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수준과 권고등급
Category, grade Definition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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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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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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암치료 중에 기본적 구강위생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강 상태를 사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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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간호 간호실무지침 권고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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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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식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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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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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내야 한다. Ⅲ C 

27. 불소함유  치약이나 젤은 충치 예방을 위해 사용되며, 필요할 경우, 불소제제 등을 
사용한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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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초음파칫솔과 치실은 사용법을 교육받은 후 사용한다. Ⅲ C 
29. 무알콜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은 치주질환이 있거나 구강 위생이 불량한 환자의 

경우, 매일 가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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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이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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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중환자 구강간호
V-1. 중환자의 구강간호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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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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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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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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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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72시간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커프 위쪽의 성문아래에 고인 
분비물에 의한 기도흡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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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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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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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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Ⅲ C

45. 벤지다민(benzydamine,탄튬)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50Gy까지)를 받는 두경부 
암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Ⅰ A

46.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구강함수제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두경부 암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47. 수크랄페이트(sucralfate) 구강함수제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두경부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구내염 예방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Ⅰ A

48.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구강함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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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의 구내염예방을 위해 사용한다. Ⅱ B

50. 저용량 레이저 요법(low-level laser therapy)은 고용량 항암화학 요법을 받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방사선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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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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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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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염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Ⅰ A

56.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GM-CSF) 구강함수제는 구내염 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Ⅲ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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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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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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시키는 데 

사용한다. Ⅲ C

70. 모르핀(Morphine)을 사용한 PCA(Patient controlled analgesia)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는 환자의 구내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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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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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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구강사정내용과 구강간호 수행 내용을 기록한다. Ⅲ C
83. 기록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강건강력
- 사정내용과 중재 

Ⅲ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