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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Evidence based nursing practice guideline, 이하 근거기반지침)은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적절한 근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개발된 지침으로(Field & Lohr, 1990), 의료인으로 하여금 효과가 

확인된 타당한 중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중재를 시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근거와 실무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Grimshaw et al., 2006), 보건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Fransen, Laan, van der Laar, Huizinga, & van 

Riel, 2004)이다. 

국내외 보건의료계에서는 근거기반지침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임상실무가이드라인

의 개발, 확산 및 실행과 관련된 국가적 정책, 임상실무지침 개발 전담조직과 개발한 지침을 제시하는 웹사이트를 갖고 있

으며(박명화, 2006), 국내에서도 국가단위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http://www.kgc.re.kr/)와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

(http://www.guideline.or.kr/)등에서 근거기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영역의 기구로서는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온타

리오 간호사협회(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이하 RNAO), 아이오아 대학교의 노인간호중재 연구센터, 

그리고, 호주의 Joanna Briggs Institute 등 간호사협회나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간호행위에 대한 근거기반지침을 개발

하여 보급하고 있다. 국내 간호계에서도 최근 여러 학회나 병원간호사회 등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술대회에서 근거

기반간호가 소개되었으며, 2012년 한국근거기반학회가 창립되어 근거기반간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병원간호사회에서 “간호분야 실무지침 수용개작”방법론(구미옥 등, 2012)을 표준화하고 간호실무지침의 우선주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국외에서 제시된 간호분야 실무지침의 수용개작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2년 정맥주입 간호실무지

침, 2013년 경장영양 간호실무지침, 욕창간호실무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였다.

지침 개발은 직접 개발과 수용개작을 통한 개발로 이루어지는데, 국내에서는 지침의 직접 개발을 위한 근거축적이 미약

하고, 근거기반 지침의 요구가 시급하여 국외에서 기존에 잘 개발된 양질의 진료지침으로서, 국내의 임상상황에 적용가능한 

지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용개작을 통한 지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수영 등, 2011). 최근 병원간호사회

에서 “간호분야 실무지침 수용개작”방법론(구미옥 등, 2012년)을 표준화함으로써 국외에서 제시된 간호분야 실무지침 수용

개작의 방법론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이용한 수용개작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용개작할 주제의 선정은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 선정 및 우선순위(구미옥 등, 2010)를 고려하되, 최

근 5년 내에 개발되고 개발방법의 엄격성이 확보되어 수용개작의 대상이 되는 지침으로서 적절한 지침이며, 또 지침에서 제

시하는 내용과 범위가 국내 지침과 차이가 있어 실무의 변화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되며, 국내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 선정 및 우선순위(구미옥 등, 2011)에서 지침개발의 요구가 높았던 주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강간호에 대한 간호실무지침은 주로 구강간호 제재의 효과, 구강간호프로토콜 사용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강희영, 

나송숙과 김윤경, 2010; 구미지, 김경남과 황선경, 2011; 김민정, 2012; 박명숙, 2010; 박명숙과 최스미, 2011; 박미향, 

2012; 안지현, 2011; 윤혜영 등, 2011; 이은남 등, 2006; 최선희와 김영경, 2004)이 있으나, 구강간호를 위한 사정, 계획, 

수행, 평가, 교육의 과정이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표준적인 간호실무지침은 드문 상태에서, 국외의 근거기반 간호실무 

지침의 수용개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외에서는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Nursing, John A. Hartford 

Foundation Center of Geriatric Nursing Excellence에서 2002년도의 지침을 개정하여 Oral hygiene care for 

functionally dependent and cognitively impaired older adults(2011)라는 지침을 개발하였고, RNAO(2008)은 Oral 

Care Nursing Assessment and Intervention으로 수행과 교육에 대한 권고안을 지침으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팀에서는 국내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에서 우선순위가 높으면서도 국외에서 엄격한 근거기반 실무지침개발방

법을 따른 지침이 있으며, 사용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국내 지침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 구강간호 간

호실무지침을 ‘간호실무지침의 수용개작’ 방법론(구미옥 등, 2012)에 따라 수용개작하여 구강간호 간호실무지침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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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기반의 “구강간호” 실무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양질의 “구강

간호” 실무지침을 선정하고, 이를 2012년 병원간호사회에서 개발한 “간호분야 실무지침 수용개작”방법론(구미옥, 2012)에 

기반하여 수용개작하고자 한다. 또한 수용개작할 지침의 이후에 제시된 연구를 고찰하여 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최신의 근거

기반 실무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실무지침의 수용개작 

특정 문화적, 제도적 상황에 맞게 개발된 실무지침을 다른 의료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다(김수영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개발된 지침을 2012년 병원간호사회에서 개발한 “간호분야 실무지침 수용개작”방법론(구미옥, 

2012)에 따라 개발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근거기반 “구강간호” 실무지침

근거기반 임상간호실무지침은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근거기반 임상실무지침으로 볼 수 

있으며 임상에서 근거기반간호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간호”가 필요한 환자에

게 구강간호의 적응증, 구강상태사정, 일반적 구강간호, 중환자 구강간호, 암환자 구강간호, 암환자 구강 합병증 간호, 교

육, 의뢰, 간호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실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의사결정을 돕는 지침을 말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병원간호사회에서 개발한 “간호분야 실무지침 수용개작”방법론(구미옥, 2012)에 근거하여 국내외

에서 개발된 기존의 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하며, 구체적으로 3부, 9모듈, 24단계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업무와 일정은 <표 1>

과 같다. 

<표 1> 구강간호 실무지침 수용개작 과정

부 모듈 단계별 업무 일정

1부 기획

1.준비

1단계: 개발그룹: 운영위원회 구성 2013. 12.

2단계: 간호실무지침의 주제선정 2013. 12 

3단계: 기존 실무지침의 검토 2014. 2.

4단계: 개발 방법의 결정 2014. 2.

5단계: 개발 그룹: 실무위원회 구성 2014. 2.

6단계: 기획업무 수행 2014. 2.

2.범위결정과 문서화
7단계: 범위와 핵심질문 결정 2014. 3.  

8단계: 수용개작 계획의 문서화 2014. 3.

2부: 

수용개작

3.지침검색과 선별
9단계: 실무지침 검색 2014. 3

10단계: 검색된 실무지침에 대한 선별 작업 2014. 3

4.지침의 평가

11단계: 실무지침의 질 평가 2014. 4

12단계: 실무지침의 최신성 평가 2014. 5

13단계: 실무지침의 내용 평가 2014. 5



337

병원간호사회

부 모듈 단계별 업무 일정

2부: 

수용개작

4.지침의 평가
14단계: 실무지침의 근거평가 2014. 5

15단계: 권고의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 2014. 5

5.결정과 선택
16단계: 평가의 검토 2014. 5

17단계: 권고의 선택과 수정 2014. 6

6.지침의 초안 작성
18단계: 수용개작 실무지침 초안 작성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평가
2014. 7, 8, 9 

3부: 확정

7.외부검토 및 승인

19단계: 1차 외부검토        2014. 10~11. 

20단계: 최종 권고안 확정 

        권고안의 배경 작성 및 검토
2014. 12.

21단계: 2차 외부 검토

        관련단체의 승인요청
2014. 12.

22단계: 관련문서와 참고문헌 정리 2014. 12.

8.갱신계획 23단계: 실무지침 개정계획 2014. 12

9.최종 실무지침 24단계: 최종 실무지침 작성 2014. 12

1단계: 개발 그룹: 운영위원회 구성

2013년 12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간호대학 교수 2인과 임상실무 전문가 1인 총 3인으로 이루어졌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실무지침의 수용개작 과정 전체를 총괄하며 수용개작할 간호실무지침의 선정, 수용개작의 범위와 방법

론, 실무위원회의 구성, 수용개작 계획의 수립 등을 담당하였다. 

2단계: 임상간호실무지침의 주제 선정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간호실무지침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수행된 국내 임상간호실무

지침 주제선정 연구(구미옥 등, 2010)에서 선정된 주제 중 우선순위가 높으면서도 전문간호영역 이외에 일반간호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간호실무지침 15개(medication, medication error, fall, oral hygiene, oral mucositis, 

enteral feeding, deep vein thrombosis, urinary incontinence, urinary catheter, pain, viatal sign, fever, heat and 

cold, pressure ulcer, vascular access device) 중 1차 대상을 하였으나 이미 개발된 vascular access device, enteral 

feeding, pressure ulcer를 제외하고 검토하였다. 이중 구강간호는 최신의 개발된 양질의 간호실무지침(Oral car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2008)이 있으면서, 사용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임상현장에서의 요구가 높은 지침이었다. 

또 지침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기존 실무와 차이가 커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구강간호를 수용개작할 주제로 확정하였다. 

3단계: 기존 실무 지침의 검토

구강간호 실무지침을 검색하기 위하여 임상실무지침을 개발하는 국가별 대표적 조직<표 2>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검

색하였다. 

<표 2> 국가별 대표적 임상실무지침 개발 조직

임상실무지침 개발 조직 국가

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GIN) 국제기구

AHRQ의 National Guideline Clearinghouse(NGC) 미국

National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NICE) 영국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 영국

Canadian Medical Association(CMA) infobase 캐나다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RNAO) 캐나다

Joanna Briggs Institute(JBI) 호주

New Zealand Guidelines Group(NZGG) 뉴질랜드



338

병원간호사회

4단계: 개발 방법의 결정 

운영위원회에서 구강간호 간호실무지침과 관련된 검색결과를 논의하고, 구강간호 간호실무 지침을 수용개작하기로 결정

하였다. 

구강간호를 선정한 이유는 국외에서 개발된 지침이 다수 있으며, 특히 암환자의 구강간호에 대한 지침의 개발 및 update 

시점이 2010년 전후의 최근이고, 구강간호 실무지침의 내용상 국내에 수용하는데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용개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5단계: 개발그룹: 실무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는 수용개작을 실제 담당하는 그룹으로 운영위원회 3명중 2명은 방법론 전문가이고 1명은 중환자 구강간호 내

용전문가이어서, 방법론 전문가 2명을 보강하고, 중환자 구강간호 내용전문가 1명, 암환자 구강간호 내용전문가 3명을 보강

하여 총 9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였다. 

6단계: 기획업무 수행

실무지침이 수용개작을 위한 기획업무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해관계 선언, 합의과정, 승인기구 선정, 저자됨 결정, 보급 

및 실행전략을 결정하였다. 

이해관계 선언은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에 제시된 이해관계 선언문을 채택하여 실무위원 전원이 서약서를 작성하

였다[부록 1]. 이 연구에 참여한 개발그룹은 연구에 있어서 병원간호사회 외에 다른 어떤 연구지원을 받지 않았고, 또한 상

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 또는 조직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 

지침 개발과정에서 합의 과정에 대한 논의는 명목집단방법(nominal group technique)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방법은 실

무위원 전원이 의견을 발표하고 논의하여 결정된 의견에 대해 투표를 통해 결정하거나, 아니면 위원들이 자신들이 적어낸 내

용에 대해서 짧은 회의를 하고, 그 후 다양한 대안들에 관해 투표를 하고 대안들 중 가장 지지를 받은 결과가 채택되는 방법으

로(한경수, 서경미, 이영혜, 2006), 정맥주입요법의 간호실무 지침의 개발(구미옥 등, 2012)에서도 사용된 합의과정이었다. 

승인기구는 잠정적으로 병원중환자간호사회, 종양간호학회를 선정하였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하였다. 

보급 및 실행 전략은 실무 지침의 수용개작 과정 및 결과를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하기로 하였다. 개발된 지침은 병원간

호사회,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Korea Guideline Clearing houses의 웹사이트에 탑재하고 수용개작된 경장영양 

간호실무 지침을 병원간호사회를 통해 전국의 병원에 확산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7단계: 범위와 핵심질문의 결정 

실무지침의 범위는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version 2.0(김수영 등, 2011)에서 권고하고 있는 PIPOH(Patient 

population Intervention, Professions/patients, Outcomes, Healthcare setting) 양식에 따라 <표 3>과 같이 결정하였다. 

<표 3> 구강간호 실무지침의 범위 

    Population: 구강간호가 수행되어야 할(일반환자, 중환자, 암환자)전 연령층의 환자.

    Intervention: 구강간호

    Professions/patients: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Outcomes: 구강상태의 유지 및 개선,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최소화, 합병증(구내염, 감염, 흡인, 출혈)발생 최소화,  

               구내염 증상의 최소화

    Healthcare settings: 모든 의료기관   

이에 따라 수용개작될 구강간호 실무지침의 범위는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구강간호를 받고 있는 모든 연령층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구강간호를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며, 일반적 구강간호를 포함하여 중환자, 

암환자의 구강간호에 대한 실무지침이다.

실무지침의 목적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구강간호를 시행하고자 할 때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표준화된 실

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구강위생과 관련한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구강간호 실무의 표준화와 일관성을 향

상시킴으로써, 환자의 구강상태를 개선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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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질문

1. 일반적 지침 1-1. 구강간호에 대한 일반적 지침은?

2. 구강간호  적응증 2-1. 구강간호의 적응증은?

3. 구강상태 사정

　

3-1. 구강상태 사정 방법은?

3-2. 구강상태 사정 도구는?

4. 일반적 구강간호

　

　

　

4-1. 일반적 구강간호의 적용은? 

4-2. 구강간호 용액은?

4-3. 구강간호 방법은?

4-4. 의치관리는?

5. 중환자 구강간호 5-1. 중환자의 구강간호중재는? 

5-2. 기도흡인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는? 

5-3. 무의식이거나 기관튜브를 가진 환자의 구강간호는?

5-4.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의 구강간호는? 

6. 암환자 구강간호 6-1. 구내염에 대한 예방적 간호중재는? 

6-2. 구내염에 대한 치료적 간호중재는? 

7. 암환자 구강 합병증 간호　 7-1. 구강감염에 대한 중재는?

7-2. 통증에 대한 중재는?

7-3. 구강 건조증에 대한 중재는?

7-4. 구강 출혈에 대한 중재는?

8. 교육 8-1. 구강간호교육은? 

9. 의뢰 9-1. 구강건강을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가? 

10. 간호기록 10-1. 구강간호와 관련된 기록 내용은?

실무지침의 범위는 핵심질문으로 구체화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핵심질문을 토대로 근거의 수집, 검토가 이루어지며 권고안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수용개작될 구강간호 실무지침에서 다루게 될 핵심질문은 실무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핵심질

문에는 구강간호의 적응증, 구강상태 사정, 일반적 구강간호, 중환자 구강간호, 암환자 구강간호, 암환자 구강합병증 간호, 교

육, 의뢰, 간호기록으로 구강위생을 위한 간호와 구강간호의 수행에 대한 전 과정을 포함하였다. 이후 기존의 실무지침 검색과 

검색된 실무지침에서 다루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핵심질문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인 핵심질문은 <표 4>와 같다. 

<표 4> 구강간호 실무지침의 핵심질문  

8단계: 수용개작 계획의 문서화 

실무위원회에서는 수용개작 과정을 확정하고 수용개작 진행과정 일정표를 작성하였다. 

9단계: 실무지침 검색 

구강간호에 대한 실무지침 검색을 위하여 7단계에서 결정한 범위와 핵심질문에 기초하여 검색전략을 개발하였다. 사용언어는 

국문과 영문으로 하였으며, 구강간호 실무지침에 대한 검색어는 <표 5>와 같다. 실무지침 검색시에는 우선 영문과 국문을 구분한 

후 각 언어권내에서 <표 5>에 있는 구강간호 관련 개별 검색어와 실무지침 관련 개별 검색어를 “and”로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기간은 수용개작의 대상이 되는 최신 지침을 선정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2년 11월까지로 설정하였다. 

검색사이트는 3단계에서 실무지침 검색시 사용하였던 국가별 대표적 임상실무지침 개발 조직의 웹사이트 8군데를 모두 

이용하였고, 일반검색 사이트는 Google, Pubmed 및 Center for Disease Control(CDC, 미국)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검색어 

구강간호관련 검색어 oral care, oral hygiene, oral health, dental care, mouth care, mouth hygiene 구강간호, 구강위생, 구강건강

실무지침관련 검색어 guideline, best practice guidel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evidence-based guideline, practice guideline, 

protocol, standard 지침, 실무지침, 임상실무지침, 근거기반 실무지침, 근거기반간호실무지침, 근거기반 간호중재, 프로토콜

<표 5> 검색어



제외: 
-영어 이외의 언어(본문)
-특정질환에 해당
-중복 

제외: 
-특정치료방법에 해당 

-전문가 단체가 개발하지 않음

-핵심질문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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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검색된 실무지침에 대한 선별작업 

9단계의 검색조건으로 검색된 실무지침은 총 326개였다. 이후 실무지침의 선별을 위해 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13개의 

실무지침이 1차 선별되었다. 이후 근거와 권고가 불분명하거나 전문가 단체가 개발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6개 지침을 제

외하여 총 7개의 지침이 2차 선별되었다[그림 1]. 

실무지침 236개 실무지침 236개

GIN 3 CMA 3

NGC 149 CDC 5

NICE 35 JBI 7

RNAO 1 Google 53

NZGG 3 PubMed 63

SIGN 4

326개 지침 검색

 

실무지침 13개

RNAO 1

NGC 2

Pubmed 10

13개 실무지침 선정

실무지침 7개

RNAO 1

NGC 1

Pubmed 5

7개 실무지침 선정

[그림 1] 실무지침 검색 및 선별과정 흐름도 

최종 선별된 7개의 개발기관, 실무지침 및 출판일은 <표 6>과 같다. 실무지침의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무지침

의 범위와 실무지침이 핵심질문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7개 지침을 분석하여 내

용요약표를 작성하였다<표 7>, <표 8>. RNAO의 Oral Health: Nursing Assessment and Interventions와 MOH nurs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는 일반적인 구강간호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Comprehensive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Prevention과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의 지침

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가진 경우 인공호흡기관련폐렴 예방을 위한 구강간호를 포함하고 있었다. Guideline on 

Dental Management of Pediatric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and/or 

Radiation과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Mucositis Secondary to Cancer Therapy, Th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guidelines on mouth care for children, teenagers and young adults treated for 

cancer의 지침은 암환자나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의 구강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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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번호

기관 지침명 개발기관(출판자)
국가/
언어

출판일

1 RNAO*
Oral Health: Nursing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NAO 영어 2008,12

2
American Academy of 
Ped. Dentistry
(이하 AAPD) 

Guideline on Dental
 Management of Pediatric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and/or
 Radiation 

American Academy of Ped. 
Dentistry

영어 2013.

3
CCLG**& CCLG PONF 
Mouth Care Group
(이하 CCLG)

Th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guidelines 
on mouth care for children, teenagers and 
young adults treated for cancer

Children’s Cancer and Leukemia 
Group(CCLG) Paediatric Oncology 
Nurses Forums(CCLG-PONF) 
Mouth care group

영어 2010.03

4
MASCC*** & ISOO 
(이하 MASCC)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Mucositis
 Secondary to Cancer Therapy
 

The Mucositis Guidelines 
Leadership Group of the 
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Care in Cancer and 
international Society of Oral 
Oncology(MASCC/ISOO)

영어 2014.05.

5
MOH nurs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이하 Singapore)

Nursing Management of oral hygiene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영어 2004.12. 

6

VAP****
 Guidelines
 Committee
 and the
 Canadian
 Critical
 Care Trials
 Group
(이하 VAP)

Comprehensive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Prevention

Muscedere J, et al
for the VAP
 Guidelines
 Committee and
 the Canadian
 Critical Care
 Trials Group

영어 2008.

7
ICSI*****
(이하 ICSI)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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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선별된 실무지침

<표 7> 실무지침의 내용요약표(범위) 

범위

실무지침 

1
RNAO*

2
AAPD**

3
CCLG***

4
MASCC****

5
Singapore

6
VAP*****

7
ICSI******

P 구강간호가 필요한(일반환자, 암환자, 중환자) 

전 연령층의 환자
0 0 0 0 0 0 0

I 구강간호 0 0 0 0 0 0 0

P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0 X X X 0 X 0

O 구강상태의 유지 및 개선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최소화 감소  

  합병증(구내염, 감염, 흡인, 출혈)발생 최소화

  구내염 증상의 최소화  

0 0 0 0 0 0 0

H 모든 의료기관   0 0 0 0 0 0 0

*RNAO: 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ntario,  **CCLG: Children's Cancer and Leukemia Group 
***MASCC: 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Care in Cancer,  ****VAP: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

*****ICSI: Institute for Clinical System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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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무지침의 내용 요약표(핵심질문)

범위
실무지침 

1 2 3 4 5 6 7

1-1. 구강간호에 대한 일반적 지침? 0 0 0 X 0 X X

2-1. 구강간호의 적응증은? 0 0 X 0 X X X

3-1. 구강상태 사정 방법은? 0 0 X X 0 X X

3-2. 구강상태 사정 도구는? 0 X 0 X 0 X X

4-1. 일반적 구강간호의 적용은? 0 0 0 X 0 X X

4-2. 구강간호 용액은? 0 0 0 0 0 0 0

4-3. 구강간호 방법은? 0 0 X X 0 X 0

4-4. 의치관리는? 0 X X X 0 X X

5-1.중환자 구강간호 중재는? 0 X X X X 0 0

5-2. 기도흡인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는? 0 X X X X 0 0

5-3. 무의식이거나 기관튜브를 가진 환자의 구강간호는? 0 X X X X 0 0

5-4.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의 구강간호는? 0 X X X X 0 0

6-1. 구내염에 대한 예방적 간호중재는? X 0 X 0 X X X

6-2. 구내염에 대한 치료적 간호중재는? X 0 0 X X X X

7-1. 구강감염에 대한 중재는? X 0 0 X X X X

7-2. 통증에 대한 중재는? X 0 0 X X X X

7-3. 구강 건조증에 대한 중재는? X 0 0 0 X X X

7-4. 출혈에 대한 중재는? X 0 X X X X X

8-1. 구강간호교육은? 0 X 0 X 0 X X

9-1. 구강건강을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가? 0 X X X X X X

10-1. 구강간호와 관련된 기록 내용은? 0 X X X X X X

11단계: 실무지침의 질평가 

최종 실무 지침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무지침에 대한 질평가를 실시하였다. 실무지침의 질평가도구로 AGREE II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and Evaluation Collboration II)(The AGREE next steps consortium, 2009) 도

구를 사용하였다.

AGREE II 도구는 지침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6개 영역에서 23개 문항과 전반적 평가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6개 

영역은 영역 1. 범위와 목적 3문항, 영역 2. 이해당사자의 참여 3문항, 영역 3. 개발의 엄격성 8문항, 영역 4. 명확성과 표

현 3문항, 영역 5. 적용성 4문항, 영역 6. 편집 독립성 2문항으로 총 23문항이다. 전반적 평가 2문항은 실무지침의 질에 대

한 전반적 평가 1문항, 실무현장에서 실무지침의 사용에 대한 추천여부 1문항이다. 평가는 1~7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

며 점수의 의미는 ‘전혀 동의 안함’ 1점에서 ‘매우 동의함’ 7점이다.

각 실무지침은 최소 2명 이상의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기를 권장하며, 4명의 평가자가 평가할 경우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영역별 표준화점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영역별 취득총점 - 영역별 가능한 최저점수
표준화 점수 = --------------------------------------------------- X 100

영역별 가능한 최고점수 - 영역별 가능한 최저점수

본 연구에서는 실무지침의 검색과정에서 최종 선별된 7개 실무지침의 질을 4~6명의 연구자가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표 9>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 이들 실무지침을 수용개작 대상 지침으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와 최종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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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1 RNAO (n=5 ) 지침2 AAPD (n=5)　

문항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합 % 문항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합 %

영역1 3 105 15 100 94.4 영역1 3 105 15 87 80.0

영역2 3 105 15 93 86.7 영역2 3 105 15 57 46.7

영역3 8 280 40 243 84.6 영역3 8 280 40 132 38.3

영역4 3 105 15 96 90.0 영역4 3 105 15 80 72.2

영역5 4 140 20 127 89.2 영역5 4 140 20 26 5.0

영역6 2 70 10 60 83.3 영역6 2 70 10 14 6.7

지침3 CCLG (n=4) 지침4 MASCC (n=4)　

문항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합 % 문항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합 %

영역1 3 84 12 79 93.1 영역1 3 84 12 70 82.3

영역2 3 84 12 44 44.4 영역2 3 84 12 52 57.1

영역3 8 224 32 130 61.0 영역3 8 224 32 171 72.4

영역4 3 84 12 70 80.6 영역4 3 84 12 68 80.0

영역5 4 112 16 24 8.3 영역5 4 112 16 31 15.6

영역6 2 56 8 37 60.4 영역6 2 56 8 46 79.2

AGREE II 평가결과에 따라 지침을 선택 또는 배제하는 기준으로는 개발의 엄격성 영역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표준화 

점수가 50% 이상이거나, 질 점수가 중앙값보다 큰 점수를 받은 실무지침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점수가 낮아도 다른 지

침에서 검토되지 않은 핵심질문의 존재, 지역 유사성 등이 있으면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The AGREE Next Steps 

Consortium, 2009).

검색된 7개의 지침 중 RNAO 지침은 핵심질문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개발의 엄격성 표준화 점수 84.6%이며, 전

반적인 평가도 6명의 평가위원이 모두 사용을 추천함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수용개작의 지침으로 선정되었다. 다음 AAPD 

지침은 핵심질문 중 일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의 엄격성의 표준화 점수는 38.3%으로 개발이 엄격성이 50%이하

이지만, 포함된 일부의 지침 내용이 소아암환자의 구강간호에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수용개작의 지침으로 선정되었다. 

CCLG 지침은 핵심질문의 일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개발의 엄격성의 표준화 점수도 61.0%로 수용개작의 지침으로 선

정되었다. MASCC의 지침은 핵심질문의 일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의 엄격성의 표준화 점수가 72.4%로 수용개작

의 지침으로 선정되었다. Singapore 지침은 핵심질문의 일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의 엄격성의 표준화 점수가 

62.0%로 수용개작의 지침으로 선정되었다. VAP 지침은 핵심질문의 일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의 엄격성의 표준화 

점수가 78.1%로 수용개작의 지침으로 선정되었다. ICSI 지침은 핵심질문의 일부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의 엄격성의 

표준화 점수가 55.7%로 수용개작의 지침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구강간호의 수용개작은 1) RNAO의 Oral Health: Nursing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2) AAPD의 

Guideline on Dental Management of Pediatric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and/or Radiation 3) CCLG & CCLG PONF Mouth Care Group의 The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guidelines on mouth care for children, teenagers and young adults treated for cancer 4) MASCC 

& ISOO의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Mucositis Secondary to Cancer Therapy 5) Singapore의 

MOH nurs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중 Nursing Management of oral hygiene 6) VAP Guidelines Committee 

and the Canadian Critical Care Trials Group(CCCTG)의 Comprehensive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Prevention 7) ICSI의 Prevention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Health care protocol가 채택되었다.

<표 9> AGREE II 도구를 이용한 실무지침의 질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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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5 Singapore (n=4)　 지침6. VAP (n=4 )　

문항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합 % 문항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합 %

영역1 3 84 12 79 93.1 영역1 3 84 12 76 88.9

영역2 3 84 12 51 55.7 영역2 3 84 12 56 55.6

영역3 8 224 32 151 62.0 영역3 8 224 32 181 78.1

영역4 3 84 12 75 87.5 영역4 3 84 12 75 87.5

영역5 4 112 16 59 44.8 영역5 4 112 16 47 32.3

영역6 2 56 8 25 35.4 영역6 2 56 8 42 70.8

지침7. ICSI (n=4 )　

문항수 최고점수 최저점수 합 %

영역1 3 84 12 78 91.7

영역2 3 84 12 60 66.7

영역3 8 224 32 139 55.7

영역4 3 84 12 73 84.7

영역5 4 112 16 86 72.9

영역6 2 56 8 48 83.3

12단계: 실무지침의 최신성 평가

실무지침의 최신성 평가는 지침의 출판일이나 최종검색일을 검토하여 이루어졌는데 RNAO 지침은 2008년도에 출판되었

으며, AAPD 지침은 2013년에 출판되었으며, CCLG는 2010년, MASCC & ISOO는 2014년, Singapore의 지침은 2004년, 

VAP 지침은 2008년, ICSI지침은 2011년에 출판되었다. 이중 Singapore의 지침이 2004년에 출판되어 최신성에서 적절하지 

못한 점은 2004년 이후에 출판된 동일 주제의 연구결과들을 비교하여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13단계: 실무지침의 내용 평가 

실무지침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핵심질문에 따라 7개 지침의 권고내용 비교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른 지침

에서 나온 유사한 권고내용을 쉽게 비교하고, 강력한 근거를 가진 권고 내용을 쉽게 확인하였으며, 권고의 용어를 비교할 

수 있고, 권고의 임상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실무지침의 권고내용 비교표의 일부는 <표 10>과 같다. 이렇게 핵심질

문별로 내용을 비교한 뒤에 이를 번역하였다.

<표 10> 권고안 비교표(일부)

* 핵심질문: 구강상태 사정 방법은?

RNAO AAPD Singapore

1. As part of their client admission 

assessment, nurses obtain an oral 

health history that includes oral 

hygiene beliefs, practices and current 

state of oral health.

2. Nurses use a standardized, valid and 

reliable oral assessment tool to 

perform their initial and ongoing oral 

assessment.

Initial evaluation

Medical history review: should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disease/condition 

(type, stage, prognosis), treatment 

protocol(conditioning regimen, surgery, 

chemotherapy, radiation, transplant), 

medications(including bisphosphonates), 

allergies, surgeries, secondary medical 

diagnoses, hematological status 

[complete blood count]

1. Use Oral Assessment Guide on patients 

identified as requiring assisstance 

with oral hygiene during routine 

assessment 

2.The following eight categories should 

be assessed daily using the three 

ratings 

   1=normal findings

   2=mild abnormality 

   3=severe abn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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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O AAPD CCLG MASCC Singapore VAP ICSI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전반적으로 근거의 검색이 포괄적이다

1.임상 질문이 명확하고 초점이  분명하다(인구집
단, 중재, 결과). 

0 0 0 0 0 0 0

2. 적절한 데이터베이스가 검색되었다. 0 0 0 0 0 0 0

3. 적절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했다 0 0 0 0 0 0 0

4. 검색 기간이 제시되었다 0 0 0 0 0 0 0

5. 검색 언어가 제시되어 있다 0 0 0 0 0 0 0

6. 검색어가 제시되어 있다. 0 0 0 0 0 0 0

7. 검색어의 조합이 이루어졌다 0 0 0 0 0 0 0

8. 상세한 검색 전략이 제시되었다. 0 0 0 0 0 0 0

9. snowball methods가 사용되었다. 0 0 0 0 0 0 0

* 핵심질문: 구강간호용액은?

AAPD CCLG MASCC/ISOO Singapore VAP

Patients with poor oral 
hygiene and/or 
periodontal disease may 
use chlorhex-idine 
rinses daily until the 
tissue health improves 
or mucositis develops. 
The high alcohol content 
of commercially- 
available chlorhexidine 
mouthwash may cause 
discomfort and 
dehydrate the tissues in 
patients with mucositis; 
thus, an alcohol-free 
chlorhexidine solution is 
indicated in this 
situation 

For children where it is 
not possible to brush 
teeth, parents/carers 
should be instructed on 
how to clean the mouth 
with oral sponges as a 
temporary measure. The 
sponge should be 
moistened with water or 
an antimicrobial agent 
such as diluted 
chlorhexidine  

The panel recommends 
that benzydamine 
mouthwash be used to 
prevent oral mucositis in 
patients with head and 
neck cancer receiving 
moderate dose radiarion 
therapy without 
concomitant 
chemotherapy. 

1. avoid glycerine-based 
oral cleaning agents

2. do not use glycerine- 
based products 
containing lemon

3. use appropriately 
diluted sodium 
bicarbonate for 
dissolving viscous 
mucous.

4. Use chlorhexidine 
mouthwash twice 
daily as prescribed to 
complement oral care 
procedures. 

Oral antiseptic: 
chlorhexidine-The use 
of the oral antiseptic 
chlorhexidine should be 
considered.

 

14단계: 실무지침의 근거 평가 

실무지침의 근거평가는 실무지침에서 근거의 검색전략과 선택과정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표 11>과 같다. 평가결과 

RNAO 지침, CCLG 지침, MASCC/ISOO지침, Singapore 지침, ICSI 지침은 근거등급과 권고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

으며, VAP 지침은 권고수준을 권고문의 서술을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고, AAPD 지침은 본문의 설명과 참고문헌의 출처를 

통해서 권고수준을 추정할 수 있었다. 

15단계: 권고의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 

실무지침의 권고안이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수용될만한지와 적용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수용성

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용성은 권고를 실제 간호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다. 평가결과의 일부는 <표 12>과 같으며, 7개 지침은 모두 국내에서 수용되고 적용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6단계: 평가의 검토 

11~15단계에 시행된 실무지침의 질, 근거, 내용, 수용성 및 적용성 평가 결과를 실무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논

의하였다. 논의결과 7개 지침을 최종 수용개작 대상 지침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수용개작에 최종 선정된 7개 실무지침 중 RNAO지침은 RNAO에서 지침으로 발표된 것이고, AAPD는 

reference manual vol.35, no.6에 발표된 것이고, MASCC/ISOO는 cancer(2014)에 발표되었으며, CCLG의 지침은 

European Journal of Cancer(2010)에 발표되었고 Singapore 지침은 MOH nurs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로 발표

된 것이고, VAP 지침은 Journal of critical care에 발표되었으며, ICSI 지침은 Health care practice: Prevention of 

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로 www.icsi.org에서 발표되어, 이미 출간된 실무지침으로 이미 출간된 실무지침을 가

지고 수용개작을 하는 것은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법론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대로 수용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11> 실무지침의 근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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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O AAPD CCLG MASCC Singapore VAP ICSI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전반적으로 문헌선택에 비뚤림이 없는가?

1. 포함, 제외기준이 보고되었다 0 0 0 0 0 0 0

2. 데이터를 선택하고 분석한 사람수가 문서에 기

록되었다
0 0 0 0 0 0 0

3. 불일치를 해결하는 과정이 기술 되었다 0 0 0 0 0 0 0

4. 분석된 문헌의 수가 기록되었다 0 0 0 0 0 0 0

5. 문헌을 제외한 이유가 기술되었다 0 0 0 0 0 0 0

6. 포함, 제외기준이 임상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
0 0 0 0 0 0 0

7. 제외이유가 선택 및 제외기준과 일치한다. 0 0 0 0 0 0 0

8. 근거선택과정이 적절히 기술되었다 0 0 0 0 0 0 0

<표 12> 권고의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일부)
* 핵심질문. 구강상태의 사정?

RNAO AAPD CCLG MASCC Singapore VAP ICSI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예

모
르
겠
음

아
니
오

전반적으로 권고가 수용할만하다 

1. 원 진료지침의 대상 인구집단과 수용개작 진료

지침의 대상 인구집단이 일치한다
0 0 0 0 0 0 0

2. 중재와 관련된 환자의 관점 및 선호도가 유사

하다
0 0 0 0 0 0 0

3. 근거의 강도와 효과의 크기가 권고의 등급을 

지지 한다. 
0 0 0 0 0 0 0

4. 다른 대체 중재와 비교해도 해당 중재는 충분

한 이득이 있다  
0 0 0 0 0 0 0

5. 권고는 문화, 가치에 부합된다 0 0 0 0 0 0 0

전반적으로 권고가 적용가능한가? 

1. 중재가 환자에게 적용가능하다 0 0 0 0 0 0 0

2. 중재/기기가 이용가능하다 0 0 0 0 0 0 0

3. 필수적인 전문지식이 이용가능하다 0 0 0 0 0 0 0

4. 법률적, 제도적 장벽이 없다 0 0 0 0 0 0 0

17단계: 권고의 선택과 수정

수용개작 대상 지침에서 권고안을 선택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방법으로 공식적인 합의방법인 명목집단방법

(nominal group technique)을 채택하였으나, 명목집단방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실무위원의 토의를 거

쳐 의견을 수렴하여 전원 합의를 도출하는 합의도출방법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권고의 선택과 수정은 핵심질문에 대한 7개 지침의 권고내용을 비교하여 권고내용이 일관된 권고안을 선택하였고, 일관

되지 않은 경우 타당성이 더 높은 권고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8단계:  수용개작 실무지침 초안 작성

본 수용개작 실무지침의 초안 작성을 위해 핵심질문을 실무위원에게 나누어 분배하고, 실무위원은 담당한 핵심질문에 대

한 실무지침 초안(권고안)을 작성하였다. 실무지침 초안은 핵심질문, 권고안 초안(각 지침의 권고안), 근거수준, 권고등급, 

권고 내용비교표를 통해 분석된 3개 지침의 권고안 일치여부를 <표 13>의 형태로 작성하였다. 이후 7개 실무지침의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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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치되는 점과 논의가 필요한 점을 파악하고, 논의가 필요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고, 전원 합의를 

하여 권고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투명성과 명확성을 갖고자 하였다.

한편 본 수용개작 대상 지침중 일반적 구강간호부분은 RNAO가 2008년에 발간되어 그 이후의 새로운 근거의 축적이 이

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2009년에 출판된 무작위 대조연구(RCT), 체계적 고찰 논문을 PubMed, CINAHL을 통해 검색하

여 권고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수용개작 대상 실무지침이 모두 국외에서 발간된 실무지침이므로 권고안에 국내 지침과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구강간호와 관련된 국내 지침과 연구결과를 검색하였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KMBase는 1961년부

터, KoreaMed는 1979년부터, 간호학분야 학술지중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성인간호학회지, 임상간호

연구지는 학회지 발간일 부터 2014년 8월까지 검색하였고 이들 검색을 통해 본 핵심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여 권고안 

작성과 권고안의 배경 작성에 반영하였다. 권고안의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은 4차례 회의에 걸쳐 이루어졌다. 

암환자의 구강간호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침들의 경우는 MASCC/ISOO가 2014년 5월에 발간되었으

므로 최신성을 확보하였으나 국내에서 발간된 암환자 구강간호 지침 혹은 연구를 검색하였다.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KMBase는 1961년부터, KoreaMed는 1979년부터, 간호학분야 학술지중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성인간

호학회지, 임상간호연구지는 학회지 발간일 부터 2014년 8월까지 검색하였고 이들 검색을 통해 본 핵심질문과 관련된 내용

을 선정하여 권고안 작성과 권고안의 배경 작성에 반영하였다. 권고안의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은 4차례 회의에 걸쳐 이루어

졌다. 

중환자 구강간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침으로는 ICSI의 지침이 2011년에 발간되었으므로 권고의 최신성을 유지

하고, 권고간의 불일치가 있다면 가장 타당한 권고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의 중환자 구강간호관련 국내외 지침

과 무작위비교연구, 체계적 문헌고찰들을 검색하고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용개작 대상 실무지침이 모두 국외에서 발간

된 실무지침이므로 권고안에 국내 지침과 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구강간호와 관련된 국내 지침과 연구결과를 검색하였

다. 국내의 문헌 검색을 위하여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KMBase는 1961년부터, KoreaMed는 1979년부터, 간호학분야 학술지

중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성인간호학회지, 임상간호연구지는 학회지 발간일 부터 2014년 8월까지 검

색하였고 이들 검색을 통해 본 핵심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여 권고안 작성과 권고안의 배경 작성에 반영하였다. 권고

안의 초안을 수정하는 과정은 4차례 회의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13> 권고안 초안작성 (일부)

* 핵심 질문 : 구강간호의 사정방법은?

권고안 초안 RNAO AAPD CCLG MASCC Singapore VAP ICSI

1. 간호사는 입원시에 

구강상태, 구강위생 

수행상태, 구강위생

신념등 환자의 구강건

강력을 사정해야 한

다. 

입원시 간호사는 환

자의 구강위생에 대

한 신념과 수행이 환

자간호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암치료 시작 전에 병

력을 조사하고 구강

사정을 한다. 

구강사정시 과거력

과 임상결과에 기반

을 구강위생에 대한 

사정을 철저히 시행

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어린이들은 암치

료를 받기 전에 암

진단당시에 구강

사정을 해야 한다.

제시

없음

정규적인 사정 

동안에 구강위

생에  보조가 필

요한 점에 대해

서 사정하여야 

한다.

제시

없음 

제시

없음 

2. 구강상태 정보는 

개별화된 구강간호 계

획을 촉진시키고 환자

의 구강상태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하기 위

해 전체 의료팀 구성

원들과 함께 정기적으

로 검토되어야 한다. 

구강상태에 대한 정

보를 주기적으로 모

든 의료인들과 공유

하고 치료계획에 포

함한다. 

암센터내에 구강사

정에 대한 적절한 훈

련과정이 있어야 한

다. 이상적으로는  

치과 팀원과 협력하

여 수행한다.

초기 구강사정은 

가능하다면 소아

구강전문의 혹은 

구강위생사가 하

여야 한다.

제시

없음 

구강사정은 구

강사정 가이드

에 따라서 수행

하여야 한다. 

제시

없음 

제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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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단계.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의 평가

수용개작 실무지침 초안을 작성 후 본 연구에서는 권고안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수영(2012)의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에서 제시한 수용개작에서의 등급 방법론(grading methodology)에 따라 각 권고안

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평가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수용개작을 위해 채택한 지침 중 RNAO, MASCC, ICSI 지침은 자체적인 등급과 권고체계를 

설정하여 제시하였고, CCLG와  Singapore 지침은 SIGN 등급과 권고체계를 사용하였으며, AAPD, VAP에서는 권고안만을 

제시하여, 하나의 등급체계로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핵심질문의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RNAO 

지침의 권고등급체계가 다른 지침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7개 지침의 등급체계를 통합하여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구미옥 등(2012)은 정맥주입요법간호실무지침에서 IDSA(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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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한 등급체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학 분야의 

실무지침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등급체계로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도 구미옥 등(2012)이 일부 수정한 IDSA 

등급체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수용개작에서 적용한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에 대한 등급체계는 <표 14>와 같으며, 등급 전환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4> 구강간호 실무지침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Category Grade Definition

Quality of

Evidence

I Evidence from ≥1 proper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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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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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 of

Recommendation 

A Good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B Moderate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for or against use

C Poor evidence to support a recommendation

 

등급 전환시 기본 절차는 먼저 각 지침의 근거수준을 IDSA 등급체계에 맞는 근거수준으로 전환한 후 근거수준과 근거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IDSA 등급체계 내에서 권고등급을 결정하는 순서를 밟았다.  

먼저 RNAO 지침은 권고등급은 제시하지 않고 근거수준만 제시하였는데, Ia는 무작위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Ib는 하

나이상의 무작위연구, IIa는 하나 이상의 무작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잘 수행된 실험연구, IIb는 하나 이상의 무작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잘 수행된 비교연구, III는 조사연구(비교연구, 관계연구, 사례연구 IV는 전문가 의견에서 얻어진 근거로 

구분하였다. MASCC지침은 I은 체계적 고찰, 무작위실험연구, II는 1가지 이상의 실험연구, III은 잘 수행된 유사실험연구 

이상, IV는 1가지 이상의 잘 수행된 비실험연구, V는 사례보고와 임상 예로 얻어진 근거, ICSI 지침은 일차보고서에서 A는 

무작위, 통제 연구, B는 코호트 연구, C는 비무작위연구, 환자-대조군연구, 진단연구, 서술연구 D는 횡단적 연구, 사례연

구, 사례보고에서 얻어진 근거이며, 이차보고서에서는 M은 메타분석(테계적 고찰, 결정분석, 비용효과분석), K는 합의 진

술, X는 의학적 의견으로 구분하였다. SIGN 근거수준은 1++잘 수행된 체계적 고찰, 1+체계적 고찰과 낮은 비뚤림수준의 

무작위 연구 1-높은 비뚤림수준의 무작위 연구 2++코호트와 환자 대조군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2+낮은 비뚤림 수준의 

코호트와 환자 대조군 연구, 2-높은 수준의 비뚤림의 코호트와 환자 대조군 연구, 3 사례연구 4 전문가 의견으로 이루어졌

다.

따라서 이를 IDSA의 근거수준 및 권고등급으로 전환하면 RNAO는 근거수준 Ia, Ib는 IDSA의 근거수준 I, IIa, IIb, III는 

IDSA의 근거수준 II, IV는 IDSA의 근거수준 III로 변환하고, 이는 IDSA의 권고등급 A, B. C,로 전환하였다. MASCC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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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준은 I, II는 IDSA 근거수준 I, III, IV은 IDSA의 근거수준 II로, V은 IDSA 근거수준 III으로 전환하고 이를 권고등급 

A, B, C로 적용하였다. CCLG와 Singapore의 근거수준 1++, 1+,1-은 IDSA 근거수준 I로, 근거수준 2++, 2+, 2-는 IDSA 

근거수준 II로, 근거수준 3, 4는 IDSA 근거수준 III으로 전환하여 권고등급 A, B, C를 적용하였다. ICSI의 근거수준 A와 

M은 IDSA 근거수준 I로 전환하고, B, C, D는 IDSA 근거수준 II로 전환하고, K, X는 근거수준 III로 전환하여 권고등급 

A,B,C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등급체계간에 연결이 불분명하거나 등급체계가 제시되지 않은 권고안은 해당 권고안을 지지하

는 참고문헌을 검색한 후 참고문헌의 연구설계와 질을 평가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전환하였다.

등급 전환시 기본 절차는 먼저 각 지침의 근거수준을 IDSA 등급체계에 맞는 근거수준으로 전환한 후 근거수준과 근거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IDSA 등급체계내에서 권고등급을 결정하는 순서를 밟았다. 이를 <표 15>로 정리하였다.  

RNAO, CCLG, MASCC, Singapore, ICSI 지침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IDSA 등급체계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으로 전

환을 정리하였다<표 15>.

<표 15> 근거수준에 대한 등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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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단계:  1차 외부검토

수용개작 실무지침 초안에 대한 외부검토는 일반간호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간호사에

게는 권고안의 이해정도 평가를 의뢰하였고, 전문가에게는 권고안의 적절성과 적용가능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1. 일반간호사 평가

일반간호사 평가는 실무지침 초안의 권고안에 기술된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상

병원은 본 개발그룹이 소속된 서울지역 3개 상급종합병원과  시의 1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구강간호를 주로 시행하는 중환자

실과 암병동의 일반간호사 각 3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8.2세(범위: 24~40세)이며, 여자 11명, 남자 1명이고, 학력은 3년제 간호대학 졸업 2명(16.7%), 

4년제 간호대학 졸업 8명(66.7%), 석사 과정중이거나 졸업 2명(16.7%)이었다. 총 근무기간은 71.9개월(24~196개월)이었고, 

근무병동은 내과계병동 2명(16.7%), 암병동 4명(33.3%), 중환자실 6명(50.0%)이었다.

설문지는 실무지침 초안의 103개 권고안 각각에 대해 권고안의 내용 또는 용어에 대한 이해정도를 3개 범주인 ‘이해가 

어렵다’, ‘보통이다’, ‘이해가 쉽다’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해가 어렵다’고 평가한 경우는 그 이유와 수정의견을 기록하

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의 일부를 제시하면 <표 16>과 같다. 이해가 어렵다고 답한 간호사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수정이 필요한 

권고안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는데, 이해가 어렵다는 권고안이 30%이상인 경우가 12개, 20~30% 미만인 경우가 9개, 

10~20% 미만인 경우가 10개 그리고 나머지 72개의 권고안은 보통이거나 이해가 쉽다고 하였다. 

이해가 어렵다고 한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전원합의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권고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

였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로 응답한 권고안으로는 구강사정 영역에서 ‘환자의 구강상태는 Eilers’Or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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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OAG)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한다’. 구강함수제 영역에서 ‘Benzydamine(탄튬)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50 Gy까지)를 

받는 두경부 암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GMCSF 구강함수제는 자가 또는 동종 조혈모이식시 고용량의 항

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등. 구강통증 중재 영역에서 ‘fentanyl 패치는 항암제를 투

여 받는 환자들의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새로이 소개되는 구체적인 구강간호에 대한 권

고안들이었다. 따라서 현재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실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권고안은 권고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 배경에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

강사정 도구와 같이 특정한 사정도구를 권고안에 제시하기 보다는 ‘도구를 사용하여 구강사정을 한다’로 권고안을 수정하고, 

각 기관에서 구강사정 도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구 원문과 함께 도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배경에서 서술하였다.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가 10% 이상인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표현을 다르게 하거나 설명을 추가하는 등의 응답자들이 제시

한 수정의견을 권고안 작업에서 반영하였다. 

<표 16> 권고안별 일반간호사의 이해도(일부)

권고안 어려움 보통 쉬움 수정이 필요한 권고안

3. 구강상태 사정

3-1 구강상태 사정 도구 

 8 1( 8.3) 6(50.0) 5(41.7)

 9 4(33.3) 2(16.7) 6(50.0)
환자의 구강상태는 Eilers'OralassessmentGuide(OAG)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한다

(수정: 배경설명으로).

10 4(33.3) 3(25.0) 5(41.7)
환자의 구강위생수행상태와 능력은 Assessment of Current Oral Hygiene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한다(수정: 배경설명으로). 

11 1( 8.3) 4(33.3) 7(58.3)

12 2(16.7) 4(33.3) 6(50.0)

13 3(25.0) 5(41.7) 4(33.3)

암환자의 구강점막염사정에 WHO Grading Scale과 미국Nation Cancer Institite

의 Common Terminology Criteraia for Advanced Events (CTCAE):Oral 

Mucositis)가 흔히 사용되며, 타당한 도구이다(수정: 배경설명으로). 

III-2. 구강상태 사정 방법

14 0( 0.0) 1(8.3) 11(91.7)

15 0( 0.0) 4(33.3) 8(66.7)

16 0( 0.0) 3(25.0) 9(75.0)

17 0( 0.0) 4(33.3) 8(66.7)

18 0( 0.0) 1( 8.3) 11(91.7)

19 0( 0.0) 3(25.0) 9(75.0)

20 2(16.7) 3(25.0) 7(58.3)
암치료 중 구강합병증이 있는 환자가 OAG점수가 8보다 클 때에는 통증조절이 적절

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증사정도구를  사용해야 한다(수정: 배경설명으로)

21 1( 8.3) 7(58.3) 4(33.3)

22 1( 8.3) 6(50.0) 5(41.7)

2. 전문가 평가

전문가 평가는 실무지침 초안의 권고안에 대해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을 전문가가 평가한 것이다.  전문가 대상자는 구강

간호 실무와 관련성이 높은 의학, 간호분야의 전문가로서 본 개발그룹이 소속된 서울지역 3개 상급종합 병원, 시소재의 1개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종양 전문의, 중환자 전문의, 종양전문간호사 및 수간호사, 중환자 간호사 및 수간호사로 총 16명

이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9.8세(34~53세)이며, 여자가 11명(68.8%), 남자 5명(31.2%)이었다. 전문분야는 중환자 전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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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18.8%) 종양내과 전문의 5명(31.2%), 중환자실 (수)간호사 4명(25%), 종양 전문간호사 3명(18.8%), 종양병동 수간호사 

1명(6.2%)이었다. 평균 근무기간은 89.7개월(17~162개월)이었다. 

설문지는 실무지침 초안의 103개 권고안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지각하는 권고안의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RAND Corporation이 전문가 consensus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한 RAM(RAND/UCLA Appropriateness Method)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 1~9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최보람, 2010; Fitch 등, 2001). 권고안의 적절성은 대상자의 경험 및 지

식을 바탕으로 해당권고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며, 점수의 의미는 1점 매우 부적절하다, 5점 중립이다, 9점 매우 

적절하다 이고, 권고안의 적절성을 낮게 평가한 경우 그 이유와 수정의견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권고안의 적용가능성은 대

상자가 근무하는 임상현장에서 해당권고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점수의 의미는 1점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

다, 5점 중립이다, 9점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며, 권고안의 적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따른 적정성 분류는 RAM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 부적정한(Inappropriate), 불확실한(Uncertain), 적정한(Appropriate)으로 분류하였는데 분류기준은 

<표 17>과 같다. 이 분류기준에서 불일치의 판단기준을 보면 적정성을 평가하는 패널 규모가 14~16명인 경우 양 극단의 빈

도(1~3 and 7~9)가 ≧5인 경우로(최보람, 2010; Fitch 등, 2001), 본 조사에서 16명의 전문가의 평가중 1~3과 7~9의 경

우가 5이상인 경우를 불일치라고 판단하였다. 

각 권고안의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한 중앙값과 1~3, 4~6, 7~9점의 빈도분포 결과와 권고안의 적정성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정성분류 결과를 보면 103개 권고안 중에서 적절성과 적용가능성 모두 부적정으로 판단된 권고안은 1개로 

‘밤 동안 침상 옆에 가습기를 적용할 수 있다’로 권고안에서 제외하였다. 적절성에서 불확실로 판단된 권고안은 5개이며, ‘환

자의 구강상태는 Eilers’ Oral assessment Guide(OAG)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한다’,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분비물을 흡

인하면서 양치질을 할 수 있다’, ‘저용량 레이저 요법은 고용량 항암요법을 받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저용량레이저요법은  방사선치료를 받는 두경부 암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Low-level laser 

therapy는 구내염의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등이었다. 이중 저용량 레이져요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사

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효과를 보이는 연구결과들이 아주 많고 여러 지침들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권고안이므로 배경에

서 연구의 결과들과 다른 구강간호지침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권고안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또한 ‘환자의 구강상

태는 Eilers’ Oral assessment Guide(OAG)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한다’는 권고안에서 제외하고 배경에서 설명하기로 하였으

며,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분비물을 흡인하면서 양치질을 할 수 있다’는 RNAO의 권고안으로 서술을 수정하여 권고안

에 포함하고 자세한 배경에서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기로 하였다. 

적용가능성에서 불확실로 평가된 권고안은 12개였으며 적절성에서 불확실하다고 평가된 권고안은 적용가능성도 불확실

하다고 평가되었고 그 외에는 ‘암환자의 구강상태를 사정하는데  Eilers’ Oral assessment Guide(OAG) 도구는 타당하고 신

뢰성이 있으며, 임상적으로 유용한 도구이다’, ‘암센터내에 구강사정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상적인 훈련

과정은 치과팀원과 협동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PCA는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 

morphine mouthwash는 두경부암으로 항암/방사선 동시요법(CCRT)을 받는 환자들의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사용

할 수 있다’ 등이었다. 구강사정도구는 권고안에서는 제외하고 배경에 도구 설명을 보충하기로 하였으며, 구내염의 으로 인

한 통증간호에서 약물 혹은 치료법의 사용은 연구를 통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다른 지침들에서도 권고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수정후 권고안에 포함하였다<표 18>. 한편 전문가들은 권고안의 적절성 또는 적용가능성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

지만 권고안을 세련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수정의견들을 제시해주어 이를 반영하여 권고안을 수정하였다. 

<표 17> 각 항목의 적정성 분류 기준

부적정(IA)  불일치없이 패널의 중앙값이 1~3사이

불확실(U)  불일치이거나 패널의 중앙값이 4~6사이

적정(A)  불일치없이 패널의 중앙값이 7~9사이

IA: inappropriate, U: uncertain, A: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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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단계: 최종 권고안 확정 

본 개발그룹은 외부검토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권고안 판단과 다양한 수정의견들을 종합하여 개발된 권고안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또한 권고안을 최종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권고안을 합하여 최종적으로 83개의 권고안을 확정하고 세부권고안

을 포함하면 88개의 권고안이 도출되었다. 이후 권고안에 대한 배경(background)을 작성하고 토의를 거쳐 배경에 포함할 

내용을 확정하였다. 최종 권고안 확정과 배경작성 과정은 4차례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21단계: 관련단체의 승인 요청

수용개작된 구강간호 실무지침의 공식적 승인 기구는 기획단계에서는 중환자간호사회, 종양간호학회로 잠정 결정하였으

나, 수용개작 완료 후 병원간호사회와 의논하여 관련단체를 결정하고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22단계: 관련 문서와 참고문헌 정리

구강간호 실무지침에 관련된 문서-이해관계 선언 문서를 정리하였다. 또한 수용개작하는데 사용된 모든 문헌을 참고문

헌으로 정리하였다. 포함된 참고문헌을 보면 먼저 본 연구는 실무지침의 수용개작 연구이므로 수용개작 대상이 된 7개 지침

을 참고문헌에 제시하였고, 이들 7개 지침이 지침 개발을 위해 사용한 참고문헌들은 개발그룹이 본 수용개작을 위해 직접 

검토한 문헌만 참고문헌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수용개작의 권고안과 권고안의 배경진술을 위해 개발그룹이 추가로 검토

한 국내외 문헌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하였다.

23단계: 실무지침 개정계획

구강간호 실무지침의 개정은 실무지침의 일반적인 개정 주기인 3년마다 개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3년이 되기 전

이라도 구강간호 분야에 새로운 주요 근거(체계적 고찰, 무작위 대조연구, 개정된 지침 등)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개정 시기

를 앞당길 수 있다.

추후 실무지침의 개정주체와 절차는 병원간호사회에서 결정한다.

24단계: 최종 실무지침 작성

개발그룹은 최종실무지침을 작성하고, 출판은 본 수용개작에 대한 용역을 준 병원간호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Ⅲ. 연구 결과

1. 구강간호 실무지침 권고안

본 연구에서 수용개작된 구강간호 실무지침은 10개 영역, 83개 권고안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권고안 수를 보면 영역별 

권고안 수는 일반적 지침 4개, 적응증 2개, 구강사정 10개, 일반적 구강간호 16개, 중환자 구강간호 10개, 암환자 구강간호 

15개, 암환자 구강합병증 간호 17개, 교육 5개, 의뢰 2개, 기록 2개 모두 83개의 권고안이며, 중환자 구강간호중 인공호흡

기를 가진 환자의 간호에서 1개 권고안에 대해 6개의 권고등급이 구분되어, 총권고안은 88개이었다. 권고안과 배경을 함께 

진술한 권고안 전문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83개 권고안중 1개의 권고안은 6개의 하위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고 하위 권고안별로 근거와 권고 등급이 평가되어 있어 

근거와 권고 등급이 제시된 권고안 수는 88개이었다. 이들 권고안에 대해 근거수준을 보면 I 수준이 10개(11.4%), II 수준이 

17개(19.3%), III수준이 61개(69.3%)이고, 권고등급은 A등급이 10개(11.4%), B등급이 17개(19.3%)이고, C등급이 61개

(69.3%)이었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구강간호를 위한 근거기반실무지침을 수용개작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구강간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 구강위생이 저하되면 구강인두 내에 균집락화(colonization)가 일어나고(Palmer et al., 2001) 치아표면에 집락화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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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은 치태를 형성하여 치석, 치주염, 의치성 구내염 등을 초래하여 치아상실, 구강통증, 구취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박명숙, 2010). 특히 인지기능이 저하되거나 기능상실이 있으며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노인에서 구강통증 및 치아상실로 

저작능력이 떨어지면 영양불량이 발생하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Marik & Kaplan, 2003). 중환자들에게 구강의 치태나 치석

에 집락화된 호흡기 감염의 병원균이 타액 또는 비말 등의 형태로 폐로 흡인될 경우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Marik & 

Kaplan, 2003). 또한 암환자에게는 항암화학요법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구내염, 구강통증, 구강 건조증, 구강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김민정, 2012). 실제 일 대학병원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의 94.9%에서 중등도 이상의 구

내염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박미향, 2012). 따라서 전연령층에 걸친 일반적 구강간호와 노인, 암환자, 중환자 등 구강

위생이 취약하거나 구강간호가 요구되는 환자들에게 구강건조증, 구강감염, 통증, 출혈,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구강내 합

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최신의 지식에 근거한 표준화된 구강간호 실무가 요구되었다.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상간호실무지침을 분석한 결과(병원간호사회, 2011)에 의하면, 구강간호에 대한 국내 5

개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실무지침에서는 일반적 구강간호만을 다루고 있거나, 암환자의 구내염 중재만을 다루는 등 구강간

호가 필요한 모든 환자를 위한 실무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실무지침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거하기 보다는 교과서나 병원 자체 또는 타병원의 실무지침을 서로 참고하고 

종합하여 제시한 경우가 많아 최신의 근거에 따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거기반 간호실무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강간호 실무지침의 범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과 소아 환자 모두를 대상

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구강간호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강간호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 개발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강간호에 대한 연구결과를  축적하지 못한 상황에

서(박미향, 2012) 실무지침 개발을 위해 사용한 수용개작 방법은 새로운 실무지침 개발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

수영 등, 2011). 왜냐하면 근거기반 실무지침을 개발하려면 전문가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수용개작은 

개발하려는 주제와 범위에 부합되는 양질의 근거기반 실무지침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지침 개발에 따른 시간과 노력

을 줄일 수 있는 적합한 실무지침 개발 방법이기 때문이다(김수영 등, 2011). 수용개작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정맥주사요법

(구미옥 등, 2012), 경장영양(조용애 등, 2014), 욕창간호(정인숙 등, 2013)이 있으며, 국내 의학분야에서도 일차의료기관에

서 우울증 선별에 관한 진료지침(Clinical research center for depression, 2012)을 비롯하여 다수의 진료지침이 수용개작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맥주입요법 간호실무지침의 수용개작을 위해 표준화한 간호실무지침 수용개작방법

론(구미옥 등, 2011)을 충실하게 따라 24단계의 개발과정을 거쳐 구강간호 실무지침을 개발하므로서 수용개작 방법의 적용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강간호 실무지침 수용개작에서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구강간호 실무지침에서 일반적 구강간호, 중환자 구강간호, 암

환자 구강간호를 통합하여 제시한 실무지침은 찾기 어려웠던 점과 비교적 통합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RNAO 지침이 2008

년도에 제시된 것이라 최근의 근거자료를 보충해야 하는 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에서도 구강 냉 요법이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구강상태에 미치는 영향(김민정, 2012), 구강관리 프로토콜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소아암환자의 구내염에 

미치는 영향(심소정, 2012),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구강간호 프로토콜 개발(안지현, 2011), 중환자 구강사정 도구개발(김진

희, 2014), 기관내 삽관 중환자의 구강간호 프로토콜 적용이 구강상태 및 구취, 구강건조감에 미치는 효과(장춘선, 2013) 등

의 연구들에서 RNAO 지침을 비롯해서 본 연구에서 수용개작된 지침과 일치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지침이 현

재까지의 최상의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구강간호 실무지침에서 근거수준 Ⅰ을 보이는 권고안이 10개(11.4%)에 불과하고, 구강간호 예방 및 중재효과

로서 구강상태의 개선 및 구강 합병증의 예방 및 중재를 위한 무작위임상실험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않아서 최신의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문가 합의로 이루어진 근거수준 Ⅲ을 보이는 권고안이 61

개(69.3%)로 근거의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미옥 등(2012)이 제안한 수용개작에서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으로 적용한 IDSA등급체계를 반복하여 사

용하였는데, 최근에 권고안에 대한 주된 등급체계로 부상하고 있는 GRADE 등급체계에서는 권고등급을 결정하는데 근거수

준 뿐 아니라 권고안 수행에 따른 바람직한 결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간의 균형, 가치와 선호도, 비용을 고려하여 권고

등급을 평가하므로(Atkins, et al., 2004) 앞으로의 수용개작에서는 GRADE의 권고등급에 대한 개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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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의 개발이나 수용개작을 위한 방법론 전문가가 부족하며, 근거기반지

침의 개발의 경험이 부족한 간호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간호실무지침의 개발과 수용개작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용개작한 구강간호지침은 구강간호에 대한 일반적 지침, 구강간호 적응증, 구강상태의 사정, 일반적 구강

간호, 중환자 구강간호, 암환자 구강간호, 암환자 구강합병증관리, 교육, 의뢰, 기록의 10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아와 

성인을 포함하여 일반적 구강간호와 구강간호가 요구되는 중환자와 암환자의 구강간호 지침을 포괄하였다. 특히 구강상태

의 사정에서는 구강사정 도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구강사정 도구의 사용을 통해서 구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

하고, 관련 의료인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구강상태의 사정을 위해서 구강사정도구를 사용하는 

간호사가 매우 적다(박미향, 2012)는 점에서도 근거기반 간호로서의 구강간호 수행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구강간호제

제로서 본 지침에서는 생리식염수, 클로르헥시딘, 중탄산나트륨을 권고하였고, 과산화수소는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일상적

인 사용은 권고하지 않았으며, 글리세린은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구미지 등(2011)의 연구에서 생리식염수와 클로르

헥시딘을 사용할 때 구강상태는 같지만, 구강내 세균수, 폐 감염점수 등이 클로르헥시딘의 사용시에 낮아진다고 한 것과 같

이본 지침에서도 생리식염수는 구내염의 예방과 치료목적이 아니라 구강위생, 육아조직의 생성과 치유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클로르헥시딘은 항생효과, 항진균효과가 있어 흡인성폐렴의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권고하였다. 암환

자의 구내염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간호중재에서 저용량 레이져요법이 구내염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권고

등급 B)고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구내염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용개작을 위한 

지침들에서 모두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연구들을 통해서 근거가 축적된 권고안이므로, 본 지침의 권고안으로 채택하였다. 

본 지침에서는 교육에 5개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간호사가 구강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간호

사가 환자와 가족에게 구강간호를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안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박명숙, 2010; 박미향, 

2012)에서 간호사들은 구강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요구가 높다고 하였고, 구강간호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구강

건강에 대한 지식과 기술, 구강상태 사정을 위한 교육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의 개발 과정에 따라 수용개작이 이루어진 간호실무 지침으로서 임상실무에서

의 근거기반 실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앞으로 근거의 수준을 높이고, 권고등급을 높일 수 있는 구

강간호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구강상태의 유지 및 개선,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최소화, 구강 합병증

(구내염, 감염, 흡인, 출혈)발생 최소화, 구내염 증상의 최소화와 임상 현장에서는 간호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강

간호 실무의 정련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근거기반간호의 활성화를 위해 구미옥 등(2012)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진료지침지원국이 발간

한 임상진료지침 수용개작 매뉴얼 version 2.0(김수영 등, 2011)에서 제시한 수용개작 방법론을 수정하여 간호실무지침개발 

방법론으로 제시한 수용개작 방법론(구미옥 등, 2011)에 따라 구강간호실무지침을 개발하였다. 

수용개작된 구강간호 실무지침은 10개 영역, 83개 권고안(세부권고안 88개)으로 구성되었다. 권고등급이 A등급에 해당

하는 권고안은 11.4%이며, B등급 권고안이 19.3%이며, C등급에 해당되는 권고안이 69.3% 수준이어서 권고안을 지지하는 

양질의 근거가 부족한 권고안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 권고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기 위한 연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험연구가 어려운 주제임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찰

되고 체계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권고안으로 구성된 본 지침이 중환자와 암환자의 구강간호 실무지침으로서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용개작된 구강간호 실무지침이 병원간호사회를 통해 전국의 병원에 확산되면 간호실무가 과학적인 근거를 기

반으로 수행되어, 구강상태의 유지 및 개선,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의 최소화, 구강 합병증(구내염, 감염, 흡인, 출혈) 발생

의 최소화, 구내염 증상의 최소화와 간호실무의 표준화 및 업무 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55

병원간호사회

추후연구 및 실무적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수용개작된 구강간호 실무지침을 전국 병원에 확산하고, 각 병원의 간호부서는 이들 실무지침을 기반으로 병원실정에 

맞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중환자와 암환자에게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2. 수용개작된 구강간호 실무지침에서 근거수준이 낮은 권고안들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임상간호의 발전을 위해 병원간호사회, 분야별 간호사회 및 간호학회는 자신의 실무나 학문 분야에서 근거기반 간호

실무지침의 개발이나 수용개작에 대한 방법론을 확산하고, 개발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수용개작함으로써 근거기

반실무지침을 체계적으로 확산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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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강간호 실무지침 권고안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근거수준 정의

I 1개 이상의 무작위대조연구(RCT)에 의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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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적 결과를 보이는 비대조연구

Ⅲ 전문가 의견, 임상적 경험, 기술연구, 전문서적

   권고등급

A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좋은 근거가 있음

B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보통 수준의 근거가 있음

C 사용을 권장 또는 반대하도록 지지할 근거가 미약함

<구강간호 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권고안 근거수준 권고등급

Ⅰ. 일반적 지침

1. 의료기관의 간호실무지침에 구강간호와 관련된 지침을 포함한다. Ⅲ C

2. 간호사는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에 따라 실무를 수행한다. Ⅲ C

3.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을 일정기간마다 검토하고 최신의 근거에 따라 개정한다. Ⅲ C

4. 구강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지침은 모든 간호사에게 언제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Ⅲ C

Ⅱ. 구강간호의 적응증

5.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구강간호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Ⅲ C

6. 다음과 같은 환자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구강간호를 수행하거나 감독해야한다. 

   1. 인지 장애

   2. 기능적 의존상태

   3. 기도흡인의 위험성

   4. 구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투여시

   5. 항암화학요법시

   6. 두경부 암환자의 방사선요법시

   7. 구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 상태(예, 당뇨병, 면역억제상태, 쇼그렌증후군) 

Ⅲ C

Ⅲ. 구강상태 사정 

Ⅲ-1. 구강상태 사정방법

7. 간호사는 입원시에 구강상태, 구강위생 수행상태, 구강위생신념 등 환자의 구강 건강력을 사정해야 한다. Ⅲ C

8. 구강상태 정보는 개별화된 구강간호계획을 촉진시키며, 환자의 구강 상태에 대한 경과를 모니터하기 위해 

전체 의료팀 구성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Ⅲ C

9. 구강이 잘 보이도록 펜라이트를 이용하여 입술, 혀, 타액, 점막, 잇몸, 치아상태를 사정한다. Ⅲ C

10. 암치료 시작 전에 간호력을 조사하고, 구강사정을 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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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암치료 중에 기본적 구강위생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 하기위해 구강 상태를 사정해야한다. Ⅲ C

12. 암치료 중에 구강상태 사정 빈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구강합병증이 발생하면 구강상태 사정 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Ⅲ C

13. 암치료 중 구강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통증조절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증사정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Ⅲ C

Ⅲ-2. 구강상태 사정도구

14. 환자의 초기 구강상태 사정과 이후 계속되는 구강상태 사정시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표준화된 구강사정 

도구를 사용한다.
Ⅲ C

15. 암치료 중 환자에게 구강상태와 구강 점막염 발생을 사정하기 위해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Ⅲ C

16. 환자의 구강위생 수행상태와 능력을 사정하기 위해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Ⅲ C

Ⅳ. 일반적 구강간호

Ⅳ-1. 일반적인 구강간호 적용 원칙

17. 구강사정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강간호를 수행한다.

    - 정상: 정상인 환자는 매일 구강간호를 시행한다. 

    - 중등도: 구강간호 지속, 주의 깊게 관찰 후 의사에게 보고한다.

    - 심각: 주의 깊은 구강간호 시행, 의사에게 보고하여 처방에 따라 처치를 수행한다.

Ⅲ C

Ⅳ-2. 구강간호 제제

18. 생리식염수(Normal saline)는 육아조직의 생성과 상처치유를 도우므로 구강내 병변이 있으면 생리식염수

를 사용한다.
Ⅲ C

19.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은 광범위한 항생효과와 항진균 효과가 있어 치태생성과 잇몸염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한다. 
Ⅲ C

20.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중조)은 점액을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Ⅲ C

2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는 혈액, 농, 혈장, 삼출물, 세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

나 구강내 정상 세균층에도 영향을 주어 진균이 과성장하게 하며 새로운 조직을 파괴하므로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Ⅰ A

22. 글리세린(Glycerine)은 알코올의 일종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노출된 조직을 자극하므로 글리세린을 함유한 

구강세정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Ⅳ-3. 구강간호 방법

23. 양치질은 치태제거와 잇몸염증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다.

    출혈, 통증, 흡인의 위험이 없다면 양치질을 가장 먼저 시도한다.
Ⅱ B

24. 양치질은 기상 후와 자기 전을 포함하여 하루 2번 이상 한다. Ⅲ C

25. 양치질은 잇몸경계선에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대고 치아와 잇몸을 부드럽게 닦는다. Ⅲ C

26. 치태 제거는 칫솔모가 부드러운 칫솔이 가장 효과적이며 치아가 없는 환자도 칫솔로 구강점막과 혀를 닦아

내야 한다.
Ⅲ C

27. 불소함유 치약이나 젤은 충치 예방을 위해 사용되며, 필요할 경우, 불소제제 등을 사용한다. Ⅲ C

28. 초음파칫솔과 치실은 사용법을 교육받은 후 사용한다. Ⅲ C

29. 무알콜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은 치주질환이 있거나 구강 위생이 불량한 환자의 경우, 매일 가글하

는 것을 추가할 수 있다.
Ⅲ C

30. 입술보습제는 입술보습과 입술손상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라놀린함유 크림 및 연고제는 페트롤라툼 함유 제품(예; 바셀린)에 비해 입술보습과 입술손상 예방에 효과

적이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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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의치 관리

31. 의치가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치는 의치용 칫솔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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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는다.

Ⅲ C

32. 의치의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의치 보관통에 깨끗한 물이나 세정액을 사용하여 담가 놓는다. 

    -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의치 보관통을 비누와 물로 씻는다. 

    - 의치 보관통에는 날짜와 이름을 적는다.

Ⅲ C

V. 중환자 구강간호

V-1. 중환자의 구강간호중재

33. 중환자의 구강간호는 구강 집락균의 이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용액으로 매일 

4회 시행한다.  
Ⅰ A

34. 심한 두부손상(head injury)환자의 구강간호는 10% 포비돈 아이오다인(Povidone iodine)으로 시행한다. Ⅱ B

35. 인공호흡기관련폐렴(VAP,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예방을 위해 구강에 바르는 항균제의 통상

적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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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구인두에 집락된 세균의 기도흡인은 폐렴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다음과 같은 구인두 세균집락의 위험요소를 

파악한다.

    - 산증                  - 연령                   - 알콜과다

    - 의식수준저하          - 만성폐쇄성폐질환       - 구강상태 불량

   - 구강간호의존성         - 당뇨                   - 기관튜브 삽관

    - 영양불량              - 약물복용               - 비위관 또는 위루관

   - 중증질병, 흡연         - 뇌졸중/삼킴곤란        - 구강건조증

Ⅱ B

37. 간호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흡인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구강간호를 직접 시행하거나 감독해야 한다.

    - 삼킴곤란(뇌졸중과 관련된 연하곤란 포함)     - 복와위로 침상내 제한상태

    - 호흡상태의 저하(인공호흡기 사용)            - 머리나 상체 조절저하

    - 구강간호 불량                               - 심한 충치 등이 있는 환자

    - 기도흡인 과거력               - 구강분비물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심하게 침이 흐르는 상태)

    -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          - 기관삽관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

    - 경장영양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

Ⅱ B

V-3. 무의식이거나 기관튜브를 가진 환자의 구강간호

38. 간호사는 무의식환자나 기관내삽관 환자는 2~4시간마다 구강간호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로 시행한다.  Ⅲ C

39.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분비물이 기도내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인(suction)해야 

한다.
Ⅲ C

40.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분비물을 흡인하면서 머리부분이 작은 칫솔을 이용하여 양치질을 할 수 있다. 

이때 기도흡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Ⅲ C

V-4.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의 구강간호

41. 인공호흡기를 가진 중환자의 구강간호는 구강위생의 유지와 기도흡인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Ⅲ C

42. 인공호흡기를 가진 환자는 구강내 집락균의 기도흡인으로 인해 VAP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강집락균의 기도흡인 예방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1) 침상머리를 의학적인 금기가 아닌 경우 30도에서 45도를 유지해야 한다(Semirecombent position).  

 이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높은 각도에 가깝게 올리도록 한다.
Ⅰ A

2) 구인두에 고인 분비물이 기도흡인되지 않도록 기관절개관이나 기관튜브의 커프를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 커프의 기능이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기관내 삽관튜브의 커프압력을 20~25mmHg(20CmH2O)로 유지한다.

   - 최소누출기법(Minimal Leak technique)은 권장하지 않는다. 

Ⅱ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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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2시간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커프 위쪽의 성문아래에 고인 분비물에 의한 기도흡인

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관튜브 뒷쪽에 분비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작은 관이 부착된 성문아래의 흡인용 

튜브를 사용한다. 

Ⅱ B

4) 기관튜브의 위치를 재고정하거나 커프의 공기를 제거하기 이전에 구강 내 흡인 내 흡인이 필요한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Ⅱ B

5) 기관튜브를 제거하기 위해서 커프의 공기를 제거하기 전 충분히 설하 분비물을 제거한다. Ⅱ B

6)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경장영양을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복부팽만이 될 경우 기도흡인의 위험이 높아지므

로 복부팽만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Ⅱ B

Ⅵ. 암환자 구강간호

Ⅵ-1. 구내염에 대한 예방적 간호중재

43. 구내염 예방을 위해 구강간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Ⅲ C

44. 식염수 또는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 중조) 구강함수제는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구내염 예방

을 위해 사용한다.
Ⅲ C

45. 벤지다민(benzydamine, 탄튬)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50Gy까지)를 받는 두경부 암환자의 구내염예방

을 위해 사용한다.
Ⅰ A

46.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두경부 암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 사용

하지 않는다.
Ⅲ C

47.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구강함수제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두경부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구내염 예

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Ⅰ A

48.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구

강함수제는 조혈모세포 이식시 고용량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49. 구강 냉요법은 5-플루오로우라실(5-Fluorouracil, 5-FU)이나 고용량 멜팔란(Melphalan)을 투여받는 암

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Ⅱ B

50. 저용량 레이저 요법(low-level laser therapy)은 고용량 항암화학 요법을 받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방사

선치료를 받는 두경부 암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Ⅱ B

Ⅵ-2. 구내염에 대한 치료적 간호중재

51. 구강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구강간호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Ⅲ C

52. 구내염으로 인해 양치질이 어려운 환자는 거즈 등으로 부드럽게 닦아준다. 그러나 양치질을 할 수 있게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한다.
Ⅲ C

53. 구내염 발생 시 탈락되는 점막과 염증물질을 제거하고 조직의 치유를 돕기 위해 생리식염수로 수시로 입안

을 헹구어낸다.
Ⅲ C

54.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중조) 구강함수제는 끈끈한 점액을 녹이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Ⅲ C

55.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구강함수제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두경부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구내염치료

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Ⅰ A

56.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 구

강함수제는 구내염 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57. 구내염의 치료를 위해 저용량 레이저요법(low-level laser therapy, LLLT)을 사용한다. Ⅱ B

Ⅶ. 암환자 구강합병증 간호

Ⅶ-1. 구강감염에 대한 중재

58. 구강 칸디다증의 예방적 치료는 권고되지 않는다. 발생 위험도에 따른 예방적 치료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Ⅲ C

59. 구강 칸디다증의 예방을 위한 항진균제를 선택할 경우, 위장관 점막으로 흡수되는 제제를 사용한다. 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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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구강 칸디다증 발생시 치료는 위장관 점막으로 흡수되는 항진균제를 사용할 수 있다. Ⅲ C

61.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를 위해 acyclovir를 사용한다. Ⅰ A

62. 가벼운 입술병변은 acyclovir 연고를 적용한다. Ⅲ C

63. 심한 입술병변이나 구강내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은 acyclovir를 경구 투약한다. Ⅲ C

64. 심한 구강내 병변이거나 경구 투약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acyclovir를 정맥 투여한다. Ⅲ C

65.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고용량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예방적인 acyclovir를 사용할 수 있다. Ⅱ B

Ⅶ-2. 구강통증에 대한 중재

66.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은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Ⅰ A

67. 리도케인 구강함수제와 같은 국소마취제는 단시간의 구강 통증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국소마취제는 

입맛과 구역 반사를 감소시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 사용한다.
Ⅲ C

68. 마약성 진통제는 구내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에 사용한다. Ⅰ A

69.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는 구내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완화 시키는 데 사용한다. Ⅲ C

70. 모르핀(Morphine)을 사용한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의 구내

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사용한다.
Ⅱ B

71. 펜타닐(Fentanyl) 패치는 항암제를 투여 받는 환자들의 구내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사용한다. Ⅲ C

Ⅶ-3. 구강건조증에 대한 중재

72.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중재를 적용한다.

    - 물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거나 얼음조각 녹여 먹기          - 인공 타액이나 구강 습윤제 사용

    - 타액 촉진제 사용       - 무설탕 껌이나 사탕 섭취       - 무알콜 함수제로 가글 

Ⅲ C

Ⅶ-4. 구강출혈에 대한 중재

73. 구강 출혈의 조절을 위해 압박 팩이나 젤라틴 스폰지, 또는 국소지혈제 사용 등의 국소적 처치를 할 수 있다. Ⅲ C

74. 구강 출혈의 조절을 위해 혈소판을 수혈하거나 지혈제를  투여하는 등의 전신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다. Ⅲ C

Ⅷ. 교육

75. 간호사는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적절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Ⅲ C

76. 간호사는 암환자의 구강상태 사정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Ⅱ B

77. 간호사는 환자나 가족이 구강위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Ⅱ B

78. 간호사는 구내염 등의 구강합병증 발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구강사정과 구강간호중재 방법을 교육한다. Ⅲ C

79. 간호사는 구강간호 용품을 적절히 알고 있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Ⅲ C

Ⅸ. 의뢰

80. 간호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구강 건강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유한다. Ⅲ C

8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구강 건강 전문가의 진료를 의뢰할 것을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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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C

Ⅹ. 간호 기록

80. 간호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구강 건강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권유한다. Ⅲ C

8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구강 건강 전문가의 진료를 의뢰할 것을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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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C

82. 구강사정내용과 구강간호 수행 내용을 기록한다. Ⅲ C

83. 기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강건강력       - 사정내용과 중재 
Ⅲ C

※ 구강간호 간호실무지침 전체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근거기반 간호실무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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