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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d the psychologic changes of skeletal Class III maloc-

clusion individuals by orthognathic surgery. 

Methods: One hundred and thirty seven adults skeletal Class III malocclusion individual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ifty two for pre-surgery group, forty two for 2-months after orthognathic surgery group and

forty three for 6-months after orthognathic surgery group. Each group was investiaged by questionnaires

related to self-concept standard developed by Dr. Lee. The questionnaires included physical self-concept,

ethic self-concept, characteristic self-concept, domestic self-concept, the social self-concept and capable

self-concept. Each group was compared by one-way ANOVA. 

Results: Only the physical self-concept showed significant changes after orthognathic surgery, however

it did not showed differences between after 2-months and after 6-months. But other self-concept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by orthognathic surgery.  

Conclusion: At first, it is expected that many variables related to self-concept were influenced by

orthognathic surgery. But only physical self-concept showed significant change by orthognath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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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사회에서 개인은 일상적 행동 양식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나 타인의 인격적 특성에 해 추론한다. 이때,

외모는 타인에게 강한 첫인상을 남기게 되는데 첫인상은 앞

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이렇듯, 처

음으로 활용 가능한 암시에 근거한 외모의 첫인상은 사회적

상호관계의 결과에 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다1). 특히 오늘

날 외모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향력은 더욱 증

가하여 외모에 한 현 인들의 집착은 단순히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서 자기 정체감의 형성이나 심지어는 사회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지 한 역할을 하고 있다2).

자기개념(self-concept)에서“자기”는 우리의 전반적 행

위를 지배하는 사고, 기억, 의도와 같은 모든 과정에 한

집약어이다. 자기개념은 자신에 한 지각, 느낌, 신념의 합

성체이며, 자기개념 발달은 자기체계(self-system), 인격화

(personification), 자기느낌(self-feeling), 자기인식(self-

awareness)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신에

한 지식을 구성하고, 인 관계에 향을 미치는 모든 개념,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3).

이러한 자기개념의 변화는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성장부

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변화들은 청년기에 걸쳐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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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체감(self-identity)에 한 추구에서 뿐만 아니라 사

춘기의 신체적 변화과정에서도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급속한 기술 및 사회변화가 자신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근본

적인 태도에 향을 준다.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한 연

구는 자기개념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변화들은 12세에 일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개념에 있어서의 이런 큰

변화들은 신장과 체중의 증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신능력, 성적 성숙의 도달과 같은 청년기의 빠른 신체적

변화의 특징으로부터 생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12세 아

동들에 한 비교연구는 청년기의 환경이 자가 의식의 차이

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지적했다. 중학교의 아동들은 초등학

교 6학년 아동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의식은 십 중반

기 이후부터 다소 안정 상태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 한

가지는 성장률이 점점 느려지면서 좀 더 안정적인 신체상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성적 성숙에 따라서 청년들은 이성을

좋아할 수 있는 자신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게 된다4).   

신체상의 이론적인 정의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 해 갖는

의식적 무의식적 태도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

신의 신체 구조, 기능, 외모에 하여 가지는 태도와 느낌에

해 가지게 되는 개인의 내적인 경험이다5). 1950년 에

행해진 신체상에 한 연구에서, Secord와 Jourard6)는 외

모에 한 부정적인 인상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 이상의 신체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50%가 평균 이상의 자존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평균 이하의 신체상을 지니고 있

는 사람은 단지 11% 만이 평균 이상의 자존심을 지니고 있

었다. 또한 이들은 또한 여러 신체 부분에 한 만족과 자존

심과의 관계를 보았고, 아울러 남녀 모두 얼굴에 한 만족

이 큰 차이점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아냈다. 자기의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한다6).

외모에 향을 미치게 되는 치아와 안면의 모습은 타인에

한 매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개념에서

도 중요하다7). Albino와 Tedesco8)는 경미하거나 중등도의

부정교합으로 교정치료를 받은 아동을 연구한 결과 교정치

료를 받지 않은 유사한 아동군과 비교하여 자기상(self-

image), 자기존중감(self-esteem), 자기인식(self-percep-

tion), 용모에 한 동료들의 인식(peer-perception), 사회

적인 행동과 결과에 하여 사회적인 심리검사를 한 결과

치료 후 약 1년이 경과한 뒤 치료를 받은 아동들은 치료를

받지 않은 아동들보다 자신이 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 고, 친구들의 평가 또한 더 긍정적이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Rutzen9)은 교정치료를 받은 후 5

년이 지난 사람들과 부정 교합이 있으나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 는데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이 교정치료

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용모에 해 더 긍정적인 평

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게서 느껴

지는 외적인 이미지는 거칠고 강한 이미지이다. 자기 자신

의 외적인 조건에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들은 유아 시절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를

거쳐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을 하기까지 자신의 외

모에 해 컴플렉스를 느껴왔을 것이며 자신의 외적인 컴플

렉스를 해결하고자 심사숙고 끝에 교정치료와 더불어 악교

정 수술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들은 교정치료 및 악교정 수

술을 통해 자신의 외모가 이전보다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기 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악교정 수술 후 자기의 아름다

워진 외모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있어

서 좀 더 자신감이 있도록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개념 척도 검사를 통하여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에서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개념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상

부산 학병원 치과 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에 교정치료

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골격성 III급 부

정교합자 52명과 교정치료를 동반하여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2명 악교정 수술 후 6개

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3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각각의 평균 연령은 (Table 1)에서 나타내었

Table 1. Age distribution of the samples

N Mean S.D

Pre-surgery 52 23.46 yrs 3.80 yrs

2 Months after surgery 42 23.40 yrs 3.62 yrs

6 Months after surgery 43 24.36 yrs 3.58 yrs

S.D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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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설문조사 시 각 집단의 내원 당시 나이를 10 후반에

서 30 초반으로 제한하 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각 연구 상자에게는 치과 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 을 때 개별적으로 이훈진10)

의 자기개념 척도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부록 1). 이 자기개념 척도 문항은 총 30문항에 5품의

평정 척도로 되어있다. 

본 설문지는 소척도별로 각각 5문항씩 총 30문항에 해

5점 척도로 반응하며 설문지의 채점방식은“전혀 그렇지 않

다”에 0점, “ 체로 그렇지 않다”에 1점, “보통이다”에 2

점, “ 체로 그렇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으로 환산

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총 자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이 긍정적이고, 낮을수록 자기개념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3. 통계 처리

악교정 수술 전 집단의 척도별 차이와 악교정 수술 후 집

단들의 각 척도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SPSS(Ver. 12k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America)를 이용하여 Levene Test를 통해 집단 간의 분산

의 동질성에 한 검정을 실시한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으로 유의성을 검정하 으며 유의성

이 나타난 경우 사후 검정으로 Scheffe's Method을 이용하

여 통계 분석하 다.

Ⅲ. 연구 성적

1. 신체적 자기개념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적 자기개념에 한 변

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

에 한 검정을 하 고 P-value가 0.002이며 F값이 F기각

치보다 큰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

개월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신체적 자기개

념 척도 점수의 최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5, 악교정 수

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4,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7, 최소 점

수가 5 로 나타났다. 악교정 수술 전 신체적 자기개념의 평

균 점수는 9.25 악교정 수술 2개월 후 자기개념의 평균 점

수는 10.38, 악교정 수술 6개월 후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10.70 으로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2개월 후, 수술 6개월

후의 평균점수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 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집단 사이에서 서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은 평균의 차이가 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를

Table 2. Changes of physical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9.25 1.959

2 Months after surgery 42 10.38 2.060 0.284 *0.002 6.47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10.7 2.231

C.V : Critical Value of F, Levene : Levene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P<0.05 

Table 3. Multiple comparison by Scheffe's method

I J M.D (I-J) S.E Sig.

Pre-surgerya 2Months after Surgery -1.13 0.431 *0.035

6Months after Surgery -1.45 0.428 *0.004

2 Months after surgeryb Pre-Surgery 1.13 0.431 *0.035

6Months after Surgery -0.32 0.451 *0.782

6 Months after surgeryb Pre-Surgery 1.45 0.428 *0.004

2Months after Surgery 0.32 0.451 *0.782

M.D : Mean Difference, S.E : Standard Error, Sig.： Significance probability *P<0.05 a, b : Scheffe grou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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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 어느 집단 사이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

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의성이 있는 차이가 어떤 집단의

차이에 기인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후 검정의 방법 중

Scheffe's Method를 이용하여 각각 어느 집단 사이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2개월

후,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6개월 후에서는 유의확률이 각

각 0.035와 0.004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그러나, 악교정 수술 후 2개월과 수술 후 6개월은 유의

확률이 0.7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Scheffe grouping을 통하여 동일 집단군에 있는

집단에 한 평균의 평가를 살펴보면 악교정 수술 전 집단

과 수술 2개월 후 집단 그리고 악교정 수술 전 집단과 수술

6개월 후 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이었으나 악교정 수술 2개

월 집단과 수술 6개월 집단은 같은 집단이었다.

2. 도덕적 자기개념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덕적 자기개념에 한 변

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

에 한 검정을 하 고 P-value가 0.17이며 F값이 F기각

치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도덕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

의 최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5,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7,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7, 최소 점수가 5로 나

타났다.

3. 성격적 자기개념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격적 자기개념에 한 변

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

에 한 검정을 하 고 P-value가 0.07이며 F값이 F기각

치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성격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

의 최 점수가 14, 최소 점수가 2,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4,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5, 최소 점수가 2로 나

타났다.

Table 4. Changes of ethic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10.42 2.622

2 Months after surgery 42 11.36 1.898 2.654 *0.17 1.81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10.79 2.455

*P<0.05

Table 5. Changes of characteristic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7.04 2.672

2 Months after surgery 42 8.43 2.265 1.738 *0.07 2.79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8.77 2.224

*P<0.05

Table 6. Changes of domestic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7.58 1.819

2 Months after surgery 42 7.38 1.86 0.555 *0.69 0.38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7.72 1.73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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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적 자기개념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적 자기개념에 한 변

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

에 한 검정을 하 고 P-value가 0.38이며 F값이 F기각

치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가정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

의 최 점수가 11, 최소 점수가 3,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1, 최소 점수가 3,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2, 최소 점수가 3으로

나타났다.

5. 사회적 자기개념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기개념에 한 변

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

에 한 검정을 하 고 P-value가 0.07이며 F값이 F기각

치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악교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

의 최 점수가 20, 최소 점수가 7,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6, 최소 점수가 5,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6, 최소 점수가 6으로

나타났다. 

6. 능력적 자기개념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력적 자기개념에 한 변

화를 살펴보면 Levene test결과 집단 간의 분산의 동질성에

한 검정을 하 고 P-value가 0.07이며 F값이 F기각치보

다 작은 것으로 보아 수술 전,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악교

정 수술 전 집단에서는 능력적 자기개념 척도 점수의 최

점수가 14, 최소 점수가 3, 악교정 수술 후 2개월 집단에서

는 최 점수가 14, 최소 점수가 6,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집단에서는 최 점수가 14, 최소 점수가 6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Kleck과 Rubenstein11)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매

력적인 사람이 더 자주 미소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이 더 오

래 쳐다본다는 보고를 하 으며,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사

회생활에서 장애가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 는데 매력적이

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생활에 덜 효율적이라고 생각

하 다. 여러 연구자들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주

위로부터 각기 다른 기 와 사회적인 반응을 받아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더 좋은 배우자

를 만나 결혼할 수 있으며 풍부한 사회적인 경험을 하게 되

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12-14). 

이처럼 의학의 비약적인 발달과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도

자기 모습 그 로 살아가기보다는 의학적인 도움으로 좀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에만 목적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를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악교정 수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환자들은 심미

적인 이유로 내원한다고 한다. Laufer 등15)(89%),

Flanary 등16)(78%), Jacobson17)(76%)의 연구에서 심미

Table 7. Changes of social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11.13 2.829

2 Months after surgery 42 10.45 2.461 0.914 *0.07 2.72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11.77 2.428

*P<0.05

Table 8. Changes of capable self-concept

N Mean S.D Levene P F C.V

Pre-surgery 52 9.54 2.227

2 Months after surgery 42 9.93 1.918 1.252 *0.47 0.77 3.06

6 Months after surgery 43 10.00 1.662

*P<0.05



적 이유가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으며.

Kiyak 등18)은 악교정 수술을 찾는 성인 환자의 동기를 전향

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악교정 수술 환자의 동기

를 평가하는 장기 연구에서 수술 전, 후에 성격 특성을 평가

하고 수술 전, 수술 시, 수술 후 여러 단계에서 질문지를 이

용한 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53%, 남성의 41%에서 외모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램이 수술 결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하

다고 보고하 다. 

이제는 교정치료와 악교정 수술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과

학 그리고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

리적인 변화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

었다. 정19)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한 부정교합의 하

나인 전치부의 치아배열과 돌출, 그리고 교정치료 여부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 자기존중감이 낮았으며, 치아배열이 고르고 입술

주위의 돌출감도 없는 여학생들이 가장 자기존중감이 높았

고 교정치료를 받은 학생들은 교정치료를 통해 좋은 치아배

열과 안모를 얻게 됨으로 인하여 높은 자기존중감을 보여주

었다고 보고하 는데 치열과 안모의 심미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교정치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기상의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정교합이 저작이나 발음 등의 기능

적 문제 뿐 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나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또한 악교정 수술환자를 상으로 한 부분의 연

구결과도 이들의 정신심리 상태가 정상범주에 놓여 있으며

수술 후 만족도가 높고, 수술에 의해 정신심리 상태가 보다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박 등20)

은 악교정 수술 환자는 정상적인 정신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변화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

는데 수술동기를 크게 기능적, 심미적인 개선과 측두하악

관절증의 개선 및 사회적 관계개선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특징적으로 정신 사회학적 동기(사회적인 관계를 원만히 하

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시키

기 위해 등)를 답한 환자가 전체의 30.7%로 높게 나타났다

고 보고하 다. 

그러나, Jacobson 등21)의 연구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

의 53-100%가 정신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것과 같이 악교정 수술자들도 정신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없

다고 할 수 없으며 악교정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

리적인 상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악교

정 수술이 요구될 정도로 치아안면 이상이 심한 환자를 평

가하 는데, 상의 현재 심리적인 근심을 알아보기 위해

90개 항목(Symptom Checklist-90-R; SCL-90R)의 심

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환자의 15% 이상이 강박적인 행동,

인 관계에 한 민감성 문제, 적개심, 편집증적인 관념화,

정신병적인 향 점수가 높았으며 24.7%가 정신의학적 질

환으로 진단되었다. 이처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치아안면

부조화 환자 중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가 치료가 필요할 정

도의 심리적인 곤란을 내재하고 있다22).

자기개념은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불변적인 것도 아니다.

개인의 자신에 한 지각, 신념, 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친다. 긍정적인 자기

관은 다른 학습 경험을 긍정적인 것이 되게 하는 출발점을

형성한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부정적인 말

로 공격하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든 긍정적으

로 보기 어렵다. 이와 비슷하게 자기개념도 인간의 경험을

여과하여 채색하는 기제이다. 자기개념이 부정적이면 보여

지는 세상의 사물도 부정적인 색조를 가진다. 자기개념이

긍정적이면 세상의 사물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게 된다23).

긍정적인 신체상은 건강한 자기개념, 자기 신뢰와 사회적

적응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Secord와

Jourard는 신체의 부분에 한 만족은 긍정적인 자기개념

에 향을 주고, 불만족은 불안과 불안정에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다. 즉, 어떤 개인이 속한 문화 가치에 일치하는 정도

에 따라 다르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그 사회에서 부

정적인 의미를 가진 신체 외모를 지니게 된다면, 그 개인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하여 그 사회가 개인의 신체적 외모

에 부여하는 바와 똑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자신을 보기 쉽

다는 것을 말해준다24). Jacobson25)의 예상치 못한 안모 변

화에 의한 자아평가 연구에서 부분의 환자들에게서 교정-

악교정 수술 치료가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향을 끼쳤다고

보고하 다. John 등26)은 BSSO(Bilateral sagittal split

osteotomy) technique으로 악교정 수술을 한 환자 집단을

술 전 1-2 주 그리고 술 후 1주, 8주, 6개월 그리고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심리학적인 역할은 수술 후 2년 동안 증

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는 부산 학병원 치과 교정과 및 구강악안면외과

에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골

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52명과 교정치료를 동반하여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2명 악교정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3명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Rahbar27)의 연구에 따르면 단지 교

정 장치만 부착해도 환자 자신의 외모 인식 정도가 개선됨

을 발견할 수 있었고, 치료로부터 실제 안면의 변화가 오기

전에 장치만 부착해도 정신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

문에 악교정 수술 전 환자군에서는 수술 전 교정치료를 받

고 있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들을 상으로 하 다. 또

한 악교정 수술 후 2개월과 6개월 집단은 악교정 수술 후 2

개월은 초기 고정 기간이고 수술로 인한 부종이 부분 사

라지는 시기이고 또한 기능적으로도 40mm 까지 개구되며,

개구와 측방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이며28), 악교

정 수술 후 6개월은 악교정 수술로 인해 변화된 자기의 외

모에 적응하면서 이차적으로 자기의 외모를 되돌아보는 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악교정 수술에 의한 자기개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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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과 여성

으로 분류한 후 각각 Student T-test 결과 모든 측정치에

서 유의한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었으므로 성별에 따른 분

류는 제외하 다.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긍심,

심리적 행복감이 훨씬 높았으며, 아울러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긍심, 심리적 행복감 간에 높은 상관을 보 다29). 본 연구

에서도 나타나듯이 자기신체에 한 자신의 견해, 건강상

태, 신체적 외상, 재능 및 성적 매력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자기개념 점수는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 다. 그러나 악교정 수술 후 2개

월과 6개월 사이의 신체적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변화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즉, 신체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로 인하여 외모의 개

선이 뚜렷하게 나타난 후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판

단할 수 있으며 악교정 수술 후에 2개월과 6개월 사이의 비

교적 짧은 시간동안에는 신체적 자기개념은 점진적으로 변

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악교정

수술 후 6개월 정도에서 악교정 수술로 인해 변화된 자기의

외모에 적응하면서 이차적으로 자기의 외모를 되돌아보며

또 변화한 외모에 다른 불만족스러운 심리적인 변화를 나타

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기개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기개념은 어떤 일이 일어

났느냐에 의해서 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행

동할 것인가도 결정한다. 모든 개인은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유사한 기 의 체계를 가진다. 자기

자신을 비호의적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

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기 하게 되어, 이러한 기 와

일치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사물을 이러한 기 에 맞추어

해석하게 된다23).

본 연구에서 악교정 수술을 통해서 외모적으로 큰 변화를

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의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자신

이 보는 관념체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기개념 점수의 변화

는 유의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 으나 통계적으

로는 유의성이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악교정 수술 환자는 악교정 수술에 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자기 자신의 문제점에 해 과 평가를 하는 환자

들은 술 후 4-6주 간의 인 관계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

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었지만30) Stewart 등31)에

따르면 6-10주의 고정기간동안 수술 후 악교정 수술자들은

고정기간을 그들과 외부세계, 배우자, 아이들,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는 시기라고 표현하 고

이 시기에 5-25파운드의 체중 감소가 보고되었으며, 식욕

부진, 악관절 동통, 안면근 동통 등이 흔히 나타난다고 보고

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이 악교정 수술자들이 다시 수술 후 다

시 사회로 나설 때 자기의 변화된 외모를 다른 사람이 어떻

게 받아들일지에 한 스트레스가 그들의 자기개념에 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적 자기개념의

긍정적 변화가 사회적 자기개념의 긍정적 변화로 나타나지

는 않았다. 

개인이 자신의 학업능력에 해서 가지는 지각이나 신념

으로 학생이 학습과제나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자신의 능력에 해 가지는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

하는 능력적 자기개념은 자기 자신의 교육 수준과 학습 수

학 능력과 관계가 있으므로 악교정 수술로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덕적 준거 개인의 도덕적인 준거 체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도덕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로 도

덕적 준거를 변화를 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악교정 수술에

의해 변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Belfer 등32)은 신체적인 매력도가 낮은 사람들은 유아기

동안 부모와의 성공적인 상호 관계를 가지는 능력이 낮고,

자신이 유능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친

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도 미숙하여, 결국 자기 방어

적이고 손상된 자존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 다. 한 가

정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며 자

기의 인간적 가치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으며 얼마나 원만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정적 자기개념은

개인의 가정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자기개념이므로 악교정

수술로 큰 변화를 기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개

인의 자기존중감, 한 사람으로서의 자족의 느낌, 자기 성격

에 한 자신의 평가를 의미하는 성격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로 외모의 개선을 경험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들에

게는 변화할 수 있는 자기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성격적 자기개념의 평균 점수는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짧은 시간에 성격적 자기개념을 긍정적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악교정 수술 결과를 더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심리학적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악교정 수술과 신체적 자기개념이 자기존중감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

러나, 악교정 수술로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만족감에 부합하

여 자기존중감이나 신체적 자기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

면서 또 다른 자기개념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생

각되나 연구된 결과가 없으므로 이것에 한 평가가 필요하

다고 생각되었다. 높은 자기존중감은 도덕적, 가정적, 사회

적 자기개념을 높일 것으로 생각되어졌으나 본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나듯이 악교정 수술에 의해 신체적 자기개념은 높아

졌으나 신체적 자기개념 이외의 다른 자기개념은 긍정적으

로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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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악교정 수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러한 자기개념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

기의식은 십 중반기 이후부터 안정 상태로 되어가는 경향

이 있으며 성장률이 점점 느려지면서 좀 더 안정적인 신체

상을 갖게 되고 일반적으로 좀 더 안정되고 긍정적인 자존

심을 눈에 띄게 지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9).

악교정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들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장이 완료한 상태이다. 이는 이미 자기

개념이 탄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간 연령 시

기이며 이미 자신의 틀에 안정화된 자기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고

변화시키며 이러한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 술 전 교정 기간 동안 성인에 맞는 신체상 왜곡 프로그램

이나 자기개념 증진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시행하여 교정치

료 및 악교정 수술에 한 적응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방법

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정치료와 악교정 수술의 치료

결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각도로 연구되어져야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을 개선하기 위해 교

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 환자에 있어서의 자기개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 학병원 치과 교정과 및 구강악

안면외과에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 내

원한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 52명과 교정치료를 동반하여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2

명, 그리고 악교정 수술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악교정

수술자 43명을 상으로 자기개념 척도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체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의 집단 간에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성이 있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 다. 사후 검정 결과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집단 사이에 신체적 자기개

념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화가 나타났으나, 악

교정 수술 후 2개월과 수술 후 6개월 집단 사이에 신체

적 자기개념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이

지 않았다. 

2. 도덕적 자기개념, 가정적 자기개념, 사회적 자기개념,

능력적 자기개념은 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 성격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 전과 수술 후 2개월,

수술 후 6개월의 집단 간에 평균 점수는 긍정적으로 변

화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자들은

악교정 수술을 통해 신체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 전보다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 도덕적, 성격적, 가정

적, 사회적, 능력적 자기개념은 악교정 수술로는 긍정적으

로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자기개념을 긍정적으

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개념 향상 프로그램 등을 악교

정 수술과 동시에 시행하여 신체적 자기개념 이외의 다른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문가적인 방법

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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