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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유방암의 발생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유방암 치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의 치료를 위한 항암화학요법은 오심, 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며 유방암 환자들은 이러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항암화학
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의 오심, 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 완화를 위하여 임상에
서 사용하기 쉽고 비용 효과적인 간호중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강냉요법은 얼음조각을 입안에 넣고 녹이면서 입안의 온도를 낮추고 혈관을 수축

시켜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되는 오심, 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이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때 일회성으로 구강냉
요법을 제공한 후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다수 제시하고 있으나, 항암화학요법의 
차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구강냉요법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미흡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 1차, 2차, 3차 항
암화학요법 주기 동안 시간경과에 따라 구강냉요법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오심, 구
토의 경감과 구내염 및 구강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U시의 일개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병동에 입원해서 처음으로 항암화학

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냉요법을 적용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
차 실험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하였다. 항암화학요법 시작 5분 전부터 15분, 
종료 후 15분으로 총 30분 동안 얼음 조각을 입안에 넣고 녹여 입안을 차갑게 유지
하는 구강냉요법을 실험군에게 1차, 2차, 3차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당일에 적용하였
다. 
오심, 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의 측정은 사전조사 1회, 사후조사 9회 반복 측정하

였다. 사후조사는 1차, 2차, 3차 항암화학요법 5일 후, 14일 후, 21일 후의 오심, 구
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을 측정하였다. 오심, 구토는 Rhodes가 개발한 Index of 
Nausea, Vomiting, and Retching로 측정하고, 구내염은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로 측정하였으며, 구
강통증은 Numberic Rating Scale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구강관련 특성, 질병관련 특성은 평균, 백분율로 구하고, 동질성 검정과 차이검정
은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시간에 따른 분석은 반복측정분산분석으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항암화학요
법 투여 후 오심, 구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1차 항암화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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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항암화학요법 5일 후, 14일 후, 21일 후의 오심, 구토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3.168, p<.001). 2차 항암화학요법 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4.727, p=.036),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F=42.344, p<.001). 3차 항암화학요법에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8.083, p=.007),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33.889, 
p<.001),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871, p=.006).

2.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항암화학요
법 투여 후 구내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1차 항
암화학요법 21일 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²=5.665, p=.017). 3차 항암화학요법 14일 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Χ
²=6.694, p=.021), 3차 항암화학요법 21일 후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4.361, 
p=.037).

3.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항암화학요
법 투여 후 구강통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1차 항암화학요법 
후 구강통증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5.832, p=.021),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32.862, p<.001), 집단과 시간의 상
호작용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38, p=.048). 2차 항암화학요법 시 구강통증
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7.656, p=.009),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F=14.133, p<.001). 3차 항암화학요법 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7.171, p=.011),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5.968, 
p<.001),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369, p=.031).

본 연구를 통해 1차, 2차, 3차 항암화학요법에 반복적으로 적용한 구강냉요법이 시
간의 경과에 따라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의 오심, 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항암화학요법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적용한 구강냉요법은 유방암 환자의 오심, 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의 완화에 유용한 
간호중재이다. 그러므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에 구강냉요법을 시행할 뿐만 아니
라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항암화학요법 후 5일에서 21일까지 가정에서도 구강냉요
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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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환자는 매년 약 17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유방암은 
폐암 다음으로 여성의 암 관련 사망률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유방암 발생률은 매년 4.7%씩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성의 암 발생 중 유방암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유방암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예방, 증상의 조기발견 및 
증상 조절이 점차 중요해졌다[3].
최근 몇 년간 유방암을 비롯한 악성 종양의 발생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진

단 및 치료의 발전으로 이환율 및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4]. 암 생존율
은 1993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상대생존율은 
70.6%로 특히 유방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92.7%로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5]. 이처럼 
암 치료 후 생존율의 증가는 암 생존자의 치료 후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 가능성이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방암 치료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생물학적 요법, 방사선 요법 등이 적용되는데, 항
암화학요법은 유방암 치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다[6]. 항암화학요법 
중 doxorubicin(상품명 Adriamycin)과 cyclophosphamide(상품명 Cytoxan)의 병용 
요법(이하 AC 항암화학요법: Adriamycin + Cytoxan)과 docetaxel(상품명 
Taxotere), cyclophosphamide(상품명 Cytoxan)의 병용 요법(이하 TC 항암화학요
법: Taxotere + Cytoxan)이 유방암 환자에게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AC 항암
화학요법은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ASCO),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NCCN), Multinational Association of 
Supportive Care in Cancer(MASCC) 등에서 고위험 오심 유발 항암화학요법으로 재
분류되어 AC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게서 오심 간호중재가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게 되었다[7]. AC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 유방암 환자의 71%에서 오심을 경험
했다는 보고가 있다[8]. 또한 TC 항암화학요법도 중위험 오심 유발 항암화학요법으로 
분류되어있어 AC 항암화학요법 보다는 CINV와 심독성 위험은 낮으나, 여전히 많은 
유방암 환자에게 오심을 유발하는 주요 약제라고 할 수 있다[9].
 특히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된 오심, 구토(Chemotherapy induced nausea and 
vomiting, 이하 CINV)는 암 치료와 연관된 가장 괴로운 부작용으로[10], 
doxorubicin, cyclophosphamide, 5-fluorouracil, cisplatin, carboplatin, 
docetaxel과 같은 항암화학요법제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보고되는 증상이
다[11]. CINV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선행 요건인데, 항암화학요법 첫 
주기에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CINV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14]. CINV
가 심해지면 구강섭취량이 감소하고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치료에 거부감을 가지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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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감이 증가하고 자가간호가 안 되면서 삶의 질이 감소하게 된다[15]. 
 한편 구내염 유발 고위험의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40~80%의 환자에서 구내염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구내염을 발생시키는 고위험 약물로 methotrexate, 
5-fluorouracil, cytarabine, etoposide 등이 있다[16]. 유방암 환자의 구내염의 중증
도와 발병률은 기저질환, 항암화학요법의 종류, 항암화학요법의 투여량과 빈도 및 환
자 관련 위험 인자와 같은 많은 특정 요인들에 달려있다[17]. AC 항암화학요법과 TC 
항암화학요법도 구내염 유발 고위험 약물에 해당한다[18]. 구내염 증상은 구강 점막의 
홍반, 미란, 염증성 궤양 등과 함께 구강의 불쾌감, 통증, 궤양, 연하곤란, 미각장애, 영
양부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19]. 구내염이 악화될 경우, 심각한 구강통증을 유발하
고 식이 섭취의 감소로 전적인 수액요법이 필요해지고 입원 기간과 의료비용 증가를 
가져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20]. 그런데 구내염은 항암화학요법이 끝난 후 7
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음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점에서는 구내염 증상을 의료진이 발견하기 쉽지 않아 간과하기 쉽다[21]. 따
라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구내염의 정확한 조기진단과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하다[22]. 
 최근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CINV 감소를 위한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NCCN)의 권고사항은 고위험 오심유발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경우 
첫째 날 항구토제를 사용하는 것이고[21] 항구토제의 사용으로 항암화학요법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CINV는 상당히 감소하였다[11]. 그러나 항구토제를 통해 항암화
학요법 24시간 후부터 5일 후까지 발생하는 지연성 CINV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구토제
의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11]. 특히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된 오심, 구
토 및 구내염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들에게서 가장 두렵고 빈번하게 보고
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위장관련 부작용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23]. 
이에 CINV와 구내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약물적 요법의 적용이 더 추천되고 있는데 

지압, 마사지, 구강냉요법, 아로마흡입요법, 심상요법,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영양교육 
등이 적용되고 있다[24]. 이 중에서 구강냉요법은 비약물적인 중재요법 중 사용이 간단
하고 비침습적이고 독성이 없고 비용 효과적이어서 간호중재로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 
효과가 알려져 있다. 구강냉요법은 주로 얼음을 이용하여 입안을 차갑게 하는 방법으
로 인두의 말초자극과 위장관의 미주신경 자극을 차단하여 오심, 구토의 감소에 효과
가 있다[25-27]. 또한 얼음 조각을 국소 투여하면 국소적인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혈류
가 감소하여 구강 점막의 세포에 세포 독성 효과를 낮추어 구내염의 발생이 감소하였
다는 보고가 있다[22, 28-34]. 
 그러나 구강냉요법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의 오심, 구토 및 구내염 예방에 효
과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환자의 주요 치료제인 AC나 TC 항암화학
요법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첫 주기의 항암화학요법에서는 구
강냉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부 선행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3주기까지 구강
냉요법을 적용한 연구결과를 보고했다[35, 36]. 그러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항암화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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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차수에 따른 구강냉요법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간호중재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도
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AC 항암화학요법이나 TC 항암화학요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의 차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구강냉요법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C 항암화
학요법과 TC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 차수에 따라 반복적
으로 구강냉요법을 적용하고 오심, 구토를 경감시키고 구내염과 구강통증의 완화에 효
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에게 적용한 항암화학요법 차수에 
따라 오심, 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에게 구강냉요법의 적용이 오심, 구토에 미치
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에게 구강냉요법의 적용이 구내염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한다.
 셋째,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에게 구강냉요법의 적용이 구강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제 1 가설: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오
심, 구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제 1 부가설: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은 항암화학요법 투여 차수별로 오심, 구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제 2 가설: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구
내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제 1 부가설: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은 항암화학요법 투여 차수별로 구내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제 3 가설: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구
강통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제 1 부가설: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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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암화학요법 투여 차수별로 구강통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정의

1) 구강냉요법(Oral cryotherapy)

* 이론적 정의: 항암화학요법 주입하는 동안 조각얼음을 입안에 넣어 구강 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 구강점막을 차갑게 하는 것이다(Kunal et 
al, 2014).

* 조작적 정의: AC(Adriamycin + Cytoxan) 항암화학요법과 TC(Taxotere + 
Cytoxan)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유방암 환자에게 항암제 투여 5분 
전 부터 항암 시작 10분까지 15분 동안, 항암제 주입 완료 후 15분 동
안, 총 30분 동안 2x2x2cm 크기의 생수 얼음조각을 구강 내에서 녹여
먹도록 하여 구강 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2)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

* 이론적 정의: 항암제를 체내에 주입하는 전신적인 치료방법이다(국가암정보센터, 
2016).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오심, 구역질, 구토 및 구내염의 발생빈도가 높은 
Adriamycin, Taxotere, Cytoxan이 포함된 항암제를 병합하여 하루 
동안 정맥 내로 투여하고 3주 간격으로 시행하는 치료이다.

3) 오심, 구토(Nausea, Vomiting)

* 이론적 정의: 오심(Nausea)은 구토 발생 전 입 안쪽에서 불쾌하다고 생각되는 주관
적인 느낌이고, 구토(Vomiting)는 입 밖으로 위 내용물이 배출되는 관
찰 가능한 반응이다(Rhodes & McDaniel, 2001).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Rhodes와 McDaniel(1999)이 개발한 Index of 
Nausea, Vomiting, and Retching(이하 INVR)을 국내에서 김영재, 
김지영, 최인령, 김미원과 Verna Rhodes(2000)가 신뢰도 및 타당
도를 검증해 한국어로 번역한 INVR을 사용하여 오심, 구역질과 구
토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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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내염(Oral mucositis)

* 이론적 정의: 구강점막의 염증으로 정의되며 임상적으로 궤양, 홍반을 동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Scully C, Epstein J, Sonis S, 2004).

* 조작적 정의: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이하 NCI-CTCAE)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
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의 정도를 수치화 및 표준화한 평가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NCI-CTCAE version 5.0(NCI, 2017)를 사용하여 
구내염을 측정한 것이다.

5) 구강통증(Oral pain)

* 이론적 정의: 통증은 실제적, 잠정적 조직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불유쾌한 감각
적, 감정적 경험으로 주로 신체적 감정적 통증의 성질로 정의한다
(WHO, 2012).

*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 투여 후에 느끼는 통증을 Numberic 
Rating Scale(NRS)로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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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부작용

항암화학요법은 세포분열이 빠른 암세포가 항암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
하여 DNA의 복제, 전사, 번역과정을 차단하거나 핵산의 합성, 복제, 유사분열 및 세포
분열을 방해함으로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이다[37]. 세포분열이 빠른 암세포에 작
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분열이 빠른 건강한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38], 골수억제, 위장
관 독성, 심장독성, 간독성, 신경독성, 이독성(ototoxicitiy)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여 
많은 환자들이 항암화학요법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23].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
는 수술 후 첫 항암화학요법으로 AC나 TC 항암화학요법을 투여받는데, 이 약제를 투
여받는 환자의 90% 이상에서 오심, 구토가 발생한다[6].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 구토는 크게 예기성(anticipatory, 항암제 투여 전 발

생), 급성(acute, 항암제 투여 후 24시간 내 발생), 지연성(delayed, 항암제 투여 후 24
시간 이후에 발생하여 5일간 지속)으로 분류된다[8].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 구
토는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의 경로를 포함하는 복잡한 반사반응이다[11]. 항암화
학요법으로 인해 신경전달물질(serotonin과 substance P)이 방출되어 위장관, 대뇌 
피질, 시상하부를 포함한 구심성 신경의 말단부위를 자극해 뇌 줄기에 위치한 nucleus 
tractus solitarius로 방사된다[6]. 뇌간 고립로핵은 삼킴, 타액 분비, 호흡, 복부 근육 
수축 및 이완, 장의 수축 및 이완과 같은 오심, 구토에 작용하는 과정을 조절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11]. 장 점막에 위치한 enterochroffine 세포로부터 serotonin이 나
와 방벽의 미주 구심성 신경에 위치한 5-HT3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구토반사를 자극
하여 급성 오심, 구토를 유발한다[10]. Substance P는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여 뉴런
으로부터 방출되어 neurokinin-1 수용체에 결합하여 지연성 오심, 구토를 유도한다
[10]. 첫 주기에서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된 오심, 구토를 경험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두 번째 치료 주기 전에 예기성 오심, 구토를 가질 확률이 3.7배 높았다
[10].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된 오심, 구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는 심각한 대사문제(저

체온증, 저칼륨혈증), 면역체계의 결함, 신체 활동의 방해, 사회 인지기능 방해, 우울
증, 영양실조, 항암화학요법 투여 지연을 가져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삶의 질
을 악화시킬 수 있다[39]. 따라서 암으로 고통 받는 유방암 환자들 사이에서 오심, 구
토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심, 구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약물적 요법과 비약물적 요법이 있다. 약물적 

요법은 구토 중추에서 neurokinin-1 수용체로 가는 자극을 막아 지연성 오심, 구토를 
완화시키거나, 위장관의 감각수용체에 작용해 5-HT3 수용체로 가는 자극을 차단해서 
급성 오심, 구토를 완화시킨다[10]. 비약물적 요법은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불안, 긴
장, 우울 등의 정서적 요인을 감소시켜 오심, 구토를 감소시킨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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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나 TC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경우 90% 이상의 유방암 환자에게서 오심, 구토를 유
발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계의 항 구토요법을 선택해야 한다[40]. NCCN, MASCC
에서는 AC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는 적어도 NK-1 수용체 길항제, 5-HT3 수용체 
길항제, dexamethasone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항 구토요법을 권고하고 있다[41]. 
ASCO는 앞의 세 가지 항 구토요법에서 olanzapine이 추가된 네 가지 약물 항 구토요
법을 권고하는데, 네 가지 약물을 사용한 항구토요법이 급성, 지연성 오심, 구토를 통
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42]. 
그런데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의 오심, 구토를 줄이기 위해 항구토제를 사용

할 때 어지러움, 불안, 저혈압, 식욕부진, 불면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약물적인 중재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3]. 오심, 구토를 예방하기 
위한 비약물적 중재는 지압, 마사지, 구강냉요법, 아로마 향기요법, 심상요법,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등이 적용되어 왔다[44]. 가장 효과가 큰 중재요법은 손 마사지로, 마
사지는 신체접촉을 함으로서 공감을 전해주는 의사소통으로 대상자에게 신뢰를 주고 
신체적으로 이완의 효과를 가져와 오심, 구토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46]. 지압은 오심, 구토의 감소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중재 방법으로, 경락상의 
요혈 부위에 손이나 지압밴드, 스티커 침, 지압봉을 사용해 압력을 가하는 중재방법
이다[47]. 국외에서도 내관지압이 많이 시행되는데 비용 효과적이고 비침습적으로 항
암화학요법 후 항구토제의 사용을 감소시킨다[6, 48]. 향기요법은 향유를 코로 흡입
하거나 몸에 바르는 방법으로, 페퍼민트과 버가못을 사용한 향기요법이 오심, 구토의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49],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점진적 근육이완요법 역시 오심, 
구토의 감소에 효과가 확인되었다[50]. 이에 비해 얼음을 사용해 입안의 온도를 낮추
는 중재방법으로 짧은 시간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오심, 구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구강냉요법은 적용하기 쉬워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26, 27]. 
특히 일회성 정맥주입같이 고농도의 항암화학요법을 단시간에 주입하는 경우 입안의 
불쾌한 약 냄새와 입안이 후끈거리는 느낌을 구강냉요법이 경감시켜줄 수 있다[26].  
 구내염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40~80%로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으로 홍반
을 동반한 궤양성병변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23]. 고령, 여성, 
부적절한 구강위생, 영양실조 같은 환자 관련 위험요인은 구내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17]. 항암화학요법 치료에 의해 유발된 면역 저하 및 구강 점막 손상으로 인해 국소 
및 전신 감염의 위험도 구내염 발생을 증가시킨다[51]. 2004년 Sonis에 의해 구내염의 
병인기전을 설명하는 5단계의 모델이 설명되었다[52]. 1단계는 개시단계로 항암화학요
법으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고 유리기가 생성됨으로서 상피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 
2단계는 1차 손상반응 단계로 결합조직, 내피세포, 점막 하에서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
의 증가을 통해 세포내에 신호를 전달하여 상피세포의 파괴를 촉진시키고 점막 궤양을 
일으켜 2차 감염을 가속화시킨다[52]. 3단계는 신호증폭 단계로 1차 손상반응단계에서 
생성된 사이토카인 매개체가 양성 피드백을 제공하여 다양한 손상 매개체를 생성하게 
된다[52]. 4단계는 궤양발생 단계로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궤양은 직,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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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막 내피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점막 통합성의 손실은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52]. 5단
계는 회복단계로 대체로 2~3주 내에 회복된다[52].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구내염은 보통 5~7일 이내에 발생하여 항암화학요법 후 7~10

일에 증상이 가장 심해지고, 14일~21일 부터 점차적으로 상처가 사라지고 증상이 호전
되기 시작한다[16]. 미국의 국립 암 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NCI)는 구내
염을 주관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척도인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CTCAE)을 발표했다[53]. 1단계는 점막의 홍반이 생기거나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를 말하고, 2단계는 군데군데 궤양이 있거나 중정도의 통증을 호
소하며, 3단계는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궤양이 심하여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4단계는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출혈이 생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5단계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28]. NCI-CTCAE은 병원 환경에서 의
료진이 구내염을 임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 환자의 증상, 
구강섭취량,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16]. 구내염으로 인해 
구강 불편, 통증, 궤양, 연하통, 미각장애, 영양부족이 발생한다[54]. 이처럼 구내염이 
심해지면 구강통증이 동반되므로 구내염의 예방은 구강통증의 감소시키게 된다. 구내
염과 구강통증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재원기간과 입원 비용을 증가시키고 암 
치료의 지연, 중단, 항암화학요법의 복용량 감소를 유발해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20]. 
구내염과 구강통증은 예방이 중요한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전부터 구강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구내염, 구강통증 예방과 발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19, 55]. 구
내염, 구강통증을 예방하고 구강점막의 회복을 돕는 간호중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19]. 현재 임상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때 구내염, 구강통증을 예
방하기 위한 간호로 중조식염수, 식염수, 클로르헥시딘, 벤지다민염산염 등을 가글액
으로 사용한 구강헹굼을 권고하고 있다[23]. 식염수는 높은 삼투압으로 염증을 줄이
고 살균효과를 나타낸다[56]. 식염수나 클로로헥시딘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식염수
는 중탄산염으로 가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7]. 벤지다
민과 같은 항염증제제는 진통, 마취, 항균성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로 
사용되었다[58]. 
구내염을 예방하는 비약물적인 요법으로는 구강냉요법, 꿀을 사용한 구강세척 등의 

방법이 있다. 구강점막에 얼음을 적용하여 국소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구강냉요법은 
일부환자에게 구내염 및 구강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31-35]. 구내염, 구강통증 관리에서 꿀은 항균 및 재생 효과가 있어 구내염의 증상
을 개선하고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59].
그러나 구내염과 구강통증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고 병원마다 시행하는 중

재방법이 달라 구내염 및 구강통증에 대한 관리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60]. 의료인
의 구내염, 구강통증 발생과 예방에 대한 환자 교육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항암화
학요법을 받는 암환자가 구내염, 구강통증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퇴원하여 
시행할 수 있는 중재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내염 발견이 늦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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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단계와 같이 구강통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발생해서야 치료를 받는다. 암환자
에게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손쉬운 중재방법을 교육하여 구내염과 구
강통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2.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에게 구강냉요법의 적용 및 효과

구강냉요법이란 항암화학요법 시 입안에 얼음조각을 넣고 굴려가면서 녹여 입안 전
체를 차갑게 하는 중재방법으로, 구내염의 심각성과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구
강 통증과 같은 2차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31]. 또한 입안의 온도를 
낮추어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해 불쾌한 냄새가 감소해 오심, 구토를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다[26, 27]. 또한 구강냉요법은 비용효과적이고 간호사와 환자가 쉽고 편하게 
사용 가능한 중재방법이다[61].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퇴
원 후 집에서도 구강냉요법 중재를 지속하게 하여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 구
토 및 구내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구강냉요법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배우지 
못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때 구강냉요법을 시행하는 환자가 적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심, 구토, 구내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구강냉요법은 구강 내 국소 혈관 수축을 유도해 구강 점막 혈류를 감소시키고 점막

을 세포 증식 억제제에 노출시켜 직접적인 세포 독소의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16].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하는 동안 점막은 유사분열 활성이 높
기 때문에 항암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62]. 특히 5-Fluorouracil(5-FU), 
doxorubicin, etoposide, vincristine, methotraxate와 같은 약물치료에서 구내염
의 발생은 최대 9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 통증을 유발하여 식
이 섭취를 힘들게 한다[63]. 그렇기 때문에 구강간호는 암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
조되어왔고 구강 내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17].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입 시작 최소 5~15분 전에 구강냉요법을 시행하고, 

얼음조각을 자주 보충해주면서 항암제 주입기간 동안 입에 지속적으로 얼음을 물고 
있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다[64]. 차가운 음용수의 섭취는 인두의 말초신
경 자극을 억제하고 위장관의 미주신경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와 오심, 구토를 감
소시킨다[65]. 그리고 뜨거운 음식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오심, 구토를 악화시키기 때
문에 차가운 음식이나 실온의 음식이 오심, 구토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25]. 
Cisplatin, Ara-c, doxorubicin을 정맥투여 하는 암환아를 대상으로 함암화학요법 
5분 전부터 약 10분 동안, 매 식전 구강냉요법을 적용했을 때 오심, 구토가 감소하
는 효과가 있었다[26]. Gemcitabine과 cisplatin을 투여받는 성인 암환자에게 항암
화학요법 60분 동안, 매 식전 구강냉요법을 적용하였을 때 구토에는 효과가 없었으
나 오심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27].
구강냉요법은 1시간 이내에 주입 되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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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연구 되었는데, 예를 들어 반감기가 5~20분으로 짧은 5-Fluorouracil(5-FU)의 
항암제를 투여받는 암환자들에게 최대 30분 동안 구강냉요법을 적용하였을 때 구내
염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9-32, 63, 66]. 이는 5-FU의 혈장 내 농도가 
최고치일 때 구강냉요법을 적용하면 구강점막의 5-FU노출을 감소시켜 구내염 발생
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64]. 한 연구에서 5-FU 지속 주입 5분 전부터 주입
되는 15분 동안, 그리고 주입 후 15분 동안, 총 30분 동안 구강냉요법을 적용했을 
때 7일에서 14일 동안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구내염이 호전되는 결과를 확인하였
다[62]. 고용량의 melphalan으로 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에게 melphalan 중재 5분 
전부터 주사 주입 15분 동안, 그리고 주사 후 15분 동안 구강 냉요법을 적용하였을 
때 구내염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67].  
결론적으로 구강냉요법 중재가 비용 효과적이고 임상에서 적용하기 손쉬운 중재방

법임에도 항암화학요법 차수가 증가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구강냉요법의 효과를 확인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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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 구강냉요법이 오심∙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실험연구이
다. 연구설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설계

CTx: Chemotherapy
D0: Pre-test
D1: Post-test Ⅰ-1 (5days after the first chemotherapy)
D2: Post-test Ⅰ-2 (14days after the first chemotherapy)
D3: Post-test Ⅰ-3 (21days after the first chemotherapy) = Pre-testⅡ
D4: Post-test Ⅱ-1 (5days after the second chemotherapy)
D5: Post-test Ⅱ-2 (14days after the second chemotherapy)
D6: Post-test Ⅱ-3 (21days after the second chemotherapy) = Pre-testⅢ
D7: Post-test Ⅲ-1 (5days after the third chemotherapy)
D8: Post-test Ⅲ-2 (14days after the third chemotherapy)
D9: Post-test Ⅲ-3 (21days after the third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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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일개 대학병원에서 AC 항암
화학요법 혹은 TC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내과 병동에서 
추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를 이용하여 구강냉요법에 효과가 있었던 
Kakoei(2013)의 연구에서 도출된 효과크기 0.4를 근거로 두 집단의 4회 반복측정 
분산 분석에 대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0.8, 효과크기 0.4를 기준으로 34명의 표본
수가 산출되어 각 군마다 17명의 대상자가 모집되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실
험군 21명, 대조군 21명으로 총 42명이 모집되었다. 대조군으로 모집된 21명에서 1
명이 임상실험 참여로 스크리닝 중 탈락되어 연구대상자는 최종적으로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으로 총 41명이었다.   
구체적인 대상자의 선정 기준,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

Ÿ 20세 이상 성인
Ÿ 병식이 있는 자
Ÿ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자
Ÿ 병기는 1~3기인 유방암 환자
Ÿ 수술 후 처음으로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자
Ÿ 오심, 구토를 INVR 도구로 사정 시 0점인 자
Ÿ 구내염 사정 시(NCI-CTCAE) 무증상인 자
Ÿ 구강통증 사정 시 NRS 0점인 자
Ÿ 연하장애가 없고 자가 구강관리가 가능한 자
Ÿ 연구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제외기준

Ÿ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있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있는 경우
Ÿ 임상실험연구에 참여하는 자
Ÿ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Ÿ 이전에 방사선 치료의 경험이 있는 자
Ÿ 정신 병력이 있어 연구에 참여가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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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① 일반적 특성, 구강관련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련 특성은 설문지를 통해 사정하고 질병관련 특성은 

의무기록을 통해 사정하였다. 일반적 특성에는 나이, 학력을 확인하였고, 구강관련 
특성은 항암화학요법 시행 1년 이내 치과 검진 유무, 틀니 유무,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구강관련 교육 유무가 포함되었다. 질병관련 특성은 암 진단받은 기간, 병기, 현
재 복용중인 약물, 기저질환, 항암화학요법 종류, 항암화학요법 소요시간, 케모포트 
유무, 항암화학요법 전, 후 항구토제 투약 유무가 포함되었다.

② 오심, 구토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Rhodes(1986)[66]가 개발한 Index of Nausea and Vomiting, 

Retching(IVNR)을 사용하였고 국내에서 번역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67].  측정도구는 오심, 구토, 구역질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8개의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지난 12시간 동안의 오심 횟수, 오심을 겪은 시간, 
오심의 괴로움 정도, 구토 횟수, 구토의 양, 구토의 괴로움 정도, 헛구역질 횟수, 헛
구역질의 괴로움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항암화학요법 1차에서 3차 투여까지 5일 
후, 14일 후, 21일 후 9회 측정하였고, 0점에서 4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
는 0점에서 32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Rhodes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 0.98이었고, 김영재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0.84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0.86이다. 

③ 구내염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National Cancer Institute(1999)가 개발한 Common Toxicity 

Criteria for Adverse Event(NCI-CTCAE)에서 구내염과 관련된 항목만 선택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5일 후, 14일 후, 21일 후에 발생한 구내염 정
도를 NCI-CTCAE version 5.0로 측정하였고, Grade 1에서 Grade 5의 5단계로 구
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④ 구강통증 측정도구
시각사상척도란 심리적인 속성을 체계적,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관심

이 되는 영역의 주관적 느낌 및 태도를 심각도에 따라 0점부터 일정 숫자(10, 100
등)까지의 범위 중 하나로 지정하여 표현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
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5일 후, 14일 후, 21일 후에 느끼는 통증을 Numberic 
Rating Scale(NRS)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통증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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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개발 

구강냉요법은 항암화학요법 5분 전부터 적용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종료한 15분 동안 
총 30분을 적용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26, 63, 66]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 구강냉요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구강냉요법은 
2X2X2cm의 얼음조각을 사용해 항암화학요법 당일 항암화학요법 주입 5분 전부터 
구강냉요법을 적용하기 시작해서 항암화학요법 시작 후 10분 동안, 항암화학요법이 
완료된 후 15분 동안, 총 30분 동안 구강냉요법을 지속하였다. 1차 항암화학요법 후 
3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2차, 3차 항암화학요법까지 구강냉요법을 반복하여 적용하였
다. 

5.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U시 일개 대학병원 종양내과 병동에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
지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
으로 서명을 받아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 연구원 준비 및 보조 연구자 훈련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1인은 종양내과 병동에서 6년 이상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
자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하였다. 구강냉요법 중재는 연구자와 보조자 모
두 사전에 연구자가 미리 준비해놓은 동일한 크기의 얼음조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시
간동안 적용하였다. 구강간호 교육 시 동일한 교육자료를 사용하고 일반인 2인에게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교육내용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 후 
대상자에게 설명하여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사이의 교육내용에 차이가 없도록 하였
다.

2) 자료수집절차

   항암화학요법 당일 항암제 주입 전 연구자는 설문지를 사용해 연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구강관련 특성, 질병관련 특성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사전조사 시 
오심, 구토에 대한 도구화된 측정도구, 구내염 측정도구, 구강통증 점수 측정방법 및 
교육자료를 사용해서 연구 대상자에게 자세히 교육하고 연구 대상자가 정확하게 기
록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암화학요법 5일 후, 14일 후 오심, 구토정도는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전화연락을 

해서 구두로 보고한 내용을 통해 사정하였다. 항암화학요법 21일 후는 다음 차수의 
항암화학요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날이므로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오심, 구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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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지급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사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은 연구자가 읽어주어 구두로 대답한 내용을 기록하여 수집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항암화학요법 5일 후, 14일 후 구내염은 연구자가 전화연락을 해서 대상자가 구

두로 보고한 증상을 통해 사정하였다. 항암화학요법 21일 후의 구내염 정도는 다음 
차수의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직접 관찰한 후 구내염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사정하였다.
  항암화학요법 5일 후, 14일 후 구강통증은 연구자가 전화연락을 해서 대상자가 

구두로 보고한 점수로 사정하였다. 항암화학요법 21일 후의 구강통증은 다음 차수의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고 구강통증 점수 사정도
구를 사용해 대상자가 보고한 점수로 사정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program을 사용하였고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련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대상 동질성 
검정은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②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련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③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심·구토와 구강통증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④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내염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고 정확검정은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다.

⑤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심·구토와 구강통증의 항암화학요법 5일 후, 14일 후. 21일 
후 값은 반복측정분산으로 분석하고,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앱실런 
교정값을 이용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U대학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통한 연구 승인(IRB File No. UUH 2019-06-024-001)을 받아 진행하였다. 자
료 수집 시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면으로 서명을 받았다. 설문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
였고 대상자가 원할 경우 즉시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자는 익명화 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수집을 진행해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노출
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다. 수집된 자료는 비밀유지를 위하여 코드화 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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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관리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자료는 연구 논문이 발표 후 즉시 폐기될 것임을 연구 대상자에게 설명 후 연구 참
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8.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구강냉요법의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항암화학요법 당일과 항암화학
요법 21일 후에는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여 사후 측정을 하였고, 항암화학요법 5일 
후, 14일 후에는 연구 대상자의 자가 보고를 통해 사후 측정을 시행하여 대상자별 보
고의 개인차가 있음이 제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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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련 및 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41명으로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련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의 동질성 검정을 시행한 결
과는 표 1과 같고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과의 동질성이 확인되었
다. 
연령은 실험군이 53.76±8.79세, 대조군이 52.30±8.78세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t=0.366, p=.597). 교육수준에서 고졸 이상은 실험군이 61.9%, 대조군이 
90.0%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5.221, p=.073). 실험군의 71.4%와 대조군의 
55.0%에서 최근 1년 이내 치과검진을 시행 받았다고 보고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Χ2=1.192, p=.275). 실험군의 14.3%와 대조군의 5.0%에서 틀니가 있다
고 보고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1.003, p=.606). 항암화학요법 
시행 전 구강간호에 대한 교육 유무는 실험군은 한명도 없다고 보고했고, 대조군은 
10.0%에서 있다고 보고했으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2=2.208, p=.232). 
암 진단기간은 실험군이 1.45±0.46년, 대조군이 1,41±0.43년으로 두 군 간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t=0.157, p=.802). 암 진단 시 실험군에서 2기 이하의 병기는 
90.5%. 대조군은 95.0%에서 관찰되었고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0.531, 
p=1.000). 최근 1주일 이내 복용한 약물은 실험군에서 항고협압제 6명, 혈당강하제 3
명, 동맥경화용제는 3명이 복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조군에서는 항고혈압제는 
5명, 그 외에 혈당강하제 1명, 동맥경화용제 1명, 항우울제 1명, 진통제 1명, 항응고
제 1명이 복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1.257, p=.262). 
기저질환은 실험군에서 고혈압 6명, 당뇨병 3명, 갑상선질환 1명, 암 1명으로 확인되
었으며, 대조군은 고혈압 5명, 당뇨병 1명, 뇌혈관질환 3명, 갑상선질환 2명이 보고되
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0.672, p=.530). 
항암화학요법은 실험군에서 AC 항암화학요법 42,9%, TC 항암화학요법은 57.1%의 

환자에게 시행되었고, 대조군은 AC 항암화학요법 40.0%, TC 항암화학요법은 60.0%
의 환자에게 시행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0.034, p=.853). AC 항암화학요
법은 Adriamycin이 5분, Cytoxan이 30분으로 총 35분이 소요되고, TC 항암화학요
법은 Taxotere이 60분, Cytoxan은 30분이 걸려 총 90분이 소요된다. 항암화학요법
의 소요시간은 실험군에서 35분 걸린 환자는 42.9%, 90분 걸린 환자는 57.1%를 차
지했고 대조군은 35분 걸린 환자가 40.0%, 90분 걸린 환자가 60.0%를 차지했고 실
험군은 평균 66분, 대조군은 68분이 소요되었다고 보고했고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Χ2=0.034, p=.853). 실험군에서 케모포트가 있는 환자는 47.6%, 없는 환자
가 52.4%, 대조군은 케모포트가 있는 환자가 45.0%, 없는 환자가 55.0%로 확인되었
으며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Χ2=0.028, p=.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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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련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N=41) 

AC: Doxorubicin(Adriamycin) + cyclophosphamide(Cytoxan) IV 1day
(cycled every 21days)

TC: Docetaxel(Taxotere) + cyclophosphamide(Cytoxan) IV 1day
(cycles every 21days)

변수
실험군 (n=21) 대조군 (n=20)

t or Χ2 p
M±SD or n(%)

일반적
특성

나이 53.76±8.79 52.30±8.78  .366  .597
학력 대졸이상  5 (23.8)  4 (20.0)

5.221  .073고졸  8 (38.1) 14 (70.0)
중졸이하  8 (38.1)  2 (10.0)

구강관련
특성

치과검진 예 15 (71.4) 11 (55.0)
1.192  .275아니오  6 (28.6)  9 (45.0)

틀니 유  3 (14.3)  1  (5.0)
1.003  .606무 18 (85.7) 19 (95.0)

구강교육 유  0  (0)  2 (10.0)
2.208  .232무 21(100.0) 18 (90.0)

질병관련
특성

암 진단기간  1.45±0.46  1.41±0.43  .157  .802
병기 1기 10 (47.6) 11 (55.0)

 .531 1.0002기  9 (42.9)  8 (40.0)
3기  2  (9.5)  1  (5.0)

복용약물 유 11 (52.4)  7 (35.0)
1.257  .262무 10 (47.6) 13 (65.0)

기저질환 유 10 (47.6)  7 (35.0)
 .672  .530무 11 (52.4) 13 (65.0)

항암화학요법 AC  9 (42.9)  8 (40.0)
 .034  .853TC 12 (57.1) 12 (60.0)

항암화학요법 
소요시간

35분  9 (42.9)  8 (40.0)
 .034  .85390분 12 (57.1) 12 (60.0)

케모포트 유 10 (47.6)  9 (45.0)  .028  .867
무 11 (52.4) 11 (55.0)

항구토제사용 유 21(100) 20(100)
무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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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 검정

2-1. 제 1 가설 검정: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은 오심, 구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에게 구강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의 오심, 구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차, 2차, 3차 항암화학요법의 오심, 구토 정도를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W=.127~.297, p<.001) 앱실런 Greenhouse-Geisser를 이용하
여 검증하였다. 
1차 항암화학요법의 오심, 구토 사전 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0점으로 동일하

였다. 1차 항암화학요법 의 오심, 구토 점수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F=1.140, p=.292), 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43.168, 
p<.001),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F=.898, 
p=.388). 실험군의 오심, 구토 점수는 5일 후 5.29점에서 21일 후 0.29점으로 5점이 
감소하였고, 대조군에서 오심, 구토 점수는 5일 후 5.70점에서 21일 후 1.20점으로 
4.5점이 감소하였다. 두 군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심, 구토가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항암화학요법의 오심, 구토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4.727, 

p=.036), 시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42.344, p<.001),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
용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F=1.702, p=.194). 항암화학요법 5일 후 오
심, 구토의 점수는 실험군이 3.67점, 대조군이 6.00점으로 대조군의 오심, 구토 점수
는 실험군보다 1.6배 높았고, 14일 후는 실험군이 1.24점, 대조군은 3.15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396, p=.021), 21일 후 오심, 구토 점수는 실험군
이 0.33점, 대조군이 1.05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에서 오심, 구토는 5일 후에서 
14일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2.43점 감소하였고, 14일 후에서 21일 후로 갈수록 0.90
점 감소하였다. 대조군의 오심, 구토 점수는 5일 후에서 14일 후로 지나면서 2.85점 
감소하고 14일 후에서 21일 후로 지나면서 2.10점 감소하였다. 두 군 모두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오심, 구토의 점수가 감소하였다.
3차 항암화학요법의 오심, 구토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8.083, 

p=.007),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33.889, p<.001),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871, p=.006). 5일 후 오심, 구토 점수는 실험군 2.29
점, 대조군은 6.25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889, p=.008). 14일 
후 오심, 구토의 점수는 실험군이 0.48점, 대조군이 2.10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549, p=.017). 실험군에서 오심, 구토는 5일 후에서 14일 후로 시
간이 지나면서 1.81점 감소하였고, 14일 후에서 21일 후로 갈수록 0.10점 감소하였
다. 대조군의 오심, 구토 점수는 5일 후에서 14일 후로 지나면서 4.15점 감소하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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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후에서 21일 후로 지나면서 1.00점 감소하였다. 두 군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심, 구토의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강냉요법 후 오심, 구토의 시간에 따른 차이검정
                                                                 (N=41)

그림 2.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강냉요법 후 오심, 구토의 변화

변수
실험군 
(n=21)

대조군 
(n=20) t p 구분 F p

Mean±SD

1차 5일 후 5.29±4.17 5.70±5.37 0.277 .784 Group  1.140  .292

14일 후 2.00±1.64 3.65±4.46 1.556 .133 Time 43.168 <.001

21일 후 0.29±0.90 1.20±2.35 1.627 .117 Group*Time   .898  .388
1차 21일 후 = 2차 사전점수  
2차 5일 후 3.67±3.32 6.00±5.07 1.752 .088 Group  4.727  .036

14일 후 1.24±1.64 3.15±3.25 2.396 .021 Time 42.344 <.001

21일 후 0.33±0.86 1.05±1.73 1.667 .107 Group*Time  1.702  .194
2차 21일 후 = 3차 사전점수
3차 5일 후 2.29±2.33 6.25±5.70 2.889 .008 Group  8.083  .007

14일 후 0.48±1.21 2.10±2.59 2.549 .017 Time 33.889 <.001

21일 후 0.38±0.97 1.10±1.55 1.767 .087 Group*Time  6.871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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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2 가설 검정: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은 구내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구내염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시행한 결과는 표 3, 4과 같다. 
1차 항암화학요법에서 5일 후 구내염이 발생한 대상자는 실험군에서 38.1%, 대조군

에서 50.0%이었다. 14일 후 구내염의 발생은 실험군에서 90.5%, 대조군에서 90.0이
었고, 21일 후 실험군은 38.1%, 대조군은 75.0%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Χ2=5.992, p=047). 21일 후 구내염이 발생한 대상자의 구내염 정도는 실험군은 
grade 1이 87.5%, grade 2가 12.5%이었고, 대조군은 grade 1이 73.3%, grade 2가 
26.7%이었다.
2차 항암화학요법에서 두 군 모두 구내염이 발생한 환자의 비율이 높았고 구내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5일 후 실험군의  57.1%에서 구내염이 발생했고, 대조군은 
60.0%에서 구내염이 발생했다. 14일 후 실험군의 95.2%, 대조군의 95.0%에서 구내
염이 관찰되었다. 21일 후 실험군의 57.1%에서 구내염이 관찰되었고, 대조군의 
75.0%에서 구내염이 발견되었다. 
3차 항암화학요법에서 5일 후 구내염이 발생한 대상자는 실험군은 38.1%, 대조군은 

65.0%이었다. 14일 후 실험군의 71.4%, 대조군의 100%에서 구내염이 나타났는데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²=6.694, p=.021). 14일 후 구내염이 발생한 대상자 
중에서 구내염의 정도는 실험군에서 grade 1은 66.7%, grade 2는 26.7%, grade 3
는 6.6%이었고, 대조군에서 grade 1은 45.0%, grade 2는 45.0%, grade 3는 10.0%
이었다. 대조군의 grade 2, 3의 비율이 실험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14일 후 대조군의 구내염 정도가 더 심각함을 나타낸다. 21일 후 실험군의 42.9%, 
대조군의 75.0%에서 구내염이 확인되었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
²=4.361, p=.037). 21일 후 구내염이 발생한 대상자 중에서 구내염의 정도는 실험군
에서 grade 1이 88.9%, grade 2는 11.1%이였고, 대조군에서 grade 1은 86.7%, 
grade 2는 13.3%이었다. 21일 후 구내염은 대조군이 실험군에 비해 1.7배 높게 발
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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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강냉요법 후 구내염의 차이검정 
                                                                 (N=41)

변수
실험군 (n=21) 대조군 (n=20)

Χ² p
n(%)

1차 5일 후
유  8(38.1) 10 (50.0)

 .589  .443
무 13(61.9) 10 (50.0)

14일 후
유 19(90.5) 18 (90.0)

 .003 1.000
무  2 (9.5)  2 (10.0)

21일 후
유  8(38.1) 15 (75.0)

5.665  .017
무 13(61.9)  5 (25.0)

2차 5일 후
유 12(57.1) 12 (60.0)

 .034  .853
무  9(42.9)  8 (40.0)

14일 후
유 20(95.2) 19 (95.0)

 .001 1.000
무  1 (4.8)  1  (5.0)

21일 후
유 12(57.1) 15 (75.0)

1.453  .228
무  9(42.9)  5 (25.0)

3차 5일 후
유  8(38.1) 13 (65.0)

2.968  .085
무 13(61.8)  7 (35.0)

14일 후
유 15(71.4) 20(100.0)

6.694  .021
무  6(28.6)  0  (0.0)

21일 후
유  9(42.9) 15 (75.0)

4.361  .037
무 12(57.1)  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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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내염이 발생한 대상자에서 구내염 중증도 차이 검정

변수
실험군 대조군

Χ² p
n(%)

1차 5일 후 유 8(100.0) 10(100.0)

 .855 1.000
Grade1 7 (87.5) 8 (80.0)
Grade2 1 (12.5) 1 (10.0)
Grade3 0 (0) 1 (10.0)

14일 후 유 19(100.0) 18(100.0)

3.865  .137
Grade1 12(63.2) 6 (34.4)
Grade2 7 (36.8) 11(61.1)
Grade3 0 (0) 1 (5.6)

21일 후 유 8(100) 15(100)
 .615  .621Grade1 7 (87.5) 11(73.3)

Grade2 1 (12.5) 4 (26.7)
2차 5일 후 유 12(100) 12(100)

2.474  .317
Grade1 11(91.7) 8 (66.7)
Grade2 1 (8.3) 3 (25.0)
Grade3 0(0) 1 (8.3)

14일 후 유 20(100) 19(100)

3.247  .147
Grade1 13(65.0) 7 (36.8)
Grade2 6 (30.0) 11(57.9)
Grade3 1 (5.0) 1 (5.3)

21일 후 유 12(100) 15(100)
 .719  .605Grade1 11(91.7) 12(80.0)

Grade2 1 (8.3) 3 (20.0)
3차 5일 후 유 8(100) 13(100)

 .404  .656Grade1 6 (75.0) 8 (61.5)
Grade2 2 (25.0) 5 (38.5)

14일 후 유 15(100) 20(100)

1.628  .521
Grade1 10(66.7) 9 (45.0)
Grade2 4 (30.8) 9 (45.0)
Grade3 1 (6.7) 2 (10.0)

21일 후 유 9(100) 15(100)
 .025 1.000Grade1 8 (88.9) 13(86.7)

Grade2 1 (11.1) 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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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강냉요법 후 구내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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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3 가설 검정: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
조군은 구강통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의 구강통증의 차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1차 항암화학요법 구강통증의 사전점수는 0점으로 동일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한 

결과 구형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W=.411~.644, p<.001~.005) 앱실런 
Greenhouse-Geisser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항암화학요법 1차의 구강통증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5.832, p=.021),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32.862, p<.001),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138, 
p=.048). 실험군에서 5일 후 구강통증은 0.57점, 14일 후는 2.29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21일 후 0.48점으로 감소했고, 대조군도 5일 후 구강통증 점수는 1.00점에서 
14일 후 증가했다가 21일 후 2.10점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5일 후와 21일 후의 구
강통증 점수를 비교했을 때, 실험군은 구강통증의 점수가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증
가하여 시간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1일 후 구강통증의 점수는 
실험군이 0.48점, 대조군이 2.10점으로 대조군이 실험군에 비해 높았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437, p=.002).
2차 항암화학요법 구강통증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7.656, p=.009),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4.133, p<.001),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은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F=.531, p=.613). 실험군에서 구강통증은 5일 후 0.76점으로 14
일 후 증가했다가 0.67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5일 후 1.85점에서 14일 후 3.90
점으로 증가했고 21일 후 1.65점으로 감소하였다. 두 군 모두 21일 후 구강통증의 점
수가 5일 후에 비해 낮았다. 항암화학요법 2차 시 5일 후, 14일 후, 21일 후 실험군
의 구강통증 점수가 모두 대조군보다 낮아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
3차 항암화학요법의 구강통증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7.171, p=.011),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15.968, p<.001), 집단과 시간의 상호작용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369, p=.031). 실험군에서 구강통증은 5일 후 0.67점으로 
14일 후 1.43점으로 증가했다가 0.52점으로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5일 후 1.85점에서 
14일 후 3.85점으로 증가하고 21일 후 1.50점으로 감소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5일 후 점수에 비해 21일 후 구강통증의 점수가 감소하였다. 14일 후 실험군의 구강
통증 점수는 1.43점, 대조군은 3.85점으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039, 
p=.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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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강냉요법 후 구강통증의 차이검정 
                                                               (N=41)

그림4.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강냉요법 후 구강통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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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실험군 
(n=21)

대조군 
(n=20) t p 구분 F p

Mean±SD

1차 5일 후 0.57±1.33 1.00±1.84 0.860 .395 Group  5.832  .021

14일 후 2.29±2.17 3.75±2.99 1.801 .079 Time 32.862 <.001

21일 후 0.48±1.08 2.10±1.83 3.437 .002 Group*Time  3.138  .048
1차 21일 후 = 2차 사전점수  
2차 5일 후 0.76±1.58 1.85±2.56 1.629 .113 Group  7.656  .009

14일 후 2.24±2.68 3.90±2.75 1.959 .057 Time 14.133 <.001

21일 후 0.67±1.16 1.65±2.06 1.874 .071 Group*Time   .531  .613
2차 21일 후 = 3차 사전점수
3차 5일 후 0.67±1.56 1.85±2.18 1.988 .055 Group  7.171  .011

14일 후 1,43±2.38 3.85±2.72 3.039 .004 Time 15.968 <.001

21일 후 0.52±1.25 1.50±1.93 1,910 .065 Group*Time  3.369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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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의 차수에 따라 반복
적인 구강냉요법이 오심, 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의 감소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1.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 구토에 구강냉요법의 효과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 구강냉요법이 오심, 구토에 효과
적인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3차 항암화학요법 5일 후, 14일 
후, 21일 후 오심, 구토를 측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연성 오심, 구토가 실험군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지연성 구토는 항암화학요법 24시간 후부터 5일 후까지 지
속되고 그 후로 감소한다[11]. 본 연구에서 두 군 모두 항암화학요법 5일 후 오심, 구
토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Adriamycin, Cytoxan과 같은 항암제들은 항암 후 24시
간 후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지연성 구토가 자주 발생한다는 Taspinar[48]의 연구
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1차 항암화학요법 5일 후 오심, 구토의 점수는 실험군이 5.29점, 대조

군이 5.70점에서 3차 항암화학요법 5일 후는 실험군이 2.29점, 대조군은 6.25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차 항암화학요법 시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심, 구토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3차 항암화학요법으로 갈수록 실험군의 오심, 구토 점수는 점차 감
소하고 대조군의 오심, 구토 점수는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1, 2, 3차 항암화학요법 
5일 후 오심, 구토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Gemcitabine
과 cisplatin을 투여받는 성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지은[27]의 연구에서 항암화학
요법 5일 후 실험군 10.76점, 대조군 12.96점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cisplatin과 
doxorubicin을 사용한 암환아를 대상으로 한 전혜정[26]의 연구에서도 항암화학요법 
5일 후 실험군 10.9점, 대조군 16.8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지은[27]과 전
혜정[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항암화학요법을 처음 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냉요법을 적

용했기 때문에 예기성 구토가 학습되지 않아 중재 전 오심, 구토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와 최지은[27]의 연구를 비교했을 때 지연성 오심, 구토의 점수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유방암 환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최지은[27]의 연구에서는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있는 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기성 구토가 영향을 미쳐 본 연구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와 전혜정[26]의 연구는 doxorubicin이 포함된 항암화학요법을 적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유사하나 연구 대상자의 차이로 연구결과를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1차 항암화학요법 시 5일 후에서 21일 후로 시간이 경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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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심, 구토 점수가 5점이 감소했고, 대조군은 1차 항암화학요법 시 5일 후에서 21
일 후까지 4.5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2차, 3차 항
암화학요법 시까지 구강냉요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구강냉요법을 통해 지연성 구토
를 예방하여 3차 항암화학요법에서 오심, 구토의 감소가 대조군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지연성 구토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화학
요법을 받은 후 가정에서 경험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에게 항암화학요법 
후에도 가정에서 꾸준히 구강냉요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
며 추후 연구연구를 통해 항암화학요법 후 가정에서 지속적인 구강냉요법을 적용함으
로서 구강냉요법이 지연성 구토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암 환아를 대상으로 한 전혜정[26]의 연구는 실험군에서 항암화학요법 후 2일째, 5

일째 되는 날 오심, 구토의 점수가 10.9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조군에서는 항암화학요
법 후 2일째 19.4점으로 오심, 구토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구강냉요법이 오심, 구토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는 보고되고 있으나[26, 27, 

65] 반감기가 다른 약제를 적용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반감기가 긴 docetaxel이 포함된 항암화학요법을 사
용한 환자도 있어 항암제의 종류 따라 오심, 구토의 정도가 달라 중재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항암제의 반
감기와 오심, 구토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구강냉요법의 오심, 구토 완화에 대한 효과
를 확인해 봄으로써 지연성 구토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차수가 진행될수록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심, 구토의 점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항암화학요법 5일 후의 실험군과 대
조군의 오심, 구토 점수 차이는 0.41점에서 2차 항암화학요법 5일 후는 2.33점, 3차 
항암화학요법 5일 후는 3.96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1차 항암화학
요법에서 3차 항암화학요법으로 갈수록 5일 후 오심, 구토의 점수가 감소했고 대조군
은 1차에서 3차로 갈수록 5일 후 오심, 구토의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실험군에게 1차 항암화학요법부터 3차 항암화학요법 까지 구강냉요법을 진행하
였고, 구강냉요법이 오심, 구토의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구내염에 구강냉요법의 효과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항암화학요법 5분 전부터 항암화학요법 10분 동
안, 항암화학요법 후 15분 까지 총 30분 동안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였다. Docetaxel
의 반감기는 11시간, cyclophosphamide의 반감기는 3~12시간, doxorubicin의 반
감기는 20시간이다. 반감기만 고려하여 구강냉요법을 적용한다면 12시간에서 20시간
동안 구강냉요법을 적용해야한다. 하지만 구강냉요법을 30분 적용한 것과 60분 적용
한 것을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Rocke[68]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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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강냉요법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구내염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암환자
들에게 두통, 오한, 구강 무감각 등의 불편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64], 본 연구에서는 구강냉요법을 30분 동안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14일 후에 구내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항암화학요법 

모든 차수에서 대조군의 50% 이상에서 2단계 이상의 구내염이 관찰되고, 실험군의 
40% 미만에서 2단계 이상의 구내염이 관찰되었다. 이로 인해 구강냉요법의 적용이 
구내염의 중증도를 감소시켜 구내염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3차 항암화학요법 14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구내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군은 1차 항암화학요법 후에 90.5%의 환자에서 구내염이 발생했고, 3차 
항암화학요법 후에는 71.4%로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1차 항암화학요법 시 90.0%의 
환자에게서 구내염이 발생했고, 3차 항암화학요법에는 100.0%로 모든 환자에게서 구
내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항암화학요법 차수가 경과함에 따라 구
강냉요법이 구내염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Katranci[62]의 연구
에서 항암화학요법 14일 후 구내염 발생률이 실험군은 40.0%, 대조군이 76.7%로 가
장 높았고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내염 발생률은 항암화학요법 5일 후에서 14일 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내염의 발생이 증가했다가 21일 후로 갈수록 구내염이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iredda[18]의 연구에서 1차 항암화학요법 10일째 되는 날 구내염 발
생률이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내염이 항
암화학요법 후 7일에서 10일 동안 지속되어 21일 후 부터는 자연스럽게 호전된다는 
Scully, Sonis[6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은 1차 항암화학요법 14일 후 구내염 발생률이 대조군보다 높았

지만 구강냉요법을 적용해 항암화학요법 21일 후 구내염 정도가 대조군보다 낮아졌
다. 이는 구강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의 구내염 회복정도가 대조군보다 빠른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항암화학요법 21일 후 구내염의 발생률은 대조군은 모두 75%로 동
일했으나, 실험군에서는 2차 항암화학요법 21일 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3차 항
암화학요법 21일 후 구내염이 감소하여 구강냉요법이 항암화학요법이 경과할수록 효
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hanjani pour-fard-pachekenari[70]의 연
구에서 항암화학요법 21일 후부터 구내염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21일 후 구내염이 감소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사용한 구내염 측정도구는 주로 Oral Assessment Guide 

였는데[35, 71], Oral Assessment Guide는 문항이 구강 점막, 목소리, 잇몸, 연하, 
혀, 타액, 입술, 치아 등의 8개로 세분화되어 구체적으로 점수화하여 사정할 수 있는 
구내염 측정도구로 그 유용성이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내염 측정도구
인 NCI-CTCAE(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는 구내염을 
5단계로 나누어 환자의 사정 시 나타날 수 있는 핵심적인 증상을 단시간 내에 사정할 
수 있어 임상에서 외래진료나 입원 시에 의료진들이 손쉽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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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35, 71]와 구내염 사정도구가 달라 연구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
다. 그러나 임상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NCI-CTCAE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후 NCI-CTCAE를 사용한 구내염 측정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3.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구강통증에 구강냉요법의 효과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환자에게 구강냉요법이 구강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강통증은 3단계 구내염으로 심해졌을 때 입안
이 헐어 구강섭취량에 장애가 발생했고, 구강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수액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구내염이 심해지면 구강통증의 정도도 심해지며 구강통증은 
구내염의 발생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14일 후 구강통증의 점수가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1차 

항암화학요법에서 실험군의 구강통증 점수는 2.29점에서 3차 항암화학요법 시 1.43점
으로 감소했고, 대조군은 1차 항암화학요법 시 구강통증 점수가 3.75점에서 3차 항암
화학요법에는 3.85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특히 3차 항암화학요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구강통증이 차이가 있었는데, 구강통증이 5, 6점이라고 보고
하는 2단계 이상의 구내염이 실험군은 5명, 대조군은 11명으로 확인되었다. Idayu 
Mat Nawi[31]의 연구에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 7일, 14일, 21일, 
28일 후에 구강통증을 확인했고 구강냉요법을 적용한 실험군의 평균 구강통증 점수는 
0.33점, 대조군은 2.4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구강통증 점수가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구내염 정도에 따라 구강통증 발생과 
정도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구강냉요법이 구강통증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구강통증은 구내염과 마찬가지로 항암화학요법 5일 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7일에

서 10일 후에 심해졌다가 14일에서 21일 후 호전되는 양상이 관찰된다[51]. 본 연구
에서는 항암화학요법 5일 후의 구강통증을 사정했는데 그 이유는 지연성 오심, 구토
를 사정하기 위해 항암화학요법 5일 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락을 취해야하므로 연구
대상자의 사후조사에 대한 불편감 감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 5일 후에 구강통증을 사
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5일 후에는 구내염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구강통증 점수도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
다. 
항암화학요법 21일 후 구강통증의 점수는 실험군에서 1차 항암화학요법 시 0.48점에

서 3차 항암화학요법에는 0.52점으로 증가했고, 대조군에서는 1차 항암화학요법 시 
2.10점에서 3차 항암화학요법에는 1.50점으로 감소하였다. 모든 차수의 항암화학요법
에서 구강통증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았으나, 대조군에서 항암화학요법 21일 
후 구강통증의 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는 이유는 1차 항암화학요법에서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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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이 심했기 때문에 다음 차수에 구내염이 심해지지 않도록 병원에서 벤지다민 가글
액 혹은 중탄산나트륨 가글액을 처방하여 시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항암화학요법 기간 중 21일 후의 구강통증 점수를 확인하였으나 구강통증 
점수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본 연구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19, 22, 66].
이와 같이 구강냉요법을 통한 구강통증 감소 효과는 측정시기와 효과의 일관성이 부

족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항암화학요법 후 적절한 구강통증 사정시기와 효과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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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항암화학요법 차수에 따라 반복적인 구강냉요법의 적용이 유방암 환자의 
오심, 구토, 구내염, 구강통증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유방암 수술 후  AC 항암화학요법 혹은 TC 항암화학요법을 처

음 받는 여성 유방암 환자이었고, 실험군 21 명, 대조군 20 명이었다. 실험군에게는 
항암화학요법 시작 5 분전부터 항암제 주입 10 분 동안, 항암화학요법 종료 후 15 분
으로 하여 총 30 분 동안 입안에 얼음조각을 물고 녹여 먹도록 구강냉요법을 적용하
였고 대조군에게는 일반적인 구강간호만 하도록 교육하였다. 구강냉요법은 3 주 간격
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당일 시행되었고 1 차, 2 차, 3 차 항암화학요법 동안 적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후 변수 측정은 항암화학요법 5 일 후, 14 일 후, 21 일 후로 
총 9 번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오심, 구토는 Index of Nausea, Vomiting, and Retching(INVR)로 측

정하였고 구내염은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NCI-CTCAE)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구강통증은 Numberic 
Rating Scale(NRS)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구강관련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의 동질성은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오심, 구토, 구강통증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하였고, 집단 간, 시점 간의 차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으
로 분석하였다. 두 군의 구내염의 차이는 Chi-square test 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오심, 
구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둘째, “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구내

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셋째, “ 구강냉요법을 시행한 실험군과 구강냉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대조군은 구강

통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 차수에 따른 반복

적인 구강냉요법의 적용으로 유방암 환자의 오심, 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이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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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의는 항암화학요법을 처음 시행받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1
차, 2 차, 3 차 항암화학요법 시에 반복적으로 적용된 구강냉요법이 오심, 구토, 구내
염, 구강통증에 미치는 시간과 집단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는데 있
다. 그러므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 환자의 오심, 구토, 구내염 및 구강통증을 
감소시키는 구강냉요법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① 본 연구는 일개 대학병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구강냉요법의 효과를 일반
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 기관에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강냉요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반복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②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항암화학요법 당일과 항암화학요법 21일 후에는 연구자가 직
접 관찰하여 사후 측정을 하였으나 항암화학요법 5일 후, 14일 후에는 대상자의 자가 
보고를 통해 사후 측정을 시행하여 대상자별 보고의 개인 차이가 있음이 제한점이다. 
따라서 사후검정을 연구자로 통일시켜 연구를 반복할 것을 제언한다.

③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Oral Assessment Guide(OAG)를 사용하여 구내염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항암화학요법으로 예민한 유방암 적합하지 
않아 연구 탈락자가 생길 가능성을 높이므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NCI-CTCAE를 
활용하여 구내염에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NCI-CTCAE에 타당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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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및 측정도구

1. 설문지 

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V”표를 하거나 “O”표시하여 주십시오.

I.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

1. 연령: 만(        )세
2. 교육정도: 1) 초졸 2) 중졸 3) 고졸 4) 대졸 이상
3. 암 진단 기간: (        )개월
4. 전이여부: 1) 무 2) 유
5. 수술 여부: 1) 무 2) 유
6. 암 진단 시 병기: 1) 1기 2) 2기 3) 3기 4) 4기
7. 최근1주일 이내 복용 약물(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항고혈압제( ) 항당뇨병제( ) 항고지혈증제( ) 항불안제( ) 진통제( ) 
항응고제( ) 이뇨제( ) 항생제( ) 기타( )

8. 기저질환(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 심장대사질환( ) 뇌혈관질환( ) 혈액종양질환( ) 
호흡기질환( ) 갑상선/내분비질환( ) 부인과질환( ) 간질환( ) 피부질환( ) 기타
질환( ) 해당없음( )

II. 구강관련 특성

1. 항암화학요법 전 구강간호 교육 여부: 1) 예 2) 아니오
2. 최근1년 이내 치과 검진 시행: 1) 예2) 아니오
3. 틀니 유무: 1) 예2)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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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심,구토,구역질 측정도구(Rhodes Index of Nausea, Vomiting, Retching, 
INVR)

1. 나는 지난 12시간 동안 ( )번 토했다.
0) 토하지 않았다(0번) 1) 1~2번 2) 3~4번 3) 5~6번 4) 7번 이상

2. 나는 지난 12시간 동안 헛구역질 때문에 ( )고생하였다.
0) 전혀 고생하지 않았다 1) 경미하게 2) 중간 정도 3) 많이 4) 못 견딜 정도

3. 나는 지난 12시간 동안 토한 것 때문에 ( )고생하였다.
0) 전혀 고생하지 않았다 1) 경미하게 2) 중간 정도 3) 많이 4) 못 견딜 정도

4. 나는 지난 12시간 중 ( )시간 동안 속이 메스꺼웠다.
0) 전혀 메스껍지 않았다 1) 1시간 이하 2) 1~2시간 3) 2~3시간 4) 4시간 이상

5. 나는 지난 12시간 동안 메스꺼움 때문에 ( )고생하였다.
0) 전혀 고생하지 않았다 1) 경미하게 2) 중간 정도 3) 많이 4) 못 견딜 정도

6. 나는 지난 12시간 동안 한 번 토할 때마다 (　）토했다.
0) 토하지 않았다 1) 적게(반컵까지) 2) 중간(반컵에서 2컵 미만) 3) 많이(2컵에서 3컵 
미만) 4) 매우 많이(3컵 이상)

7. 나는 지난 12시간 동안 (　）번 속이 메스꺼웠다.
0) 메스껍지 않았다(0번) 1) 1~2번 2) 3~4번 3)５~6번 4) 7번 이상

8. 나는 지난 12시간 동안 ( )번 헛구역질 하였다.
0) 헛구역질하지 않았다(0번) 1) 1~2번 2) 3~4번 3)５~6번 4) 7번 이상

3. 구강통증 측정
구강통증의 증상이 귀하에게 미치는 괴로움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0점은 ‘전혀 괴롭지 않다’ 이고 10점은 ‘죽을 만큼 괴롭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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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내염 측정도구(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Version 5.0)

Grade Description

Grade 1 
A symptomatic or mild symptoms; intervention not indicatied
통증없는 궤양, 홍반, 혹은 병변없이 경미한 통증

Grade 2 
Moderate pain or ulcer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oral 
intake; modified diet indicated
통증있는 홍반, 부종, 혹은 궤양은 있으나 먹거나 삼키기 가능

Grade 3
Severe pain; interfering with oral intake
통증있는 홍반, 부종, 혹은 정맥수분 보충을 요구하는 궤양

Grade 4 
Life-threatening consequencel urgent intervention indicated
심각한 궤양, 혹은 부분적 혹은 전적인 영양 보충이 요구, 혹은 예방
적 기관삽관 필요

Grade 5 
Death
독성과 관련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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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도구(INVR) 사용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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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RB 승인서 및 연구참여 동의서

1. IRB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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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 동의서



- 47 -



- 48 -

부록 4. 환자 교육용 구강관리 교육자료

구강관리
구내염은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에게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구강 내에 있는 

정상 세균과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 능력의 감소로 나타나는 구강점막 내 염증성 
반응입니다. 구내염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구강 내 점막이 빨갛게 변하고, 염증이 
심할 경우 통증으로 인해 물도 삼키기 힘들어 질 수 있다. 

<구내염 예방법>
◎ 구강을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합니다.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합니다.
◎ 만약 틀니를 가지고 있다면 틀니를 제거하고 양치질을 합니다.
-틀니용 세정제에 5분정도 담가둔 후 깨끗하게 헹군 후 보관합니다.
-틀니가 맞지 않아 통증이 발생하거나 피가 날 경우 착용하지 않습니다.
-취침 시에는 틀니를 뺍니다.
◎ 하루에 한번 이상 치실을 사용하여 구강간호를 합니다.
◎ 자극적인 음식이나 약품은 피합니다.
-레몬, 흡연, 음주, 6% 이상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정제
-자극적이거나 딱딱한 음식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 입술이 촉촉하도록 유지합니다.
-코코아 버터나 바셀린, 수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음식을 아예 먹거나 마실 수 없거나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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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ral Cryotherapy on Nausea·Vomiting, Oral Mucositis and 
Oral Pain in Breast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So-Yeong, Kim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ed by Prof. Haeng-Mi, Son

The incidence of breast cancer is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and more 
and more people are interested in breast cancer treatment. Chemotherapy, 
the most used treatment for breast cancer, causes side effects such as 
nausea, vomiting, oral mucositis and oral pain, and breast cancer patients 
are suffering due to them.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nursing 
intervention that is easy to use, inexpensive, and consistently available for 
breast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in the clinical practice. 
 Oral cryotherapy is known as a nursing intervention that lowers the 
temperature in the mouth by putting ice cubes in the mouth and melting 
them. But as the number of the chemotherapy increases, previous research 
on applying repeated oral cryotherapy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confirm whether repeated oral cryotherapy 

was effective in reducing nausea, vomiting, oral mucositis and oral pain in 
the patients with breast cancer receiving chemotherapy during the 1st, 2nd, 
3rd chemotherapy.
The study was design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The study  subjects were breast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for the  first time in oncology ward at a university 
hospital and 21 experimental groups and 20 control groups were selected. 
For the experimental group, oral cryotherapy was performed on the same 
day of administered chemotherapy every 3 weeks and was applies during 
the 1st, 2nd and 3rd chemotherap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019 
to April 2020.
Nausea, vomiting, oral mucositis and oral pain were measured pre test in 

advance, and post test measurements were repeated 9 times. Po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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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were conducted up to the 3rd chemotherapy, and nausea, 
vomiting, oral mucositis and oral pain were measured after 5 days, 14 
days, and 21 days after each of chemotherapy. Nausea and vomiting was 
assessed by Index of Nausea, Vomiting, and Retching(INVR). Oral mucositis 
was assessed with National Cancer Institut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NCI-CTCAE) and oral pain was assessed with Numberic 
Rating Scale(NR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5.0 progra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ral related characteristics, and diseas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and 
percentage. The homogeneity test and the difference test between the two 
groups were analyzed by Chisquare test, independent t-test, and analysi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measurement timing by repeated measures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hypothesi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erformed oral 
cryotherapy and the control group that did not, will differ in nausea and 
vomiting by the time of chemotherapy.’ was supported. In the 1st 
chemotherapy, there was a statistically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over time(F=43.168,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F=4.727, p=.036),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ime during the 2nd 
chemotherapy(F=42.344,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F=8.083, p=.007), time(F=33.889, p<.001) and the interaction 
between group and time during the 3rd chemotherapy(F=6.871, p=.006).

2. The hypothesi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erformed oral 
cryotherapy and the control group that did not, will differ in oral mucositis 
by the time of chemotherapy.’ was partially support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fter 21 days of 
the 1st chemotherapy(Χ²=5.665, p=.017).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fter 14 days(Χ²=6.694, p=.021), and 21 days of the 3rd 
chemotherapy(Χ²=4.361, p=.037).

3. The hypothesi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erformed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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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therapy and the control group that did not, will differ in oral pain by 
the time of chemotherapy.’ is supported. In the 1st chemotherap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F=5.832, p=.021), time(F=32.862, 
p<.001) and group-time interactions(F=3.138, p=.048).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F=7.656, p=.009) and time in the 2nd 
phase of chemotherapy(F=14.133,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F=7.171, p=.011), time(F=15.968, p<.001), and group-time 
interactions in the 3rd chemotherapy(F=3.369, p=.031).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oral 
cryotherapy had positive effects on nausea, vomiting, oral mucositis and 
oral pain as time passed in the breast cancer patients receiving 
chemotherap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apply oral cryotherapy as 
a nursing intervention to reduce nausea, vomiting, oral mucositis and oral 
pain for the patients with breast cancer receiving chemo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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