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목적

   ① 구강을 청결히 하고 기분 전환과 식욕 증진 도모

   ② 구강 내 건조 방지 및 건치 보존, 구강 질병 예방

  (2) 준비물품

   칫솔, 치약, 수건, 물, 물컵, 면봉, 윤활제, 휴지, 일회용 장갑, 설압자, 펜라이트

   kidney basin, tray

업무 Flow 이론적 근거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tray에 물품을 준비하여 환자 침상가로 가져

  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

  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앉힌다. ·폐로 물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환자의 턱 아래에 수건을 준다. ·환자의 옷과 침상을 젖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환자 자신이 칫솔에 치약을 묻히도록 한다. ·출혈 우려가 있을 경우는 칫솔을 더운물에 담가 

  부드럽게 한 후 치약을 묻힌다.

·치아를 닦은 후 kidney basin에 헹구어 내도록

  한다.

·입 주위의 물기를 닦도록 한다.

·면봉에 윤활제를 묻혀 입술에 바른다.
·윤활제는 입술의 갈라짐과 이차적인 감염을 

  방지해 준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물품을 정리한다.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간호활동 내용 및 환자의 반응을 기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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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tray에 물품을 준비하여 환자 침상가로 가져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절차를 설명한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협조를 얻기 위함이다.

·상반신을 약간 올리며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린 후 베게 끝으로 오게 한다.

·폐로 물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안의 물을 

  잘 뱉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턱 아래 수건을 준다. ·환자의 옷과 침상을 젖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장갑을 착용한다. 필요하면 의치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고 씻어서 보관함에 넣는다.

·혈액으로 전염되는 간염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함이다.

·설압자와 펜라이트를 사용하여 구강점막, 치아, 

  잇몸 등 입안을 사정한다.

·칫솔에 물을 묻혀 치약을 바르고 치아를 닦게 

  하거나 닦아준다.

·칫솔질은 회전하듯이 돌리면서 잇몸 부분에서  

  치아 쪽으로 닦아 낸다.

·치아의 안쪽과 혀, 잇몸을 깨끗이 칫솔질 한다. ·혀에 축적된 물질이나 백태를 제거한다.

·kidney basin을 턱밑에 댄다.

·물로 입안을 여러번 헹구어 내도록 한다.

·구강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다시 닦는다.

·수건으로 입과 턱을 닦아준다. 의치가 있다면 

  바른 위치에 고정시킨다.

·면봉에 윤활제를 묻혀 입술에 발라준다. ·윤활제는 입술의 갈라짐과 이차적인 감염을 방지

  해 준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장갑을 벗는다.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간호활동 내용 및 환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1) 목적

   ① 구강 청결

   ② 구강 건조 방지, 염증 예방, 병변 치료

  (2) 적응증

   무의식환자, 중환자, 구강수술환자, tube feeding환자, 구강 호흡을 하는 환자

  (3) 준비물

   치약, 칫솔, 면봉, 세척액, 생리식염수, 거즈 감은 설압자, 온수 담긴 컵, kidney basin,

  일회용 장갑, 끝이 고무로된 구형, 주사기, 바셀린, 수건

업무 Flow 이론적 근거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tray에 물품을 준비하여 환자 침상가로 가져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절차를 설명한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협조를 얻기 위함이다.

·침상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눕게 한다. ·이 자세는 침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 폐로 흡

  인되지 않게 한다.

·환자의 턱 아래 수건을 놓는다. ·환자의 옷과 침상을 젖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환자의 턱과 아래 뺨과 입으로 나온 액체를 받을 

  수 있도록 곡반을 놓는다.

·옆으로 눕게 하여 액체가 입 밖으로 쉽게 흘러

  나오게 한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무의식 환자인 경우 거즈 감은 설압자를 사용하여 

 환자의 입을 벌린다.

·치약 묻힌 칫솔로 부드럽고 주의 깊게 치아를 

  닦는다.

·부드럽게 닦는 것은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 10㏄로 입을 헹구거나 주사기로 물을 뽑아 

  구강의 각 면에 부드럽게 투입한다.

·만일 용액이 무리하게 투입된다면 용액의 일부가 

  인두와 폐에 흡인될 수 있다.

·세척액 모두가 입에서 kidney basin으로 흘러 

  나왔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에서 용액을 흡인 해줘야 한다.

·구강 내에 용액이 남아 있게 되면 폐로 흡인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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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액 모두가 입에서 kidney basin으로 흘러 

  나왔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입에서 용액을 흡인 해줘야 한다.

·구강 내에 용액이 남아 있게 되면 폐로 흡인 될 

  수도 있다.

·구강조직을 관찰하고 깨끗이 한다.

   구강조직이 건조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면봉

   이나 거즈, 세척액(cleansing solution)으로 

   깨끗이 한다.

   과산화수소수는 물에 1:1로 희석해야 혀에 

   붙어 있는 딱지를 제거하는데 좋다. 과산화수소

   를 사용한 뒤에는 구강을 철저히 헹궈내야 한다.

·생리식염수 : 구강내 산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육아 조직을 파괴하지 않으나 향균 효과가 적다.

·과산화수소 희석액 : 가피를 연화시키며 정균

 작용이 있으나 장기간 사용시 치아의 에나멜 층이 

 손상된다.

·조직의 감염과 구강건조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수건으로 입과 턱을 닦아준다.

·면봉에 윤활제를 묻혀 입술에 발라준다.
·윤활제는 입술의 갈라짐과 이차적인 감염을 방지

 해 준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장갑을 벗는다.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간호활동 내용 및 환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1) 목적

   ① 지속적인 위관 삽입 환자나 중환자의 구강이나 비강의 점막 손상 예방

   ② 불쾌한 냄새와 동통을 감소

  (2) 준비물품

   구강간호 세트(곡반 1개, bowl 2개, forceps 1개), 설압자, 과산화수소 솜, saline솜, 

  타올, 면봉, 거즈, 바셀린, 일회용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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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tray에 물품을 준비하여 환자 침상가로 가져간다. ·절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Name card를 확인하고 환자가 이름을 

  직접 말하도록 하면서 환자를 확인한다.

·절차를 설명한다.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협조를 얻기 위함이다.

·환자를 앉히거나 눕힌 상태에서 상체를 30°

  올린다.

·폐로 물이 흡인되는 것을 방지한다.

·환자의 턱 아래에 수건을 놓는다. ·환자의 옷과 침상을 젖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침상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눕게 한다. ·옆으로 눕게 하여 액체가 입 밖으로 쉽게 흘러 

  내리게 한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무의식 환자인 경우 거즈 감은 설압자를 사용

  하여 환자의 입을 벌린다.

·forceps를 이용하여 saline 솜으로 구강 안을 

  닦는다.

·saline 솜을 자주 교환하면서 치아표면, 혀, 

  잇몸, 구개, 뺨 안쪽까지 구강 내로 너무 깊게 

  삽입하지 않고 부드럽게 닦아준다.

·구토반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다.

·젖은 거즈로 혀 안쪽 및 잇몸을 조심스럽게 

  닦는다.

·흡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구강을 확인하여 구강 내에 양치액이나 솜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과산화수소를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의 에나멜질

  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잘 헹궈내야 한다.

·입 가장자리를 닦는다.

·면봉을 이용하여 입술에 바셀린 등의 윤활제를 

  바른다.

·윤활제는 입술의 갈라짐과 이차적인 감염을 방지

  해 준다.

·환자의 반응을 관찰한다.

·위관 삽입 부위의 구강과 비강 점막의 손상 

  여부 및 위관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환자를 편안하게 해준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장갑을 벗는다.

·손을 씻는다. ·미생물의 전파를 줄이기 위함이다.

·간호활동 내용 및 환자의 반응을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