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근 경제가 발 하고 생활수 의 향상과 더불어 방

송매체가 발달됨에 따라 외모와 미용성형에 한 욕구와

심이 증가하고 있다. 외모에 한 인들의 집착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외모가 미치는 향력이 올라가 단순

히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 사회생활이나 심지어는 자아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도 막 한 역할을 하고 있다[1].

외 인 모습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존감, 인간 계

등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다. 외모가 사회 성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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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통념이 생기게 되면서많은 사람들

이 의학 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그러한조건에 도달하

고자 애쓰고 있다[2]. 이러한 사회 상에 따라 우리나라

도 미용성형에 한 수요가 차늘어나고 있다. Wengle

은 미용성형은 신체에 한 자기확신, 자기 평가, 스트

스에 한 응, 인 계의 질, 성 매력 등을 개선, 향

상시켜 각 개인이 정서 으로 안정된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다고 보고하 다[3]. 특성상 미용성형은

환자의 정신․정서 손상을 보완하여 일반 인 외모의

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로 하여 정신 만족

감을 동시에 갖도록 하여 환경에 보다 잘 응하도록 하

는 효과가 있다[4].

과거에 비하여 꾸 히 교정치료에 한 수요가 올라

가고 있고 최근에는 외모향상과 사회 , 정신 건강을

목 으로 교정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의 수가 높아지고

있다[5]. 교정치료는 치과 분야 에서 가장 술 이면

서 심미 인 측면이 강조되는 선택치료이며 작기능과

발음을 개선하고 안모와 치열이 보다 나아지게 하여 사

람들에게 심리 인 만족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6]. 경

제 인 발 과 삶의질 향상에 따라외모개선을 해 치

아교정을 하는 환자들의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그들의

심리 상태에 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재까지는

주로 미용수술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가 부분이다

[7,8].

교정환자에게 인 계에 있어 자신감과 더불어 삶의

질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이 요하며, 지속 인 의

사와 환자의 계성, 치료의 질 인 향상 만족도 등을

고려해 볼 때내원동기와내면 심리특성변화를잘 이해

하기 한 다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본 연구는교정환자의구강건강 향지수, 자아존

감 신체상과의 상 성을 악하여교정환자의 치료

상담과 교육 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상

자료수집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서울ㆍ ㆍ청주지역 교정치과에 내원한 환자 200명을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작성하

다. 연구 상자들에게 연구목 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

한 연구 상자는 서명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 다. 표본 크기는 G*Power version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간크기의 효

과크기 0.15, 유의수 0.05, 검정력은 0.95, 측변수(구

강건강 향지수, 자아존 감, 신체상, 일반 특성)을 11

개로 감안하 을 때, 표본 크기 최소인원은 178명이었고,

탈락자를 고려하여 200명을 연구 상으로 하 고, 최종

분석 상자는 200명이었다.

2.2 연

연구도구는 일반 인 특성 8문항, 구강 향지수는 14

문항, 자아존 감 10문항, 신체상 21문항으로 구성하

다. 구강건강 향지수(OHIP)는 Slade가 OHIP-14에서

도출한 문항을 선정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 다[9]. 측정기 은 Likert의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향지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Cronbach's alpha값이 0.892로신뢰할 만한 수 이었

다. 자아존 감 측정은 Rosenberg가 개발하고 병재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 다[10,11]. 자아존 감 척도는

정 문항과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기

은 Likert의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는 0.750이었다. 신체

상은 Cash& Hicks의 다면 신체-자신 계 질문지

(MBSRQ: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를 지태옥이 번역한 도구를 활용하 다

[12,13]. 측정기 은 Likert의 5 척도로, 수가 높을수

록 신체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는 0.832

로 신뢰할 만한 수 이었다.

2.3 

수집된 자료는 IMB SPSS/WIN 22.0 로그램을 이용

하 다. 연구도구는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 은 고유값

1.0이상, 요인부하량 0.4이상을 기 으로 타당도가 분석

되었다.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 고,

일반 특성에 따른구강건강 향지수, 자아존 감, 신체

상은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법으로 분석하 으

며, 일원분산분석법후 평균비교는 Scheffe로하 다. 변

수 간의 상 계는 피어슨 상 분석을 실시하 고, 유

의수 은 α=0.05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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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연 상  적 특

Table 1에서 연령은 23-29세가 40.0%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자가 64.5%, 결혼상태는 미혼 83.5%, 교육수

은 문 졸 71.0%, 종교는 없음 68.5%, 직업은 학생

45.5%, 경제수 은 간 72.0%, 교정치료 받는 이유는

뻐지기 해서가 53.5%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Characteristics Divisions N %

Age

(year)

<23 69 34.5

23∼29 80 40.0

≥30 51 24.5

Sex
Male 71 35.5

Female 129 64.5

Marital

status

Unmarried 167 83.5

Married 33 16.5

Education

level

College 137 71.0

Over university 63 29.0

Religion
Yes 58 31.5

No 142 68.5

Occupation

Specialized job 31 15.5

Office job 33 16.5

Production employee 14 7.0

Service industrial 13 6.5

Self-employed 14 7.0

Student 91 45.5

Housewife 4 2.0

Economic

level

Good 3 1.5

Average 144 72.0

Poor 53 26.5

Reason of

orthodontic

treatment

Tooth health 62 31.0

Improve appearance 107 53.5

Social life 24 12.0

Ect 7 3.5

3.2 연 상  강건강 향지수, 아존 감, 

신체상  평균점수

Table 2에서 구강건강 향지수는 2.23 , 자아존 감

은 3.34 , 신체상은 3.36 이었다.

Table 2.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Characteristi
cs

N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 SD
Cronbach's

⍺

OHIP-14 200 1.00 4.79 2.23 0.64 0.892

Self-Esteem 200 1.20 5.00 3.34 0.56 0.750

Body
Image

200 2.24 4.38 3.36 0.46 0.832

3.3 연 상  적  특 에 따른 강건강

향지수

Table 3에서 성별(p=0.027)은 ‘여자’에서, 직업

(p=0.004)은 ‘자 업’에서 구강건강 향지수가 높게 나타

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Table 3. OHIP-14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OHIP-14
t or F

(p-value*)

Age

(year)

<23 3.80±0.57
0.240

(0.787)
23∼29 3.78±0.70

≥30 3.72±0.64

Sex
Male 2.09±0.53 -2.2227

(0.027*)Female 2.30±0.68

Marital

status

Unmarried 3.79±0.63 0.675

(0.501)Married 3.70±0.68

Education

level

College 3.79±0.54
0.590

(0.557)
Over

university
3.73±0.81

Religion
Yes 3.89±0.54 1.698

(0.091)No 3.72±0.67

Occupation

Specialized job 3.57±0.84

3.306

(0.004**)

Office job 3.72±0.59

Production

employee
3.44±0.66

Service

industrial
3.84±0.72

Self-employed 4.23±0.33a

Student 3.82±0.54b

Housewife 3.98±0.67

Economic

level

Good 4.12±0.45
0.718

(0.489)
Average 3.79±0.66

Poor 3.71±0.57

Reason of

orthodontic

treatment

Tooth

health
3.78±0.70

0.866

(0.460)

Improve

appearance
3.81±0.51

Social life 3.58±0.88

Ect 3.73±0.87
*: p<0.05, **: p<0.01.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3.4 연 상  적  특 에 따른 아존 감

Table 4에서 교육수 (p=0.001)이 ‘ 학교이상’에서,

직업(p=0.015)은 ‘자 업’에서, 경제수 (p=0.020)은 ‘상’

에서 자아존 감이 높게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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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Self-Esteem
t or F

(p-value*)

Age

(year)

<23 3.27±0.58
1.168

(0.313)
23∼29 3.42±0.68

≥30 3.43±0.68

Sex
Male 2.81±0.73 -0.204

(0.839)Female 2.83±0.60

Marital

status

Unmarried 3.37±0.64 -0.232

(0.817)Married 3.39±0.68

Education

level

College 3.20±0.56 -5.808

(0.001**)Over university 3.73±0.68

Religion
Yes 3.40±0.70 0.370

(0.712)No 3.36±0.63

Occupation

Specialized job 3.38±0.73

2.715

(0.015*)

Office job 3.65±0.55

Production

employee
3.21±0.62

Service industrial 3.42±0.66

Self-employed 3.80±0.81

Student 3.23±0.57

Housewife 3.00±0.82

Economic

level

Good 4.26±0.23a
4.013

(0.020*)
Average 3.40±0.63

Poor 3.25±0.66b

Reason of

orthodontic

treatment

Tooth health 3.41±0.70

2.028

(0.111)

Improve

appearance
3.29±0.57

Social life 3.51±0.80

Ect 3.78±0.56
*: p<0.05, **: p<0.01.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3.5 연 상  적  특 에 따른 신체상

Table 5에서 ‘연령’(p=0.022)은 ‘23세미만’에서, 성별

(p=0.017)은 ‘남자’에서, 교육수 (p=0.001)은 ‘ 학교이

상’에서, 직업(p=0.004)은 ‘학생’에서, 교정치료를 받는 이

유(p=0.010)는 ‘ 쁘게 보이기 해서’에서 신체상이 높

게 나타났고,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3.6 강건강 향지수, 아존 감  신체상과  

상 계 

Table 6에서 구강건강 향지수와 자아존 감(r=.205,

p<.001)은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 신체상(r=.143,

p<.001)과도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아존 감과 신체상(r=.268 p<.001)도 양의 상 계를나

타냈다.

Table 6.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gnition of OHIP-14, Self-Esteem, Body 

Image

OHIP-14 Self-Esteem Body Image

OHIP-14 1

Self-Esteem .205*** 1

Body Image .143*** .268** 1

***: p<.001.

4. 논

최근에는 심미치료와 치료의 다양성에 한 사람들의

사회 인식변화와 소득수 의 증가 등의 향으로 교정

치료에 한 수요는 계속 높아져 교정치료를 받지 않던

성인들까지도 심미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추세이다[14].

부정교합을 회복하는 치료방법인 교정치료는 구강내

외 장치를 사용하여 근육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치아를

Table 5. Body Im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s Body Image
t or F

(p-value*)

Age

(year)

<23 3.46±0.46a
3.878

(0.022*)
23∼29 3.26±0.43b

≥30 3.39±0.43

Sex
Male 3.46±0.45 2.411

(0.017*)Female 3.30±0.45

Marital

status

Unmarried 3.31±0.32 -1.504

(0.134)Married 3.41±0.35

Education

level

College 3.22±0.31 7.228

(0.001**)Over university 3.38±0.36

Religion
Yes 3.33±0.31 0.115

(0.909)No 3.33±0.34

Occupation

Specialized job 3.24±0.48

3.302

(0.004**)

Office job 3.19±0.35

Production

employee
3.28±0.45a

Service industrial 3.28±0.39

Self-employed 3.27±0.29

Student 3.51±0.45b

Housewife 3.49±0.69

Economic

level

Good 3.17±0.19
0.364

(0.696)
Average 3.36±0.43

Poor 3.39±0.51

Reason of

orthodontic

treatment

Tooth health 3.39±0.42

3.902

(0.010*)

Improve

appearance
3.42±0.45

Social life 3.17±0.47

Ect 2.98±0.33
*: p<0.05, **: p<0.01.
*by t-test or one way ANOVA, ab≒a≒b: Scheffe post 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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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게 치시켜서 구강 생 발음의 개선, 심미성

의 증진을 도모하게 되며, 구강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

라 심미 인 만족도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한다[15,16].

이에 본 연구는 교정환자의 일반 특성과 구강건강

향지수, 자아존 감 신체상에 한 연 성을 악

하여 교정치료 상담 교육 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구강건강 향지수는 여자에서 높게 나타

났다. 박 남과 이미라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높게나타나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5]. 이

재화와 한경순의 연구에서 구강건강행 실천도는 여자

가 남자보다 칫솔질 부 횟수, 구강 생용품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17].

본 연구에서 자아존 감은 교육수 이 ‘ 학교이상’,

직업은 ‘자 업’, 경제수 은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박

경아의 연구에서 교육정도가 학교재학 이상인 경우에

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으며, 이경희 등

의 연구에서 직업은 자 업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경

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아존 감이높게 나타났

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18-20]. 한 박경아의

연구에서 학생보다 직업이 있는 경우에서 자아존 감이

더 정 인 방향으로 분석되었으며, 박 남과 이미라의

연구에서는 사무 리직이 가장 높게 나타나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다[5,18]. 박 남과 이미라, 이경희 등

의 연구, 민경진과도정애, 최 등의 선행연구에서도수

입이 많을수록 자아존 감이 높아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었다[5,19,21,22]. 윤 숙과 정 희의 연구에서 성별, 종

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같

은 맥락을 나타냈으나 민경진과 도정애의연구에서는 여

성이 자아존 감이 높게 나타났고, 박 남과 이미라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높게 나타나 향후남녀성별과 자아존

감의 향에 한 반복 인 연구가필요하다고 사료된

다[5,21,23].

본 연구에서 신체상은 23세미만, 남자, 교정치료를 받

는 이유는 ‘ 쁘게 보이기 해서’에서 높게 나타났다. 윤

숙과 정 희의 연구에서 연령, 성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종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만 19세 이하인자가 만 20세 이상인자

보다 높은 수를 보여 외모에 해 10 들이 더 정

인 신체상을 보인다고 하 으며, 남자가 여자 보다 정

인 것으로 나타나 남자에서 신체상을 더 좋게 생각하

는 것으로 해석하 다[23]. 윤 서의 연구에서 교정치료

의 동기로 시작연령은 20 에서 높게 나타나 신체상을

느끼게 되는 시기라고 여겨진다고 하 다[24]. 박 남과

이미라의 연구, 박경아의 연구에서도 교정치료를 받으려

는 이유는 미용이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윤 서의 연구

에서 교정치료 계기는 보기 싫어서가 높게 나타나 유사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5,18,24].

본 연구에서 구강건강 향지수와 자아존 감은 양의

상 계를 나타냈고, 신체상과도 양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과 신체상도 양의 상 계

를 나타냈다. 박 남과 이미라의 연구에서 교정환자의

구강건강 향지수(OHIP)는 자아존 감이 높아질수록

커짐으로 구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삶의 불편이나 제

한 등이 낮은 것이며, 교정환자가 자기스스로에 한 자

신감, 존 감, 만족감이 클수록 구강건강에 심과 신경

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5]. 강유주 등의 연구에서

는 일상활동구강 향(OIDP)은 자기존 감과 양의 상

계를 보 다. 교정치료가 장치로 인한 일시 불편감

으로 일상활동구강 향이나 신체 요인이 낮긴 하나,

교정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보다 행복감이 높아지므로,

장기 삶의 에서 구강건강 심미 면에서 도움

이 되고, 좋아짐을 느끼는 기 감이 정 인 향을 끼

쳤다고 하 다[25]. 윤 숙과 정 희의 연구에서 신체상

과 자기존 감의 계는 양 상 계를 나타내었고,

박경아의 연구에서도 신체상과 자아존 감은 상 계

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18,23]. 신체상을 정 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아존

감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정장치 환자의 신

체상과 자존감간의 계를 면 히 악하여 이에 한

정신 , 신체 , 사회 인 측면의 이해와 교육 상담이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8,23].

삶의 질의 향요인인 자아존 감, 구강 리능력과의

련성, 치과의료에 한 최 시스템구축을 통한 실제

인 용 등을 융합 으로 고려하여 교정환자의 내면

심리를 잘 배려하기 한 다양한 측면에서 근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26-28]. 교정환자들의 맞춤형 상담 로

그램을 개발하여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구강건강상

태, 심리상황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교정기간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24]. 한 치과 생사는

교정치료환자가 자신의 구강건강에 한 심정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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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는 합한 방법을 연구하고, 차별화된 구강 생

융합 리 로그램을 통해 계속 인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29].

본 연구의 제한 은 일부지역 교정치과에 내원한 환

자를 상으로 하 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

움이 있으나 교정환자의 일반 특성과 구강건강 향지

수, 자아존 감 신체상은 서로 연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추후 다양한 변수를 통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

다. 교정 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재의 신체상을 탐색,

수용하면서 정 인 신체상 자아존 감의변화를 경

험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료 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정 상담과 교육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교정환자의 일반 특성과 구강건강 향지

수, 자아존 감 신체상에 한 연 성을 악하여 교

정환자의 교정치료 상담 교육 시 기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

지 서울․ ․청주지역의 교정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상으로 편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방법으로 설문을 작

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정환자의 구강건강 향지수는 2.23 , 자아존

감은 3.34 , 신체상은 3.36 이었다.

2. 구강건강 향지수는 성별은 ‘여자’, 직업은 ‘자 업’

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자아존 감은 교육수 이 ‘ 학교이상’, 직업은 ‘자

업’, 경제수 은 ‘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4. 신체상은 연령은 ‘22세미만’, 성별은 ‘남자’, 교육수

은 ‘ 학교이상’, 직업은 ‘학생’, 교정치료를 받는

이유는 ‘ 쁘게 보이기 해서’에서 높게 나타났다.

5. 구강건강 향지수와 자아존 감은 양의 상 계

를 나타냈고, 신체상과도 양의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과 신체상도 양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 교정 환자의 일반 특성과 구강건강

향지수, 자아존 감 신체상은 상호 연 성을 보여 추

후 다양한 변수를 통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정

시 정확한 정보제공과치료 시이해를바탕으로 한교정

상담과 교육 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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