가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목적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다. 첫째, 일

반적인 성인 및 소아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하며 둘째, 대상자에게 표준화된 구강간호를 제공함

으로써 구강기능과 안위를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셋째, 구강 및 치아관련 

유병률을 감소시키며, 넷째, 암환자에게서 구강합병증으로 인해 암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예

방하며, 마지막으로 구강간호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구강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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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모든 환자가 가능하면 스스로 구강간호를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기계적인 구강청결(매 

식사 후 마다 이닦기)은 입원한 노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과 비치명적 폐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24]. 이닦기의 효과는 동기유발과 지식, 이를 닦는 손동작에 달려있으며[24], 

이닦기와 함께 불산 함유 치약을 함께 사용하도록 권유한다. 다만, 치약은 점막을 건조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치약을 사용한 후 적절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25]. 전기를 이용한 회전진동칫

솔은 손으로 닦는 칫솔에 비해 치석을 제거하며 치은염을 감소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25]. 

 

7. 

모든 환자는 기 존재하는 구강 문제가 있거나 노령이거나 암 치료로 구강손상을 가지고 있거나 

음주나 흡연의 이력, 영양상태와 탈수증 등 위험요소에 따라 요구되는 간호가 다르다[26]. 입원기간

이 길어질수록 불량한 구강건강은 영양불량을 일으킬 위험이 크고, 환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과적 문제나 인지 또는 신체 장애상황이 한 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구강관련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점점 더 커진다[14]. 이와 같이 스스로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간호사가 적절한 도움을 주어 구강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① 기능적으로 손상을 입어 의존적인 환자들은 신체적 민첩성이 제한되어 구강문제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일상생활활동, 기능적 일상생활활동을 사정하고, 구강상태를 확인하여 구강간호

를 수행하여야 한다[27]. 특히 무의식이거나 기관내 삽관을 한 환자는 2-4시간 간격으로 구강

간호를 하여야 한다. 기관내 삽관을 한 환자는 관의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관 끝의 공기를 

제거하기 전에 구강내 분비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 자주 사정하고 흡인(suction)하여야 한

다[28].

② 일본의 11개 너싱홈에서 417명의 노인을 구강간호군과 비구강간호군으로 무작위실험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구강간호군에게는 매 식사 후 양치질을 실시하고 치과의사가 1주일에 1회씩 

전문적인 치과관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강간호군에서 폐렴발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구강간호가 폐렴을 예방하는데 유용한 간호중재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29].

기도흡인(aspiration)은 후두나 하부기도로 구인두 혹은 위 내용물을 삼키는 것으로 흡인성 

폐렴은 박테리아 집락화를 형성한 구인두 분비물을 삼켜서 일어나게 된다. 흡인성 폐렴은 기

관내 삽관이나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나 너싱홈 혹은 입원 노인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되기

도 한다. 심각하게 아픈 환자들에게서는 입원한지 48시간 이내에 구강상주균의 구성이 변화

하기 시작하고, 구인두에 모이게 된다. 또한 항생제 투여 등이 상주균을 변화시킨다. 구인두

에 그람음성 박테리아의 집락이 이루어지면 이 미생물들이 기도를 타고 흡인되게 된다. 흡인

성 폐렴의 예측인자는 식이의 의존상태, 구강간호의 의존상태, 충치, 경장영양, 약물복용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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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중 경장영양상테를 제외하면 식이 의존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흡인성 폐

렴의 발생이 19.9배이었다[30]. 

③ 인지장애가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구강건강이 나빠진다. 인지장애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질환

인 치매에서는 행동변화가 초래되고, 환자와 간호제공자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구강

에 심각한 손상과 큰 부담을 낳게 된다[10]. 치매환자와 비치매환자에 대한 종단적 비교연구에

서 기저상태와 1년 후 구강사정에서 모두 치매환자가 비치매환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구강질

환의 발현이 높았다[5]. 또한 치매노인의 구강 건강 상태에 대한 306개 문헌을 비평적으로 검

토하고 범주화한 연구에 의하면 치매노인의 구강상태는 불량하였으며, 위험요인은 침샘의 기

능부전, 다중 약제 복용, 의료적 상태, 삼킴과 식이의 어려움, 기능적 의존, 구강간호의 부족 

등이라고 하였다[31].

④ 이닦기 후 혈류감염의 발생에 대한 체계적 고찰에서 건강한 개인은 혈류 감염이 거의 드물지

만 면역억제가 있는 중증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닦기 시 주의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특히 면역억제가 있는 환자의 칫솔은 잠재적인 오염원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칫솔 사용 시마

다 잘 세정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32]. 또 항암화학요법제의 종류와 치료형태에 

따라서 구내염과 구강상태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환자에게 좋은 구강위생을 

위한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33]. 

⑤ 방사선 요법의 양과 분할치료에 따라 구강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지만, 두경부방사선 

요법은 구강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많은 치료법이다[32]. 두경부 방사선요법 후에 구내염의 

발생이 급속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직후부터 구강변화를 관찰하여야 하므로, 

구강의 기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강사정은 방사선 치료시작 전부터 수행되어야 하며, 

치료의 시작 전부터 구강간호가 이루어져야 한다[34]. 이를 위하여 구강간호 프로토콜을 사용

하는 것을 권고한다[33]. 

⑥ 구강간호가 필요한 환자 중에서 특히 노인에서 당뇨, 면역억제, 쇼그렌증후군 등과 같이 만성

적인 질환은 직접적으로 구강건조 또는 침샘기능저하를 초래한다[36]. 구강건조와 침샘의 기

능저하는 구강점막의 손상과 구내염의 발생을 초래하므로 구강사정, 중재 등의 적극적인 구

강간호가 필요하다. 

⑦ 입원한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약 400개 이상의 약품이 부작용으

로 입마름 또는 구강건조증(xerostomia)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정신성약물, 

항불안제, 진정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항파킨슨제제, 마약성진통제, 항경련제, 항히스타민제, 

항구토제 등이 심한 구강건조와 침샘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보여 구강상태를 나쁘

게 한다[10]. 60세 이상의 호주 노인들에게 약물복용이 구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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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후 5년, 11년 후의 장기추적관찰에서 구강건조증은 21.4%, 24.8%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성별과 기저상태의 구강건조증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뇨제의 복용은 구강건조증을 5배나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약물복용이 구강건조를 초래한다고 확인하였다[37]. 구강건조는 통증

을 유발하거나 식사나 대화 장애, 치아우식증과 같은 구강질환의 증가, 잇몸질환이나 아구창

(thrush) 등 구강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는 면역체계의 변화를 일

으킬 수 있고 환자에게 구강칸디다증과 같은 진균 감염에 쉽게 이환될 수 있게도 한다[18].  

⑧ 노인의 경우 노화과정 및 약물 등으로 구강이 건조해지면 치아 전체의 우식과 치주염 및 치아

상실이 발생할 수 있고[38], 치주질환은 구취와 통증을 유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식사

량 감소로 인한 영양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구강 내 집락 화된 미생물은 흡인성 폐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39]. 만성질환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이 건강악화와 기능

의존도가 증가하면서[40,41] 간호제공자로부터 적절한 구강간호를 받지 못할 경우 구강위생 

상태가 불량한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날 수 있다.

3. 구강간호 사정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Ⅲ. 구강간호 사정

Ⅲ-1. 구강상태 사정방법

8. 간호사는 입원 시에 환자의 구강질환과 관련된 건강력을 사정한다(구강상태, 구강위생 

수행상태, 구강위생신념 등).

수정

없음
Ⅲ C

9. 24시간 이상 입원 한 모든 환자에 대해 구강 간호위험을 사정한다.

① 저위험 환자는 구강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대상자이다. 저위험 환자의 건강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예: 환자수술) 구강간호 위험을 재사정한다. 

② 고위험 환자는 구강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이다(예: 방사선·화학요법 

대상자, 치매, 섬망환자, 호흡곤란이나 연하곤란 환자 등).

추가 Ⅲ C

10. 구강상태 점검을 위해 펜라이트를 이용하여 입술, 혀, 타액, 점막, 잇몸, 치아상태를 

사정한다. 

수정

없음
Ⅲ C

11. 환자의 입원초기 및 치료 중에 구강상태를 사정하기 위해,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한다.

11-1. 구강상태 및 구강간호 통합 사정도구: Oral Assessment Guide, Oral Health 

Assessment Tool, Assessment of Current Oral Hygiene Care, Mouth Care 

Pack

11-2. 구강점막염 사정도구: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Grading Scale,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CTCAE) v5.0: Mucositis Oral  

수정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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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8. 

환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요구 충족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입원 

시 구강상태에 대한 철저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29,42]. 선행연구들은 중재 전에 구강사정을 

하는 것이 구강 합병증의 발생과 심각도를 줄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암환자에서 구강사정은 

구강합병증의 예방 및 심각성 저하에 도움이 된다[43].

구강질환과 관련된 건강력을 수집할 때에는 구강상태, 구강위생 수행상태, 구강위생 신념을 파악

해서 구강간호를 계획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가 구강위생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혼자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구강중재에 대해 사정해야 한다.

9. 

24시간 이상 입원 한 모든 환자에 대해 구강간호 위험을 사정해야한다[14]. 위험 사정은 환자에게 

구강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저위험 환자는 구강관리를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구강문제 발생가능성이 적은 건강상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 대상자이다. 

저위험 환자는 7일마다 또는 건강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예: 환자의 수술) 구강간호 위험을 사정하

고 검토한다.

고위험 환자는 구강 간호 계획을 완성하고, 수행된 모든 구강관리 내용을 일일 기록 시트에 기록

해야한다. 고위험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12. 구강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화된 구강간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구강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협의한다.

수정

없음
Ⅲ C

Ⅲ-2. 암환자 구강간호 사정

13. 암 치료 시작 전에 기존의 구강 질환과 구강 질환의 잠재적 위험을 조사한다. 사정 

결과, 치아 문제가 발견된 경우 치과에 의뢰한다.
수정 Ⅲ C

14. 암 치료 중에 기본적 구강위생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강 상태를 사정한다. 
수정

없음
Ⅲ C

15. 암 치료 중에 구강상태 사정 빈도는 구강상태 및 구강합병증 발생 위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예: 저위험-7일마다, 고위험-매일). 

구강합병증이 발생하면 구강상태 사정 빈도를 증가시킨다.

수정 Ⅲ C

16. 암치료 중 구강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통증조절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통증사정 도구를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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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

• 섬망이 있는 환자

• 치매환자

• 산소투여환자 

• 호흡곤란환자

• 연하곤란환자

• 두경부 방사선요법 환자

• 중환자실 환자

• 입으로 섭취 불가한 경우

• 완화의료 대상자

• 음식 또는 음료 거부환자

• 심한 정신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

• 뇌졸중 환자

• 의사소통 불가 대상자

•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을 가진 대상자

10. 

구강상태 및 점막을 사정하기 위해 펜라이트를 이용하여 입술, 혀, 타액, 점막, 잇몸, 치아상태, 

냄새, 색을 사정한다. 건강한 입, 혀, 잇몸은 손상이 없고 핑크색을 지니며 촉촉하다. 건조한 구강은 

수분공급이 부적절함을 의미하지만, 특정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 궤양, 열상, 잇몸 출혈, 열악

한 구강위생 상태여부도 확인한다[44]. 

11. 

구강상태 및 구강간호 통합 사정도구와 구강 점막염 사정도구는 구강관리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작성한다. 병동에서 수행할 경우,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커튼을 치고 사정한다. 구강상태 사

정을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14]. 구강상태 사정 시에는 간호력과 임상결

과에 기반을 두고 머리, 목 및 구강의 검진과 구강위생 상태를 철저히 사정해야 한다. 통증은 구내

염과 관련된 흔한 합병증이다[45]. 구강상태를 Oral Assessment Guide (OAG) 도구로 사정 시 8점이 

넘으면 중등도 이상의 구내염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이 적절히 조

절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46].

환자의 구강상태는 규칙적으로 사정되어야 한다. 구강건강 사정과 스크리닝은 간호사가 구강건

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구강위생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며, 개별화된 구강간호계획을 돕기 위해 수

행한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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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사정 도구들은 주로 연구목적을 위해 또는 특정 환자군을 위해 개발되었다. 간호사는 임상

현장과 환자에게 적합한 구강사정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환자의 구강상태를 사정하기 위해 선택된 

도구는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정도구는 관찰자간 신뢰도가 있어야 

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수행하기 쉽고,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쉽게 수용개작

될 수 있어야 한다[10].

간호사는 구강상태를 사정하여 구내염, 점막염,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는 

환자를 규명하여야 한다. 간호사의 구강상태 사정은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사정의 일부로서 모든 

환자에게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입원 시, 환자상태에 대한 정규 모니터링 시에 시행되고, 

의무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10].

구강상태를 사정하는 도구 중 임상에서 많이 이용되는 도구로는 Oral Assessment Guide (OAG),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Grading Scale,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CTCAE): Oral Mucositis, Assessment of Current Oral Hygiene care 등이 

있으며[10], 이들 도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1-1. 구강상태 사정도구

1-1) Oral Assessment Guide (OAG)

Eilers, Berger와 Petersen [47]가 개발한 도구로서 환자의 구강상태를 사정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도구이다. 도구는 목소리, 연하, 입술, 혀, 침, 구강 점막, 잇몸, 치아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자료수집자가 이들 영역의 변화를 시각과 촉각으로 사정하여 각 영역 당 1-3점의 점수를 배정한

다. 점수의 의미는 1점은 정상, 2점은 상피의 통합성이나 구강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없는 경증 변

화, 3점은 점막의 통합성이나 구강기능에 확실한 손상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8개 영역의 평가점

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8점 이하면 정상, 9-16점까지는 중등도 구내염, 17-24점까지는 중증 구내염으

로 분류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관찰자간 신뢰도 r= .912이었으며, 내용타당도와 임상적 유용성이 

지지되었다.

도구는 암, HIV, 노인 재활, 정신과 및 재활 환자에서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한 도구이다[10]. Gibson 등[48]의 54개 구강사정도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이 도

구는 아동과 성인 암환자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임상적으로 유용한 도구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30

병원간호사회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 (Evidence-Based Clinical Nursing Practice Guideline)

<표 1> Oral Assessment Guide (OAG)

항목
사정

도구
측정방법

점수

1 2 3

목소리 청각 대화 정상 굵음/거침 대화곤란/통증

연하 시각

환자에게 침을 

삼키도록 한다. 

혀 뒤를 설압자로 

눌러 구개반사 측정

정상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음
먹고 삼킬 수 없음

입술 시각/촉각 관찰/촉감
매끈함, 선홍색, 

촉촉함

마르고(건조),거칠고, 

갈라짐, 물집이 있음
궤양이나 출혈이 있음

혀 시각/촉각 관찰/촉감
선홍색, 촉촉함, 

유두가 관찰됨

막이나 백태 형성, 

유두 소실, 혀 돌기가 

솟아서 매끄럽지 않음

수포형성, 갈라짐, 

궤양, 출혈

침 시각/설압자
설압자로 혀 중앙과 

입 바닥을 자극
묽고 물과 같음 

양이 증가됨, 진득함, 

양이 감소됨
없음

구강

점막
시각 조직 관찰 선홍색, 촉촉함

붉거나 충혈 되며, 

하얗게 됨. 

궤양 없이 백태 형성

궤양이나 출혈이 있음

잇몸 시각, 설압자
설압자 끝으로 잇몸을 

누름
선홍색, 단단함 적색, 창백, 부종

자연적 출혈, 압박 

출혈

치아 시각 치아의 외관 관찰 청결, 조직파편 없음
국소적인 반점 또는 

조직 파편 형성

광범위한 반점 또는 

조직파편 형성

출처: Eilers, J., Berger, A. M., & Petersen, M. C. (1988). Development, testing, and application of the oral assessment 

guide. Oncology Nursing Forum, 15, 325-330. 

번역: 정연이(1996). 악성 종양환자의 구강사정지침에 대한 신뢰도 검증. 서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10(1), 45-51.

1-2) Assessment of Current Oral Hygiene care 

환자의 구강위생 수행상태와 수행능력을 사정하는 도구로 Assessment of Current Oral Hygiene 

care [49]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도구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할 구강간호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간호사가 환자에게 구강위생을 수행하도록 상기시킬 것인지, 구강위생을 보조할 

것인지, 또는 구강위생을 직접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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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구강위생수행 사정

Assessment of Current Oral Hygiene care*

(구강위생수행 사정)

  환자:                                                                                

  사정자:                                      날짜:                                       

 

 현재 구강상태: (한개 또는 두 개 선택)

   의치가 있는가?  예/아니오 � 윗니:   전체/부분/사용안함 

� 아랫니: 전체/부분/사용안함 

   의치에 라벨이 부착되었는가? 예/아니오

   자신의 치아인가? � 윗니:   예/아니오/깨진 치아나 뿌리가 있음

� 아랫니: 예/아니오/깨진 치아나 뿌리가 있음

 

 자기간호능력: (한개 선택)

   � 구강위생을 혼자/독립적으로/도움없이 수행할 수 있다

   � 구강위생을 하도록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구강위생시 신체적 도움만 필요하다

   � 구강위생을 완수하려면 상기시키는 것과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다

   � 구강위생을 전적으로 직원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완화적 구강위생간호가 필요하다

 자신의 치아에 대한 양치질시 보조도구와 빈도

   � 양치질 유형(예: 부드러운 중간 모, 전기작동, 변형된 손잡이나 칫솔모, 기타)  

                                       매일?  예   아니오

   � 치간 청결(예: 치실, 둥근 이쑤시개, 치간칫솔, 기타)

                                       매일?  예   아니오

 의치관리: (사용하는 것을 모두 선택)

   낮시간에 의치를 착용하고 식후에는 의치를 세정한다.   예  아니오

   수면을 취하기 전에는 의치를 반드시 제거하여 찬물/전용액이 담긴 보관함에 보관한다.

   청결: � 의치전용치약 매일?  예   아니오

� 의치용액/청결 정제 매일?  예   아니오

� 의치 솔 매일?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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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삼키지 않고 함수하고 뱉어낼수 있는가? 예   아니오

   함수를 사용하는가? 예   아니오

 

 구강건조 관리

   � 침 자극제(예: 껌, 함당정제)       설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가?  예   아니오

   � 침 대용제(예: 스프레이, 점적, 겔)

   � 기타 방법, 기술하시오                                                                 

 

 환자 간호시 파악된 구강위생수행 장애:                                                      

*Chalmers 등(2004)에서 수정됨

출처: Johnson, V.B., & Chalmers, J. M. (2012). Evidence-Based Practice Guideline: Oral hygiene care for functionally 

dependent and cognitively impaired older adults. In D. P. Schoenfelder (Series Ed.), Series on evidence-based 

practice for older adults. Iowa city: Hartford Center of Geriatric Nursing Excellence, The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Nursing(저자번역). 

1-3) Oral Health Assessment Tool

구강건강사정도구(Oral Health Assessment Tool)는 호주의 구강간호 실무지침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강상태 선별 검사도구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 본 사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치매환자나 인지장애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구강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8가

지 범주(입술, 혀, 잇몸 및 조직, 타액, 자연치, 의치, 구강 청결, 치통)에 대해 평가한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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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강건강사정도구 (저자번역)

Source: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Caring for oral health in Australian residential care (2009). Modified from 

Kayser-Jones et al. (1995) by Chalmers (2004). (저자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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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outh Care Pack

구강간호 패키지(Mouth Care Pack)는 NHS Health Education England에서 병원 보건의료전문가

들을 위한 구강간호 지침에서 제시된 구강간호사정도구로, 입원 후 매 24시간마다 환자를 평가하는 

구강간호선별시트에서 입원동안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일주일마다 평가하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

다[14].

<그림 2> 구강간호 패키지 (저자번역)

Sourcec: Doshi M, HNS  Health Education England. Mouth Care Matters: A guide for hospital healthcare professionals. 

Version 12. Surrey and Sussex Healthcare NHS Trust. 2016. www mouthcarematters.hee.nhs.uk. (저자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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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강간호 기록시트 (저자번역)

Sourcec: Doshi M, HNS  Health Education England. Mouth Care Matters: A guide for hospital healthcare professionals. 

Version 12. Surrey and Sussex Healthcare NHS Trust. 2016. www mouthcarematters.hee.nhs.uk. (저자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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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구강 점막염 사정도구

2-1)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Grading Scale

WHO(1997)가 개발한 도구로 구강점막의 객관적 변화와 구강기능(예: 음식섭취) 사정이 통합되

어 있는 도구이다. 암환자에서 흔히 사용되며, 암치료로 인한 구강 점막염 사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임상시험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이다[10].

<표 3> WHO grading scale

등급 증상 및 징후

0 구강 점막염 없음

1 통증과 발적

2 궤양; 고형식 섭취 가능

3 큰 궤양; 고형식 섭취는 불가능하나 유동식 섭취 가능 

4 큰 궤양; 고형식과 유동식 섭취 불가능

출처: Coracin, F.L., Santos, P. L., Gallottini, M. H., Saboya, R., Musqueira, P. T.,  Barban A., et. al. (2013). Oral health as a 

predictive factor for oral mucositis. Clinics, 68(6), 792-796.

2-2)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version 5.0 (2017): Oral 

Mucositis[52]

CTCAE는 National Cancer Institute(2017)에서 개발한 부작용(adverse event) 보고에 사용되는 서

술적 용어이다. 부작용은 의학적 치료나 시술로 인하여 발생되는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CTCAE는 다양한 임상시험에서 치료에 의해 야기된 독성효과를 기술하는데 표준도구로 널리 사

용되어 왔다[53]. 이 도구는 부작용이 심각한 정도를 등급(grade) 1-5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작용에 대해 다시 세부 등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54]. 구강 점막염에 대한 등급기준은 암환자의 

구강 점막염 사정에 흔히 사용되며,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다양한 환자에게 타당성

이 인정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10].

<표 4> National Cancer Institite의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anced Events (CTCAE: Oral mucositis> 

등급 상태

1 증상이 없거나 경한 증상; 중재가 필요하지 않음

2 중정도 통증; 음식섭취를 방해하지 않음; 식이변경이 필요함

3 심한 통증; 음식섭취를 방해함

4 생명을 위협함; 긴급한 중재가 필요함

5 사망

출처: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v5.0 

https://ctep.cancer.gov/protocolDevelopment/electronic_applications/ct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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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강간호계획은 초기 구강사정 시 파악된 문제, 문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환자 중심의 목표, 목적 

성취를 위한 중재나 전략을 포함한다. 구강간호계획이 정규적으로 검토되고 개정될 때 의료팀 구

성원간에 정확하고, 일관된 의사소통을 제공할 수 있다[54]. 구강상태 사정 시에는 간호력과 임상결

과에 기반을 두고 머리, 목, 구강에 대한 검진과 구강위생 상태에 대한 사정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구강관리를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구강치료, 식이 요법 

및 치료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55] 효과적인 구강관리는 암 치료 중단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56,57,58].

효과적인 구강관리를 위해서는 암 치료 환자에게 종양 전문팀과 치과팀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

고 환자의 치과진료는 경험이 있는 치과팀이 해야 한다[59]. 

13. 

치과팀은 암 치료가 시작되기 약 한 달 전에 환자를 평가하여 치과치료를 하고 침습적 치과 시술

이 필요하면 회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해야 한다[60,61]. 암 치료 시작 전의 구강사정

은 구강의 경조직 및 연조직의 철저한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감염 및 병리의 원인을 파악

하고 [62,63], 턱뼈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는 다학제 외과팀과 협력 하에 치과 의사가 치아

를 평가해야 한다[64,61,62]. 치주염이나 충치, 틀니 등의 구강 문제가 있으면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

킬 수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고[65] 턱의 골괴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 시 발치를 해야 

한다[66]. 구내염이 생기면 매우 불편하므로 치과, 훈련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14. 

암환자에서 발생하는 구내염은 염증성 또는 궤양성 병변으로 정의된다[67].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과 방사선 요법 후 면역저하로 인해 구내염이 유발되고, 홍반이나 궤양이 나타나며 염증 부위에 

이차 감염 및 외상요인에 의해 악화 될 수 있다.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요법제는 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etoposide, 

ifosfamide, methotrexate, docetaxel, paclitaxel, cisplatin, carboplatin, oxaliplatin, innotecan, 

5-fluorouracil(5-FU), leucovorin, vinorelbine 등이다[68]. 

구내염이 발생하는 기간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후 3-7일이며, 보통 2주 내에 호전된다. 

그러나 일단 구내염이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 전에 구강간호를 실시하

는 것이 중요하다[10]. 암 치료 중에는 구내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혀나 혀 밑, 입천장이나 뺨 안쪽에 

붉은 색의 반점이나 궤양이 보이는지, 입안이 붓거나 따끔거리고 아픈지, 구강 통증으로 음식을 

삼키기 힘든지, 입안에서 피가 지속적으로 나거나 멍이 들어 있는지 구강상태를 사정한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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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강 내 합병증은 암 치료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다[70,71]. 암 치료 요법의 체계와 강도에 

따라 구강 내 합병증의 유병률, 정도, 심각도가 달려 있다[52]. 구강 내 합병증은 충치 및 치주 질환, 

구강 점막의 기능 및 감각 변화가 발생하여[52,72] 암 치료를 지연시키고 암 치료 후 수명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73].

두경부를 수술한 약 78%의 환자가 저작에 심각한 어려움과 구강 및 식습관 문제로 정상적인 

사회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고[56,74,75] 혈액 종양 환자는 구강 기능 제한, 신체 통증 및 신체장애

로 삶의 질이 저하된다[76,77].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강과 치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기 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62]. 저위험 환자는 구강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구강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건강상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 대상자이다. 저위험 환자는 7일마다 혹은 

건강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예: 환자의 수술), 구강간호 위험을 사정하고 검토한다. 고위험 환자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 섬망이 있는 환자, 치매환자, 산소투여환자, 호흡곤란환자, 연하곤란환자, 

두경부 방사선요법 환자, 중환자실 환자, 입으로 섭취 불가한 환자, 완화의료 대상자, 음식/음료 

거부환자, 심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 뇌졸중 환자, 의사소통 불가 대상자,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을 가진 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환자는 구강간호계획을 완성하고, 수행된 모든 구강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일일 기록시트에 기록해야 한다[43].

16. 

암 치료로 인한 점막염의 통증사정을 위해 임상 실무에 널리 사용되는 통증 평가 도구는 1차원적 

통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시각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ue scales) 또는 언어적 서

술 척도(verbal descriptor scales)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증 강도의 척도이다. 언어적 서술내용으

로는 통증 없음, 약간의 통증, 경미한 통증, 중등도 통증, 심한 통증, 극심한 통증, 최악의 통증으로 

제시된다. 언어적 서술 척도의 숫자 버전(0-10)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

었다[78].

<그림 4> 통증평가도구

출처: Bieri D, Reeve RA, Champion GD, Addicoat L, Ziegler JB. The Faces Pain Scale for the self-assessment of the severity 

of pain experienced by children: Development, initial validation, and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ratio scale properties. 

Pain. 1990;41(2):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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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적 구강간호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Ⅳ. 일반적 구강간호

Ⅳ-1. 일반적 구강간호의 적용 및 구강간호 방법

17.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한 구강사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간호를 수행한다. 

이 때, 환자의 구강간호 요구와 선호를 반영한다.

- 정상: 정상인 환자는 일상적인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 중등도: 일상적인 구강간호를 지속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 후 의사에게 보고한다.

- 심각: 구강간호를 주의깊게 시행하고, 의사에게 보고하여 처방에 따라 처치를 
수행한다.

수정 Ⅲ C 

18. 양치질은 치태제거와 잇몸염증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므로, 출혈, 통증, 

흡인의 위험이 없는 경우 양치질을 가장 먼저 시도한다.

수정

없음
Ⅱ B

19. 양치질은 최소한 하루 2번 이상(식후 및 취침전) 불소포함 치약으로 양치한다.
수정

없음
Ⅲ C

20. 양치질은 잇몸경계선에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

수정
없음

Ⅲ C

21. 치태 제거는 칫솔질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구강관리프로토콜에 따라 부드러운모 

칫솔을 사용한다. 치아가 없는 경우도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구강점막과 혀를 

닦아낸다. 

수정

없음
Ⅲ C

22.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함유 치약이나 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불소제제 

등의 추가 사용을 고려한다.

문구

수정
Ⅱ B

23. 전동칫솔은 수동칫솔질에 비해 치태제거와 치은염예방에 효과적이므로, 각 제품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추가 I A

24. 칫솔질로 치석제거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무알콜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으로 

구강 세정을 할 수 있다.
수정 Ⅲ C

25. 보습과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입술보습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놀린함유 크림 및 

연고제는 페트롤라툼 함유 제품에 비해 입술보습과 입술손상 예방에 효과적이다.

단, 페트롤라툼 함유 제품은 점막세포 탈수를 촉진하여 이로 인한 이차감염이 우려될 

수 있어 장기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Ⅲ C

배경

17. 

최연희 등은 대학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구강위생관

리를 통해 구강위생과 치주건강에 미치는 영향, 캔디다균의 집락 정도를 조사한 결과 관리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구강위생상태가 개선됨을 확인하였다[79]. 의료기관은 각각의 상황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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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강사정도구와 사정주기를 선정해야 하며[10], 대상자의 선호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질이 

높은 구강간호를 제공해야 한다[80].

18. 

치태는 치은염, 충치, 치주질환, 구강건조증, 구취 등 각종 구강질환에서 세균번식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구강내 감염은 구강에 있던 세균에서 시작된다. 치아나 구강점막에 치태가 생성되는 것

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인 구강간호를 시행해야 한다. 양치질은 치태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스폰지 봉(Foam swab)보다 치아의 접촉면과 틈에 있는 치태를 잘 제거한다[10]. 구강간호

를 제공받은 환자가 발열, 폐렴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유의하게 낮았다[81].

19. 

구강간호의 횟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며 적어도 하루 2회 이상 실시한다[80,82]. 양치질

은 적어도 하루 2번 이상 불소포함 치약으로 양치해야 하고, 매 식후 그리고 취침전에 양치질을 

권고한다[26].  

20. 

양치질은 잇몸경계선에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대고 치아와 잇몸을 부드럽게 닦는다(표 5). 칫솔

을 작게, 진동을 주며 회전시키며 움직이고 최소 2분간 양치한다[26,82].   

칫솔을 잇몸에서 45도 각도로 댄다.

칫솔을 뒤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움직인다.

입의 앞쪽면, 뒤쪽면, 치아의 씹는 부위 모두를 닦는다.

앞니의 뒷면을 닦으려면 칫솔을 수직으로 눕혀서 위 아래로 닦아낸다.

박테리아 제거 및 구취제거를 위해 혓바닥도 닦는다.

출처: 미국치과의사협회(ADA, 2019) (저자번역)

<표 5> 올바른 양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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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치아나 잇몸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칫솔모가 부드러운 칫솔이 좋다. 부드러운 모 칫솔은 구강 

점막과 혀를 부드럽게 닦아야 하는 환자에게도 치태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83]. 혈소판 수치

가 낮은 환자는 양치질을 하는 동안 잇몸에서 출혈이 되기 쉬우므로 혈소판이 낮고 출혈위험이 

높은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칫솔은 치아 2-3개를 덮는 정도의 크기가 적절하다고 권고한다

[84]. 머리 부분이 작은 칫솔은 접근이 어려운 부분을 닦는데 효과적이다[10]. 기관 흡인물, 치아, 

점막, 혀에서는 동일한 병원성 세균이 발견되며 혀에 붙은 세균은 구취를 유발한다. 따라서 양치질

시 혀를 닦아냄으로서 세균과 구취를 감소시킬 수 있다[85]. 칫솔질을 할 때 입이 너무 아프면 무알

콜 클로르헥시딘 구강 세척제와 함께 구강 스펀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86]. 단, 스펀지 봉은 치태제

거에 효과가 적어 칫솔질을 대신할 수 없고 오히려 흡인사고의 위험이 있어, 구강건조 시에만 사용

하도록 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단시간 사용하도록 한다[26]. 

22. 

불소는 치아경조직의 내산성 증가를 통한 치아탈회(tooth erosion) 억제와 재광화(remineralization)를 

촉진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불소함유 치약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치아우식증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87].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불소함유 치약이나 젤 

등의 제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유아 및 어린이를 비롯하여 필요할 경우, 불소 정제를 복용하

거나 불소제제를 치아에 도포하는 등의 치료법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88-89].

23. 

칫솔은 일반 칫솔을 이용한 칫솔질과 전동칫솔 모두 치태 제거에 효과적인데, 코크란 체계적문헌

고찰에 의하면 전동칫솔질 군은 일반 칫솔질 군에 비해 치태를 단기적으로는 11%, 장기적으로는 

21% 더 감소시켰고, 치은염 역시 단기 및 장기적으로 모두 효과적으로 적게 발생했다[90]. 전동칫솔

은 다양한 상품이 있으므로 사용방법은 각 제품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4. 

치주질환이 있거나 구강 위생이 불량한 대상자는 조직 건강상태 향상을 위해 클로르헥시딘 가글

제를 매일 사용할 수 있다[88]. 시중에 판매되는 고알콜 함유 클로르헥시딘 가글제는 불편할 수 

있고 구내염 환자에서 구강 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대상자에서는 무알콜 클로르헥시딘 

가글제의 사용이 바람직하다[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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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라놀린 함유 크림 및 연고제(예; 챕스틱, 버츠비 립밤)는 페트롤라툼 함유 제품(예; 바셀린)에 

비해 입술보습과 입술손상 방지에 효과적이다[89]. 페트롤라툼 함유 제품(예; 바셀린)은 장기 사용 

시 점막세포의 탈수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82].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Ⅳ-2. 의치 관리

26. 의치가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치는 매식사 후에 입에서 제거해서 헹궈야 하며, 의치용 칫솔을 사용하여 최소한 

하루 1회 이상 닦는다. 

- 잇몸은 식후, 자기 전 양치질을 하여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다.

-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깨끗이 하고 마사지 한다. 단, 양치질이 아프면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 이 때 거즈를 환자 입 안에 물려놓지 않는다.

수정 Ⅲ C

27. 의치의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특히 밤에는 반드시 제거)는 의치 보관통에 깨끗한 물이나 

클로로헥시딘 세정액을 사용하여 담가 놓는다. 

-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의치 보관통을 비누와 물로 씻는다. 

- 의치 보관통은 이름을 적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수정

없음
Ⅲ C

배경

26. 

의치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으로 치

석, 찌꺼기 및 얼룩때를 제거하는 것은 좋은 의치 관리에 필수적이다[10,91]. 의치 관리통을 규칙적

으로 청소하는 것은 청결을 유지하고 미생물 증식을 예방하는데 필요하다[91].

27. 

의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및 특히 밤에는 의치를 착용하지 않고 입에서 뺀 후, 물이나 전용세정용

액(예: 클로르헥시딘,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에 담근다. 구내염이 있어 의치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에는 청결하고 습도가 유지되는 공간에 깨끗하게 보관되어야 한다[86]. 모든 의치 관리통에 환자 

이름을 명기하는 것[92]은 상호 감염의 가능성을 막고 의치가 바뀌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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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Ⅳ-3. 구강간호 제제

28. 생리식염수(Normal saline)는 구강청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구강내 병변이 있으면 

육아조직의 생성과 상처치유를 위해 사용한다.
수정 Ⅲ C

29.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구강함수제는 광범위한 항생효과와 항진균 효과가 있어 

치태생성과 잇몸염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Ⅲ C

30.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중조)은 끈끈한 점액을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Ⅲ C

3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는 혈액, 농, 혈장, 삼출물, 세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구강내 정상 세균총에도 영향을 주어 진균이 과성장하게 하며 

새로운 조직을 파괴하므로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Ⅰ A

32. 글리세린(Glycerine)은 알코올의 일종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노출된 조직을 자극하므로 

글리세린을 함유한 구강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Ⅲ C  

배경

28. 

생리식염수(Normal saline) 구강함수는 그 자체로 구내염의 예방이나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구

강위생을 유지하고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93,94] 육아조직의 생성과 

상처치유를 돕는다[95].

29.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은 세균의 표면에 빠르게 흡수된다. 장시간동안 세균의 세포질막이 

구강조직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하루 두 번 사용을 추천한다[95]. 클로르헥시딘은 장기간 

사용시 황색 또는 갈색의 착색을 유발하는데 착색은 양치질로 제거가 가능하다[95]. 

30.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중조) 자체는 항균효과가 없지만 점액을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세정제로 사용한다[96]. 탄산수소나트륨은 희석하여 사용하며 제대로 희석하

지 않으면 점막 표면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구강이 알칼리화되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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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는 화학적으로 세균을 제거하고 물리적으로 상처의 표면을 깨끗

이 한다. 과산화수소가 혈액, 농, 삼출물 등을 만나면 산소를 유리시키고 유리된 산소는 거품을 

형성하여 각종 조직과 이물질들을 느슨하게 하여 제거한다[95].

32. 

글리세린(Glycerine)은 노출된 조직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구강의 산도를 떨어뜨려 세균과 진균

의 번식을 용이하게 한다[95]. 

5. 중환자 구강간호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Ⅴ. 중환자 구강간호

Ⅴ-1. 중환자의 구강간호중재

33. 환자가 기관내 삽관이 된 환자는 고위험환자에 준하여 구강을 사정한다. 추가 Ⅰ A

34. 기관삽관이 되지 않은 중환자의 구강간호는 일반적 지침을 따른다.

기관 삽관된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VAP) 예방을 위해 기관의 지침에 따라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구강함수제를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시행한다(예; 2-4시간마다).

수정 Ⅰ A

35. 심한 두부손상(head injury)환자의 경우 10% 포비돈 아이오다인(Povidone iodine) 

구강세정제로 구강간호 한다. 

수정 

없음
Ⅱ B

36.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예방을 위해 구강에 바르는 항균제의 통상적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Ⅱ B

배경

33. 

중환자에서는 혀나 턱의 자발적인 움직임의 저하, 드문 삼킴(swallowing), 기관 삽관이나 의식 

저하로 인한 양치질 불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태나 세균막이 형성되고 이 미세 생물체들이 호흡

기계 병원균의 저장소가 된다[97].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는 환자는 구인두 내 세균 집락 가능성이 

높아[10], 이들의 미세 흡인으로 인한 VAP(인공호흡기 관련 폐렴)나 다른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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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환자의 VAP 예방을 위한 구강세정제 사용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지침

이 제시되었다. 먼저 클로르헥시딘 구강세정제에 대해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권고는 구강

질환이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과 같은 건강문제와 잠재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에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구강사정이 필요하며, 심장 수술환자에게는 수술 전·후 구강 함수제를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수술 후 또는 중환자 등 폐렴 고위험환자에게 정기적인 

클로르헥시딘의 사용을 권고하지는 않았다. 캐나다 중환자학회에서 개발한 VAP 예방지침에서는 

클로르헥시딘의 안전성과 적용성,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모두 유리하므로 클로르헥시딘을 이용하

여 구강간호를 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 지침에서는 클로르헥시딘의 사용을 권고하

면서 농도를 제시하지 않았다[99]. 이후에 NGC(national guidelines clearinghouse)에 등록된 ICSI 지

침의 요약본(2011)에 2% 클로르헥시딘 용액을 사용하여 유의하게 VAP가 감소한 연구를 근거로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가 기관내 삽관 튜브를 제거하기까지 2% 클로르헥시딘 구강 함수제를 이용

하여 하루 4회의 구강간호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100]. 코크란 그룹의 2016년 문헌고찰에서도 클로

르헥시딘 사용이 구강세정제 형태이든 겔 형태이든 VAP 발생률을 24%에서 18%로 감소시키는 것

으로 보고하면서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였다[101].

미국 중환자간호사회에서 발간한 Practice alert에서는 클로르헥시딘 구강간호가 삽관된 환자의 

VAP(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위험 감소를 위해 추천된다고 하였다. 클로르헥시딘은 미생물 집락을 

감소시키는 처방제제로 건강한 성인의 잇몸질환(치은염과 치주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0.12% 제제가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제제이고 1일 2회 사용이 허가된 용법이나 

이외 지역에서는 더 강한 조성(0.2%)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다[102].

일부 연구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삽관 전 클로르헥시딘 구강함수를 시행하고 수술 후 

지속 사용한 경우 호흡기 감염이 감소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도 중환자나 삽관된 성인 환자의 VAP 

감소를 제시하였다. 몇몇 메타분석에서는 삽관된 성인 환자에서 클로르헥시딘의 구강간호 시 사용

이 VAP 발생을 감소시키나 재원일수, 인공호흡기 적용 일수, 사망률과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

다. 최근의 메타분석에서는 이 효과가 심장수술 환자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보고하였다[102].

IHI(The 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는 2010년 5월 VAP 번들에 매일 클로르헥시딘 구강

간호 시행 권고를 추가하였고 2013년 코크란 그룹은 클로르헥시딘 사용이 VAP 위험을 40% 감소시

킨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클로르헥시딘의 인공호흡기 관련 합병증이나 삽관되지 않은 중환자에 

대한 효과 관련 정보는 검증되지 않았다[101].

2011년에 이루어진 클로르헥시딘이나 포비돈아이오다인 등 구강세정제를 이용한 구강간호와 함

수제를 사용하지 않은 구강간호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무작위 실험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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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14개 개별연구 중 클로르헥시딘은 12개의 연구에서 시행되었고 포비돈아이오다인은 2편의 

연구에서 시행되었다. 전체적으로 구강함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VAP의 위험을 줄이는데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RR 0.67; 95% CI 0.50-0.8; p=0.004) 클로르헥시딘의 사용을 지지하였다[103]. 2013년 

코크란연합에서도 인공호흡기를 가진 중환자의 VAP 예방을 위한 구강간호에 대해 체계적 고찰을 

하여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클로르헥시딘, 양치질, 초음파 칫솔을 이용한 양치질, 기타의 구강

함수제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을 하여 35개의 문헌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클로르헥시

딘에 대한 20개의 연구에서 17개를 메타분석한 결과 VAP가 감소하였다(OR 0.60; 95% CI 0.47-0.77; 

p<0.001; I2=21%). 0.12% 또는 0.2%, 2% 용액을 비교한 모든 연구에서 VAP의 유의한 감소가 있었

으나 클로르헥시딘 젤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강함수제의 사

용이 중환자의 사망률과 중환자실 체류기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클로르헥시딘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비교한 연구는 3편이 있었는데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환자의 10%에서 구강점막의 

자극이 있었으나 그 외의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104].   

VAP 예방을 위해 사용된 클로르헥시딘의 농도는 다양하며 지침별로 일관적이지 않다. CDC 권고

(2003)에서는 심장수술환자에게 수술기간 중 0.12%의 사용을 권고하였고 캐나다 중환자학회에서 

개발한 VAP 예방지침은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하도록 강하게 권고하였으나 용액의 농도를 제시하지 

않았다[105]. 여러 지침과 체계적 고찰연구에서 0.12%, 0.2%, 2% 클로르헥시딘이 사용되었으며, 모

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한 경우(RR 0.53; 95% CI 

0.31-0.91)와 심장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RR 0.41; 95% CI 0.17-0.98)에서 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의 결론에서도 VAP 예방을 위해 임상에서 구강함수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103]. 이와 같이 다수 지침에서 클로르헥시딘 사용을 강하게 

권고하는 반면 농도는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팀에서는 클로르헥시딘 농도는 0.12%나 

0.2%를 제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구강간호의 빈도와 관련하여, 캐나다 온타리오 간호사회의 지침은 의식이 없거나 기관 삽관

된 대상자는 반드시 2-4시간마다 그리고 필요시마다 구강간호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10]. 그

러나 Panchabhai, Dangayach, Krishnan, Kothari, & Karnad의 2009년 연구에서는 0.2% 클로르헥시

딘 용액으로 구강간호를 1일 2회 시행하였고[97] 코크란 그룹에서 검토한 35개의 문헌 중 79%에서 

구강간호를 1일 2-4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01]. Mcneill의 2000년 문헌에서도 구강간호 시행 

빈도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2-4시간마다, 매 12시간마다 등으로 다양하다고 소개했고 매 12시간

마다 양치질을 하고 환자가 삽관된 동안에는 구강 보습을 매 2시간마다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권고하였다[106].

여러 문헌에서 구강간호 시행 빈도는 2-4시간마다 혹은 1일 2-4회 등으로 그 권고안이 다양한 

점, 전문가 평가시 현실적인 시행 가능성이 지적된 점을 참고하여 금번 구강간호 실무지침 재개정 

연구에서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구강간호를 시행하는 것으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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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포비돈 아이오다인의 정기적인 적용은 심한 두부손상(head trauma)을 받은 환자의 인공호흡기관

련감염(VAP)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심한 폐쇄적 두부손상으로 Glasgow Coma Scale 

8점 이하이면서 2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18세 이상 성인환자의 구강과 비강을 10% 포비돈 

아이오다인 20ml로 세정하는 군과 생리식염수 60ml로 세정하는 군, 세정하지 않는 군을 실험연구

한 결과 VAP 발생률이 포비돈 아이오다인 세정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1). 그러나 세군의 

중환자실 체류기간이나 사망률은 차이가 없었다[107]. 캐나다 중환자학회에서 개발한 VAP 예방지

침은 심각한 두부손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두개의 무작위실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

각한 두부손상환자에서 포비돈아이오다인 구강함수제가 VAP를 감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안정성과 적용성, 경제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중재는 매우 유용하며 그 이외의 중환자에게 사용하

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105]. 두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포비돈아이오다인을 사용

한 구강간호가 생리식염수만을 사용한 것에 비해 VAP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다(OR 0.35; 95% 

CI 0.19-0.65; p < 0.001; I2=53%). 그러나 이 두 개의 연구에서 대상자가 작으며 비뚤림이 높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코크란 연합에서 시행한 체계적 고찰에서 

포비돈아이오다인으로 구강을 세정하는 것은 생리식염수에 비해 VAP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

을 약한 정도 수준의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101,104].     

36. 

바르는 항균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항생제 내성 미생물 발현의 위험 때문에 널리 쓰이

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면에서 클로르헥시딘은 세정제로서 효과적인 대체재가 되고 있다[97].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Ⅴ-2. 기도흡인(aspiration)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

37. 구인두에 집락된 세균의 기도흡인은 폐렴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인두 

세균집락의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 일반적 사항: 연령, 구강상태 불량, 구강간호 의존성, 영양불량, 흡연, 알콜과다

- 질병 관련: 산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 약물복용, 중증질병, 뇌졸중/삼킴곤란, 

구강건조증

- 치료적 목적: 기관 내 튜브 삽관, 비위관 또는 위루관

문구 

수정
Ⅱ  B

38. 간호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흡인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를 직접 시행하거나 

감독해야 한다.

-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 

- 삼킴곤란(뇌졸중과 관련된 연하곤란 포함)

- 복와위로 침상내 제한상태

- 머리나 상체 조절저하

문구 

수정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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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37. 

치태는 치은염이나 충치, 치주질환 또는 구강 건조 혹은 구취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 세균 증식

의 첫 번째 기여인자이다[106].

중환자실 환자들이 일상적으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중 항고혈압제, 항콜린성 약물, 

항히스타민제, 향정신성 약물, 항구역제, 항경련제, 항암제, 교감신경계 약물, 항우울제나 이뇨제 

등의 약물들이 구강건조증을 유발하고 기관내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계속 입을 벌리고 있으면

서 간헐적으로 구강내 흡인을 시행받고 있어 구강건조증의 위험이 높아진다(Barnett, 1991, 10에서 

간접 인용). 

동시에 기관내관을 가진 환자들은 오히려 과도한 분비물로 고통받기도 하고, 기관내관 자체와 

고정 테잎 등으로 인해 구강간호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세균이 들러붙기도 한다[105]. 

Messika 등은 2018년 연구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구강내 집락균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을 종합하

였는데, 과도한 음주와 당뇨가 있는 환자의 그람음성균 집락률이 각각 35,36%로 경련 환자(17%)나 

약물 중독자(20%) 혹은 정상인(18%) 보다 높았다고 소개하였다. 아울러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정상인보다 집락률이 높았고 질환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았다고 언급하였다. 고령 환자 

역시 20.5-43%로 높은 집락률을 보였으나 이들의 의존도나 기저질환 등은 보정되지 않았다고 언급

하였다[109]. 

O'Reilly 역시 2003년 연구에서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영양상태와 연령, 흡연 및 음

주, 질병과 치태 등을 언급하였으며 이 중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질환으로 당뇨, 신부전,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급성 백혈병, 호흡기 감염 및 악성 종양 등을 언급하

였다. 구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는 이뇨제나 항생제, 마약성 진통제, 항우울제, 항구토제, 

항경련제 및 스테로이드 등이 있고 치료적 요인으로는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구강호흡이나 지속적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 기도흡인 과거력

- 구강분비물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심하게 침이 흐르는 상태) 

- 구강간호 불량

- 심한 충치 등이 있는 환자

- 호흡상태의 저하(인공호흡기 사용)

- 기관삽관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

- 경장영양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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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요법,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흡인(suction) 등이 있다. 기관삽관 역시 삼킴을 어렵게 하고 구강 

손상을 유발하며 환자가 먹거나 마시지 못하여 구강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111].

38. 

정상적으로 건강한 구인두 내에는 그람 양성 세균이 상재하면서 병적 세균의 증식을 막고 점막 

재생 증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구강 위생이 불량한 개인에게서는 이러한 정상 상재균

이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혐기성 그람 음성 세균이 우세해진다[105,111]. 

환자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구강위생(예: 양치질)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기관내관 혹은 기관

절개관을 통한 침습적 처치;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 감시 장치; 약물이나 수액, 완전 비경구영

양수액 주입을 위한 정맥내 도관; 비위관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상황에서는 구강위생 불량으로 

구강 내 내성균과 세균막 증식으로 병원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입원 환자들에게 

구강간호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입원기간 연장이나 사망률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11]. 

구강분비물의 기도흡인은 VAP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VAP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도흡인을 예

방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112]. 흡인성폐렴은 기도삽관이 되어있거나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

의 유병률과 사망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중환자의 경우 병원에 입원 후 48시간 이내에 

구강상주균의 유형이 변경된다. 이때 치석에 있는 정상 상주균은 구인두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항

생제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정상 상주균이 변경되며 주로 그람음성균 미생물의 집락이 일어난다. 

일단 그람음성균으로 구강상주균이 변경되면 이것이 기도내로 흡인될 수 있다[113]. 

구강세정제를 이용한 구강간호가 인공호흡기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호기성미생물의 집락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며[114],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구강함수제나 젤, 치약을 이용한 구강위

생과 구강분비물의 기도흡인을 예방하는 구강간호가 VAP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104]. 

구강간호는 가능한 한 자신이 스스로 하도록 한다. 흡인성폐렴을 일으킨 환자의 41%는 식사나 

구강간호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위험요인이 된다[117]. 따라서 대상자가 의식이 저하되어 

있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기도흡인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간호사가 직접 구강간호를 

시행하거나 감독해야 한다.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과 지도, 기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구강건강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구강간호는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108]. 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포괄적인 구강간호프로토콜이 VAP 발생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구강사정과 매일 6회의 구강분비물 흡인, 4시간마다의 구강간호, 1일 2회 양치질을 한 

경우 인공호흡기 1000일당 VAP 발생빈도가 감소하였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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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의 2003년 구강간호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흡인은 의식 저하 환자, 신경학적 

혹은 식도의 문제로 인한 연하곤란 환자, 기관내관(endotracheal tube)이나 기관절개관(tracheostomy 

tube), 경장영양관(enteral feeding tube)을 가진 환자, 경장영양 시행 환자 등에서 발생한다고 제시하

였다[117].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Ⅴ-3. 무의식이거나 기관내 삽관된 환자의 구강간호

39.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흡인과 양치질이 동시에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칫솔이나 스폰지 등 구강간호에 사용하는 재료로 인한 기도흡인(aspiration)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구 

수정
Ⅲ C

40.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분비물이 기도내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예: 흡인(suction) 시행).

문구 

수정
Ⅲ C

41. 무의식환자나 기관내삽관 환자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클로르헥시딘(CHG) 구강함수제

를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로 시행한다.  

문구 

수정
Ⅲ C

배경

39.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Suction toothbrush의 효과

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임상 경험적으

로는 머리가 작은 칫솔을 이용하여 양치질을 하면서 동

시에 분비물을 흡인하는 방식으로 구강간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08]. Mcneill은 칫솔의 크기는 치태 

제거 능력과는 상관이 없으나 구강을 통해 삽관된 환자

의 구강간호 편의성을 위해서는 머리가 작은 칫솔이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05].

40. 

의식수준이 저하된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는 분비물을 흡인하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식저하로 음식이나 음료의 구강섭취가 금지되거나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에도 기도흡인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강분비물을 흡인(suction)하면서 시행해야 한다[108]. 

<그림 5> suction toothbrush

출처: suction toothbrush 

https://images.app.goo.gl/PfbFFF2wVfGofoY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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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삽관이 되어있는 환자는 구강내에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튜브위치를 재조정하

거나 튜브끝의 커프에서 공기를 제거하기 이전에 먼저 구강내 분비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108]. 

코크란 그룹의 문헌 고찰에서도 오염된 용액이나 찌꺼기의 흡인을 피하기 위해 중환자의 구강간

호에서 과도한 분비물이나 찌꺼기의 제거 및 흡인(suction)은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조건이라고 

언급하였다[101].

41. 

중환자에서는 혀나 턱의 자발적인 움직임의 저하, 드문 삼킴(swallowing), 기관 삽관이나 의식 

저하로 인한 양치질 불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태나 세균막이 형성되고 이 미세 생물체들이 호흡

기계 병원균의 저장소가 된다[97].

코크란 그룹의 2016년 문헌고찰에서 클로르헥시딘 사용이 구강세정제 형태이든 겔 형태이든 

VAP 발생률을 24%에서 18%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클로르헥신딘의 구강간호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였다[101].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Ⅴ-4.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의 구강간호

42. 인공호흡기를 가진 중환자의 구강간호는 구강위생의 유지와 기도 흡인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정 

없음
Ⅲ C

43.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는 구강내 집락균의 기도흡인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강간호 계획을 세운다. 

수정 

없음

1) 침상머리는 의학적인 금기가 아닌 경우 30도에서 45도를 유지해야 한다

(semirecombent position). 이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높은 각도에 가깝

게 올리도록 한다.

수정 

없음
Ⅰ  A

2) 구인두에 고인 분비물이 기도흡인되지 않도록 기관절개관이나 기관튜브의 커프를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 삽관 전 커프의 기능이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기관내 삽관튜브의 커프압력을 20-25mmHg(20cmH2O)로 유지한다.  

- 최소누출기법(Minimal Leak technique)은 권장하지 않는다. 

문구 

수정
Ⅱ  B

3) 48-72시간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커프 위쪽의 성문하에 

고인 분비물에 의한 기도흡인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관튜브 뒷쪽에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작은 관이 부착된 성문하 흡인용 튜브(subglottic suction tube, 

subglottic secretion drainage tube)를 사용한다. 

문구 

수정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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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42. 

구강을 통해 기관 삽관된 환자들의 구강 위생 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별한 요구 중 하나는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105]. 기구의 오염이나 구인두내 집락, 

분비물의 미세 흡인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의 원인 요소이다[118].

43. 

인공호흡기관련폐렴(VAP)은 인공호흡기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으로서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다. VAP는 인공호흡기를 사용 후 최소 4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폐렴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의 사용기간이 증가하면 VAP 발생률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VAP로 

인한 사망률이 5-65%로 보고되었으며 높은 의료비용의 원인이 된다[99,104].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 

48시간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환자의 10-20%에서 VAP가 발생하였는데, VAP가 있는 환자의 사

망률은 24-50%이며 다재내성균에 의한 VAP의 경우 사망률이 76%까지 증가하였다. VAP가 발생한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2배에 가까웠으며, 중환자실 체류일수가 길어졌다. 

따라서 VAP예방은 환자의 결과개선에 필수적이다[119]. 

43-1) 

환자의 반좌위는 앙와위에 비해 하부기도에 기도흡인이 되는 것을 낮추기 때문에 VAP 발생이 

낮은 것과 상관성이 있다[111]. 45도까지 침상머리를 올리지 않으면 치료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하여 침상을 올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권고하였다[99]. 의학적으로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 기도

흡인의 고위험환자 즉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기관내튜브를 사용하는 환자의 침상머리각도는 

30-45도로 상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침상머리를 30도 이상 상승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침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4) 기관내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기관내관을 제거하기 위해 커프의 공기를 제거하기 

전(deballooning)에 구강 내 흡인이 필요한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수정 

없음
Ⅱ  B

5)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경장영양을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복부팽만이 될 경우 

기도흡인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복부팽만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수정 

없음
Ⅱ  B

44. 기관내관으로 인한 입술이나 점막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중환자의 입술 및 구강 내 

점막 보습을 위해 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빈도로 구강 보습을 제공한다.

(예: 인공타액, 구강보습겔, 냉수 스프레이, 입술 보습제 등)

추가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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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머리각도를 20~30도로 상승시켜도 10도 상승군과 비교하였을 때 VAP 예방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높은 각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100]. 2014년 CDC의 VAP 예방 전략 

업데이트에서는 침상머리를 상승시키는 것의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는 불충분하나 단순하면

서도 효과적이고 잠재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추가 자료가 발표되기까지는 이 권고안을 

유지한다고 기술하였다.

43-2) 

낮은 커프압이 VAP의 위험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가 보고 되었다. 구강 및 인두부분

에 고인 분비물은 커프압이 자연적으로 낮아지거나 일시적으로 커프의 공기가 제거되었을 경우 

쉽게 하부기도로 이동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튜브의 커프압은 20-25mmHg 

(20CmH2O)를 유지하며 최소누출기법(Minimal Leak Technique)은 더 이상 권장하지 않는다[100].

참고로 최소 누출 기법은 기관내관 혹은 기관절개관의 커프를 완전히 부풀린 뒤, 커프 압력으로 

인한 기관(trachea)의 손상을 막기 위해 흡기 말에 약간의 공기가 샐 수 있도록 커프의 바람을 소량 

제거하는 방법이다[120].

43-3) 

설하 분비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특별히 고안된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초기에 발생하는 VAP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기관튜브를 교환

하는 도중에 설하에 있는 분비물에 의한 기도흡인 위험성이 높다고 하여 설하 분비물 제거를 위한 

튜브로 모두 변경할 것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면 환자의 설하부분에 고이는 

분비물의 지속적 또는 간헐적 제거를 위해 튜브의 뒤쪽에 구멍이 있는 튜브를 사용하되 일반 기관

튜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튜브를 제거하기 전에 커프의 위쪽에 고이는 분비물을 충분히 제거하도록 

권고하였다[100,117]. 

특수한 기관내삽관튜브의 사용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에서 여러 연구에 근거하여 설하분비물 제

거 튜브를 사용함으로써 증가하는 비용은 VAP로 인한 질병의 부담 증가에 비하면 타당하지만, 72

시간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성문하 흡인용 튜브를 가진 환자의 VAP 발생

이 낮고 인공호흡기 사용일수를 단축하므로 이러한 튜브는 장기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

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추천하였다[99]. 그러나 임상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기관튜브를 삽입하게 되므로 이러한 지침이 기관삽관이 된 환자를 위한 프로토콜에 포함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침개발자들은 응급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비해 장기간 인공호흡기 

사용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병원내 합의를 이루어 응급실이나 임상의사들이 이런 환자에게 특수

한 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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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ndotracheal tube with subglottic suction line 

출처: subglottic suctiion endotracheal tube : https://images.app.goo.gl/CB6AyRfAofTzs4J6A

43-4) 

2003년 CDC의 구강간호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관내관 제거(발관)을 위해 기관내관 커프의 공기를 

제거하기 전 반드시 커프 위 분비물을 제거할 것을 category Ⅱ 수준으로 권고하였다[117].

43-5) 

비위관이나 흡인 재료, 구강내 기관 삽관 등이 위 역류를 일으킬 수 있다[109]. 구인두와 위장관은 

VAP와 관련이 있는 병원균의 주요한 집락소가 된다[121]. 

경관 영양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위 내용물의 흡인은 종종 발생하며 폐렴의 고위험 요인이 된다

[122]. 경관영양의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지속적(continuous)/주기적(cyclic)/간헐적(intermittent)/일

회(bolus) 시행 방법이 있고 이중 간헐적/일회 영양 방식에서 위 배출이 지연되고 복부가 팽만되며 

흡인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123].

44. 

치태의 집락은 개구(mouth opening)가 길어지면서 구강 내 건조에 의해서, 그리고 적절한 구강

간호의 부재에 의해서 악화된다[121,124].

영국 NHS에서 발간한 “Mouth care matters”[114]와 미국 중환자간호사회에서 발간한 AACN 

practice alert 등 많은 문헌에서 모두 중환자의 입술과 구강점막 보습을 강조한 부분이 있어 금번 

구강간호 권고문 개정에서 입술과 구강점막의 보습에 대한 권고문을 추가하였다. 구강 건조가 불

편감과 통증을 유발하므로 구강간호 프로토콜에 구강 및 점막에 대한 보습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문헌들이 보고되었다[125,126]. Puntillo, Arai, Cooper, Stotts, & Nelson[126]의 2014 연구에서는 중환

자실 환자에게 구강 swab wipes, 멸균 냉수 스프레이, 입술 보습제 적용을 포함하는 갈증 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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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환자의 갈증과 구강건조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akeyasu 등의 2014년 연구에서는 구강 보습 겔(oral moisture gel) 적용이 기관내관 커프의 오염을 

막아 세균 등의 인두 침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O’reilly의 연구에서도 중환자의 구강 

보습에 관한 문헌이 많지는 않지만 인공 타액(artificial salivas)이나 타액 분비 촉진제(saliva 

stimulants), 레몬과 글리세린, 물 등이 보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110]. 

구강 보습 빈도와 관련하여, Takeyasu 등의 연구에서는 구강 보습 간호를 1일 3회 적용하였고 

Puntillo, Arai, Cooper, Stotts, & Nelson[126]의 연구에서는 첫 날에는 1일 2회, 둘째 날에는 1일 3회 

적용하였다. AACN 구강간호 권고문에서는 구강 보습을 2-4시간마다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전

문가 의견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지침에 따라 보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권고문을 수정하였다.

6. 암환자 구강간호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Ⅵ. 암환자 구강간호

Ⅵ-1. 구내염에 대한 예방적 간호중재

45. 구내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정한다. 

① 매일 구강 점막을 사정한다.

②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여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한다.

➂ 구강 내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치과에 의뢰한다.

추가 Ⅲ C

46. 구내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칫솔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출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칫솔이나 면봉을 사용한다.

➁ 불소함유 비발포성 치약으로 치아와 치은을 부드럽게 닦는다. 올바른 칫솔사용 

방법에 따라 최소한 하루에 두 번(식후 및 취침 시) 이상 치아를 닦는다.

➂ 전동칫솔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설명에 따라 사용한다.

➃ 칫솔 사용 후에는 물로 깨끗이 헹구고, 칫솔 머리가 위를 향하도록 보관한다.

➄ 칫솔은 최소 한 달에 1회 교환한다.

추가 Ⅲ C

47. 구내염 예방을 위한 구강세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하루에 4회 양치질 한 후 무알콜 구강 세정제 15ml로 1분간 함수한 후 뱉는다. 

- 구강세정 후, 처음 30분 동안은 먹지 않는다.

추가 Ⅲ C

48. 구내염 예방을 위한 의치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틀니 사용 전에 항균 용액 0.2% 클로르헥시딘에 10분간 담근다.
추가 Ⅲ C

49. 식염수 또는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중조) 구강함수제는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Ⅰ A

50. 벤지다민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전, 중, 2-3주 후까지 

하루 4-8회 15ml를 사용한다.
수정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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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암환자의 구강간호는 각 기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구내염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다[127]. 깨끗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한 규

칙적인 양치질과 치실, 구강함수제의 사용 등을 포함한 구강간호 프로토콜이 규칙적으로 적용되어

야 하며, 이를 통해 구강감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자극으로 인한 점막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편안함을 증진시킬 수 있다[94].

구강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양치질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등도 이상의 

구내염이 발생한 환자는 일반 칫솔로 양치질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이런 경우 거즈 등을 이용하

여 구강간호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충분히 구강을 세척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치질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양치질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128].

45.

암환자에서 발생하는 구내염은 염증성 또는 궤양성 병변으로 정의된다[68]. 암 치료 후(방사선 

요법, 항암 화학요법)에는 면역이 저하되고 구강점막의 정상세포가 떨어져 나가 염증을 일으켜 홍

반이나 궤양으로 나타나며, 염증부위에 이차 감염 및 외상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129]. 구내염

은 구강 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비리단스군 연쇄상 구균과 같은 구강내 세균에 의해 박테리아

혈증을 유발하고 입과 목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음식을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경우가 있다[130]. 

이것은 독성이 되어 결과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암 치료 중인 환자

는 구내염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구강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131,132,133].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51.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두경부 암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Ⅱ

Weak

against

52.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구강함수제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두경부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Ⅲ C

53.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 ony-Stimulating 

Factor, GM-CSF)구강함수제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고용량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Ⅱ B

54. 구강 냉요법은 5-플루오로우라실(5-Fluorouracil, 5-FU)이나 고용량 멜팔란(Melphalan)

을 투여받는 암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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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암환자에게 구내염이 발생하는 기간은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후 3-7일에 나타나고 

보통 2주내에 호전되지만 일단 구내염이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항암화학요법 

전에 구강간호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34]. 그러므로 암치료기간 동안 구내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혀나 혀 밑, 입천장이나 뺨 안쪽에 붉은 색의 반점이나 궤양이 보이는지, 입안

이 붓거나 따끔거리고 아픈지, 구강 통증으로 음식을 삼키기 힘든지, 입안에서 피가 지속적으

로 나거나 멍이 들어 있는지 매일 구강점막을 사정해야 한다[135].  

② 항암요법제나 방사선요법으로 인해 타액 분비가 억제되어 구강이 건조해지면[136,137,138] 구

내염 발생이 쉽고 홍반 또는 궤양으로 확산되면서 이차 감염 및 외상과 같은 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어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여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한다[68]. 

③ 암 치료 중인 환자는 집중적인 구강위생과 적절한 영양섭취를 하며 구강점막을 손상시키는 

흡연 및 음주를 삼가함으로써[139] 구강건조와 구강 합병증을 예방하여 구강위생이 재발되는 

암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39,140]. 구내염이나 치주염, 

충치, 잇몸에 맞지 않는 틀니 등의 구강 문제가 있으면 구강점막을 손상시켜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구강 내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강검사를 철저히 하고 문제발생 

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치과에 의뢰한다[141]. 

46. 

구내염과 구강 건조증이 있는 암 환자에게 부드러운 칫솔 사용이 필요하다[142]. 

① 칫솔질이 어려운 경우, 특히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서 혈소판 수치가 낮은 환자는 출혈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칫솔이나 면봉을 사용한다[135]. 

② 암환자는 적절한 영양과 체중유지를 위해 고 칼로리 및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는데 이는 충치

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143]. 이때 음식물이나 음료섭취 후에 물 또는 무설탕 구강 세정

제로 입을 헹구도록 하고 환자는 최소 하루에 두 번(식후 및 취침 시) 불소치약(5000ppm) 

으로 치아와 치은을 부드럽게 닦는다[142]. 칫솔질이 고통스러우면 스펀지나 무알콜 클로르헥

시딘 구강 세정제를 적신 거즈로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144]. 

③ 전기를 이용한 회전 진동칫솔은 손으로 닦거나 칫솔에 비해 치은염을 더 감소시킨다[145]. 

전동치솔 사용은 치아 장축에 45도나 90도로 위치시켜 칫솔모가 치은연에 위치하도록 하고 

한 치아 당 3-5초 치면에 가볍게 닿게 하는 정도로 닦고 구강 내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제품 설명에 따라 사용한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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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칫솔 사용 후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물로 깨끗이 헹구고, 칫솔 머리가 위를 향하도록 보관한다

[146]. 칫솔은 촘촘할수록 통풍과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세균번식 가능성이 높으므로 칫

솔에 세균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비치하고[146] 자주 갈아 주어야 

한다[147]. 

⑤ 사용한 칫솔은 사용 후 흐르는 물에 잘 씻어 건조한 곳에서 서로 닿지 않게 보관하며 칫솔 

머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 건조 효과를 높이고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높여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여 세균감염을 감소시킨다[147]. 칫솔모가 벌어져 처음 칫솔 머리 부분의 칫솔모 부분 단면

적보다 20~30% 정도 더 넓어지면 칫솔을 교체해주어야 하는데[146]. 칫솔 사용 후 4주가 지나

면 세균이 자라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최소 한 달에 1번 교환하여 사용한다[146].

47. 

집중적인 구강 위생의 관리는 구내염을 감소시킨다[148]. 구강 함수제는 구강 위생, 감염 예방, 

치료, 구강 보습 또는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한다[93]. 구강함수제는 구강 내에서 떨어져 나온 찌꺼

기를 제거하고 수분을 제공하므로 사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알코올은 점막을 탈수시키고 자극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구강함수제에는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149]. 

구내염 예방을 위한 구강세정은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4번 양치질 한 후[150] 

0.15% benzydamine hydrochloride 구강 세정제(DifflamⓇ) 15ml를 1분간 함수한 후 뱉고 세정한다. 

- 치약의 장점을 얻기 위해 구강 헹굼은 칫솔질과 다른 시간에 하는 것이 좋으며[142] 구강세정 

후 처음 30분 동안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149].

48. 

치주염, 충치, 날카로운 치아나 맞지 않는 틀니는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구강사정을 

하여 구내염이 있으면 틀니를 제거하고 치료해야 한다[141]. 감염예방을 위해 식사 후 매번 틀니를 

제거하고 세정해야 하며 칫솔을 이용하여 매일 비누와 물로 닦아주며, 그 후에 0.2% 클로르헥시딘 

용액에 10분간 담그고 수면시에는 제거한다[141]. 틀니에 금속 성분이 없으면 희석된 차아염소산나

트륨(표백제) 용액에도 보관할 수 있다. 수면 시에는 틀니를 제거한다[151].

49. 

식염수와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중조)과 같은 구강함수제는 활발한 생물학적 속성

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구강위생과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94]. 또한 환자에게 위해가 

없는 제제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이 용이하여 임상실무에서 권장된다[151,152]. 탄산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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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구강함수제는 타액의 산도를 떨어뜨리고 점액을 희석시키며 진균의 집락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127]. 식염수 또는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중조) 구강함수제는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93]. 

50. 

벤지다민(benzydamine, Tantume) 구강함수제는 진통, 마취, 항염, 항균특성이 있는 비스테로이

드 제제로 구내염의 주요 대사기전 중 선택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독성을 감소시켜[154] 두경부 암환자의 방사선요법으로 인한 구내염 예방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구

강함수제로 사용이 권장된다[155]. 벤지다민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전, 중, 2-3주 후까지 하루 4-8회, 15ml를 사용한다[149].

51. 

Chlorhexidine은 그람 양성, 음성 뿐 아니라 혐기성, 호기성균 및 효모에 대해서도 효과를 나타내

는 항균제이다. 음이온을 띈 세균의 세포벽에 양이온을 가진 chlorhexidine 분자가 결합함으로써 

살균 작용을 나타낸다. 클로르헥시딘의 농도에 따라 고농도에서는 살균작용, 저농도에서는 정균 

작용을 나타낸다[52]. 그러나 chlorhexidine은 치아나 구강 표면에 착색이 될 수 있고 치은 연상 치

석의 형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최대 10일까지만 사용한다[52]. 또한 미각의 변화도 올수 있다. 

드문 경우지만 쇽 증상이나 구토,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

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52]. 암 수술 후 칫솔질이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항균제로 0.12-0.2% 

무알콜 클로르헥시딘 구강 세정제 10ml를 하루 두 번, 1분간 입안에 머금은 후 뱉어낸다. 어린이의 

경우 입 헹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즈나 스폰지로 발라준다. 클로르헥시딘 사용과 칫솔질 사이

에 30분의 시간 간격이 필요하고 점막의 불편함을 유발할 경우 0.2% 클로르헥시딘 농도를 물로 

1 : 1로 희석해서 사용한다[144].

52. 

수크랄페이트는 위장관 점막에 항염증작용을 가지고 있는 궤양치료제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증가

시키고 염기성 섬유모세포 증식인자(bFGF)에 결합하여 산 분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

다[127]. 이론적으로, 수크랄페이트와 같은 코팅제제는 신경말단의 노출을 막아 구강 통증을 줄여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연구결과들이 아직 이런 효과를 증명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항암화학요

법이나 두경부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구내염 예방 및 치료에 권고되지 않고 있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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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GM-CSF)는 조혈

모세포에 결합하여 과립구와 대식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조장하는 물질로, 이를 구강 함수액으로 사

용하여 구내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구내염 치료에 어

떠한 효과도 보여주지 못했다[127]). 따라서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의 구강함수제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고용량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54. 

구강 냉요법은 국소적으로 혈관수축을 일으켜 구강조직에 혈류를 감소시키므로 그 부위에 항암

제 전달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하는 중재방법이다[157]. 이 요법은 반감기가 짧은 5-플로오로 우라실

(5-Fluorouracil, 5-FU)이나 멜팔란(Melphalan)같은 일부 항암제 투여 환자에서 구내염 중증도 감소

에 근거가 있으며 적용방법은 약물투여 5분전부터 주입 후 30분까지 얼음조각이나 얼음물을 머금

고 있도록 하는 것이다[157]. 연구에 의하면 5-FU의 bolus 투여 시 투여 5분 전부터 약 30분 동안 

얼음을 입에 물고 있는 냉동요법이 구강 점막염의 발생을 약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는 구강점막 내의 혈관수축을 유발하여 점막에 도달하는 5-FU의 양을 최소화시키는 기전에 

의해 일어난다[158]. 구강 냉요법은 매우 저렴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므로 사용이 쉽다.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Ⅵ-2. 구내염에 대한 치료적 간호중재

55. 구강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간호중재를 시행한다. 

① 맵고 짜고 시고 딱딱한 음식과 음료는 구강조직에 자극적이므로 부드럽고 순한 

식이요법을 권한다.

② 음주와 흡연은 피한다.

➂ 불량 의치나 깨진 치아는 치과에 의뢰한다.

➃ 벤지다민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요법 전, 중, 후, 2-3주 후, 하루 4-8회 사용하여 

구강염을 예방한다.

➄ 구내염 발생이 쉬운 항암화학요법(5-FU)을 사용할 경우 30분 전에 얼음칩(ice 

chip)을 사용하여 입안을 냉각시킨다. 

➅ 구강 통증이 있는 경우 식사 전에 2% 리도카인 용액을 사용한다.

추가 Ⅲ C

56. 구내염으로 인해 칫솔질이 어려운 환자는 거즈 등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이 때 

거즈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양치질을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한다.
수정 Ⅲ C

57. 구내염 발생 시 탈락되는 점막과 염증물질을 제거하고 조직의 치유를 돕기 위해 

생리식염수로 수시로 입안을 헹구어낸다.

수정

없음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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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55. 

집중적인 구강 위생은 구내염의 심각성을 감소시킨다[159]. 환자는 적절한 식이 요법을 하고 특

정 음식과 음료를 멀리하여 불편을 없애야 한다. 

① 적절한 식이 요법에 대해 조언을 하고 특정 음식과 음료를 피한다.

암 치료 중 고 칼로리 섭취가 필요하여 탄수화물(설탕)의 섭취가 증가하거나 빈번하게 발생하

는데 적절한 영양 섭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암 치료 후(방사선 요법, 항암 화학 요법)에는 

면역이 저하되고 구강 점막의 정상세포가 떨어져 나가 염증을 일으켜 홍반이나 궤양이 나타

나며 염증 부위에 이차 감염 및 외상요인에 의해 악화 될 수 있다[160]. 산성이거나 매운 음식, 

거친 음식은 점막 조직을 자극하고 외상을 입힐 수 있어 시원하거나 미지근한 음식과 부드럽

고 순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161].

② 흡연과 음주는 구강 환경을 건조하게 하므로 피하도록 한다[162].

구강점막을 손상시키는 흡연 및 음주는 삼가하여[163] 구강이 건조해짐을 예방하며 구강 합병

증을 예방하고 재발 되는 암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64].

③ 틀니나 날카로운 치아는 구강점막을 손상시켜 구내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교정

하고 틀니는 제거한다[156].

④ 벤지다민 구강함수제는 부어오른 부위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통증을 감소시키며, 세포막 안정화

를 통해 염증의 원인을 억제해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벤지다민 구강함수제의 성분인 

benzydamine hydrochloride는 진통, 마취, 항염, 항균특성이 있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로 

구내염의 주요 대사기전 중 선택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독성을 

감소시켜[154] 방사선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의 구내염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65].

벤지다민 구강함수제는 방사선 치료 전에 시작하여 2∼3주 동안 1회 15ml 사용이 권장된다[166].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58.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중조) 구강함수제는 끈끈한 점액을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수정

없음
Ⅲ C

59.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구강함수제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구내염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Ⅰ A

60.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 ony-Stimulating 

Factor, GM-CSF) 구강함수제는 구내염 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없음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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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강 냉요법은 국소적으로 혈관수축을 일으켜 구강조직에 혈류를 감소시키므로 그 부위에 항

암제 전달을 감소시킨다[167]. 구강 냉요법은 반감기가 짧은 5-플루오로우라실(5-Fluorouracil, 

5-FU)이나 고용량 멜팔란(Melphalan)을 투여받는 암환자의 구내염 중증도 감소에 근거가 있

으며 항암제 투약하기 30분 전에 얼음조각을 사용하여 입안을 냉각시킨다[168]. 적용방법은 

약물투여 5분전부터 주입 후 30분까지 얼음조각이나 얼음물을 머금고 있도록 하는 것이다

[157]. 구강 냉요법은 매우 저렴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으므로 사용이 쉽다[169].

⑥ 구내염을 유발하는 항암화학 요법제 사용으로 인한 구내염 완화 치료법으로 식사 전에 2% 

리도카인 구강세척제를 권장한다[159,170].

56. 

구강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양치질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등도 이상의 

구내염이 발생한 환자는 일반 칫솔로 양치질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거품 면봉은 칫솔만큼 효과적

이지는 않지만 거품 면봉이나 거즈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수술 후 또는 진행성 질환이 있을 

경우 거즈 등을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시행할 수 있다[171]. 그러나 이런 방법은 구강을 세척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양치질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양치질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128].

57. 

식염수와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ste, 중조)과 같은 구강함수제는 활발한 생물학적 속성

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구강위생과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94]. 또한 위해가 없는 제제

로 비교적 저렴하고 이용이 용이하여 임상실무에서 권장된다[151,153].

58. 

탄산수소나트륨 구강함수제는 타액의 산도를 떨어뜨리고 점액을 희석시키며 진균의 집락을 막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2].

59. 

수크랄페이트는 위장관 점막에 항염증작용을 가지고 있는 궤양치료제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증가

시키고 염기성 섬유모세포 증식인자(bFGF)에 결합하여 산 분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

다[173]. 이론적으로, 수크랄페이트와 같은 코팅제제는 신경말단의 노출을 막아 구강 통증을 줄여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연구결과들은 아직 이런 효과를 증명해주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구내염 예

방 및 치료에 권고되지 않고 있다[151].



63

병원간호사회

구강간호 (2020 개정) (Oral Care)

60.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GM-CSF)는 

조혈모세포에 결합하여 과립구와 대식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조장하는 물질로, 이를 함수액으로 사

용하여 구내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구내염 치료에 

어떠한 효과도 확인되지 않아 권고하지 않는다[174].

7. 암환자 구강합병증 간호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Ⅶ. 암환자 구강합병증 간호

Ⅶ-1. 구강감염에 대한 중재

61. 구강 칸디다증의 예방적 치료는 권고되지 않으나 발생 위험도에 따른 예방적 치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한다. 

수정

없음
Ⅲ C

62. 구강 칸디다증의 예방을 위한 항진균제는 위장관 점막으로 흡수되는 제제를 사용한다.
수정

없음
I A

63. 구강 칸디다증 발생 시 치료는 위장관 점막으로 흡수되는 항진균제를 사용할 수 있다.
수정

없음
Ⅲ C

64. 구강 칸디다증 발생 시 치료는 azole계 항진균제를 사용한다. 추가 Ⅲ C

65. 구내염을 치료하기 위해 무알콜성 중탄산 나트륨 구강 함수제의 사용 빈도는 매 1시간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추가 Ⅲ

Weak

for

66.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를 위해 acyclovir를 사용한다.

수정

없음

I A

① 가벼운 입술병변은 acyclovir 연고를 적용한다. Ⅲ C

② 심한 입술병변이나 구강내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은 acyclovir를 경구 투약한다. I A

③ 심한 구강내 병변이거나 경구 투약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acyclovir를 정맥 

투여한다.

Ⅲ C

배경

61. 

구강 칸디다증은 다른 감염에 비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전신 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감염에 비해 훨씬 높으며, 대부분은 구강에서 유래한다고 보여진다[174]. 구강 칸디다증은 범

발성의 발적이나 흰색 패치(white patch)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흔하다[175]. 구강 칸디다증

의 예방을 위한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예를 들면, 고형암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권고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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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칸디다증에 더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위험

인자에 따라 예방적으로 항진균제를 사용할지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176]. 일부 암센터에서

는 어린이들에게 항진균 예방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177].

두경부 방사선 요법과 항암화학요법치료는 구강의 곰팡이 감염(oral fungal infection)의 발생 위

험을 증가시킨다. 방사선요법치료는 침샘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침샘 기능을 보존하는 amifostine을 

사용하는 경우 구강감염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두경부암 환자에 대한 감염 예방은 환자

가 앓고 있는 질환의 병적 인자로 인해 감염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에 필요하다[178].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때로 면역기능이 저하되며, 구강감염을 포함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

된다[176]. 모든 항암치료에서 구강내 곰팡이 감염의 유병율은 치료 전 7.5%, 치료 중 39.1%, 치료 

종료 후 32.6%이다[176]. 곰팡이 감염에 대한 전신적 치료는 구강의 곰팡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

다. 코크란 문헌 검색에서는 구강 곰팡이 감염의 예방에 대한 비용 효과성을 다루는 적합한 논문은 

없었다[176]. 침습성 곰팡이 감염(IFI, Invasive Fungal Infection)의 위험이 있는 소아암 환자나 

HSCT(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tation) 환자에게는 항진균 예방제(경구로 또는 환자가 적응

하지 못한다면 정맥으로 투여) 사용을 권장한다[179]. 구강 칸디다 감염증 발생의 위험인자는 아래

와 같다.

구강 칸디다 감염증 발생의 위험 인자[180]

① 건조한 구강(침에는 항진균 효소가 포함되어 있음)

② 스테로이드 흡입기 사용을 포함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경우

③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경우

④ 밤에 의치를 끼고 있는 경우(특히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⑤ 고령

⑥ 면역이 저하된 경우

⑦ 흡연

62. 

대부분의 치료법은 구강 칸디다증 치료를 목표로 하지만 면역이 저하되거나 백혈구 감소가 있는 

환자에서는 구강 칸디다증 예방의 잠재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Cochrane 문헌 고찰에 의하면 

암환자의 칸디다증 예방에 위장관으로 흡수되는 약물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

다[181]. Fluconazole, itraconazole, posaconazole과 micafungin(Mycamine)이 항암 치료 동안 곰팡이 

감염(fungal infection)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사용 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다수의 연

구에서 보고되었다[176]. 항진균 예방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복용(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15mg 

프레드니솔론 또는 그 이상)하는 환자에게 투여해야 하며, 하루에 한 번 50mg 경구용 플루코나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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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방될 수 있다. HSCT를 받는 환자를 포함한 고위험 환자는 예방적 조치로 항진균제를 받아야 

한다. 일부 환자에게 경구 또는 정맥 주사로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또는 포사코나졸과 같은 

약제가 처방될 수 있다(의약품 선택은 기관의 정책/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182]. 

구강 칸디다증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항진균제는 다음과 같이 위장관 점막으로 흡수되는 

제제와 부분적으로 흡수되거나 흡수되지 않는 제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장관으로 흡수

되는 항진균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니스타틴과 같이 위장관에 흡수되지 않는 약물은 구강 

칸디다에 대한 예방적 항진균제로 권장되지 않는다[179]. 그러나, 니스타틴은 구강칸디다 감염에 

일차적으로 사용되나 분자량이 크므로 혈관으로는 흡수가 되지 않아 보통 국소도포용으로 사용한

다[183]. 구강점막질환에서 도포용으로 약물을 선택하는 목적은 혈관으로의 약물투여보다는 약물

이 기저막 정도로 침투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작용하는 것이다[184]. 플루코나졸은 수용성이며 분자

량이 작아서 점막 침투율이 높지만 경구 투여나 정맥내 주사 시 더욱 큰 효과가 있다[183]. 곰팡이 

감염의 예방은 이미 입증되거나 의심되는 유기체의 감수성, 약물 독성 및 환자의 임상 상태, 합병증 

및 병용 약물을 고려해야 한다[179]. 그러나, 구강의 곰팡이 감염 예방을 위해 전신적인 방법과 국소

적인 방법에 대한 비용 효과적인 면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176].

<표 6> 약제의 위장관 흡수정도

위장관 

흡수 정도
흡수됨 부분적으로 흡수됨 흡수되지 않음

약제

플루코나졸(fluconazole)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클로트리마졸(clotrimazole)

마이코나졸(miconazole)

암포테리신 비(amphotericin B)

니스타틴(nystatin)

63. 

구강 칸디다증의 치료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Cochrane review에 따르면 위장관으로 흡수되는 

항진균제는 위약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위장관으로 흡수되지 않는 니스타틴과 

비교한 연구에서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위장관으로 흡수되는 각 항진균

제 간의 효과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181]. 대표적인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의 경우, 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진균 감염을 예방하고 진균 집락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IDSA(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가이드라인은 중등도 이상의 구강인두 칸디다증에 플루코나졸을 사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76].

구강 칸디다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진균제는 감염의 위치와 감염의 정도에 따라 처방될 수 있

다[180]. 

① Nystatin: 입안을 헹구도록 처방된다. 도포효과(topical effect)를 위해 가능한 오랫동안 입안에 

물고 있다가 삼키도록 한다. 하루에 4번, 식사 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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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iconazole: 젤 형태로 사용하며 식사 후, 하루에 4번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도포하고 삼킬 

수도 있다. 경구개와 입에 닿는 의치 부위에도 도포할 수 있으며 치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탕이 없는 것(sugar-free)으로 사용한다. 

③ Fluconazole: 전신적 요법으로 정(tablet)으로 처방된다. 이 약물은 한 군데 이상의 위치에 곰팡

이 감염이 있는 경우 사용한다.

④ Chlorhexidine(0.2%): 의치를 세척 후 하루에 두 번, 15분 동안 담궈둔다(British National 

Formulary).

64. 

구강 칸디다증 치료 시 부작용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국소 작용제가 전신 작용제보다 선호될 

수 있다[186]. 그러나 국소 약제의 효능에 대한 결과에 일관성이 없으며 일부 암센터는 전신 항진균

제가 바람직하며 각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각 환자의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

한다[176]. 혹은 국소 제제의 높은 재발률 때문에, 전신적 항진균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190]. 

IDSA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등도에서 심한 감염 치료에 전신적 치료로 fluconazole(DiflucanⓇ)을 

2주 동안 하루 100-200mg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176]. Fluconazole에 내성이 있는 경우 itraconazole 

capsule 200mg을 2~4주 동안 사용하거나 itraconazole 경구 현탁액 200mg을 2주 동안 사용하는 것

을 고려한다. 이차적 약물로 posaconazole(NoxafilⓇ)이 IDSA에 의해 권고된다[188]. 질병의 불응기

에는 다양한 치료 범위를 가진 voriconazole(VfendⓇ), caspoofungin(CancidasⓇ), amphotericin 

B(FungizoneⓇ)와 같은 약물이 권고된다. Voriconazole은 심한 광민감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

암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Amphotericin B는 고열과 같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알려

져 있다[175]. 

65. 

식염수와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중조)과 같은 구강함수제는 활발한 생물학적 속

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구강위생과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94]. 또한 해가 없는 

제제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이 용이하여 임상실무에서 권장된다[188,189]. 탄산수소나트

륨 구강함수제는 물 한 컵에 중조(sodium bicarbonate) 한 티스푼을 녹여서 만들 수 있다. 구강

건조증(xerostomia)이나 미란(erosion)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에게 권고되며 침의 pH를 높이고 

Streptococcus mutans와 같은 산저항성의(aciduric) 미생물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 탄산수소나

트륨은 입맛을 좋게 하고 산을 중화시켜서 찰과상을 예방한다. 무자극이어서(bland) 구강건조증

이나 구강 궤양질환이 있는 환자의 구강점막을 자극하지 않는다[52].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조식염수를 2~3시간마다 사용하여 입을 헹구는 

것으로 항암치료로 인한 구내염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90]. 매 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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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취침 전에 중조생리식염수와 탄툼 가글을 사용하여 구강간호를 시행한 경우 구내염 발생이나 

안위감 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불편감이 적은 중조생리식염수를 구내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할 것을 권고한 연구결과가 최근 보고되었다[191]. 중조 가글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매 식후와 

취침 전 혹은 2~3시간마다 입안을 헹구어 낸 후 뱉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ESMO guideline에서는 

전문가 의견으로 중조생리식염수의 사용 빈도를 필요에 따라 매 1시간마다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

하고 있다[192].

66.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를 위해 acyclovir를 사용한다.

① 가벼운 입술 병변은 acyclovir 연고를 적용한다.

② 심한 입술 병변이나 구강 내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은 acyclovir를 경구 투약한다.

③ 심한 구강 내 병변이거나 경구 투약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acyclovir를 정맥 투여한다.

면역 저하를 초래하는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연구자들도 있다[174]. HSV(herpes simplex virus) 항원이 있는 환자가 골수 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acyclovir 치료(주사용)를 전신적으로 받는 것은 현재 치료의 기준이며 이를 

통해 반복적인 HSV 감염을 줄이고 점막의 HSV를 치료할 수 있다[175]. 소아의 경우에도 항암치료

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HSV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46]. 구강 내 바이

러스 감염은 골수기능이 저하된 암환자에게 흔히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재발하며 통증을 동반하는 

궤양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입 주위나 구강 내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은 

대부분 헤르페스 바이러스(herpes virus)이며 특히 단순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가 가장 

흔하다[175].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HSV 감염은 대개 항암치료를 시작하고 7~14일내에 발생하며

[174],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HSV 감염의 범위와 심각도는 면역저하의 정도와 연관이 있다[193]. 

Acyclovir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조절에 효과적인 약제로 알려져 있으며 예방과 치료의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있고 국소 또는 전신적용이 가능하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acyclovir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지만 병변의 정도에 따라 국소제제(연고)나 경구, 주사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근거들이 필요하다[46]. 면역저하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경구용 acyclovir, valaciclovir, famciclovir가 고려될 수 있다. 

면역저하가 심한 환자에서는 주사용 aciclovir를 투여해야 한다[174].  

좋은 구강 위생이 기본이지만 항진균제 및 항바이러스 치료는 화학 요법을 받는 혈액암 환자 

(지역 정책/지침에 따름)를 포함하여 면역 저하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될 수 있다. 항 

바이러스 예방은 경구로(또는 지역 정책/지침에 따라) aciclovir 또는 등가의 약물을 하루에 3번 처

방 할 수 있다. 일부 혈액 질환 환자에게는 더 많은 용량이 제공될 수 있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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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Ⅶ-2. 통증에 대한 중재

67.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은 WHO 통증 관리 사다리에 따른 마취 구강 세정제, 코팅제, 

전신진통제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수정 I

Weak

for

68. 단시간의 구강 통증관리를 위해 리도케인 구강함수제와 같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다. 

약물 사용 후 6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수정 Ⅲ C

69. 마약성 진통제는 구내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에 사용한다.

수정

없음

① 두경부암에 대한 화학 방사선 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점막염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는 0.2% 모르핀 구강 세정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

Ⅲ C

② 항암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의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는 펜타닐(Fentanyl) 

패치를 사용한다.

Ⅱ B

③ 암환자의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모르핀 PCA를 사용한다. Ⅲ C

배경

67.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은 암환자가 호소하는 주된 불편감 중 하나이다. 구강 통증은 삼키고 말하

는 것을 어렵게 하여 영양 문제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194]. 구강의 통증은 치주 질환의 갑작스러운 악화, 치아 뿌리 표면의 민감도나 치석과 관련되어 

생길 수 있다[174]. 구강 통증의 조절을 위해서는 국소적, 전신적 중재를 적용할 수 있다.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Magic Solution”이라고 알려진 구강함수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용액은 디펜닐하이드라마민(diphenylhydramine), 점성의 리도케인, bismuth, subsalicylate로 구

성되어 있다[195]. 이 용액은 급성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구강으로 음식의 섭취를 

쉽게 한다. Episil®, MuGard®, Gelclair®, OralLife gel® 같은 코팅보호제의 사용을 고려한다. 코팅

보호제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 보호막을 만들기 위하여 입 주변을 헹구어주며 구역반사 억제를 위

해 식사 30-60분 전에 사용해야 하며 삼키면 안된다[178]. 

그러나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해야 한다[196]. 약하거나 중등도의 통증은 비마약성 진통제로 치료해야 한다. 중등도에서 심

한 통증을 경험하는 환자나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으나 적절하게 통증이 조절되지 못한 환자는 

비마약성 진통제와 코데인(codeine), 옥시코돈(oxycodone),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 디하이드

로코데인(dihydrocodeine)과 함께 사용하여 치료한다[174]. 국소적 중재 방법으로 사용되는 리도케

인 비스커스(Lidocaine viscous)와 같은 국소마취제는 적용이 쉽지만 작용시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 



69

병원간호사회

구강간호 (2020 개정) (Oral Care)

또한 구역반사를 억제시킬 수 있고 심혈관이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스커스 제제들은 점막벽에 달라 붙어 찌꺼기를 남길 수 있어 구강 간호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128].

World Health Organization(WHO)[197]는 ‘암통증에서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3단계 암환자진통제

사다리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1986) 이후 ‘경구투여, 시간에 따라 규칙적이며, 단계에 따라, 개

인에 따라, 신중하게 구체적으로(by mouth, by the clock, by the ladder, for the individual, attention 

to detail)’라는 원칙을 추가하여 개정되었다[185]. 이 암환자진통제사다리의 의의는 암환자가 마약

으로 인한 약물중독이나 내성, 불법 사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

여 통증을 관리하는 것을 정당화한 것에 있다[198].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통증정도를 사정하여 세 단계 중 하나에서 통증관리를 시작하며 통증중

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다. 즉 암환자가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비마약성 약물

(Aspirin과 Paracetamol)을 구강으로 복용하며 2단계에서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Codein), 3단계에서

는 강한 마약성 진통제(Morphine)를 사용하여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진행한다. 각 단계에서 두려움

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통증단계에서 금기가 아니라

면 acetaminophen과 NSAIDs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WHO는 암환자를 위한 3단계 통증관리사다리와 함께 내과적 질환으로 통증을 지속적으로 가지

고 있는 소아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다리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

되고 있다[197].

<그림 7> WHO 진통제 투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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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파라세타몰이 포함된 분산성의 진통제(정제는 물에 녹여 삼키기 전에 구

강 청정제로 사용)를 사용할 수 있다. 파라세타몰은 열이 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필요

하다면 용해할 수 있는 코코다몰로 약효가 높은 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는 출혈과 신장 손상의 위험때문에 금기될 수 있다[195].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Oxynorm®, Sevredol® 및 Oramorph®을 포함하여 더 강한 진통제를 사용

해야 할 수도 있다(일부 액체 기반 진통제는 점막에 자극을 유발하고 통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알코올 베이스를 가질 수 있음). 환자가 계속해서 점막의 자극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추가 아편 

유사 진통제 사용을 고려하고 경피 패치, 환자 제어 진통제 같은 중재 경로를 검토하여 급성 통증 

팀 또는 완화 치료 서비스의 도움을 구한다[178].

68. 

국소마취제나 모르핀 구강함수제와 같은 국소치료법들은 제한된 초기 병변의 통증 치료에는 효

과적일 수 있다[199]. 단시간의 구강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코팅 보호제를 바르는 것을 고려한다

(Episil®, MuGard® OralLife gel®). 통증이 있는 부위에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기 

30-60분 전에 이러한 제품들로 입을 헹구어야 한다. 인스톨라겔과 같은 국소 lignocaine gels(리도카

인 젤)은 특정 병변에 사용될 수 있다. 흡인 위험으로 인해 구강 주위를 헹구거나 구강 뒤에 바르지 

않도록 주의한다[178]. 

69. 

심한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한 전신적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199]. 

MASCC/ISOO의 가이드라인은 모르핀을 사용한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 펜타닐 패치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PCA나 펜타닐 패치는 구내염으로 인해 경구약의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더욱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176]. 2% 모르핀 구강함수제도 국소적 중재방법으로 MASCC/ISOO 

가이드라인에서 권고된 방법이다. 

환자가 계속해서 점막의 자극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급성 통증 팀 또는 완화 치료 서비스의 

도움을 구한다[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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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3. 구강 건조증에 대한 중재

70.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중재를 적용한다.

- 음주와 흡연을 피한다.

- 타액 분비기능이 있는 경우: 무설탕 추잉껌에 의한 자극 권장

- 타액 분비기능인 안되는 경우: 물을 자주 마시거나 뿌리기, 인공 타액(salagen)으로 

대체

수정 Ⅲ C

배경

70. 

구강건조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항암제는 제한적이나(예를 들면 5-Fluorouracil와 methotrexate) 

구내염과 함께 구강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침 흐름(salivary flow)과 

침의 histatin 수치의 변화는 구강의 곰팡이 감염(candidiasis)과 침 속의 amylase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IgA 수치는 구강 내 박테리아로 인한 기회감염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174]. 환자의 심리적 상태, 투약 내역, 영양상태가 구강건조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안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구강건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담배(tabacco)와 음주(alcohol), 

카페인(caffeine)은 구강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구강건조와 연관된 약물로는 tricyclic 

antidepressant, antipsychotics, antihistamines, betablockers, atropinics 등이 있다. 그러나, 구강건조

증은 다양한 약물에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약물에 대한 적절한 reference를 참고해야 한다

[174]. 

항암제 사용으로 인한 구강건조증은 항암치료가 끝나고 수개월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침샘이 

자극에 반응하는 경우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거나 구강함수액으로 입을 자주 헹구거나 설탕이 없

거나 자이리톨이 함유된 껌을 씹는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일쥬스나 단단하고 매운 음식은 

피해야하며 음식과 음료는 차갑거나 실온 정도의 온도로 섭취한다. 알코올이 없고 자극이 없는 

침 대체제, 습윤제, 자극제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으로 인한 이득에 대한 문헌적인 근거는 부족

하다[174]. 

두경부 방사선치료 후 구강건조증은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다. 방사선치료는 침샘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침샘의 비가역적 손상이 나타나고 침 분비 기능이 상실된다. 주요 침샘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94~100%에서 구강건조증이 나타난다. 구강건조증은 불편감과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

고 말하거나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을 어렵게 하여 삶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 또한 구강건조증

은 충치와 구강감염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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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조증이 있는 환자는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거나 얼음조각을 녹여 먹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인공 타액 스프레이나 습윤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입술은 보습제를 이용하여 촉촉하게 

유지한다. 남아 있는 침샘의 활동을 증가시켜 타액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로카핀(pilocarpine)

같은 타액 촉진제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타액 촉진제의 사용은 소아에게는 검증되지 

않았다. 소르비톨(sorbitol)이나 자이리톨(xylitol)등을 사용한 무설탕 껌은 침 분비를 촉진하고 충치

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알콜 함수제도 구강내 수분을 제공하고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커피, 차, 카페인을 포함한 음료, 알콜이 포함된 구강함수제는 구강을 

더 건조하게 할 수 있어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175]. 습도를 잘 유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175].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Ⅶ-4. 구강 출혈에 대한 중재

71. 구강 출혈의 조절을 위해 압박 팩이나 젤라틴 스폰지, 또는 국소지혈제 사용 등의 

국소적 처치를 할 수 있다.

수정

없음
Ⅲ C

72. 구강 출혈이 있는 경우 혈액 수치 및 출혈성 경향에 따라 혈소판을 수혈하거나 지혈제를 

투여하는 등의 전신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문구

수정
Ⅲ C

배경

71. 

구강출혈은 혈소판 감소증, 응고인자의 저하, 혈관통합성의 손상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혈소판이 낮을 경우 구내염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출혈의 위험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요하다[175]. 항암치료제는 이차적으로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강내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손상이나 기존 질환에 의한 출혈이 예상될 수 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구강 내의 모든 곳에서 구강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잇몸 출혈이나 혈종을 

형성하는 피하출혈이 주로 나타나며 혈소판 감소증(<20,000mm3)이 심한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

나게 된다[174]. 구강(치아/maxillofacial) 출혈은 응급 상황으로 가능한 빨리 의료진에게 의뢰가 이

루어져야 한다[180].

출혈의 조절을 위해 압박 팩이나 젤라틴 스폰지를 이용해 압력을 가하여 지혈을 유도할 수 있다. 

얼음물로 가글을 하거나 차가운 물에 적신 거즈로 압박하는 것도 혈관을 수축시켜 지혈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소 지혈제(microfibrillar collagen, topical Thrombin)를 사용하여 응고를 촉진시

키는 국소적 처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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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항응고 요법 치료 중이거나 혈소판 감소증(thrombocytopenic)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

야 한다[178]. 국소적인 방법으로 출혈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혈소판을 수혈하거나 지혈제

(aminocaproic acid, tranexamic acid)를 투여하는 등의 전신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다[128]. 구강에 

출혈이 있는 경우 Tranexamic acid를 주사용 혹은 경구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5ml 물에 첨가하

거나 용해시킬 수 있음). 국소 출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4-6시간마다 구강 세정제로 사용한다[200].

혈소판(Pplatelets*)
혈소판 수치와 혈액응고 검사 시행

의학적 상태 가능한 가이드라인 comments

>60,000/㎣
National Cancer Institute guidelines 
(www.cancer.gov)
부가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

큰 수술은 혈소판 보충이 필요할 수 있다.

30,000-60,000/㎣

비침습적 처치 시 혈소판 수혈을 선택적으로 
시행.
수술적 처치(예를 들면, 발치 시) 수술 전과 
수술 24시간 후에 혈소판 수혈을 고려한다.

종양내과 의사와 상의한다.
혈소판의 수술이 필요한 범위/block injection이 
필요한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봉합, 
압력팩, 손상의 최소화).

<30,000/㎣
처치 1시간 전에 혈소판을 수혈한다.
혈소판이 > 30,000-40,000/㎣ 유지되도록 
수혈한다.

상기 처치 외에 지혈제 사용을 고려(microfiber 
collagen, topical trombin)
Tranexamic acid가 clot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한다.

<그림 8> 침습적인 구강 처치 시의 권고안

출처: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of England Clinical Guidelines, 2018

* 혈소판 외에 모든 응고 관련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가정에 의함.

8. 구강간호 교육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Ⅷ. 구강간호 교육

Ⅷ-1. 구강간호 교육은?

73. 간호사는 구강건강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수정

없음
Ⅲ C

74. 간호사는 암환자의 구강상태 사정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수정

없음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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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73. 

구강문제는 대상자의 일상 기능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01]. 간호사는 대상자의 구강

건강을 위해 대상자를 교육하고 관리하며 지지하고 옹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간호사는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건강이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하고, 치료되지 않은 치아 또는 구강감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감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대상자의 구강건강을 언제, 어떻게 사정하고, 어떤 간호 중재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정을 통해 발견된 대상자의 구강문제를 대상자 상황과 요구에 따라 언제, 어떻게 대응하

고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수행해야 한다[202].  

국내 일 연구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제공자들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

지 못했고,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자는 간호제공자들이 

구강건강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강건강관리 관련 지식의 제공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203]. 

간호사가 구강위생 관리를 잘하는 것이 환자의 구강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였

고[204], 또 다른 연구에서 종양팀 간호사들은 구강간호 수행은 많이 하고 있지 않았지만 구강위생

에 대해 학습하고 기술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사가 구강위생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구강간호 수행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 구강위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였다[205].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75.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구강건강 교육을 제공한다. 

구강건강 교육자료에는 일반적인 구강관리 지침에 제시된 식습관, 술, 담배가 구강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수정 Ⅱ B

76. 암 환자의 구강문제 발생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한다. 

- 암 치료 전·후 식이에 대한 요구와 조언

- 구강, 치아, 악안면의 합병증 및 예방 프로토콜

- 후유증과 부작용 발견 시 의료진에게 보고

수정 Ⅲ C

77. 간호사는 구강간호 용품을 적절히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정

없음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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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시기적절한 예방요법과 구강관리 그리고 치과 치료는 암 치료 과정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치료 

후 사회 적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206,207,208], 간호사는 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구강 및 치아 상태를 사정하고, 중재와 치료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209]. 

이를 위해서 간호사가 암환자 구강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강간호법에 대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202]. 

일 연구에 의하면, 간호사가 항암 치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점막염이나 괴사증과 같은 구강 

부작용과 그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통증, 메스꺼움, 호흡곤란과 같은 치료 부작용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하며, 그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가 구강관리 교육

의 부족 때문이라 지적하였다[210]. 다양한 구강 병변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중증도 평가가 중요함

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실행되지 않았고, 항암치료를 진행할 때 간호기록에는 활력징후에 대한 기록

은 있지만 구강 점막염의 예방이나 치료에 관한 중재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211]. 

간호사는 환자의 항암치료로 인한 증상을 감소시키고, 구강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구강위생 관리를 통해 구강의 불쾌감을 줄이고, 병변이나 감염의 빈도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212,213]. 따라서 간호사가 암 치료와 관련된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중요하고, 환자교육을 포함한 구강 

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사용함이 필요하다[214]. 

75. 

간호사는 구강간호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하

는데, 구강건강 교육자료에는 일반적인 구강관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습관, 술, 담배가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시킨다[202]. 

식습관은 건강한 구강 점막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기에 간호사는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식욕부진, 입맛의 변화, 구강 점막의 감염 및 손상으로 인한 통증 

등 영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평가하고, 필요시 영양사에게 의뢰한다[214].  

음주는 구강암, 충치, 치주질환, 구취, 치아 마모, 치아 착색 등의 원인이 되고, 환자의 일반적, 

사회적 및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료 계획의 불이행 및 자기관리 실패로 치료 효과를 감소

시키거나 치료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담배 안에 있는 각종 유해 물질은 경구암과 전암(precancer)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충치, 치은염, 

치주병, 백반증 등 각종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구강 내 병변이 있는 경우 그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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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고 치유를 지연시킨다. 또 니코틴 착색, 구취 등 불량한 구강위생의 원인이 된다. 

간호사는 구강건강 유지 측면에서 흡연과 음주를 줄임으로써 질환 발생 위험성을 낮추게 되는 

잠재적 이점에 대해 환자에게 적절하게 조언해야 하고, 특정 구강 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환자인 

경우 흡연이나 음주의 중단을 권유한다.

76. 

암 치료 중 또는 후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구강 질환을 제거하거나 안정화시키는 종합적인 

구강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이를 환자와 가족에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암 치료 전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이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교육

을 시행해야 하는데, 수술, 방사선 치료 또는 화학 요법 후 환자들은 입맛의 변화로 인해 섭취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구강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 종류, 섭취 방법, 부족 시 영양보충 방법 

등 환자의 식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고칼로리의 식품 또는 영양 보충제 제공 등 식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 및 교육을 환자에게 제공한다[216,217]. 또, 구강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거나 손상

시킬 위험이 있는 맵고, 매우 짜며, 산성인 식품은 가능한 피하도록 교육한다[218]. 

암 치료와 관련된 잠재적인 구강, 치아, 및 악안면의 합병증에 대한 정보와 예방 프로토콜에 대해 

교육하고,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 병변의 발생과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발생된 문제를 의료진에게 적시에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여 적절한 중재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215,216,219]. 

일 연구에서는 화학요법과 그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교육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 구강 점막염과 관련된 문제들을 더 자주 경험하였고, 부작용의 정도는 더 심각하였

으며,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그들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220]. 

또 다른 연구에서도 화학요법과 관련된 입과 목의 문제의 심각성이 계획된 교육을 제공한 환자군

에서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하였다[221].

환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최신의 근거에 기반하고 환자의 구강간호 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적

절하고 명확한 내용이어야 한다. 암환자 구강 문제 발생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구강 관리에 

대한 정보를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202], 이는 환자의 수행을 돕는 일관성이 있

고 표준화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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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입안염증(구내염) 자가진단 교육자료 (암의 증상관리, 보건복지부, 2016)

<그림 10> 입안염증 예방법 교육자료 (암의 증상관리, 보건복지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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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입안염증 예방법 교육자료 (암의 증상관리, 보건복지부, 2016)

77.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와 구강간호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구강간호용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입원한 환자들이 효과적인 구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장벽 중 하나가 구강용품의 부족 또는 

부적합한 제품이다.  

적절한 구강간호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은 효과적인 구강건강 관리제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3]. 국내 장기요양시설의 

간호제공자 대상의 연구 결과 장기요양간호 상황에서 간호제공자들은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수

준은 낮았고, 구강위생용품의 기능 및 올바른 선택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3].  

간호사들은 대상자의 치아/의치와 혀의 청결, 입술의 수분 손실, 구강 내 건조증, 연하곤란, 그리

고 기관 내 삽관 등 다양한 구강간호 요구에 적합한 구강관리 제품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구강간호

용품들을 필요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강간호용품은 간호사의 사용 경험과 병원 등 기관 내 사용 가능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환자가 사용하던 구강관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224]. 특히, 구강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가정에서 사용했던 물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10]. 

환자가 응급입원 등으로 인해 개인용품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는 병원 내외의 상

점들에서 필요한 구강관리용품을 구입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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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뢰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Ⅸ. 의뢰 

Ⅸ-1. 구강간호 의뢰는?

78.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치과 진료를 권유한다.

- 양치질이나 구강간호시 출혈 

- 깨진 치아 

- 치아나 혀의 변색 

- 심각한 구강건조

수정

없음
Ⅲ C

배경

78. 

암 환자에게 구강문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의 잠재적인 구강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예방, 식별은 새로 진단된 암환자와 생존자들

에게 필수적인데 암 치료의 경험이 있는 치과 팀이 참여하면 암환자의 치료 중 구강 합병증의 위험

을 줄일 수 있다[225].

치과의사는 암 치료 시작 전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중과 후에 구강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재를 미리 시작할 수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암 치료 시작 1개월 전에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26]. 

치과의사와 종양치료팀 사이에 초기 계획과 조정을 잘해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구강 진료가 

제공될 수 있는데, 간호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진단, 치료, 그리고 검진을 하는 것을 돕는 치료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구강 자가 관리 및 치료 옵션에 대해 교육시키고 복잡한 문제를 

가진 환자를 숙련된 치과 제공자에게 의뢰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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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록

권고안
개정
상태

근거
수준

권고 
등급

GRADE

Ⅹ. 기록

79. 구강사정과 구강간호수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구강건강력

- 사정내용과 중재

수정

없음
Ⅲ C

배경

79. 

구강간호 수행 내용은 매일 기록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험 환자의 경우 초기 사정한 내용을 포함

하여 매일의 변화를 기록해야 하는데, 구강간호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1) 구강문제가 발생할 위

험이 높은 환자를 찾아내고 2) 구강간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3) 

건강전문가들 간의 간호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위하여 매일 구강상태와 구강간호요구 사항을 기록

해야 한다. 간호사가 구강관리를 수행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기록이 필요하다[224].  

기록에는 구강건강력과 사정내용, 그리고 중재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구강건강력은 구강질환을 

발생시킬 위험요인과 예방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구강관리에 대한 정보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하고 

기록한다[228]. 구강건강력을 기록할 때는 환자의 구강건강에 대한 신념과 수행상태, 치아의 상태 

및 틀니 여부, 구강건강 문제와 시행된 치과 치료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 때 치과 치료에 대한 

환자의 경험 및 태도, 제공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이해 정도를 함께 평가하여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0]. 

구강 사정의 기록은 구강내부 상태 사정, 환자가 독립적으로 구강위생을 수행하는 능력 평가, 

환자의 구강위생을 돕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중재의 계획 등을 기록한다[10].  

구강 중재의 기록은 구강간호를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얼마나 자주 시행하였는지 등 

중재의 종류와 빈도를 기록한다[10]. 간호사가 수행한 모든 구강간호 과정(예; 구강건조증 관리, 칫

솔질 및 틀니 위생)을 포함하고 구강 관리/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를 기록한다(예; 

수면 중). 

구강 관리에 대한 환자의 거부가 있을 때에도 이를 기록하고, 이 때 거부한 환자의 구강 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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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간호 실무지침 개정 요약

1. 새로 개발된 권고안

영역 하위영역 권고안 번호

Ⅰ. 구강간호의 일반적 지침 1. 구강간호에 대한 일반적 지침 2

Ⅱ. 구강간호의 적응증 1. 구강간호의 적응증 9

Ⅳ. 일반적 구강간호 1. 일반적 구강간호의 적용 및 구강간호 방법 23

V. 중환자 구강간호
1. 중환자의 구강간호중재 33

4.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의 구강간호 44

VI. 암환자 구강간호
1. 구내염에 대한 예방적 간호중재 45, 46, 47, 48

2. 구내염에 대한 치료적 간호중재 55

Ⅶ. 암환자 구강합병증 간호 1. 구강감염에 대한 중재 64, 65

2. 주요 개정 권고안

2019년 개정 권고안 2014

권고안

번호영역
하위

영역
번호 권고안 개정내용요약

Ⅱ. 

구강

간호의 

적응증

1.

구강

간호의 

적응증 

6

모든 환자가 가능하면 스스로 구강간호(구강세정, 

이닦기, 불소치약 사용, 의치제거 등)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구강간호의 종류 및 

내용을 추가함
5

7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는 간호사가 구강간호를 

수행하거나 감독한다. 

① 기능적 의존상태 환자(연하 곤란, 활동장애, 

뇌졸중, 신체 장애)

② 호흡곤란, 기도흡인 위험 환자(산소요법,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

③ 인지 장애 환자(섬망, 치매)

④ 면역억제환자(항암화학요법, 암표적치료)

⑤ 두경부 암환자의 방사선요법시

⑥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상태

(예, 당뇨병, 면역억제상태, 쇼그렌증후군)

⑦ 구강합병증 발생가능성이 있는 약물투여시

(예. 항정신성약물, 진정제,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진토제 등)

인지장애 병명, 의존상태 환자, 

호흡곤란 환자, 면역억제환자의 

예시를 명시하고 정신건강장애, 

학습장애 환자라는 카테고리를 

추가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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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번호영역
하위

영역
번호 권고안 개정내용요약

⑧ 말기 환자, 쇠약한 노인 등 

⑨ 정신건강장애, 학습장애 환자

Ⅲ. 

구강상태

사정

1. 

구강상태 

사정방법

11

환자의 입원초기 및 치료 중에 구강상태를 

사정하기 위해,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한다.

11-1. 구강상태 및 구강간호 통합 사정도구: 

Oral Assessment Guide, Oral Health 

Assessment Tool, Assessment of Current 

Oral Hygiene Care, Mouth Care Pack

11-2. 구강점막염 사정도구: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Grading 

Scale,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CTCAE) v5.0: Mucositis Oral  

구강상태, 구강간호, 

구강점막염 사정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의 예시를 제시함

14,

15

2. 

암환자 

구강간호 

사정

13

암 치료 시작 전에 기존의 구강 질환과 구강 질환의 

잠재적 위험을 조사한다. 사정 결과, 치아 문제가 

발견된 경우 치과에 의뢰한다.

‘간호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의 구강질환과 

구강 질환의 잠재적 위험’으로 

수정하고, 사정결과에 따른 

의뢰의 필요성에 대한 문구를 

추가함

10

15

암 치료 중에 구강상태 사정 빈도는 구강상태 

및 구강합병증 발생 위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예; 저위험: 7일마다, 고위험: 

매일). 구강합병증이 발생하면 구강상태 사정 

빈도를 증가시킨다.

구강상태 사정 빈도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배경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함

12

Ⅳ. 

일반적 

구강간호

1. 

일반적 

구강간호의 

적용 및 

구강간호 

방법

17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한 구강사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구강간호를 수행한다. 이 때, 환자의 

구강간호 요구와 선호를 반영한다.

환자의 구강간호 요구도와 

선호를 반영한다는 문구를 

추가함

17

24

칫솔질로 치석제거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무알콜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으로 구강 세정을 할 

수 있다.

무알콜 클로르헥시딘의 사용 

목적을 수정함
29

25

보습과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입술보습제를 사용할 

수 있다. 라놀린함유 크림 및 연고제는 페트롤라툼 

함유 제품에 비해 입술보습과 입술손상 예방에 

효과적이다. 단, 페트롤라툼 함유 제품은 점막세포 

탈수를 촉진하여 이로 인한 이차감염이 우려될 수 

있어 장기사용하지 않는다. 

입술보습제의 기능을 추가하고, 

바셀린과 흰 파라핀 사용시 

주의할 점을 분리하여 주의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장을 수정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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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번호영역
하위

영역
번호 권고안 개정내용요약

2.

의치 관리
26

의치가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치는 매식사 후에 입에서 제거해서 헹궈야 

하며, 의치용 칫솔을 사용하여 최소한 하루 1회 

이상 닦는다. 

- 잇몸은 식후, 자기 전 양치질을 하여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다.

-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을 깨끗이 하고 마사지 

한다. 단, 양치질이 아프면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 

이 때 거즈를 환자 입 안에 물려놓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건 의치를 

제거하지 않거나 세척하지 않아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되면 흡인성 폐렴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NICE 지침의 권고안에 

따라 매 식사 후에 입에서 

제거하여 헹구고 최소 하루 1회 

이상 의치용 칫솔로 닦아준다는 

문구로 수정함

31

3. 

구강간호 

제제

28

생리식염수(Normal saline)는 구강청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구강내 병변이 있으면 육아조직의 

생성과 상처치유를 위해 사용한다.

생리식염수의 사용목적에 대해 

구강청결 목적을 추가함
18

V. 

중환자 

구강간호

1. 

중환자의 

구강간호

중재

34

기관삽관이 되지 않은 중환자의 구강간호는 일반적 

지침을 따른다. 기관 삽관된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VAP) 예방을 위해 기관의 지침에 따라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구강함수제를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시행한다(예; 2-4시간마다).

중환자의 분류를 기관삽관이 

되지 않은 중환자와 기관삽관된 

중환자로 분류함

33

3. 

무의식

이거나 

기관내 

삽관된 

환자의 

구강간호

39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흡인과 양치질이 동시에 

가능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칫솔이나 스폰지 등 구강간호에 사용하는 재료로 

인한 기도흡인(Aspira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칫솔, 스펀지 등 구강간호에 

사용하는 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40

VI. 

암환자 

구강

간호

1.

구내염에 

대한 

예방적 

간호중재

50

벤지다민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전, 중, 2-3주 후까지 하루 4-8회 

15ml를 사용한다.

벤지다민 구강함수제의 

적용시점, 횟수, 용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함

45

2. 

구내염에 

대한 

치료적 

간호중재

56

구내염으로 인해 칫솔질이 어려운 환자는 거즈 

등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이 때 거즈를 물리지 

않는다. 그러나 양치질을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한다.

거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추가함
52

2. 

통증에 

대한 중재

67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은 WHO 통증 관리 사다리에 

따른 마취 구강 세정제, 코팅제, 전신진통제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통증관리 시 참고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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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번호영역
하위

영역
번호 권고안 개정내용요약

68

단시간의 구강 통증관리를 위해 리도케인 

구강함수제와 같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다. 

약물 사용 후 6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국소마취제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시간을 함께 

제시함

67

3.

구강

건조증에 

대한 중재 

70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중재를 

적용한다.

- 음주와 흡연을 피한다.

- 타액 분비기능이 있는 경우: 무설탕 추잉껌에 

의한 자극 권장

- 타액 분비기능이 안되는 경우: 물을 자주 

마시거나 뿌리기, 인공 타액으로 대체(Salagen)

환자 상태에 따른 중재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72

Ⅷ.

구강간호

교육

1.

구강간호 

교육은?

75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구강건강 교육을 제공한다. 

구강건강 교육자료에는 일반적인 구강관리 지침에 

제시된 식습관, 술, 담배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구강교육 내용을 

제시함
77

76

암 환자의 구강문제 발생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육한다. 

- 암 치료 전·후 식이에 대한 요구와 조언

- 구강, 치아, 악안면의 합병증 및 예방 프로토콜

- 후유증과 부작용 발견 시 의료진에게 보고

구체적인 구강교육 내용을 

제시함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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