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실 입원환자의 

구강간호 로토콜 개발

    

연세 학교 학원
                          

간 호 학 과
         

안    지      



환자실 입원환자의 

구강간호 로토콜 개발

    

지도  오 의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월   일

            
연세 학교 학원

간 호 학 과

안    지      



안지 의 석사 학 논문을 인 함

심사 원                     인

심사 원                     인

심사 원                     인

연세 학교 학원

2011년  1월   일



감사의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 의 많은 분

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공부에 한 열정만 가지고 시작한 석사과

정은 때론 힘들기도 했지만 간호 학문에 한 깊이와 삶의 깊이를 배우게 된 귀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논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꼼꼼히 지도해주신 오의

 교수님, 힘들었던 순간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학업에 한 열정을 심어주

셔서 감사드립니다. 리한 조언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시

고 논문을 통해 논리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최모나 교수님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 에도 따뜻한 애정과 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김필자 선생님,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드립

니다. 그리고 논문 쓰는 틈틈이 많은 격려를 주셨던 이원희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

립니다. 한 학부 시 부터 항상 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학업의 즐거움

을 알게 해주신 유지수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3년간 임상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임상의 즐거움과 간호의 보람을 알게 해주

신 세 란스병원 김경애 선생님, 논문 쓰는 과정 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논문의 진행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세 란

스병원 신경외과 환자실 그리고 심장내과 환자실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논문이 진행되는 동안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희 교수님께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조교로 일하면서 교수님께서 주신 가르침들이 논문의 완성과정에서 정

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동안 깊은 심과 격려로 자신감과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 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한 논문 진행 과정 동안 한결같이 

곁에서 응원해주신 장연수, 이혜정, 김 례 교수님께도 감사를 합니다.

  논문을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조교로서 일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  간호 학 조교 유재용, 정하윤, 김호곤, 문선혜, 김신혜 선

생님께 감사드리며, 후배의 논문에 따뜻한 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이정은, 천주

, 윤 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때부터 간호학문에 

한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셨던 강세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논문 진행 과정에서 무 큰 힘이 되어  나의 룸메이트 

김두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쓴다는 이유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음에도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은 여러 친구들과 선배들에게도 고마움

을 합니다. 

  석사과정 하는 동안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구보다도 큰 힘이 되어주며 항상 

나를 믿어주는 언니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딸이 흔들리지 않고 꿋

꿋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부모님, 묵묵히 지켜  주시고 한

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분들

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논문을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환자실 임상 장에서 환자를 간호하는데 조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을 마칩니다. 

                                                                 2011년 1월

                                                                안지  올림



- i -

차   례

차례 ····························································································································ⅰ

표 차례 ······················································································································ⅲ

그림차례 ····················································································································ⅲ

부록차례 ····················································································································ⅲ

국문요약 ····················································································································ⅳ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 ······································································································3

3. 용어의 정의 ······································································································3

 

 

Ⅱ. 문헌고찰 ·········································································································5

1.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건강과 구강 간호 ···············································6

2. 구강간호 재 ··································································································8

 

Ⅲ. 연구방법 ·······································································································15

    1. 연구설계 ·········································································································15

    2. 연구 차 ··········································································································15

 



- ii -

Ⅵ. 연구결과 ·······································································································20

   1.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간호와 련된 문헌 고찰 결과 ··························20

   2. 구강간호 로토콜 안 구성 ·········································································23

   3. 로토콜 안의 타당도 검증 ·········································································26

     1) 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26

      2) 로토콜의 사용자 타당도 검증 결과 ······················································28

   4. 최종 구강간호 로토콜 개발 ·········································································30

Ⅴ. 논의 ·················································································································32

Ⅵ. 결론  제언 ······························································································36

   1. 결론 ···················································································································36

   2. 제언 ···················································································································38

참고문헌 ·····················································································································39

부록 ·····························································································································45

문요약 ·····················································································································50



- iii -

표 차례

표 1-1. 구강간호 련된 문헌고찰에 제시된 내용 분석 -체계  문헌고찰 연구 ····21

표 1-2. 구강간호 련된 문헌고찰에 제시된 내용 분석 - 로토콜 ·······················22

표 2. 문가의 일반  특성 ······················································································26

표 3. 환자실 입원 환자 구강간호 로토콜 문가 타당도 결과 ······················27

그림 차례

그림 1. 문헌 선정 과정 ·····························································································17

그림 2. 환자실 입원 환자 구강간호 로토콜 안 ············································25

그림 3. 환자실 입원 환자 구강간호 로토콜 ·····················································31

부록 차례

부록 1. 연구윤리심의 원회 승인 ············································································45

부록 2. 문가 타당도 평가 질문지 ·········································································46



- iv -

국 문 요 약

환자실 입원환자의 구강간호 로토콜 개발

  본 연구는 환자실 입원 환자의 최신의 근거에 기반한 효율 인 구강간호를 

수행하는데 지침이 되는 표 화된 구강 간호 로토콜을 개발하기 하여 시도된  

방법론  연구이다.  

  연구 진행 방법은 먼 , 환자 구강간호 련 국내외 체계  문헌고찰 연구와 

임상지침 는 로토콜 등의 분석을 토 로 로토콜 안을 개발하 다. 개발된 

로토콜 안의 타당도 검증을 하여, 환자실 경력 5년 이상 문가 25명의 

내용 타당도 검증  실제 로토콜을 사용할 환자실 경력 1~10년의 간호사 4

명을 상으로 사용자 타당도를 확인하 다. 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 로토콜 

안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로토콜을 개발하 다. 

  최종 로토콜은 환자 구강간호의 필요성, 구강간호 비, 구강 사정, 구강간

호 재, 정리  기록을 주 내용으로 구성하 으며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검색 과정을 통해 국내외 환자 구강간호 련 체계  문헌 고찰 연구 

9편과 로토콜 연구 5편을 선정하 다. 선정된 문헌의 분석을 통해 구강간호 

재 방법에서 치태 제거  구강내 균 발생 방을 한 화학  방법으로 클로르

헥시딘 용액이, 구강내 치태 제거를 한 기계  방법으로는 칫솔이 함을 알 

수 있었다. 

  2. 환자의 구강간호를 한 로토콜 안의 항목은 구강간호 련 문헌의 내

용을 기 로 선정하고 각 항목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로토콜 안을 

구성하 다. 로토콜은 환자실 입원환자 구강간호의 필요성, 구강간호 비, 구

강 사정, 구강간호 재, 정리  기록 내용으로 구성하 다.  

  3.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간호를 한 로토콜 안은 25명의 문가로부

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으며, ‘구강건조 방을 해 2시간 마다 는 사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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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물을 면  는 거즈에 셔 구강 막에 용 한다’ 항

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 모두 CVI 지수 0.80 이상이 산출되었다.  

 4.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로토콜 안은 문가의 제언을 토 로 수정한 후, 

Y 학병원 심장내과 환자실의 경력 1~10년 간호사 4명을 상으로 사용자 타

당도를 검증하 다. 로토콜을 용한 구강간호의 평균 소요 시간은 8분 30  이

었으며, 로토콜의 흐름과 수행과정  사정내용의 기록과 련하여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되었다.  

 5. 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과 사용자 타당도 검증을 통해 로토콜 안을 수

정․보완하여 최종 로토콜을 완성하 다. 최종 로토콜은 5 단계로 이루어지며  

환자실 구강간호의 필요성, 구강간호 비와 구강 사정, 간호 재, 기록  평

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 내용은 구강간호의 필요성 단계에서는 구강간호

의 요성과 목 에 한 내용으로, 구강간호 비 단계는 물품 비, 자세, 손 씻

기, 장갑 끼기, 환자에게 차 설명, 칫솔질시 주의사항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한 구강 사정 단계는 BRUSHED-Teeth 구강 사정 도구를 이용한 구강사정과 

구강 통증 사정  의식 수  사정, 간호 재 단계에서는 기 내 삽  여부에 따

라 칫솔질과 0.1% hibisol 용, 구강 막 건조 방을 해 물의 용, 입술에 바

세린 용 내용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정리  기록 단계에서는 물품 정리, 

장갑 벗고 손 씻기  수행 내용 기록하기 내용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구강간호 로토콜은 구강간호를 한 간호 교육의 한 

방법으로, 환자실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와 합병증을 악하는데 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 최신 근거에 기반한 표 화된 간호 재를 제공하고 평가하여 

환자의 구강 문제와 주요한 합병증인 인공호흡기 련 폐렴의 발생률 감소에 기

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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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환자실 입원 환자는 기도 개방성 유지를 해 기  내 삽 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후두에 집락된 메치실린에 항성을 나타내는 황색 포도상 구균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이나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같은 호흡기계 병원균이 직  폐내로 들어가는 침입로가 형성된다. 

한 정상 인 기침반사와 막섬모 운동이 손상되어 병원성 폐렴이나 인공호흡기 

련 폐렴(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VAP])의 발생 험이 높아진다(Grap, 

Munro, Elswick, Sessler, & Ward, 2004). 2010년 미국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의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Report에 따르면 성인과 소아 환자실 환자에게 발생하는 병원성 감염  VAP

가 차지하는 비율이 26%이며, 우리나라 질병 리본부의 결과에서도 2008-2009년까

지의 환자실 병원성 감염  VAP가 차지하는 비율이 18.0%를 차지했다(질병

리본부, 2009).

  VAP는 환자의 환자실 입원 기간을 최  13일까지 연장시키고(Safdar, 

Dezfulian, Collard, & Saint, 2005) 환자실 입원 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VAP가 발생한 기계호흡을 하는 환자의 약 20-70%가 사망하게 된다(Cason, 

Tyner, Saunders, & Broome, 2007). 한 VAP는 환자 한명당 미국의 경우 

10,000-40,000달러의 비용 손실을 일으키는 합병증으로 인공호흡기 련 폐렴을 

이는 것은 환자실에서 주요한 목표가 된다(Safdar et al., 2005). 

VAP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주요 원인이 구강내 균의 집락

화로 알려지고 있으며, VAP의 76% 경우에 구강과 폐에 침투한 균이 같음을 알 수 

있었다(Tablan, Anderson, Besser, Bridges, & Hajjeh, 2004). 이는 구강내 균의 집락

을 막음으로써 인공호흡기 련 폐렴을 방하는데 있어 구강간호가 매우 요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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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Berry, Davidson, Masters, & Rolls, 2007; Houston, Hougland, Anderson, 

LaRocco, Kennedy, & Gentry, 2002).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구강간호가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며 폐렴을 포함한 병원감염의 발생을 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anz, Fink, Raanan, Asher, Bruttin, Nun et al., 2009; 

Hubmayr, 2002; Mori, Hirasawa, Oda, Shiga, Matsuda, & Nakamura,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간호의 우선순 에 있어서 구강간호는 다른 역의 

간호와 비교할 때 상 으로 낮은 우선순 를 보 다(최 , 모 숙, & 김진선,  

2009; Feider, Mitchell, & Bridges, 2010). 질병과 련한 간호를 제외하고도 구강

간호의 우선순 가 낮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구강간호가 어렵고 불유쾌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간호사의 태도의 문제  구강간

호에 한 간호사의 지식 부족임이 제시되었다(Binkley, Furr, Carrico, & 

McCurren, 2004). 국내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80%이상의 간호사들이 서면화된 사

정 도구에 따라 정확한 사정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최  외, 2009), 

과반수 이상의 간호사들이 효과 인 구강간호 용액과 도구에 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진희, 2006). 

환자실에서의 구강간호의 요성과 구강간호 방법에 하여는 다양한 도구 

 로토콜이 제시되었다(Eilers, Berger, & Petersen, 1988; Fitch, Munro, Glass, 

& Pellegirni, 1999; Gil-Mantoya, 2006; Hayes & Jones, 1995; Hutchins, Karras, 

Erwin, & Sullivan, 2009; Jonanne Lewis, 2009; Stout, Goulding, & Powell, 2009; 

AACN, 2010). 그러나 이러한 구강 사정도구  로토콜이 표 화되지 못하 으

며, 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많았고 심지어 같은 병원에서도 병동마다 

그리고 같은 병동의 간호사마다 다른 방법으로 구강간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Binkley et al., 2004; Ganz et al., 2009; Feider et al., 2010; Munro & Grap, 2004; 

Munro & Grap, 2009; Sieracki, Voelz, Johannik, Kopaczewski, & Hubert, 2009).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지 12.8%만이 서면화된 사정도구나 로토콜을 사용하고 있

었고, 근거 기반한 표 화된 구강간호 로토콜 없이 간호사의 재량에 따라 각기 

다른 구강간호를 제공하고 있었다(정 선 & 김순희, 2009; 최  외, 2009). 따라

서 환자실이라는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 간호사들의 의사결정을 도와 효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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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간호를 제공하며, 상자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인공호흡기 련 폐렴 방

을 해서는 표 화된 구강간호 지침 는 로토콜의 개발  사용이 요구된다

(최  외, 2009).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근거에 기반한 표 화된 구강간

호 로토콜을 개발하여 환자실 입원 환자를 한 구강 간호 수행을 향상시키

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환자실 입원 환자를 한 구강간호를 수행하는데 지침이 

되는 표 화된 구강간호 로토콜을 개발하기 함이다. 이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간호를 한 로토콜 안을 개발한다. 

 2)  로토콜 안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다. 

 3)  환자실 경력 간호사를 상으로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비 로토콜의 사 

     용자 타당도를 검증한다. 

 4)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간호를 한 최종 로토콜을 개발한다. 

3. 용어의 정의   

 

  1) 환자실 입원 환자

 여러 종류의 감시장치, 치료장비  문 의료 인력을 갖추고 다각 인 치료가 

행해지는 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직 으로 생명에 이 있는 성질환 환

자이다(조원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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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내․외과, 심장내과 등의 환자실에 입원하여 간호사에 의해 구

강간호를 제공받는 성인 환자를 말한다. 환자는 기 내 삽 을 시행한 환자와 시

행하지 않은 환자 모두를 포함한다. 

 2) 구강간호

  구강간호란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구강합병증을 방하고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활동(변 순 & 김애경, 1995)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실에서 간호사에 의해 다양한 구강간호 용액과 방법을 이

용하여 환자에게 행해지는 구강청결 행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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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기 내 삽 을 시행한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는 인공호흡기 련 

폐렴 발생에 향을  수 있으며(Tablan et al., 2004), 인공호흡기 련 폐렴으로 

인해 환자실 입원기간과 사망률, 비용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

(Cason et al., 2007; Safdar et al., 2005). 간호사들은 한 구강간호 제공을 통해 

환자실 환자들의 심각한 합병증인 인공호흡기 련 폐렴의 발생을 하시킬 수 

있다(Houston et al., 2002). 그러나 구강간호 수행을 한 간호사들의 지식이 부족

하고, 표 화된 구강간호 로토콜이 존재하지 않아 구강간호가 제 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Binkley et al., 2004). 

  환자실 환자의 구강간호과 련된 연구들은 주로 환자실 구강간호의 실태

를 조사한 연구들이 부분이고, 구강간호 련 로토콜  가이드라인이 몇몇 

존재하나 임상에서 간호사들의 구강간호 수행을 안내할 실제 인 근거를 제시한 

표 화된 로토콜은 없는 실정이다(Feider, 2010). 특히 국내에서는 구강간호의 방

법, 빈도, 기간 등에 한 로토콜 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기반한 표 화된 구강간호 로토콜 없이 간호사의 재량에 따라 각기 다른 구강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정 선 & 김순희, 2009; 최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구강간호의 수행이 무엇보다 요한 

환자실 환자의 구강건강 문제와 구강간호의 요성에 해 살펴보고, 구강간호 

로토콜의 구성을 해 구강간호 재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강간호 재

는 크게 구강 사정, 화학 는 약물학  제제의 용, 치태의 기계  제거로 나

 수 있다(Sona, Zack, Schallom, McSweeney, McMulle, &Thomas et al., 

2009). 구강건강 사정은 환자의 구강상태 평가  구강간호의 시작을 돕고 구강

간호의 결과 평가를 해 필요하며, 인공호흡기 련 폐렴의 원인균의 차단을 

해 치태의 기계  화학  제거 방법이 필요하다. 구강간호 제공의 횟수 한 

근거에 기반해 일치가 필요하다. 즉, 환자실 환자를 한 구강간호 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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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기  내용이 될 구강간호 재 방법인 한 구강건강 사정 도구, 구강

간호 용액, 구강간호 도구와 제공 횟수에 해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환자실 환자의 구강건강과 구강 간호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부분 심각한 기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다제내

성 병원균(multi drug resistance pathogens)등의 험에 노출되어있고, 면역반응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감염에 한 감수성이 증가하게 되어 잇몸 염증이나 

캔디다증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Malkin, 2009). 환자실에서 시행되는 처치 

한 구강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 기도 개방성 유지

를 해 기  내 삽 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후두에 집락된 균이 직  폐

내로 들어가는 침입로가 형성되고, 정상 인 기침반사와 막섬모 운동이 손상되어 

병원성 폐렴이나 인공호흡기 련 폐렴(ventilator associated pneumonia[VAP])의 

발생 험이 높다(Munro et al., 2006).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 생상태가 청

결하지 못하면 메치실린에 항을 나타내는 황색 포도상 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이나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같은 호흡기

계 병원균이 치태에 붙어 잠재 으로 집락을 이루어 인공호흡기 련 폐렴을 

래할 험이 높아진다(Munro et al., 2006). 

 인공기도가 삽입된 환자의 경우 삽 이 되지 않은 환자에 비해 폐렴에 이환될 

확률이 6-21배 높으며,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확률이 

높아져서 폐렴 발생 험은 인공호흡기 사용일당 1%씩 증가한다(Feider et al., 

2010). 물론 기  내 삽 을 한 환자실 입원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인 

인공호흡기 련 폐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주요 원인이 구강

내 균의 집락화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실 재원기간이 연장될 뿐 아

니라 생명을 하기도 한다(Cason et al., 2007). 구강내 세균 수를 이는 것이 

폐에서의 균의 집락을 방하는 방법이 되며(Munro et al., 2006), 많은 연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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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강간호가 환자실 환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며 폐렴을 포함한 병원 감염

의 발생을 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ori et al., 2006). 

인공호흡기 련 폐렴 뿐 아니라 환자실에서 기 내 삽 을 시행한 환자들은 

식상태이고, 비  는 oro-gastric tube를 가진 상태로 환자의 입이 지속 으

로 열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이것은 구강건조증을 일으키게 된다(Munro et al., 

2006). 한 구강 내 침은 치아 라그의 기계  제거를 일으키며 침에는 특이  

면역 입자가 포함되어 구강 미생물을 조 하는 역할을 하는데(Munro et el., 

2006), 환자들은 강심제, 부교감신경 억제제, 이뇨제, 항경련제, 진정제 들을 투

여 받는데, 이는 침 생산을 감소시켜 구강건조증을 이끌거나 심화시키게 된다. 수

분을 제한 받는 환자실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침 생산이 감소되어 구강건조증

이 더욱 심화된다(McNeill, 2000).  

자가 간호가 제한되어 구강간호를 할 수 없는 환자의 구강간호에 한 책임이 

간호사에게 있지만(Binkley et al., 2004), 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건강한 구

강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학  처치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Cutler & Davis, 2005). 기  내 삽 을 하고 있는 환자

실 입원 환자의 구강사정과 구강간호는 구강상태를 들여다보거나 근하는데 있

어 제한을 받고 있으며, 튜 의 치 변경이나 튜 가 빠질 수 있는 험 때문에 

간호사들이 튜 를 조작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어 기  내 삽  환자들에게 있어

서 구강간호는 더욱 어렵다(Sona et al., 2009). 

 련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환자실에서의 구강간호는 매우 요하며 

구강간호 제공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구강 생을 유지함으로써 구강내 

균의 형성을 방지하고, 폐의 숙주 방어능력을 향상시켜 폐렴을 포함한 구강질환을 

방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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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간호 재

 

  1) 구강건강 사정 도구 

  구강건강의 사정은 사정방법, 사정 빈도, 추후 리를 포함하고 있는 로토콜을 

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한 구강 간호 수행을 해서는 환자의 구

강 상태에 한 정확한 사정이 선행되어야 한다(White, 2000). 환자의 구강 상태 

사정은 재가 필요함을 규명하고 재를 시작하며, 진행과정을 평가하기 해 필

요하다(Malkin, 2009). 즉, 구강 건강 사정 도구들은 간호사들이 구강간호를 해야 

함을 상기시키며, 환자실 환자들이 가진 고 험 문제들이 구강오염과 련 될 

수 있다는 비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Cason et al., 2007).

  국외에서 개발된 구강사정 도구들을 살펴보면, 구강 사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간호사들의 구강 사정에 한 지식 부족 때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들이 

사정 항목을 기억하기 쉽도록 각 사정 항목의 간단한 연상기호를 따서 만든 

“BRUSHED-Teeth” 구강 사정 도구(Hayes & Jones, 1995), 구강 건강에 향을 미

치는 약물과 구강 상태에 따른 구강간호 물품  그들의 효과와 부작용까지 간단

히 제시한 Lockwood’s 구강 사정 도구(Lockwood, 2000)가 있다. 한 총 8항목이

며 각 항목을 0-3 으로 수화한 Eilers(1998)등의 Oral Assessment Guide(OAG)

는 암 환자에서 보편 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강사정 도구로 8  이하 Level 1, 

9-16  Level 2, 17-24 을 Level 3로 나 어 수가 높을수록 구강상태가 나쁜 것

이며, 단계에 따른 간호 방법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에 여러 사정도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 마다 그리고 간호

사 개인마다 구강 사정 도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언

제 구강사정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한 근거와 표 이 없는 실정이며(Huskinson 

& Lloyd, 200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최  외, 2009). 국내의 한 

연구에서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67.3%가 구강간호 제공시 일상 으로 구강건강 

사정을 수행 하지만, 그  12.8%만이 서면화된 사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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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것은 외국의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며, 몇몇 병원에 구강사정 도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실 간호사들은 시간 는 지식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임상실무에서 잘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Huskinson & Lloyd, 2009).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구강건강을 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

하고 그들의 구강 건강상태는 호 되지 않을 것이라 응답 하 는데(최  외, 

2009), 구강 사정도구의 사용이 이러한 문제를 피하게 할 수 있다고 하 다

(Binkley et al., 2004).  

  즉, 표 화 되지는 않았지만 국외에 다양한 구강사정 도구들이 존재하며 서면화

된 구강사정 도구를 갖추는 것은, 간호사의 구강간호에 한 필요성 인식과 구강

간호의 제공  효과 평가에 향을 주므로,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기 해 표 화된 구강 사정 도구의 임상 용이 요구된다. 

  2) 구강간호 용액

한 구강간호 용액은 환자에게 물리  · 화학 으로 외상을 입히지 않으며 

독성이 없어야 한다. 한 타액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냄새나 맛이 나쁘지 않

고 구강 탈락물을 제거할 수 있고, 습한 구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Berry et al., 2007). 구강간호에 사용되는 구강 간호 용액은 여러 가지가 보고되었

는데, 재 사용되고 있는 제제로는 과산화수소수(Hydrogen peroxide), 클로르헥

시딘액(Chlorhexidine gluconate), 탄산나트륨(sodium bicarbonate) 베타딘액(탄

툼 가 액), 니스타틴, 생리식염수 등이 있다(Malkin, 2009).    

오랜 기간 환자실 환자의 구강간호에 사용된 과산화수소수(Hydrogen 

peroxide)는 환자의 구강감염 방에 효과 이라는 일부 보고가 있다(Berry & 

Davidson, 2006; O’Reilly, 2003). 과산화수소의 항균효과 기 은 정확히 밝 지지

는 않았지만 산소분자가 거품으로 방출되면서 치태와 음식물 꺼기들을 제거하

는 기계  효과와 그 자체로서의 항균효과 그리고 국소 조직 손상 부 에 산소를 

공 함으로써 화학  조직 치유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보고가 있다(Chandu, 

Stulner, Bridgeman, & Smith, 2002). 그러나 과산화수소는 항균  속성이 구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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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균의 과 성장을 일으킬 수 있고 불쾌한 맛과 거품이 환자들에게 거부감을 

 수 있으며, 구강 병변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막조직의 재생을 방해하므로 구

강 막 통합성이 손상된 환자들의 구강간호를 해 사용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

다(Chandu et al., 2002). 한 과산화수소는 1.5% 는 3%의 농도가 한데, 희

석농도가 잘못 되었을 때는 구강 막 화상을 입힐 수 있다(Berry & Davidson, 

2006). 이처럼, 과산화수소수는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무 커서 구강간호 용액으

로의 사용에는 추천되지 않는다.  

최근 환자실에서 구강간호 용액으로 많이 사용되는 0.1-0.2% 클로르헥시딘액은 

구강 감염 방을 해 흔히 사용되며 항균범 가 넓어 그람양성, 그람음성, 효모, 

기성균, 호기성 세균에 효과 으로 항하고, 치태 제거에도 효과 이다(Beraldo 

& Andrate, 2008; Bopp, Darby, Loftin, & Broscious, 2006; Sona et al., 2010). 양

성분자인 클로르헥시딘액은 치아 에나멜과 막세포에서 음극 부분과 결합해 치

아와 막 표면에서 미생물 부착의 감소를 일으킨다. 한 박테리아성 세포벽 구

조에 결합해 세포 삼투 평형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포타슘과 인의 출을 일으키

고 그 결과 박테리아성 세포의 구조를 손상시킨다(Bagg, MacFarlane, Poxton, 

Miller, & Smith., 1999; 조원희, 2006에서 재인용). 클로르헥시딘액은 구강구조의 

표면에 부착되어 8-24시간까지 천천히 작용해 자주 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Berry & Davidson, 2006), 렴한 용액 가격에 비해 뛰어난 VAP 방효과로 매

우 경제 이다(Sona et al., 2010). 그러나 클로르헥시딘액은 특유의 냄새와 맛 때

문에 환자들이 이행하기 어렵고 장기간 사용시 구강 내 정상 세균총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아나 에 착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 이 있어 자주 사용

하기 보다는 하루 두번의 사용이 하다(Houston, et al., 2002; Kolahi & 

Soolari, 2006). 

 히 희석된 탄산나트륨(Sodium bicarbonate)은 구강간호용액으로 효과 이

지만, 충분히 희석되지 않으면 불유쾌한 맛이 나며 구강 화상을 입힐 수 있다

(Berry & Davidson, 2006). 한 구강내 pH를 더욱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박테리

아 수의 증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실 환자에게 사용은 추천되지 

않는다(O’Reill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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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리식염수는 구강 막에 이상을 주지 않는 성 인 약물로서 과립 조직 

형성을 돕는다고 하 으며, 이 용액은 구강감염 방 효과 뿐 아니라 비용이 렴

하며 환자의 불편감이 었다(정수남, 2005). 그러나 구강을 건조시키는 경향이 있

어 환자실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정 희 & 김순희, 2009). 수돗물은 사용하기 

쉽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병원성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면역력이 하된 

환자실 환자에게 사용이 추천되지 않는다(정 희 & 김순희, 2009). 

 베타딘 희석액인 탄툼 가 액은 구강 막에 자극을 주어 효과 이지 못하고

(Chandu, Stulner, Bridgeman, & Smith, 2002), 구강의 진균 감염에 효과 이라고 

나타나는 니스타틴 용액은 원액에 설탕이 들어 있으므로 희석하여 가 링 용액으

로 사용시 유효기간이 짧고, 보 을 잘 못하면 오히려 균의 배지가 될 수 있으므

로 방  사용보다는 구강에 진균 감염이 의심될 때에 투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

다(Houston et al., 2002). 

한 시 되는 가 링 용액에 부분 들어있는 페놀과 알코올은 입안을 마르게 하

고 상피세포를 얇게 하여 구강 막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며(Malkin, 2009), 몬이나 

리세린을 구강 막에 바르는 것은 침의 분비를 자극하지만 산성을 띠기 때문에 치

아 부식을 래하고 그 결과 반동성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Berry, et al., 200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구강간호 용액들이 있으며, 각기 효과 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임상에서는 용액의 효과와 부작

용에 한 철 한 평가 없이 다양한 용액이 사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구강간호 

용액으로 사용되었던 과산화수소 용액은 그 효과에 비해 단 이 무 많았고, 요

즈음 여러 연구들을 통해 효과와 비용측면까지 고려할 때 클로르헥시딘 용액의 

사용이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3) 구강간호의 도구와 구강간호 제공 횟수

구강건강 향상을 해서는 치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요하다. 치태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기계 이고 물리 인 방법으로 막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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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 김순희, 2009), 치태 제거를 해 사용되는 표 인 방법은 칫솔질과 면

을 이용해 문지르는 방법이 있다. 

구강간호 제공의 한 방법인 칫솔질은 치태를 제거하고 잇몸을 자극하는데 있어 

면 보다 효과 이며(Munro et al., 2004), 최상의 구강 청결 방법으로 권장된다

(Berry et al., 2007). 칫솔질은 한 크기와 모양의 칫솔로 충분한 시간 동안 

한 빈도로 수행해야 효과 이고(Berry et al., 2007) 잇몸출  는 소  수치

가 낮은 환자에서 사용시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며, 털이 부드럽고 모가 작은 유아

용 칫솔의 사용이 환자실 환자에게 하다(Pearson & Hutton, 2002). 한 칫

솔의 세균번식을 막기 해 일회용이 아닐 경우 칫솔은 6-12주마다 새것으로 교환

하며, 사용 후 잘 씻어 공기 에서 철 히 건조시키는 것도 요하다(Berry et 

al., 2006).

한편 면 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막 조직을 자극하는데는 효과

이나, 치태를 제거하고 인공호흡기 련 폐렴의 험을 낮추는데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Pearson & Hutton, 2002). 그러나 면 은 암환자의 경우에 구강 막염이

나 염증 방을 한 약물 도포시 유용하게 사용된다(Roberts, 2000). 한 면 을 

이용한 구강간호 방법은 칫솔 사용이 불가능할 때, 면 에 클로르헥시딘액을 묻  

사용하면 면 만 사용할 때 보다 그 효과가 향상되었다(Roberts, 2000).  

 칫솔질이 구강내 치태 제거에 효과 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 졌으나 국내

에서 기도삽 을 한 환자실 환자에게 칫솔질은 시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포셉( 는 설압자)과 거즈( 는 코튼볼)를 이용하여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최  외, 2009). 포셉이나 거즈를 이용하는 방법은 

면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효과 으로 치태를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Pearson & 

Hutton, 2002). 

 구강간호의 효과에 한 요인으로 구강간호 수행 횟수 한 요하다. 국외의 

한 연구(Grap, Munro, Ashtiani, & Bryant, 2003)에서 구강간호의 빈도가 구내염 

발생에 직 으로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환자가 깨어 있을 때는 2시간 간격

으로 구강간호를 시행하라고 권장하 다. 그러나 환자실에서 실제로 매 2시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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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실 으로 제약이 많다(조원희, 2004). 바쁜 업무 

환경 뿐 아니라, 간호사들은 인공 기도 삽입이 되어 있는 환자에게 구강 간호 제

공시 튜 가 빠져 나오거나 치가 바뀔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구강간호 수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최  외, 2009). 

 치태 제거를 한 방법으로 칫솔을 이용하고, 구강간호 용액으로 클로르헥시딘

액을 사용할 경우 하루 두 번 구강간호를 제공하며, 입술  구강 막 수분 공

을 해 2~4시간마다 면 을 이용해 구강 습화를 제공하라는 문헌들이 존재한다

(Hutchins et al., 2009; Sona et al., 2009; AACN, 2010).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구강간호 제공시 환자의 구강 상태  사용하는 구강 용액에 상 없이 하루 3회 

는 하루 2회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최  외, 2009). 즉, 근거에 기반한 

합리 인 기  없이 임상에서 제공되는 구강간호의 빈도는 표 이 없는 실정이다

(Hanneman & Gusick, 2005). 

 문헌고찰을 통해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 간호시 부드럽고 모가 작은 칫솔

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한 구강간호 제공 횟수에 해서도 

치태 제거를 한 칫솔질 시행  화학  용액의 용은 하루 2번, 구강 막 건조 

방을 한 습기의 용은 2시간마다 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필요시 시

행 하는 것이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지 까지 환자실 환자의 구강건강과 문제  구강간호 재에 한 문헌고

찰을 통해 련 문헌을 통해, 환자실에서 구강간호 제공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

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환자의 구강 생을 유지함으로써 폐렴을 포함한 구강질환

의 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구강 생 유지를 한 구강간호 재 제공에 있어 구강건강 향상을 해 서면

화된 구강사정 도구의 임상 용이 요구되나 실제 임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으며,  

구강간호 용액  도구의 효과와 부작용에 한 철 한 평가 없이 구강간호가 이

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때 한 구강간호 용

액으로는 0.1~0.2%의 클로르헥시딘 용액이, 치태 제거를 해 기계  방법으로는 

칫솔이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한 구강간호 제공 횟수에 해서도 합의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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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칫솔질 시행  화학  용액의 용은 하루 2번, 구강 막 

건조 방을 한 습기의 용은 2시간마다 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필요

시 시행 하는 것이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지 까지 문헌고찰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실 환자 구강간호 

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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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간호를 한 로토콜을 개발하기 한 

방법론  연구이다. 

2. 연구 차

 

 본 연구는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간호를 한 로토콜을 개발하기 한 

방법론  연구로, 단계별 구체 인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실 입원환자의 구강 간호 련 문헌의 체계  고찰 수행 

 

 연구에 이용될 논문 선정의 기   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문헌검색 략으로 문헌검색에 이용된 2000년 1월 - 2010년 10월 사이에 peer 

reviewed journal에 실린 것으로 어 혹은 한 로 보고된 논문, 환자실에 입원

한 성인 환자 상일 것, 그리고 체계  문헌고찰 연구와 로토콜  지침을 선

정할 것이다. 

 국외의 경우, CINAHL, PubMed, Cochrane library 검색엔진에 주요용어(key 

word)로 ‘oral hygiene’, 'oral hygiene protocol', 'oral hygiene guideline', 

'intensive care unit', 'intensive care' 를 AND와 OR로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156

개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문헌의 제외 기 에 따라 연구에의 이용 가능성을 사정

하여 구강간호 련 체계  문헌고찰 연구 8편, 로토콜  가이드라인 문헌 2편

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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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의 검색 과정에서 문헌의 제외 기 은 다음과 같다. 

① 복되는 문헌 

② 체 내용을 찾을 수 없는 문헌

③ 구강간호와 련성이 없는 문헌

④ 구강간호보다 인공호흡기 련 폐렴에 을 둔 문헌

⑤ 연구 상 장소가 병원이 아닌 싱홈 는 지역사회를 상으로 한 문헌

⑥ 암환자 구강간호 련 문헌

⑦ 체계  문헌고찰 연구나 로토콜  가이드라인 문헌이 아닌 경우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 리스트에서 련 문헌을 고찰하여 복되지 않는 문헌

을 검색한 결과 2개의 구강간호 련 로토콜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한 의학의 

Cochrane library와 유사한 간호 심의 근거기반 센터인 Joanna Briggs 

Institute(JBI)의 검색엔진을 통해 1개의 련문헌을 추가하게 되었다.

 국내 문헌은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4U) 검색엔진을 이

용해 구강간호, 환자를 주요용어로 석·박사 학 논문과 국내학술지를 검색하

다. 총 47개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나, 문헌 제외 기 에 따라 제외한 후 체계  문

헌고찰 연구 한편만이 연구의 상 문헌으로 선정되었다. 

  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선택된 문헌은 구강간호 련 체계  문헌고찰 연구 8

편과 로토콜 5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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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헌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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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강 간호 로토콜 안 구성

 

 의 문헌 고찰 과정  구강간호 련 체계  문헌고찰 연구의 결과와 존하

는 구강간호 로토콜  가이드라인의 공통   차이  등을 종합․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구강간호 로토콜 안을 개발하 다. 이 로토콜 안은 환자실 

구강간호 필요성, 구강간호 비, 구강 사정, 구강간호 재, 정리  기록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3) 문가 집단으로부터 구성된 로토콜 안의 내용타당도 검증

 

 작성된 로토콜 안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Y 학 병원 환자실 

수간호사 1인, 환자실 5년 이상 경력간호사 24인으로 구성된 총 25명의 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다.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평가지를 문가 집단에게 배부하고 각 항목별로 

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4  척도로 표기하도록 하 다. 설문지는 각 문항의 

내용타당성을 4  척도로 평가한다. 즉, 1 (  하지 않다), 2 ( 하지 않

다), 3 ( 하다), 4 (매우 하다)으로 구성된 폐쇄형 설문지의 각 문항에 표

기하도록 한 후, Lynn(1986)이 제시한 내용을 토 로 CVI(content validity index) 

0.80이상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의한 항목으로 선정하 다.

  4) 환자실 경력 간호사를 상으로 사용자 타당도 검증

 

 앞서 개발된 로토콜 안  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으로 

구성된 비 로토콜을 문가들의 제언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2010년 12월 1일~10일에 환자실 1~10년 경력의 간호사 4명을 상으로 로토

콜의 사용자 타당도를 검증하 다. 이들을 상으로 로토콜 용 방법에 해 

설명하고, 실제 임상에서 한명의 간호사당 3명의 환자에게 로토콜을 수행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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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 로토콜 수행시 걸리는 시간, 실제 사용의 제한  등에 해 간단히 

도록 하 다. 그리고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  면 을 시행하 다.  

 

  5) 최종 로토콜 개발

 

 문가 그룹의 내용 타당도와 사용자 타당도 검증을 통해 5개 역으로 구성된 

수정된 최종 로토콜을 개발하 다. 최종 로토콜은 연구자와 간호 학 교수 2

인, 환자실 수간호사 1인의 토론을 거쳐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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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간호 련 문헌의 고찰 결과

  최종 분석 상에 이용된 문헌 14개  환자실 환자의 구강간호 재방법에 

해 체계  문헌고찰 연구와 련된 문헌 9편과 로토콜 5편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1-1>, <표 1-2> 와 같다. 

 치태 제거  구강내 균 발생 방을 한 화학  방법으로 14편의 문헌   

13편에서 클로르헥시딘 용액이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비용 등을 고려하 을 때 

구강간호 용액으로 가장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구강내 치태 제거를 한 

기계  방법으로는 14편의 연구 모두에서 칫솔의 사용이 효과 이라고 하 으며, 

모가 작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 다. 한 구강간호 제공 횟수에 

해서는 치태 제거를 한 칫솔질 시행  화학  용액의 용은 하루 2번으로 

충분하다고 하 고, 구강 막 건조 방을 한 습기의 용은 2시간마다 는 환

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필요시, 입술 건조 방을 한 바세린 용도 환자 상태

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시행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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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강간호 로토콜 안 구성

 문헌고찰 과정을 바탕으로 구강간호 로토콜을 크게 5개 역으로 구분하 다. 

5개 역은 환자 구강간호의 필요성, 구강간호 비, 구강 사정, 구강간호 재, 

정리  기록으로 구성된다. 역별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환자 구강간호의 특성 

 

 환자 구강간호의 목  역에는 환자실 환자에서의 구강간호의 요성, 구

강간호의 목 , 구강간호 재 제공자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2) 구강간호 비 

 

 구강간호 비 역에는 구강간호 비물품과 주의사항, 수행을 한 비(

한 자세 취하기, 손 씻기, 장갑 끼기, 환자에게 차 설명하기) 내용으로 구성

하 다. 

 

3) 구강 사정 

 

 간호사정 역에서는 기 내 삽  시행 여부 사정과, 사정을 해 기 내 삽  

튜  고정용 테이  풀기, 구강상태 사정(출 , 발 , 궤양, 침, 구취, 외  요인, 

이물, 치아 상태, 구강 통증  안  수 ), 기 내 삽  시행한 경우 튜  고정 

테이  부착부  사정, 기 내 삽  시행하지 않은 경우 의식수 과 연하능력 사

정에 한 내용으로 구성하 다. 

  문헌고찰을 통한 구강사정 도구들에 해 살펴보면, 여러 사정 도구들이 사정 

항목에 조 씩 차이는 있었으나, 부분 입술, 치아, 잇몸, , 구강 막, 타액/침 

항목에 한 사정이었고 몇몇 사정도구들에서 아구창이나 구강 통증 정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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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들 모두를 포함한 사정 

항목을 연상기호를 이용하여 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BRUSHED 구강 사정 도구(Hayes & Jones, 1995)에 치아 사정 항목을 포함하여 

BRUSHED-Teeth 구강 사정 도구(Johnstone, Spence, & Koziol-McClain, 2010)를 

로토콜에 용 하 다. 한 환자의 구강통증 상태 사정도 함께 사정 항목에 포

함시켰다.  

 

  4) 구강 간호 재  

  간호 재 역에는 칫솔질과 입안 헹구기, 클로르헥시딘 용액(0.1% hibisol)의 

용, 구강건조 방을 한 구강 습화, 기 내 삽  튜 의 치 고정과 입술 건

조 방을 한 바세린 용 내용이 포함되었다. 

 문헌에서 제시하는 클로르헥시딘 용액의 희석농도는 0.1-0.12%의 분포로 조 씩 

차이가 있었으나, 구강간호 용액으로 0.1~0.2%사이 농도가 (Berry & 

Davidson, 2006)하다는 문헌을 토 로 국내에서 시 되고 있는 0.1% 클로르헥시딘 

용액(0.1% hibisol)을 구강내 라그 제거를 한 화학  재 방법으로 로토콜

에 용하 다. 

 

5) 정리  기록 

 정리  기록 역에는 구강간호 수행 후 물품 정리와 구강사정 내용  구강

간호 수행 내용 기록으로 구성하 다. 

 역별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구강간호 로토콜 안은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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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환자실 환자 구강간호 로토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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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실수(%)

근무부서 신경외과 환자실 12(48)

심장내과 환자실 13(52)

환자실 근무경력 평균±표 편차 9년 2개월±4년 10개월

3. 로토콜 안의 타당도 검증

 

 1) 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문가 집단의 환자실 입원환자를 한 구강간호 로토콜 안에 

한 내용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문가 집단은 Y 학병원 신경외과 환자실 경력 

간호사 12명과 심장내과 환자실 경력 간호사 13명 체 25명의 간호사를 상으

로 시행되었으며, 문가의 평균 환자실 경력은 9년 2개월이었다. 로토콜 아

의 내용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문가 집단의 일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문가의 일반  특성

N=25

 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증은 Lynn(1986)이 제시한 내용을 토 로 각 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1 (  하지 않다), 2 ( 하지 않다), 3 ( 하다), 4

(매우 하다)의 4  척도로 평가하여 CVI(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

다. 문가 타당도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강간호 로토콜 체 문항의 타당도는 0.89로 나타났으며, 각 역별 CVI는 

‘ 환자실 환자의 구강간호의 요성, 목 , 재 제공자’ 항목이 있는 환자실 구

강간호 필요성 역이 1.0으로 높게 나타났고, 구강간호 비 역에서는 ‘수행 

비’와 ‘환자가 기 내 삽 시 튜  고정용 테이  풀기’ 항목이 0.92로 높게 나타났

다. 구강 사정 역에서는 ‘구강 상태 사정’ 항목이 0.96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강간

호 재 역에서는 ‘환자의 입술 건조를 방하기 해 필요할 때마다 바세린을 

용한다’가 0.9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리  기록 역에서는 ‘물품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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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타당도(CVI)

환자실 

구강간호 목

 환자실 구강간호 특성/목 /필요성

  - 요성, 목 , 재 제공자
1.00

구강간호 비  1) 비물품 0.80

 2) 수행 비 0.92

 3) 기 내 삽  여부 사정 0.92

 4) 기 내 삽 시 고정용 테이  풀기 0.92

 5) 주의사항 0.88

구강 사정  1) 구강상태 사정 0.96

구강간호 재
 1) 8시간 마다 칫솔질과 입안 헹구기 

   & 0.1% hibisol 용
0.80

 2) 구강건조 방: 2시간 마다 는 필요할 때 

    마다 거즈나 면 에 물을 셔 용
0.68

 3) 입술 좌우 튜  고정 치 변경 & 고정 0.91

 4) 입술건조 방 해 필요할 때마다 바세린   

  용
0.96

정리  기록  1) 수행 후 정리 0.96

 2) 기록  평가 0.96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 수행 후 정리’와 ‘구강사정 내용과 구강간호 수행내용 기록

하고, 구강 감염이 의심되면 의사와 상의하기’ 항목이 0.96의 지수로 나타났다. 

 

표 3. 환자실 입원 환자 구강간호 로토콜 문가 타당도 결과

N=25

 한편, 구강간호 재 역의 ‘구강건조 방을 해 2시간 마다 는 사정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물을 면  는 거즈에 셔 구강 막에 용 한다’ 항목은 

CVI 0.68로 합의율이 가장 낮았다. 이 항목의 문가 내용 타당도 지수가 낮은 것

은 로토콜 안의 언어 표 에서 물로 인한 환자의 흡인의 험성에 한 염

려 때문인 것으로 문가들의 제언 사항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구강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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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 로토콜의 과정  필수 인 과정으로, 항목의 내용을 ‘구강건조 방을 

해 2시간 마다 는 사정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물을 면  는 거즈에 물

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묻  구강 막에 용 한다’라고 수정한다면 비록 CVI 

지수가 낮지만 로토콜의 과정으로 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여 로토콜 

안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 다. 

 문가 제언 사항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기  평가 기 (의료기 평가지침, 2009)

에서 구강간호를 하루 세 번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로토콜의 항목  칫솔질과 

0.1% hibisol 용은 국내 실정을 반 해 하루 3번으로 수정하기로 하 다. 한 

‘ 소  수치 50,000이하시 칫솔질 기하며, 0.1% hibisol 용액을 면 에 묻  닦

아 다.’ 항목은 소  수치에 따라 몇몇 비 물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

를 조정하여 물품 비 항목에 함께 포함하 다.

  2) 로토콜의 사용자 타당도 검증 결과

   앞서 개발된 로토콜 안의 문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된 구강간호 

로토콜의 사용자 타당도 검증을 시행하 다. Y 학병원 심장내과 환자실 경력 

1~10년의 간호사 4명을 상으로 구강간호 로토콜의 용 방법에 해 설명한 

후 총 12명의 환자에게 직  로토콜을 용해 구강간호를 수행해 보도록 하

다. 환자의 경우 부분의 환자가 상동맥폐쇄성 질환  울 성 심부  환자

으며, 12명의 환자는 단지  장기 입원환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환자실 재

원기간은 58일이었다. 상 환자는 기 내 삽  환자 3명, 기 개술을 받은 환

자 2명 이었고 이 외 다른 환자들은 모두 기 내 삽 을 시행하지 않은 의식이 

있는 환자들이었다. 그리고 상 환자의 구강 사정 상태는 다른 구강질환은 없었

으나, 구강 막  입술에서 부분 소량의 출 이 있는 환자가 많았다. 

  환자의 구강 사정 내용을 기록해 보도록 하 고 구강간호 수행 시간, 구강간호 

수행시 로토콜의 흐름과 단계별 개별 문항  체 구성에서의 제한 에 해 

제언을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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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에게 시행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로토콜을 용해 구강간호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2) 구강간호 로토콜 흐름의 장애

  (3) 로토콜 용시 환자 측면에서 힘들었던 

  (4) 로토콜 용시 구강간호의 과정 측면에서 힘들었던 

  (5) 구강사정 내용 기록에서 힘들었던 

  한  질문에 해 간호사들이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면담을 시행하

다. 질문에 한 답변들  의미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강간호 물품 비에서 수행 후 정리까지 로토콜을 용한 구강간호의 평균 

소요 시간은 8분 30 으며, 로토콜의 흐름에서 기 내 삽 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사정과 재가 단계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사정 역에서 기 내 삽  시행 여부 뿐 아니라 의식수 에 따라 

구강간호 수행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 내 삽 을 시행한 환자도 의식

수 의 사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재 역에서 의식이 있

는 환자의 경우 0.1% hibisol을 1분간 입안에 머 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

으로 가 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지시 사항이 없음을 지 하 다. 

  로토콜 용시 환자 측면에서는 모든 재 과정 수행을 한 시간동안 환자

의 구강을 벌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기 내 삽  환자의 경우 

칫솔과 치약을 이용해 치아를 닦아 주는 것에 하여 어려움을 호소하 다. 한 

구강을 벌린 상태가 유지가 안 되어 입안의 치약을 헹궈내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치약이 구강 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에 한 의견이 있었다. 한편, 환자가 hibisol 냄

새에 해 불쾌함을 호소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 되는 가 액보다 시행 후 

환자가 더 개운함을 호소하 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강간호의 과정 측면에서는 

로토콜의 과정보다 기 내 삽 을 한 환자가 칫솔질시 구강을 벌린 상태로 유지

하기 어렵거나 지속 인 구강내 출  등의 환자상태로 인해 수행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강사정 내용의 기록에서는 사정 항목  구순구각염의 유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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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취  산증이나 감염의 냄새 구분과 같이 간호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한 기록이 있어 어려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용자 타당도 검증에서 제언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정 역에서 의식수 의 사

정은 기 내 삽  여부에 상 없이 모든 환자실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이라 사

료되어 기 내 삽 을 시행한 환자와 그 지 않은 환자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하 다. 한 비물품에서 곡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 해 곡반을 추가

하 다. 

4. 최종 구강간호 로토콜 개발

 

 로토콜의 내용 타당도와 사용자 타당도 검증을 통해 로토콜 안을 수정․

보완하 고, 환자실 구강간호의 필요성, 구강간호 비, 구강 사정, 구강간호 

재, 정리  기록의 총 5개 역으로 구성된 수정된 최종 로토콜을 개발하 다. 

완성된 최종 구강간호 로토콜은 <그림 3>과 같다. 최종 로토콜은 연구자와 간

호 학 교수 2인, 환자실 수간호사 1인의 토론을 거쳐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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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자실 입원 환자 구강간호 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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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환자실 환자의 구강 련 합병증을 방하고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기 

해서는 구강간호에 한 간호사의 충분한 지식  정확한 구강간호의 수행이 필

요하다. 특히 환자의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최신의 근거에 기반한 방법

에 따라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간호사의 요한 업무  책임이며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환자실 환자의 구강간호 로토콜 개발을 

하여 국내 내․외과 환자실 환자에게 용 가능하도록 구강간호에 한 최신 

근거에 한 분석  통합 과정을 통해 로토콜 안을 개발하 고, 문가의 내

용 타당도 검증과 사용자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 과정

을 통해 최종 구강간호 로토콜을 개발하 다. 이러한 결과에 하여 다음과 같

이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토콜에서 환자의 기 내삽  여부를 사정하는 것은 

환자실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험군 혹은 비 험군으로 나 는 방향을 결정지

음으로써, 간호 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인공호흡기 련 폐렴은 기

내 삽  는 기계 호흡을 시행한 지 4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폐렴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인공호흡기 련 폐렴은 기 내 삽 을 시행한 날이 길어질수록 발생 

가능성이 하루에 1%씩 증가한다(Japanese Respiratory Society, 2009). 따라서 기

내 삽  직후부터 병원성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험요인을 사 에 조기 발견

하고 면 히 사정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인공호흡기 련 폐렴의 발생은 환자의 환자실 재원기간, 사망률 그리고 의

료비용의 증가와 같은 많이 피해를 남기므로 그 방이 무엇보다도 요하며, 

방을 한 방법  요한 것은 근거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무를 수

행하는 것이다(Efrati et al., 2010). 구강간호의 수행 뿐 아니라 임상에서 쉽게 

용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련 폐렴의 방법으로 환자의 침상머리 상승(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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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 자세 변경  기도 분비물의 제거가 있다(Japanese Respiratory Society, 

2009). 이러한 인공호흡기 련 폐렴 방법의 효과 인 수행을 해 임상에서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간호 재에 한 체 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구강내 치태 제거를 해 칫솔의 사용이 가장 효과 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존

재하고 칫솔질 련 병원내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칫솔질을 정기

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구강간호 도구로 면 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최  외, 2009; Feider et al., 2010)들이 존재한다. 즉, 재의 구강간

호는 치석을 제거하고 인공호흡기 련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방하는 것보다는 

입안을 씻어내는데 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의 사용자 타당도 검증에서도 기 내 삽 을 시행한 환자의 구강간호 

수행에서 칫솔 사용의 불편함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간호사들은 칫솔  치

약 사용의 요성에 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 본 연구에서 개발

된 로토콜에 해 로토콜이 길어 하루 세 번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간호사들은 최신의 근거에 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최 의 구강간호를 한 근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한 사정 

항목에 있어서 구순구각염이나 구취의 종류에 한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하 는데 구강간호에 한 지식이 부족해 정확한 사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자에게의 구강간호 수행은 간호사들의 구강간호 요성에 한 인식과 제

공된 교육 로그램에 의한 구강간호 지식 정도에 따라 구강간호의 질에 미치는 

향이 다양하게 나타난다(Furr et al., 2004)고 하 다. 로토콜의 개발로 끝이 아

니라 간호사들에게 구강간호의 요성을 인식 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 구강간호의 요성, 구강 사정  재 방법에 한 정보를 포함시킨 

지속 인 교육과 최신 근거에 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기 내 삽 을 한 환자실 환자에게 칫솔질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

지만 칫솔질이 가진 이 을 고려할 때 칫솔질 사용에 해 좀 더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칫솔질 시행시 모가 작은 소아용 칫솔을 이용하면 기 내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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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 의 치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으므로(Johnstone et al., 2010) 가능한 다른 

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헌고찰 과정을 통해 구강간호 재  칫솔질과 클로르헥시딘 용액(0.1% 

hibisol)의 용은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로토콜에서

는 우리나라 의료기  평가 기 을 반 해 칫솔질과 0.1% hibisol 용액의 용 횟

수를 하루 3번으로 수정하 다.

  우리나라 의료기  평가 기 에서는 구강간호 수행 방법  차에 한 근거

에 기반한 평가 과정 없이 구강간호에 한 평가에서 구강간호의 시행 횟수, 인공

기도 삽  일수와 인공기도 규격  길이 사정 여부에 한 항목만이 존재한다(한

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 평가지침, 2009). 최신 근거에 기반한 방법으로 구강간

호를 제공하고, 구강간호를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에 한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확한 재 방법의 측면이 강조될 수 있는 평가기 의 성립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환자실 환자의 구강간호 로토콜은 총 14개 문헌의 정

보를 통합해 근거 기반하여 구성한 체계 이고 표 화된 간호 로토콜 때문에 

간호학  방향에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학을 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신규 

간호사들을 상으로 구강간호 수행에 한 교육시 간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강간호 로토콜은 실제 로토

콜을 용 받을 환자의 측면에서 임상 타당도가 검증되지 못한 이 제한 으로 

남는다. 한 구강 사정에 있어 간호사들이 인지하기 쉬운 BRUSHED-Teeth 사정 

도구를 이용하 는데, 이 도구의 경우 사정해야 할 항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사정한 내용에 한 수화가 어려워 다른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구강을 사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구

강간호 수행 방법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발되지 않은  한 제한 으로 남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토콜은 환자실 환자 구강간호에 한 요성



- 35 -

과 목 을 가장 첫 항목으로 구성해 간호사들이 구강간호의 필요성에 한 인식

을 도울 수 있도록 하 다. 한 로토콜에 해 환자실 경력 5년 이상의 임상 

간호사들이 력하여 세부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 고, 환자실 경력 1~10년 사

이 간호사 4명이 각 3명의 환자들을 상으로 실제 구강간호 수행시 로토콜을 

용해보아 타당도를 검증한 은 이 로토콜의 임상 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는 장 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간호 로토콜은 환자실에서 매일 수행되는 구강간호

의 요성에 해 인식하고 환자의 구강상태를 악하는데 요한 자료가 될 것

이다. 한 근거에 기반한 간호 재를 제공  평가하여 환자의 구강건강을 유

지하고 인공호흡기 련 폐렴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연구 측면

  연구측면에서 환자실 환자의 주요한 병원성 감염인 인공호흡기 련 폐렴과 

같은 합병증 방에 구강간호가 큰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요성이 덜 인식되

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구강간호에 한 최신 연구 결과에 기반한 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연구와 실무의 차이를 이는 계기를 마련하 다. 그리고 향후 구

강간호 수행과 련한 조사  재 연구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구강간호 외의 다른 간호 역에서의 표 화된 로토콜 개발을 한 기 자

료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2) 간호실무 측면

  실무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구강간호 로토콜을 용함으로써 환

자실 환자들이 가진 고 험 문제들이 구강오염과 련될 수 있다는 비  사고

를 가능하게 하고, 재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한 인공호

흡기 련 폐렴의 감소로 환자실 입원 환자의 재원기간 단축  의료 비용 감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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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환자실 입원 환자의 구강간호를 수행하는데 지침이 되는 표 화된 

구강 간호 로토콜을 개발하여, 최신의 근거에 기반한 효율 인 간호를 제공하고

자 시도된 방법론  연구이다.   

  환자실 입원환자의 구강간호를 한 로토콜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제 1 단계로 환자실 입원환자의 구강 간호 련 체계  고찰 문헌 연구 

 로토콜의 분석  통합을 수행하고, 제 2단계로 문헌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실 환자의 구강 간호 로토콜의 안을 구성하 다. 제 3단계로 25명의 문

가 집단으로부터 로토콜 안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고, 제 4단계로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로토콜의 사용자 타당도를 검증하 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최종 구강간호 로토콜을 개발하 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헌고찰을 통해 환자실 환자의 구강간호와 련하여 체계  문헌고찰 연

구 9편과 로토콜 련 문헌 5편을 선정하 다. 선정된 문헌을 통해 치태 제거 

 구강내 균 발생 방을 한 화학  방법으로 0.1% 클로르헥시딘 용액이, 구강

내 치태 제거를 한 기계  방법으로는 칫솔이 함을 알 수 있었다. 

  2. 환자의 구강간호를 한 로토콜 안의 내용은 구강간호 련 문헌을 기

로 내용을 구성하 다. 구강간호 로토콜의 내용은 구강간호의 요성, 목 , 

책임으로 구성된 환자 구강간호의 특성 항목, 물품 비, 환자 자세 취하기, 손 

씻기, 장갑 끼기로 구성된 구강간호 비 항목, 구강사정 도구인 BRUSHED-Teeth

와 구강 통증 정도로 구성된 구강 사정 항목, 칫솔질과 0.1% 클로르헥시딘 용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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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구강 막에 물 용, 입술에 바세린 용으로 구성된 구강 간호 재 항목, 

정리  기록 항목으로 구성하 다.

  3. 각 역별 내용 타당도는 환자실 구강간호 필요성 항목이 CVI지수 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간호 비 역에서는 ‘환자가 기 내 삽 시 튜  고

정용 테이  풀기’ 항목이 0.92로 높게 나타났다. 구강사정 역에서는 

‘BRUSHED-Teeth 사정도구와 구강통증 정도 사정’ 항목이 0.96으로, 구강간호 

재 역에서는 ‘환자의 입술 건조를 방하기 해 필요할 때마다 바세린 용’ 

항목이 0.9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리  기록 역에서는 ‘수행 후 정리’와 ‘구

강간호 사정  수행 내용 기록, 구강 감염이 의심되면 의사와 상의하기’ 항목이 

0.96의 지수로 나타났다. 한편, 구강간호 재 역의 ‘구강건조 방을 해 2시간 

마다 는 사정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물을 면  는 거즈에 셔 구강 

막에 용 한다’ 항목은 CVI 0.68로 합의율이 가장 낮았으며, 구강간호 로토콜 

체 문항의 타당도는 0.89로 나타났다. 

 4. 로토콜의 사용자 타당도 검증에서 로토콜을 용한 구강간호의 평균 소

요 시간은 8분 30 이었으며, 로토콜의 흐름에서 비물품, 사정 내용, 재 방

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들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강간호 수행과정과 련

하여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환자의 구강을 벌린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치약을 철 히 헹구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강간호의 과정 측면에서는 로토콜의 과정보다 환자 상태로 인해 수행이 어려

웠다는 의견이 많았고, 구강사정 내용 기록 면에서는 사정 항목  구순구각염의 

유무나 구취  산증이나 감염의 냄새 구분과 같이 간호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역에 한 기록이 있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5. 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과 사용자 타당도 검증을 통해, 로토콜 안을 수

정․보완하여 최종 로토콜을 완성하 다. 최종 로토콜은 5개 역으로 환자

실 구강간호의 목 , 구강간호 비와 구강 사정, 간호 재, 간호 기록  평가 

로 구성된다. 각 역별 내용은 구강간호의 요성과 목 , 구강간호 재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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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간호 비(물품 비, 자세, 손 씻기, 장갑 끼기, 환자에게 차 설명)와 칫솔

질 주의사항, 기 내 삽  여부에 따라 구강 사정  간호 재(칫솔질과 0.1% 

hibisol 용, 구강 막 건조 방을 해 물의 용, 입술에 바세린 용), 정리(물

품 정리, 장갑 벗고 손 씻기), 사정  수행 내용 기록하기로 구성하 다.  

2. 제언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토콜의 표 화를 해 로토콜을 직  환자실 환

자에게 용하여 임상 용 타당도에 한 보충  검증 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토콜을 환자실 환자에게 용하여 로토콜 용 

, 후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  인공호흡기 련 폐렴 발생률에 한 연구를 제

언한다. 

 3.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토콜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구강간호 외의 다른 간

호 역에서의 표 화된 로토콜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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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윤리심의 원회(IRB)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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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문가 타당도 평가 질문지

중환자실 간호사를 위한 구강간호 프로토콜의 타당도 평가

 

  안녕하십니까? 연세 학교 간호 학 일반 학원 석사과정 학생 안지  이라고 

합니다. 먼 , 바쁘신 에도 ICU 간호사를 한 구강간호 로토콜의 타당도 평

가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간호 학 일반 학원 석사학  논

문으로 ICU 간호사를 한 표 화된 구강간호 로토콜 개발 연구를 수행 입니

다. 본 연구는 환자실 구강간호 련 무작  임상 실험연구, 체계  문헌고찰 

연구, 로토콜  가이드라인 문헌의 고찰을 통해 구강간호 로토콜 비문항을 

작성하 습니다. 이에 환자 간호 문가이신 실무자 분들께 비 로토콜의 내

용 타당성에 한 평가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문항의 타당도 평가를 하여 다음 페이지에 좌측에는 비 로토콜 문항을, 

우측에는 로토콜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제시된 로토콜 문항의 합성

을 체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강간호 로토콜에 한 귀하의 아

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에도 문가 타당도 검증을 

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것에 해 감사드리며 평가해 주신 구강간호 로토콜

의 문가 타당도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올바른 구강간호를 제공하여 환자의 안

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연구 책임자 오의금 / 연구 담당자 안지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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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oral care protocol for 

critical care patients.

                                             An, Ji Hyo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ACKGROUND: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is a major threat to 

patients receiving mechanical ventilation in critical care unit. Oral care is a 

helpful nursing intervention to prevent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But 

evidence-based oral care isn't performed because there is lack of knowledge 

about oral care and a standardized oral care protocol. AIMS: This study was 

done using methodological research to develop an oral care protocol in order to 

provide efficient care based on evidence for patients of critical care unit. 

METHOD: Search was performed using computerized databases(PubMed, 

CINAHL, Cochrane library, JBI, RISS 4U, KISS) and citation search from 

January 2000 to October 2010. For the keywords, "oral care", "critical care", 

and "oral care protocol" were used to identify systematic review studies and 

protocols regarding oral care for critical care unit patients. After reviewing the 

collected studies, a preliminary oral care protocol was created. Then, content 

validity with ICU twenty-five nurses and user validity with ICU four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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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oral care, critical care, protocol 

were examined. RESULTS: Fourteen studies were included to serve as a 

basis for framing of the preliminary algorithm. The final oral care protocol was 

completed after verifying the preliminary algorithm's content validity and user 

validity. The final protocol consisted of oral care needs of intensive care, oral 

care preparation, oral assessment, oral care interventions, arrangement and 

documentation. CONCLUSION: The nursing protocol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important in order to evaluate oral conditions and provide the best 

nursing intervention. It may help contribute to a significant decrease in oral 

complications and the appearance rate of 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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