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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애 대상자의 흡인성 폐렴 예방을 위한 구강위생관리전략
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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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es of Oral Hygiene Care for Prevention of Aspiration Pneumonia
in Dysphasia Patients
Myung Sook Park, Ph.D.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un Moon University, Asan, Korea

Aspiration pneumonia is common problem in patients with dysphagia. Many articles reported effective oral hygiene
care reduced occurrence of aspiration pneumonia via oral clearance of pathogenic oropharyngeal colonization.
Based on the current research findings and guidelines, normal oral cavity, common oral disease, general oral hygiene care and special oral care for pati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 were described. Effective oral hygiene care
will be helpful for prevention for aspiration pneumonia in patients with dysphagia. To provide effective oral hygiene care for dysphagia patient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affs would be essential. (JKDS 2012;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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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 연령층은
노화과정 및 각종 약물복용 등으로 인해 구강 내 정상균
총(normal oral flora)의 유지에 중요한 타액의 분비도 줄
어들므로 흡인 시 폐렴발생위험이 높은 취약한 대상자들
4
이다 . 노인 대상자들의 경우 포도상 구균(staphylococcus
aureus), 그람음성간균인 클렙시엘라 뉴모니(Klebsiella
pneumoniae), 대장균(Escherichia coli)과 같은 병원균
의 구강인두 집락화가 증가하여 집락화 기간이 3주 미만
인 경우에도 이들에 의한 폐렴발생의 위험도는 증가하는
3
것으로 보고되었다 . 특히 치아가 없는 노인에서도 혀의
치태의 코팅(tongue plaque coating)이 심할 경우 흡인
5
성 폐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혀의 청결을 포
함한 구강의 전반적인 위생상태가 폐렴발생에 영향을 주

서론
노인성 및 신경계질환 대상자에게 흔한 연하장애는 흡
1
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
흡인성 폐렴발생은 흡인의 양 외에도 흡인 시 구강인두
병원균 집락화(oropharyngeal colonization)정도에 중요
2
한 영향을 받는다 . 뇌졸중이나 치매, 노쇠한 노인 등 연
하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s; ADLs)이 감소된 경우가 흔하다.
독립적인 ADLs 능력이 감소할수록 구강청결도가 감소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자가구강간호능력 결핍시
구강내 병원균의 집락화가 증가하여 흡인 발생 시 폐렴의
3
발생위험과 질병의 심각도가 높아질 수 있다 . 또한 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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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하장애 대
상자들의 구강 인두점막, 혀나 치아 등에 집락화되어 있
는 병원균의 절대적인 양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구
강간호는 흡인성 폐렴의 상대적 위험도를 1.67배 감소시
6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그러므로 연하장애로 인해 흡
인성 폐렴발생위험이 높은 뇌혈관질환, 퇴행성 뇌질환, 허
약 노인 등 구강위생이 불량한 노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구강 간호 중재 방법을 모색하여 구강인두 집락화를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론
1. 정상 구강구조 및 호발 구강질환
정상 치아는 사랑니 4개를 포함하여 총 32개이며 구강
에 노출된 치아의 표면을 법랑질(enamel)이라고 하며 치
주조직(periodontal tissue) 속에 있는 치근(dental root)
의 표면을 상아질(dentine)이라고 한다. 치주주직은 잇몸
이라고 불리는 치은(gingiva), 치근, 치주인대(periodontal
ligament)와 치조골(alveolar bone)로 구성되며 여기에
염증 등이 발생할 경우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이
7
라고 한다 .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자가간
3
호능력이 떨어져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하다 . 구강위생 불
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구강질환으로는 치아우식증
(dental caries),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s) 및 구
8
내염(stomatitis) 등이 있다 .
치아우식증은 정상세균총에 의해 법랑질과 상아질에
형성된 만성감염증으로, 음식물과 세균덩어리가 합쳐진
연한 침착물 덩어리인 치태(dental plaque)에 의해 발생
되는 질환이다. 즉, 치태 내 세균이 구강에 남아 있는 당
분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산(acid)에 의해 치아의 표면이
탈회(decalcification)되고 유기성분이 파괴되어 치아표면
7
이 손상되는 것이다 . 치석(calculus)은 치태가 오랫동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구강내의 칼슘,인, 철분 등과
같은 무기질과 결합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치아
9
표면에 붙어있는 것을 말한다 . 치태의 형성과정을 보면
먼저 치아에 부착된 세균이 집락(colonization)을 형성하
고 점차 미생물들이 연합하여 형성된 얇은 막인 바이오필
름(biofilm)에 세균 상호간 부착이 일어나 치태를 형성하
게 된다. 치태는 구강인두강의 상피세포의 부착도를 변화
시켜 호흡기 병원균이 상피세포에 더 잘 부착하도록 하는
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태 미생물의 종류와 양이 변한
다. 치태발생 7일 경과 후에는 연쇄상구균이 주를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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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일 경과 시 혐기성 간균과 사상균들의 수가 증가한
7
다 . 또한 치태가 크면 클수록 호흡기계 병원균에 의해
구강군집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 연쇄상구균류는 구
강 미생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타액과 혀의 미
생물의 50%, 치태의 30%에 해당하며 호흡기 감염의 병
원균인 Haemophilus influenza, streptococcus pneumoniea 등이 치태나 치주낭에 집락화(colonization)되어
2,10-12
. 또한
있다가 폐로 흡인 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흡인성 폐렴은 대부분 치주세균과 같은 혐기성 그람음성
세균에 의해 발생하므로 치주내 병원균이 흡인성 폐렴의
13
가장 중요한 원인균으로 여겨진다 . 특히 연하장애가 발
생하기 쉬운 노인에서는 치근우식증이 흔한데 이는 노화
와 관련된 치조골의 골다공증과 치은조직의 퇴축(retraction)에 의해 산에 의한 부식에 취약한 치아뿌리의 상아
9
질이 구강내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 매일 구강위생이 불
량하여 드러난 치아뿌리부분을 적절하게 닦아주지 못하고
노화과정 및 약물 등에 의한 구강건조 시 여러 치아에 동
8
시에 치아우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
치주질환은 풍치라고도 하며 치은염(gingivitis)과 치주
염(periodontitis)이 여기에 포함되고 치주가 손상되므로
여러 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상실할 수 있으며 구강통증
및 구취의 원인이 된다. 치은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
지만 치태와 관련된 만성 변연성 치은염(chronic marginal
gingivitis)이 가장 흔하다. 치태가 축적된 후 4일 이내에
초기치은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치태 내 서식하는 세
균이 독소를 분비하여 치은내 염증반응을 일으키기 때문
이다. 치주염 발생 시 치은염이 진행되어 잇몸퇴축(recession)과 시린이, 치조골 흡수 및 치주낭(periodontal
pockets)형성과 심한 입냄새, 치조골과 치주인대 상실로
인한 3 mm 이상의 부착상실(attachment loss)이 나타난
7
다.
연하장애대상자에서 의치를 가진 경우 의치성 구내염
(stomatitis)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야간에 의치를 빼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치를 사용하거나 위생불량인 경
우 흔히 발생하며 광범위항생제 사용, 침분비 저하, 스테
로이드 흡입제사용, 면역결핍 상태인 경우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2. 일반적 구강위생관리
치주질환이나 치근우식증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크게
올바른 칫솔질, 불소사용, 식이교육 및 치석제거 등이 있
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칫솔질로, 불소를 함유
하고 있는 치약을 이용한 칫솔질은 치태를 기계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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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손상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불
소는 치아법랑질과 결합하여 세균의 산 생성을 억제하고,
법랑질의 탈회를 억제한다. 또한 법랑질의 미세경도를 증
가시켜주고 재석회화과정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15
알려져 있다 . 칫솔질은 매 식후와 잠자기 전을 포함하여
하루에 총 4회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어려운 경우 적어도
잠자기 전에 하는 칫솔질만큼은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
다. 칫솔질은 매회 3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으나 잘 안될
8
경우 치태 호발 부위를 우선 닦도록 한다 . 칫솔질의 또
다른 목적은 칫솔을 이용한 잇몸마사지로, 잇몸에 혈액순
환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치아가 없는 사람도 적어도 하루
16
에 한 번 정도는 칫솔질을 해야 한다 . 칫솔은 머리가 크
고 단단한 모는 구강손상위험 때문에 피하고 세 줄모로
된 보통 정도의 부드러운 칫솔이 좋다. 칫솔의 크기는 치
아 2-3개를 닦을 수 있는 중간크기가 좋으며 입을 잘 안
벌리는 대상자의 경우 어린이용 칫솔도 좋다. 칫솔은 칫
솔모가 벌어지면 바꿔주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 3개월마다
바꾸게 된다. 칫솔질 후에는 물기가 없게 탁탁 털어서 건
조가 잘 되는 곳에 두도록 한다. 필요 시 치아 사이의 치
태제거를 위해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혀와 입천장도 꼼꼼
16
하게 닦아내어 구취를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혀의 청결관리를 통해 구취와 미생물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구내염발생과 구취예방을 위해 혀와 입천장 등
7
구강조직의 청결도 신경을 쓰도록 한다 . 틀니 등의 보철
물을 착용한 경우 캔디다(Candida albicans)의 수가 증
가하므로 부분틀니를 포함하여 보철물이 있는 치아에 대
7
한 세심한 구강간호가 필요하다 . 의치는 1일 1회 이상
솔에 치약이 아닌 비누를 묻혀 세척하고 적어도 주 1회
의치세정제로 소독하고 야간에는 빼 놓고 변형을 막기 위
해 찬물에 담궈두어야 한다. 의치세정제를 구입하기 어려
운 경우 의치를 백포도식초(white wine vinegear)와 찬
물을 1：1로 희석한 용액에 담구어 소독할 수 있다. 단,
금속성 부착물이 있는 경우는 부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
기이다. 의치통은 주 1회 이상 청소하고 희석한 락스액에
17
1시간 정도 담궈 두고 사용 전에 비눗물로 씻도록 한다 .
구강소독제로 과산화수소는 치아와 구강점막에 손상을 유
발하거나 구강 pH를 변화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클
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은 치태의 성장을 저해하고 치
은과 치주질환 및 타 구강감염을 치료하므로 폐렴위험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으며 젤이나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
14
기 편리하다 . 의식저하 등으로 칫솔질이 불가능한 경우
설압자에 거즈를 감거나 스폰지를 이용하여 입안을 닦아
8
줄 수 있다 .

3. 흡인 위험 대상자의 구강간호
흡인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구강간호 시 반드시
감독이 필요하다. 만약 대상자가 앉을 수 없는 경우 쿠션
이나 베개를 이용해서 옆으로 눕도록 하고 곡반 등을 대
주어 가능한 혼자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
다. 혼자서 칫솔질을 못할 경우 침대가 아닌 바닥의 경우
에는 간호자가 대상자의 등 뒤쪽으로 가서 뒤쪽에서 대상
자를 안아 살짝 일으킨 자세(cuddle position)에서 칫솔
질을 해줄 수 있다. 대상자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먼저
자세는 상반신을 높게 하고 고개는 옆으로 하며 헹굼물은
소량만 사용하도록 한다. 흡인 정도나 연하장애가 심한
경우 흡인 칫솔을 사용할 수도 있다. 칫솔질을 해주는 경
우 앞쪽에서 선 자세(standing in front position)에서 칫
솔질을 해준다. 전혀 뱉지 못하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
우 거즈를 감은 설압자나 손가락에 알코올성분이 없는 구
16
강청결제나 거품치약을 묻혀서 치아와 입안을 닦아준다 .
양치액을 헹굴 때는 종이컵을 살짝 접어서 구부리는 방법
을 이용해 양치물을 넣어주고 뱉어내도록 할 수 있다.
인지증이 동반된 대상자의 경우, 효과적인 칫솔질을 위
17,18
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 칫솔질을 시작하
려고 할 때는 먼저 칫솔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가능한 동
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의 눈높이에서 밝은 표정
으로 천천히 말을 걸고 부드럽게 손을 잡아 친밀감을 가
지도록 한다. 칫솔질을 할 때 입을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칫솔을 먼저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며(bridging) 거
울을 통해 자신의 치아를 보도록 한다. 대상자가 먼저 칫
솔질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가 칫솔을 치아에 갖
다 대도록 도와준다(chaining). 칫솔을 치아에 갖다 대주
어도 대상자가 칫솔질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칫솔을 잡고
있는 대상자의 손위로 간호자가 손을 함께 잡아 칫솔질을
하게 한다(hand over hand). 칫솔질동안 대상자의 두려
움을 줄여주기 위한 전환요법(distraction)으로 손에 수건
이나 대상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물건 등을 쥐
어주는 것도 좋다. 이러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구강간호를
거부할 경우는 대상자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다른 간호
17,18
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rescuing) . 입을 벌리지
않는 대상자에게 먼저 설압자나 칫솔에 거즈를 두 세번
감아서 준비한 다음, 침대 머리를 낮추거나 잠깐 입을 벌
릴 때, 또는 치아가 빠진 공간을 이용해서 이를 끼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양치액이 흡인되지 안도록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를 취해준다. 끼운 설압자를 좌우로 옮겨가면
칫솔질을 실시한다. 양치액을 삼키는 경우도 흔한데, 이
JKDS Vol. 2, No.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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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양치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고 간호자가 함께 오글
오글 가글하고 뱉는 흉내를 내어서 스스로 뱉도록 유도한
다. 또한 치약은 소량만 쓰거나 쓰지 않고 칫솔로만 양치
16
질을 해준다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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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파킨슨병,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요양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연하장애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 수 있는 중요한 간호문제
이다. 이러한 연하장애 대상자의 구강위생간호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과 간호방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은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연하장애 대상자들을 간
호하는 인력들의 구강위생간호에 대한 인식과 지식 및 기
19
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 따라서 연하장애대상자들을 간호
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구강위생간호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강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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