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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 of aroma gargling on halitosis, oral
cavity condition and sore throat in orthopedics surgery patients having general anesthesia.
Method: The study was done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non-synchronized design. Participants were 50 patients(25 participants for each group) who
underwent orthopedics surgery under general anesthesia in a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G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Feb 1st, to March 29th in 2013. The experimental group
gargled with aroma gargling solution at 0, 3 and 6hours after arrival in ward. Aroma
gargling solution was a blending and diluting solution to mix with peppermint, tea tree and
lemon oil in the ratio of 1:2:2. The control group received ordinary oral care. We compared
the halitosis, oral cavity condition and sore throat in post operation patients at 0, 1, 4 and
7hours after arrival in war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0.0, by
frequency, percentage, χ²-tes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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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Posttest halitosis scores of 1hour(t=8.63, p<.001), 4hours (t=8.36, p<.001)
and 7hours (t=7.83, p<.001) after arrival in ward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scores of the control group. Posttest oral cavity condition
scores of 1hour(t=3.47, p =.001), 4hours (t=3.21, p =.002) and 7hours (t=3.87, p<.001)
after arrival in ward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ol group. Posttest sore throat scores of 1hour(t=2.09, p =.043) and
4hours (t=2.53, p =.015) after arrival in ward for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ol group. But posttest sore throat scores of 7hours after
arrival in ward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t=1.78, p =.081).
Conclusion: Aroma gargling is effective to reduce halitosis and sore throat, and
improve oral cavity condition in orthopedics surgery patients who underwent a general
anesthesia. Especially, applying the aroma gargling right after arrival in ward has a
significant effec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roma gargling can be utilized as an
effective method of nursing intervention for patients with orthopedics surgery after
general anesthesia.
Key word: Aroma gargling, Halitosis, Oral cavity condition, Sore throat

& Maruyama, 2005; Maruyama et al, 2006).

Ⅰ. 서 론

이 외에도 전신마취로 인한 장시간의 금식, 마
취제, 산소공급, 구강흡인, 출혈, 발한 등의 여

1. 연구의 필요성

러 요인에 의해 수술환자는 심한 갈증과 구강
내과적 질환이나 외상 등의 여러 가지 원인

불편감을 경험하게 된다(Regli et al, 2006). 구

들로 인해 매년 수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시행

강 불편감 중 구취는 호기 시 발생하는 불쾌

받고 있으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한 냄새로 구강 내 미생물이 황 함유 물질에

우리나라

건수는

작용하여 휘발성 황 화합물이 생성되면서 발

1,709,706건에 달한다(Statistics Korea, 2012).

생한다(Yaegaki & Sanada, 1992). 타액 내 미

수술 시 시행되는 마취 중 전신마취는 마취심

생물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구취가 심해지는데,

도를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현재 임상에

수술환자는 수술 중 출혈과 발한으로 인해 타

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다(The Korean

액 분비량이 감소되면서 타액 내 미생물의 밀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2007).

도가 높아지게 되어 구취발생이 증가하게 된

전체

의료기관의

수술

하지만 전신마취는 기관 내 삽관으로 인한

다(Brunette, 2002). 특히 전신마취 수술환자

기관지 자극으로 인하여 인후통, 쉰 목소리 등

중 정형외과 수술환자는 타 수술에 비해 수술

의 합병증을 유발한다(Lehmann et al, 2010).

시간이 길고 출혈량이 많아 구취발생 위험이

이러한 합병증은 수술 후 통증, 오심과 같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

증상이 심하진 않으나 수술환자가 흔히 경험

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

하는 것으로 수술 후 인후통은 30~60%, 쉰 목

면서 50세 이상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환

소리는 47~76%의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Hara

자의 증가율이 연 평균 3.5% 정도로(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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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Review&Assessment Service, 2010),

약용 식물에서 추출한 특유의 향을 가진 순수

정형외과 수술환자 중 노인환자가 차지하는

식물성 오일인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인체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의 하

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자연요법 중 하나이

루 타액 분비량은 성인의 절반 정도 밖에 미

다(Choi & Hong, 2009). 아로마 요법에 사용

치지 못하기 때문에(Jang et al, 2006) 타 수술

되는 에센셜 오일은 오일의 특성에 따라 항

환자에 비해 연령이 높은 정형외과 수술환자

미생물 효과, 방부 효과, 상처치유 효과, 세포

의 구강건강은 더욱 취약하리라 여겨진다.

재생 및 치유력증강 효과, 면역증강 효과가 있

이와 같이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

다(Dye, 1997). 이러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들은 구취, 구강 건조 및 인후통과 같은 구강

사용은 인체에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확산법,

불편감을 흔히 경험하게 되지만 임상현장에서

흡입법, 마사지법, 습포법 등이 있으며(Kim et

이러한 불편감은 간과하기 쉬우며 일반적으로

al, 2008), 최근에는 아로마를 구강간호에 이

젖은 거즈, 가글링 등의 구강간호를 시행하고

용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있으나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

Song & Hur(2012)의 연구에서는 수술 전

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수술 전후 환자의 불

금식환자에게 아로마 구강함수를 시행하여 구

안, 통증을 조절하는 연구는 많이 시행되어 왔

취와 구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고,

으나 수술 환자의 신체적 불편감을 중재하는

Seo(2012)는 간호사에게 아로마 구강함수를

구강간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적용하여 스트레스, 구강건조감, 구취 및 타액

않았으며 구강간호에 대한 기존 연구 또한 주

의 pH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렇듯

로 항암요법 환자의 구강 불편감 완화를 위해

최근 아로마 용액을 이용한 구강함수 연구는

이루어져 왔다(Jan, 1998; Kang, 2002). 수술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도되었지만 수술

후 금식환자의 구강간호에 대한 연구에는 냉

후 금식상태의 환자에게 적용한 연구는 아로

수 가글링(Yun & Min, 2011; Hur et al, 2009)

마 복강경 수술환자에게 아로마 함수의 오심

과 케타민 가글링(Baik et al, 2008)을 이용한

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Han(2010)의 연구 외

연구가 있었다. 이 밖에 간호실무에서 구강간

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신마취 하에 수술

호에 이용되는 용액에는 베타딘, 클로르헥시

을 받은 후 금식상태의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딘, 생리식염수, 탄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용

구취, 구강 불편감 및 인후통을 완화시키는 구

액을 이용한 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강간호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Park & Hong, 1996; Choi & Kim, 2004; Lee

있으며 특히 구강건강에 취약한 정형외과 수

et al, 2006). 하지만 베타딘, 클로르헥시딘과

술환자는 본 연구의 대상자로 적절하다고 사

같은 화학약품은 구강 점막에 자극적이고 맛

료된다.

도 좋지 않으며, 구강 내 정상 세균총을 파괴

이에 본 연구는 정형외과 수술환자에게 자

시키는 단점이 있어 이상적인 구강간호용액으

연요법 중 하나인 아로마 구강함수를 시행하

로 여겨지고 있지 않다(Beck & Yasko, 1993).

여 구취, 구강상태 및 인후통에 미치는 효과를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천

확인함으로써 수술 후 환자의 간호중재로서

연재료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한다.

마 요법이 대두되었다. 아로마 요법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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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취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로마 구강함수가 정형
외과 수술환자의 구취, 구강상태 및 인후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아로마 구강함수가 정형외과 수술환자의
구취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나. 아로마 구강함수가 정형외과 수술환자의
구강상태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호기를 통해서 구강으로 나오는 불쾌한 냄
새를 의미한다(Kim et al, 2005). 본 연구에서
는 구강 내 휘발성 황 화합물의 농도를 간호
사가 구취 원인 가스를 고감도 반도체 가스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한 휴대용 구취 측
정기(HC-205, Tanita Co., Japan)로 측정한 값
을 의미한다.
3) 구강상태

다. 아로마 구강함수가 정형외과 수술환자의
인후통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공간의 모양을 의
미한다(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2000). 본 연구에서는 Eilers 등(1988)이 개발

3. 연구 가설

하고 Jung(1996)이 번역하여 검증한 구강 사

가설 1: 아로마 구강함수를 이용한 실험군의

정 지침(Oral Assessment Guide)을 본 연구에

구취정도는 대조군의 구취정도보다

적용 가능 하도록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값을

낮을 것이다.

의미한다.

가설 2: 아로마 구강함수를 이용한 실험군의

4) 인후통

구강상태점수는 대조군의 구강상태
점수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아로마 구강함수를 이용한 실험군의
인후통정도는 대조군의 인후통정도
보다 낮을 것이다.

목구멍의 아픈 증상을 의미한다(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2000). 본 연
구에서는 침을 삼킬 때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
끼는 통증을 시각적 상사 척도(VAS)로 측정
한 값을 의미한다.

4. 용어 정의

Ⅱ. 연구 방법

1) 구강함수
물 또는 미지근한 물을 입에 물고 볼을 움
직이면서 입안을 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연구 설계

(Kang, 2008). 본 연구에서는 페퍼민트, 티트
리, 레몬 오일을 블랜딩하고 삼차증류수에 희
석하여 만든 아로마 함수 용액을 입안에 넣고
볼을 움직이면서 입안을 세정하는 것으로 1회
약 30cc씩 수술 후 병동 입실 직후부터 3시간
간격으로 총 3회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전신마취 하에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아로마 구강함수가 수
술환자의 구취, 구강상태 및 인후통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로 비동
등성 대조군 전후시차설계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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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항목은 1점에서 3점까지 측정되며

2. 연구 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G지역 C대학병원에 입
원하여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기존 연구를 근거로 효
과크기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을 G.
Power Analysis로 계산하여 최소 표본수가 48

5개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Jung
(1996)의 연구에서 구강상태 평가 도구의 관
찰자간 신뢰도 계수는 0.894 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0.833 이었다.
3) 인후통 측정 도구

명으로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정형외과 수술 후 인후통 정도를 측정하기

심한 통증 및 상태 악화로 연구 참여가 어려

위해서 시각적 상사 척도(VAS)를 사용하였다.

웠던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2명의 탈락자를

환자에게 0점(통증없음)부터 10점(통증심함)까

제외한 대조군 25명, 실험군 25명을 대상으로

지의 10cm 수평선 상에 인후통 정도를 표시

하였다.

하게 하여 거리값을 cm단위로 측정한 값을 의
미한다. 측정값이 클수록 인후통이 심한 것을

3. 연구 도구

의미한다.

1) 객관적 구취 측정도구 - 휴대용 구취 측정기
객관적 구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휴대용

4. 자료 수집 방법

구취 측정기(HC-205, Tanita Co., Japan)를 이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3년 2월 1

용하였다. 구취는 주로 휘발성 황화합물로 이

일부터 2013년 3월 29일까지 이루어졌다. 실

루어진 가스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휴대용 구

험 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취 측정기는 고감도 반도체 가스 센서를 이용

받았으며(CNUH-2012-222), 병원의 부서장에

해 휘발성 황화합물을 인식하여 구취정도를

게 협조를 구하여 허락을 받은 후 자료 수집

측정하게 된다. 휴대용 구취 측정기는 0단계

을 시작하였다. 실험처치의 확산효과를 막기

(구취없음)~5단계(구취 매우 심함)까지의 총 6

위해 대조군에 대한 자료 수집을 먼저 시행

단계로 구취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한 후, 실험군의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오차값을 고려하여 휴대용 구취 측정기로 2번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1) 사전 조사
수술 전 날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연구의 목

클수록 구취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2) 구강 상태 평가 도구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취,

구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Eiler 등(1988)

구강상태 및 인후통 정도의 사전 조사는 정형

이 개발하고 Jung(1996)이 신뢰도를 검증한

외과 수술 후 병동으로 입실한 직후에 실험군

구강사정지침인 Oral Assessment Guide(OAG)

과 대조군 모두에게 시행하였다.

의 총 8개 항목 중 치과적인 항목인 잇몸, 치
아와 인후통 측정도구와 중복되는 연하의 세

2) 실험 처치

가지 항목을 삭제하여 입술, 목소리, 혀, 침,

본 연구에서는 아로마 구강함수액을 만들기

구강점막의 5개 항목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

위해 아로마 함수 관련 연구, 문헌 및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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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언을 통해 세 가지의 아로마 오일인 페

Ⅲ. 연구결과

퍼민트(M entha piperita), 티트리(M elaleuca
alterniflia), 레몬(Citrus limonum)오일을 1:2:2

1.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관한

의 비율로 블렌딩하여 0.125%희석하여 냉장

동질성 검증

보관 하였다. 정형외과 수술 후 환자에게 아
로마 용액 30cc를 회복실에서 병동으로 입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험

한 직후, 3시간 후, 6시간 후 총 3회에 걸쳐

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Table 1>

함수하도록 하였다. 대조군에게는 기존에 시

과 같다. 성별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남자가

행하고 있던 일상적인 간호로써 환자가 원할

각각 52%, 5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때에 젖은 거즈를 제공하여 입에 물고 있도록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실험군이 54.50세, 대조

하였다.

군이 49.80세이었다. 결혼상태는 기혼인 경우
가 실험군이 84%, 대조군이 72%로 대부분이

3) 사후 조사

었으며, 교육정도는 고졸이상이 실험군 52%,

실험처치 후 두 집단의 구취, 구강상태 및

대조군 60%로 대조군이 약간 많았다. 흡연은

인후통 점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아로마

비흡연인 경우가 실험군 64%, 대조군이 68%

구강함수를 시행한 1시간 후 시점인 병동 입

로 흡연한 경우보다 많았으며 흡연자 중 하루

실 1시간, 4시간, 7시간 후에 각각 사후 조사

에 피우는 담배의 양이 1갑인 경우가 실험군

를 시행하였다.

이 66.7%, 대조군이 62.5%로 가장 많았다. 음
주여부에 대해서는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실험군, 대조군 모두 56%로 과반수 이상을 차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²-test, t-test로 분석하였
다. 또한 실험처치 후 두 집단의 구취, 구강상
태 및 인후통에 대한 가설 검증은 t-test로 분
석하였다.

지하였다. 음주를 하는 대상자 중에서는 일주
일에 1~2회 하는 경우가 실험군이 45.4%, 대
조군이 63.6%로 가장 많았다. 의치여부는 의
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실험군 80%,
대조군 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양치질
빈도는 실험군에서는 하루에 3회 하는 경우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대조군은 하루에 3회
하는 경우와 하루에 1~2회 하는 경우가 각각
48%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

6. 연구의 제한점

성을 확인한 결과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

가. 본 연구의 표본수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

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실험군과

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윤리적인 제한점으로 대조군에게 일상적인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구강간호로써 제공된 젖은 거즈의 개수와

같다.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 중 진단명에

간격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는 실험군은 하지골절과 골종양이 각
각 20%로 가장 많았고 대조군은 하지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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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Characteristics
Sex

Category

Female

12(48.0)

11(44.0)

54.50±17.96

49.80±20.18

21(84.0)

18(72.0)

Unmarried

4(16.0)

7(28.0)

Elementary school

6(24.0)

5(20.0)

Middle school

6(24.0)

5(20.0)

High school

6(24.0)

6(24.0)

University

7(28.0)

9(36.0)

No

16(64.0)

17(68.0)

Yes

9(36.0)

8(32.0)

0.5pack a day

1(11.1)

2(25.0)

1 pack a day

6(66.7)

5(62.5)

1.5 pack a day

2(22.2)

1(12.5)

No

14(56.0)

14(56.0)

Yes

11(44.0)

11(44.0)

1~2times a week

5(45.5)

7(63.6)

3~4times a week

4(36.4)

2(18.2)

5~6times a week

1(9.1)

2(18.2)

daily

1(9.1)

0(0.0)

20(80.0)

21(84.0)

5(20)

4(16.0)

13(52.0)

12(48.0)

1~2times a day

9(36.0)

12(48.0)

Irregular

3(12.0)

1(12.0)

Married

Denture

n(%)
14(56.0)

Marital status

Drinking

n(%)
13(52.0)

(Mean±SD)

Smoking

Cont.(n=25)

Male

Age

Education

Exp.(n=25)

Have not
Have

Toothbrushing
frequency

3times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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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0)

 / 

p

0.08

.777

-0.87

.387

1.05

.306

0.43

.934

0.09

.765

0.70

.704

0.00

>.999

2.33

.506

0.14

.713

1.47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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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omogeneity Test for Disease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Characteristics
Diagnosis

Category

Exp.(n=25)

Cont.(n=25)

n(%)

n(%)

Upper Ext. Fx.

3(12.0)

3(12.0)

Low Ext. Fx.

5(20.0)

5(20.0)

Hip Fx.

2( 8.0)

3(12.0)

Spinal stenosis

3(12.0)

4(16.0)

Rotator cuff tear

3(12.0)

4(16.0)

Bone tumor

5(20.0)

3(12.0)

*Etc.

4(16.0)

3(12.0)

ORIF

8(32.0)

8(32.0)

Bipolar -hemiarthroplasty

2( 8.0)

3(12.0)

TLIF

3(12.0)

4(16.0)

RC repair

3(12.0)

4(16.0)

Excision

4(16.0)

3(12.0)

*Etc.

5(20.0)

3(12.0)

Operating time
(min)

(Mean±SD)

157.40
±65.02

Blood loss
volume(ml)

(Mean±SD)

Have not

Operation

Past history

Have

p

.980

1.13

.952

153.00
±65.64

-0.24

.813

301.40
±184.21

309.20
±234.95

0.13

.897

17(68.0)

17(68.0)

8(32.0)

8(32.0)

0.00

>.999

TLIF : Transforaminal Lumbar Interbody Fusion
RC repair : Rotator Cuff Repair
*Etc : Diagnosis : Osteoarthritis, Ankle instability, Abscess
Operation : TAR(total ankle replacement), Tendon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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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ORIF : Open Reduction Internal Fixation

I&D(Incision, drainage), Osteotomy

(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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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명은 두 군 모두에

10.00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1.52,

서 개방정복 내고정법(ORIF)이 32%로 가장

p =.134), 인후통 점수 또한 실험군이 3.56점,

많았다. 평균 수술소요시간은 실험군이 157.40

대조군이 3.6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분, 대조군이 153.00분으로 나타났으며 수술

(t=0.23, p =.821). 따라서 두 집단 간에 종속변

시 평균 출혈량은 실험군이 301.40ml, 대조군

수인 구취, 구강상태 및 인후통은 동질한 것으

이 309.20ml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로 확인되었다.

지 않았다. 과거력 유무에서도 실험군과 대조
군 모두에서 68%가 과거력이 없는 것으로 나

3. 가설 검증

타나 대상자의 질병관련 특성에 따라서는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은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 “아로마 구강함수를 이용한 실험군
의 구취정도는 대조군의 구취정도보다 낮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병동 입실 1시간 후
구취점수는 실험군 0.98±0.60점,

2. 종속변수에 관한 동질성 검증

대조군은

2.82±0.86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실험 전 측정한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은

었으며(t=8.63, p <.001), 병동 입실 4시간 후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실험 전 측정한 구

구취점수는

취점수는 실험군이 3.02점, 대조군이 3.16점으

2.38±0.93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0.53, p =.601), 구

었다(t=8.36, p <.001). 마지막 사후 조사 시점

강상태 점수도 실험군이 10.64점, 대조군이

인 병동 입실 7시간 후 구취점수도 실험군

실험군

0.65±0.45점,

대조군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Variables
Halitosis
Oral cavity condition
Sore throat

Exp.(n=25)

Cont.(n=25)

Mean±SD

Mean±SD

3.02±0.89

t

p

3.16±0.95

0.53

.601

10.64±1.25

10.00±1.68

-1.52

.134

3.56±1.53

3.68±2.15

0.23

.821

<Table 4> Effects of Aroma Gargling on Halitosis between Two Groups
Exp.(n=25)

Cont.(n=25)

Mean±SD

Mean±SD

Pre test

3.02±0.89

Post test 1

Time

t

p

3.16±0.95

0.53

.601

0.98±0.60

2.82±0.86

8.63

<.001

Post test 2

0.65±0.45

2.38±0.93

8.36

<.001

Post test 3

0.31±0.44

1.88±0.88

7.8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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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44점, 대조군 1.88±0.88점으로 두 군

가설 3 “아로마 구강함수를 이용한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t=7.83, p <.001) 가

의 인후통 정도는 대조군의 인후통 정도보다

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낮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병동 입실 1시

가설 2 “아로마 구강함수를 이용한 실험군

간 후 인후통 점수는 실험군 2.60±1.19점, 대

의 구강상태 점수는 대조군의 구강상태 점수

조군 3.56±1.96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병동

가 있었으며(t=2.09, p =.043), 병동 입실 4시간

입실 1시간 후 구강상태 점수는 실험군

후 인후통 점수 또한 실험군 2.20±1.32점, 대

8.40±1.29점, 대조군 9.84±1.62점으로 두 군

조군 3.32±1.77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47, p =.001).

가 있었다(t=2.53, p =.015). 하지만 마지막 사

병동 입실 4시간 후 구강상태 점수는 실험군

후 조사 시점인 병동 입실 7시간 후 인후통

7.80±1.26점, 대조군 9.00±1.38점으로 두 군

점수는 실험군 2.12±1.36점, 대조군 2.84±1.49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3.21, p =.002),

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나 두

병동 입실 7시간 후 구강상태 점수 또한 실험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군 7.40±0.87점, 대조군 8.52±1.16점으로 두

(t=1.78, p =.081) 가설 3은 부분 지지되었다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3.87, p <.001)

<Table 6>.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5>.

<Table 5> Effects of Aroma Gargling on Oral Cavity Condition between Two Groups
Exp.(n=25)

Cont.(n=25)

Mean±SD

Mean±SD

10.64±1.25

Post test 1

Time

t

p

10.0±1.68

-1.52

.134

8.40±1.29

9.84±1.62

3.47

.001

Post test 2

7.80±1.26

9.00±1.38

3.21

.002

Post test 3

7.40±0.87

8.52±1.16

3.87

<.001

Pre test

<Table 6> Effects of Aroma Gargling on Sore Throat between Two Groups
Exp.(n=25)

Cont.(n=25)

Mean±SD

Mean±SD

Pre test

3.56±1.53

Post test 1

Time

t

p

3.68±2.15

0.23

.821

2.60±1.19

3.56±1.96

2.09

.043

Post test 2

2.20±1.32

3.32±1.77

2.53

.015

Post test 3

2.12±1.36

2.84±1.49

1.78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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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술환자를

Ⅳ. 논 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아니지만 일반인을
본 연구는 전신마취 하에 정형외과 수술을

대상으로 A-solution, 탄툼, 생리식염수를 이용

받은 금식상태의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수술

한 함수를 시행하여 A-solution군에서 구취지

후 병동 입실 직후에 사전조사 직후부터 아로

각정도와 구취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

마 구강함수를 3시간 간격으로 세 차례 시행

(Hur et al, 2007)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여 구취와 인후통이 감소되고, 구강상태가

또한 60세 이상의 재가노인에게 2주 동안 아

호전되는지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아로마

로마 구강함수를 시행하여 대조군에 비해 실

구강함수의 실무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험군에서 구취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난 연구결

자 시도되었다.

과(Ham, 2006)와 간호사에게 아로마 구강함수

본 연구에서 정형외과 수술 후 병동 입실직

를 시행하여 구취감소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후 금식상태인 환자에게 아로마 구강함수를

연구결과(Seo, 2012)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시행하여 병동 입실 1시간, 4시간, 7시간 후에

할 수 있겠다.

구취정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구취정도가 유의하게

두에서 구취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며,

감소한 것은 아로마 구강함수액 성분 중 페퍼

각 시점별로 구취 점수를 비교한 결과 세 시

민트오일의 상쾌한 향과 레몬오일의 우수한

점 모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취점수에

탈취작용으로 인한 효과라고 여겨진다. 대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 후

군에게 일상적인 구간간호로 필요시 제공된

금식상태의 환자에게 아로마 구강함수를 시행

젖은 거즈는 구강전체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입을 장시간 다물

따라서 아로마 구강함수를 이용한 기존의 연

고 있기 때문에 구취감소에 효과적이지 않았

구결과(Song & Hur, 2012; Seo, 2012; Hur et

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al, 2007; Ham, 2006)와 비교해 보면, 산부인

첫 번째 사후조사 시점인 병동 입실 1시간 후

과 수술 전 금식상태의 환자에게 아로마 구강

부터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취점수에 유의한

함수를 시행한 결과 대조군의 사후구취는 3배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아로마 구강함수

정도 증가한 반면, 실험군의 사후구취는 0.5배

는 수술 후 구취가 가장 심한 시점인 병동 입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아로마 구강함수의 구

실 직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수술환자의 구취

취에 대한 효과를 제시한 Song & Hur(2012)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본 연구와

본 연구에서 아로마 구강함수 후 구강상태

기존 연구의 대조군의 구취점수를 비교해 보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실험군과 대조군 모

면, Song & Hur(2012)가 보고한 수술 전 금식

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강상태가 호

상태에서 실시한 대조군의 점수(2.58점)보다

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사후조사 시점별로

본 연구대상자에게 수술 후 측정한 구취점수

분석한 결과 병동 입실 1시간, 4시간, 7시간

가 3.16점으로 높게 나타나 수술 전의 구취정

후 시점에서 모두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도보다 수술 후의 구취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

보였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구취점수의 변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술 전보다 수술

화양상과 일치하였으며 모든 시점에서 실험군

후 금식상태의 환자에게 구강간호가 더욱 필

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아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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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함수의 구취에 대한 효과와 동일하였다.

서 인후통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으로 병동 입

이와 같이 아로마 구강함수가 수술환자의 구

실 1시간 후와 4시간 후 시점에서 실험군이

강상태 호전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는 수술

대조군에 비해 구취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전 금식환자에게 아로마 구강함수를 시행하여

병동 입실 7시간 후의 실험군의 인후통 점수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구강상태점수의 유의한

가 2.12점으로 대조군(2.84점)에 비해 낮았으

차이를 확인한 연구결과(Song & Hur, 2012)

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

와 일치한다. 이는 아로마 구강함수가 1회 시

한 연구결과는 정형외과 수술환자에게 냉수

행 시 30cc가량의 함수액을 입 안에 머금었다

가글링을 시행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시

뱉음으로서 입 안 전체를 헹궈 낼 수 있을 뿐

간 경과에 따라서 인후통 정도가 감소하였지

만 아니라, 아로마 오일입자가 혀 및 구강점막

만 모든 시점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에 흡수되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항 미생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Yun & Min, 2011)

물 효과와 더불어 구강 점막의 습도를 유지함

와는 차이가 있었다. 기관 내 삽관 전 시행한

으로써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 대조

케타민 가글링이 수술 후 인후통 빈도 및 정

군에게 일상적인 구강간호로 필요시 제공된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Baik et al,

젖은 거즈는 구강의 일부분에만 닿게 되고, 시

2008)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유의한 차

간이 지나면 거즈의 수분이 사라지는 등의 단

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대비된다.

점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사후조사의 모든 시점에서

아로마 구강함수 외에도 수술 후 금식상태

인후통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병

의 환자에게 냉수 가글링을 시행하여 구강상

동 입실 1시간 후와 4시간 후 시점에서 효과

태가 호전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Yun &

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조군의 인후통도 시

Min, 2011; Lee et al 2006; Hur et al, 2009).

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나 특히 인후통이

특히 Yun & Min(2011)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

가장 심한 병동 입실 직후부터 아로마 구강함

의 대상자와 동일한 정형외과 수술 환자에게

수를 시행함으로써 실험군의 초기 인후통 감

매 1시간 마다 냉수 가글링을 시행하여 구강

소에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상태가 호전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 함수액과 달리 아로마 구강함수가 인후통

정형외과 수술환자에게 아로마 구강함수를 매

감소에 효과를 나타낸 것은 아로마 구강함수

3시간마다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험군과

를 통해 아로마 오일이 후두까지 전해지면서

대조군의 구강상태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아로마 오일의 항염작용과 통증완화 작용이

냉수 가글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로마 구강

인후통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

함수는 빈번한 간격으로 시행하지 않았지만

다. 하지만 아로마 구강함수가 수술환자의 인

구강상태에 호전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

후통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

다. 이에 추후연구를 통해 아로마 구강함수와

가 없으며, 병동 입실 7시간 후 시점에는 인후

냉수 구강함수가 수술환자의 구강상태에 미치

통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

는 효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과로 미루어 아로마 구강함수가 수술 후 금식

본 연구에서 아로마 구강함수가 정형외과

중인 환자의 인후통 정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

수술 후 금식 중인 환자의 인후통에 미치는

하여 표본 수를 늘여 반복 및 확대연구를 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

행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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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정형외과 수술환자에게 아로마

Ⅴ. 결론 및 제언

구강함수를 시행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모
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취, 구강상태

본 연구는 전신마취 하에 정형외과 수술을

및 인후통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며 구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아로마 구강함수가 수

와 구강상태 점수는 모든 사후조사 시점에서

술환자의 구취, 구강상태 및 인후통에 미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인후통 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수는 병동 입실 1시간과 4시간 후 시점에서

시차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한 결과, 아로마 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취, 구강

강함수를 이용한 실험군의 구취정도와 구강상

상태 및 인후통 점수가 모두 병동 입실 1시간

태 점수는 병동 입실 1시간 후, 4시간 후, 7시

후 시점부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간 후 시점에서 모두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던 것으로 보아 수술환자의 구취, 구강상태 및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후통은 병동 입실

인후통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술환자의 구

1시간과 4시간 후 시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강건강이 가장 취약한 시점인 병동 입실 직후

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로마 구강함수

부터 아로마 구강함수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는 수술환자의 구취와 인후통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구강상태를 호전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으며

아로마 구강함수를 제공받은 환자들은 구
취, 구강상태 및 인후통 감소에 대한 효과 뿐
만 아니라 ‘기분이 상쾌하다’, ‘향기롭다’ 등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로마 함수를 시
행함으로써 구강 안에 남아있는 아로마 오일
의 향이 코의 후각신경을 자극하고 뇌로 전달
되어 기분을 활성화 시키는 아로마 향 흡입
효과까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연구결과에서 아로마 구강함수가 구강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지만 전신마취

특히 수술환자의 구강건강이 가장 취약한 시
점인 수술 후 병동 입실 직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정형외과 수술환자에게 국
한하였으므로 다른 수술환자에게 대상을 확대
하여 반복 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아로마 함수가 수술환자의 기분, 스트
레스 등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술환자의 구강간호 중재로서 아로마 구강함
수를 적용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큰 의의를 갖는다고

셋째, 냉수 함수군과 아로마 함수군의 구취,
구강상태 및 인후통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정형외과 수술환자 뿐
만 아니라 다른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반복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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