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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that a dental orthodontics treatment has on the social life and 

self-worth perceived by the patient. The study was conducted to collect information on patients worried 

about dental orthodontics in later life.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patients with dental orthodontic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from December, 2016. Of the collected 200 aquatic samples, 182 were 

used for the analysis, corresponding to 91% of the collected data, while excluding 18 insufficient responses. 

Results: The difference in self-worth and perceived social life before and after dental orthodontic treatment 

were investigated. Self-worth increased by 0.53 points after dental orthodontics treatment. Perceived social 

life increased by 0.81 points after dental orthodontics treatment. Conclu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worth and perceived social life after dental orthodontics treatment was found to be closely correlated. 

The study provides information on people hoping for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surance benefits 

that should be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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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수준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1-3].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자존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4].

외모의 미적 기준 중의 하나인 치아는 의사소통이나 웃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으로 사람의 첫

인상을 좌우하기도 한다[5]. 이에 따라 연하와 호흡, 저작기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해 왔

던 치과교정 치료를 최근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미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치과교정 치료는 두개안면부의 성장발육에 대해 연구하고, 부정교합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 방법의 하나로, 치과교정 치료 도입 초기에는 주로 치아의 배열만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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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미적 개선에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한편,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이 사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외

모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낮을수록 낮아진다는 보고들이 있다[6]. 따라서 최근 심미적인 개선을 목적

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치과교정 치료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외모와 자아 존중감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과 정[7]은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질

수록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박 등[8]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치아 교정치료

를 받은 환자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또한 전 등[6]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표현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지식적 측면, 자아개념, 자아 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하였고, 

강과 임[9]은 외모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며, 적절한 자기 노출

과 타인을 잘 이해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외모와 자아 존중

감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었다[10,11].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치과교정 치료 전 ․ 후의 

사회생활과 자아 존중감의 차이에 대해 실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치과교정 치료가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치과교정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서울 및 경기도 내의 교정 치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설

문조사(Facebook, 네이버 폼)를 이용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설문 참여에 동의를 한 10대 이상의 치

과교정 경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고,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 0.3, 검정력 0.95로 하였을 때 상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크기

는 각 군별로 최소 115명이 필요하였으나, 탈락률을 감안하여 약 200명 이상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본 조사데이터는 S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고(승인번호: SHIRB-201612- 

HR-015-01),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응답자가 설문지에 응답사항을 직접 기

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00부 중 응답이 미흡한 18부를 제외한 다음 수집된 자료의 

91%에 해당되는 182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치과교정 치료 전 ․ 후가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황[12]과 노[13], 

김[14]과 이[15]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치

아교정 치료 받은 이유 5문항, 교정 치료를 결정하게 된 동기 4문항, 교정 전 ․ 후 자아 존중감 각 3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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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edibility of research tools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Dental orthodont before self-worth 30 0.730

Dental orthodont after self-worth 30 0.756

Dental orthodont before social life 34 0.866

Dental orthodont after social life 34 0.845

항, 교정 전 ․ 후 사회생활 각 3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하여 세부항목을 결정하였다. 

치과교정 치료 받은 이유, 교정 치료를 결정하게 된 동기, 교정 전 ․ 후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 문항

은 Likert 방식에 의한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교

정 전 ․ 후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은 점수가 낮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도구에서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Table 1>.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dow Program 21.0 version (IBM, United States)

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교정 후 자아 존중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ce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집단은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이용하였다. 교정 전 ․ 후 자아 존중

감의 차이, 교정 전 ․ 후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응 표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

고, 교정 후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직업, 결혼유무, 자녀유무, 월

평균수입을 조사하였다<Table 2>. 성별에서는 여자가 112명(61.5%)으로 남자 70명(38.5%)보다 

많았고, 연령은 20대 118명(59.3%), 30대 52명(28.6%) 40대 이상 22명(1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불교 16명(8.8%), 기독교 47명(25.8%), 천주교 19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115명(63.2%), 대졸이상 67명(36.8%)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직장인 112명(56%), 자영업 14

명(7.7%), 학생 50명(27.5%), 주부/기타 16명(8.8%)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미혼 110명(54.9%), 

기혼 82명(45.1%)로 나타났고, 자녀는 있다 76명(41.8%), 없다 116명(58.2%)로 나타났으며, 월 평

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 55명(30.2%), 100-199만원 39명(21.4%), 200-299만원 56명(30.8%)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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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n 70 38.5

Woman 112 61.5

Age Twenty 118 59.3

Thirty 52 28.6

Over forty 22 12.1

Religion Buddhism 16 8.8

Christianity 47 25.8

Roman catholicism 19 11.4

No religion/the rest 110 54.9

Academic ability ≤High school 115 63.2

>University 67 36.8

Job Office worker 112 56.0

Self-employmens 14 7.7

Student 50 27.5

Housewife/the rest 16 8.8

Marriage Single 110 54.9

Married 82 45.1

Children presence or nothing Presence 76 41.8

Nothing 116 58.2

A monthly average income 

(Unit: 10,000 won)

<100 55 30.2

100-199 39 21.4

200-299 56 30.8

≥300 32 17.6

Total 182 100.0

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교정 후 자아 존중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교정 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은 <Table 3>과 같다. 직업에서는 자영업 평균 

3.68±0.2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부가 평균 3.32±0.352점으로 가장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또한 사후분석 결과 자영업은 학생과 주부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혼유무에

서는 기혼이 평균 3.65±0.311점으로 미혼 평균 3.34±0.311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자녀유무에서는 있다가 평균 3.66±0.318점으로 없다가 평균 

3.35±0.306점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월 평균 수입에서는 300

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평균 3.70±0.246점으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평균 

3.22±0.30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또한 사후분석 결과 

110만원 미만과 110-200만원은 200-300만원과 300-400만원과 차이를 보였다. 성별, 연령, 종교, 학

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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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f-esteem after dental orthodontic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 SD t (F) p*

Gender Man 70 3.52 0.323 1.417 0.158

Woman 112 3.45 0.357

Age Twenty 118 3.47 0.341 0.925 0.399

Thirty 52 3.45 0.366

Over forty 22 3.57 0.316

Religion Buddhism 16 3.51 0.302 0.474 0.701

Christianity 47 3.51 0.330

Roman catholicism 19 3.40 0.308

No religion/the rest 110 3.47 0.367

Academic ability ≤High school 115 3.45 0.336 1.677 0.197

>University 67 3.52 0.360

Job Office worker
ab

112 3.52 0.345 4.751 0.003

Self-em ploymens
a

14 3.68 0.292

Student
b

50 3.38 0.320

Housewife/the rest
b

16 3.32 0.352

Marriage Single 110 3.34 0.311 -6.618 <0.001

Married 82 3.65 0.311

Children presence or nothing Presence 76 3.66 0.318 6.572 <0.001

Nothing 116 3.35 0.306

A monthly average income

(Unit: 10,000 won)

<100
a

55 3.35 0.323 27.614 <0.001

100-199
a

39 3.22 0.300

200-299
b

56 3.65 0.263

≥300 32 3.70 0.246

*by independence t-test &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은 <Table 4>와 같다. 결혼유무에서는 기혼이 평균 

3.64±0.332점으로 미혼 평균 3.31±0.376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1). 자녀유무에서는 자녀 있다가 3.65±0.318점으로 자녀 없다 3.32±0.382점 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월 평균 수입에서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평균 3.68±0.297점으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에서 3.22±0.289점으로 가

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직업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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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awareness of social life after dental orthodontic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 SD t (F) p*

Gender Man 70 3.45 0.444 -0.091 0.927

Woman 112 3.46 0.358

Age Twienty 118 3.44 0.399 0.65 0.523

Thirtyu 52 3.44 0.377

Over forty 22 3.55 0.399

Religion Buddhism 16 3.48 0.386 1.169 0.323

Christianity 47 3.49 0.415

Roman catholicism 19 3.30 0.330

No religion/the rest 110 3.46 0.392

Academic ability ≤High school 115 3.44 0.401 0.438 0.509

>University 67 3.48 0.378

Job Office worker 112 3.49 0.367 1.371 0.253

Self-em ploymens 14 3.56 0.368

Student 50 3.38 0.441

Housewife/the rest 16 3.38 0.391

Marriage Single 110 3.31 0.376 -6.169 <0.001

Married 82 3.64 0.332

Children presence or nothing Presence 76 3.65 0.318 6.190 <0.001

Nothing 116 3.32 0.382

A monthly average income

(Unit: 10,000 won)

<100
a

55 3.35 0.447 14.312 <0.001

100-199
a

39 3.22 0.289

200-299
b

56 3.59 0.323

≥300
b

32 3.68 0.297

*by independence t-test &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4. 교정 전 ․ 후 자아 존중감의 차이

교정 전 ․ 후의 자아 존중감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자아 존중감의 교정 전 평균 2.94±0.268

점에서 교정 후 3.47±0.345점으로 0.53점 상승하였으며, 자신의 가치는 교정 전 평균 3.00±0.567점

에서 교정 후 3.85±0.735점으로 0.85점 상승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외

모의 인식은 교정 전 평균 3.33±0.574점에서 교정 후 3.23±0.543점으로 0.53점 상승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타인의 평가는 교정 전 평균 2.52±0.549점에서 교정 후 

3.34±0.600점으로 0.82점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타인과의 비

교는 교정 전 평균 3.51±0.493점에서 교정 후 2.99±0.465점으로 0.32점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의사 및 감정표현은 교정 전 평균 2.60±0.603점에서 교정 후 

3.82±0.674점으로 1.22점 상승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자신의 성품

은 교정 전 평균 3.09±0.517점에서 교정 후 3.46±0.724점으로 0.37점 상승하였으며(p<0.001),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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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in self-esteem before and after dental orthodontic treatment

Unit: Mean±SD (N=182)

Variabl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Self-worth 2.94±0.268 3.47±0.345 -0.532 -14.881 <0.001

One’s own values 3.00±0.567 3.85±0.735 -0.848 -13.175 <0.001

Appearance perception 3.33±0.574 3.23±0.543 0.114 2.318 0.022

Valuation of others 2.52±0.549 3.34±0.600 -0.824 -13.194 <0.001

Compared with others 3.51±0.493 2.99±0.465 0.511 9.768 <0.001

Expression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one’s feelings

2.60±0.603 3.82±0.674 -1.220 -18.124 <0.001

Satisfaction of everyday life 2.97±0.453 3.13±0.501 -0.158 -3.171 0.002

One’s own character 3.09±0.517 3.46±0.724 -0.374 -6.059 <0.001

Appearance one’s own 2.31±0.889 3.11±0.790 -0.791 -8.771 <0.001

*by paired t-test

Table 6.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ocial life before and after dental orthodontic treatment

Unit: Mean±SD (N=182)

Variable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Recognition of social life 2.65±0.415 3.46±0.392 -0.811 -18.953 <0.001

A social position 2.75±0.417 3.36±0.521 -0.615 -12.182 <0.001

Workplace relations 2.65±0.524 3.53±0.682 -0.882 -16.834 <0.001

Satisfaction of the work 2.50±0.602 3.56±0.636 -1.058 -15.866 <0.001

Family and friends 2.71±0.774 3.79±0.811 -1.080 -13.224 <0.001

Hobby and leisure activities 2.53±0.871 3.59±0.935 -1.060 -11.838 <0.001

Expression of opinion 2.67±0.651 3.36±0.687 -0.694 -11.326 <0.001

Expression of one’s feelings 2.64±0.830 3.01±0.690 -0.374   -4.868 <0.001

Sociality 2.76±0.681 3.55±0.643 -0.786 -12.622 <0.001

Personal relationship 2.34±0.772 3.45±0.683 -1.114 -17.315 <0.001

Unit: Mean±SD, *by paired t-test

의 외모는 교정 전 평균 2.31±0.889점에서 교정 후 3.11±0.790점으로 0.81점 상승하였고,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5. 교정 전 ․ 후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

교정 전 ․ 후 사회생활의 인식 차이는 <Table 6>과 같고,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사회생활 인식은 교정 전 평균 2.65±0.415점에서 교정 후 3.46±0.392점으로 0.81

점 상승하였고(p<0.001), 사회적 위치는 교정 전 평균 2.75±0.417점에서 교정 후 3.36±0.521점으로 

0.61점 상승하였으며(p<0.001), 직장 내 관계는 교정 전 평균 2.65±0.524점에서 교정 후 3.53±0.682

점으로 0.88점 상승하였고(p<0.001), 일에 대한 만족도는 교정 전 평균 2.50±0.602점에서 교정 후 

3.56±0.636점으로 1.06점 상승하였다(p<0.001). 가족 및 친구관계는 교정 전 평균 2.71±0.774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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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정 후 3.79±0.811점으로 1.08점 상승하였고(p<0.001), 취미 및 여가활동은 교정 전 평균 

2.53±0.871점에서 교정 후 3.59±0.935점으로 1.06점 상승하였으며(p<0.001), 의사 표현은 교정 전 

평균 2.67±0.651점에서 교정 후 3.36±0.687점으로 0.69점 상승하였다(p<0.001). 감정 표현은 교정 

전 평균 2.64±0.830점에서 교정 후 3.01±0.690점으로 0.37점 상승하였고(p<0.001), 사교성은 교정 

전 평균 2.76±0.681점에서 교정 후 3.55±0.643점으로 0.79점 상승하였으며(p<0.001), 대인관계는 

교정 전 평균 2.34±0.772점에서 교정 후 3.45±0.683점으로 1.11점 상승하였다(p<0.001).

6. 교정 후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

교정 후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자아 존중감

과 사회생활 인식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0.662, p<0.01), 자아 존중감과 자아 존중감

의 세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의 가치(r=0.725, p<0.01), 의사 감정 표현(r=0.654, 

p<0.01), 타인의 평가(r=0.617, p<0.01), 자신의 성품(r=0.520, p<0.01), 일상생활 만족(r=0.446, 

p<0.01), 외모 인식(r=0.290,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신의 가치와 자아 

존중감의 세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사 감정 표현(r=0.271, p<0.01)과는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고, 타인과의 비교(r=-0.267, p<0.01), 외모 인식(r=-0.156, p<0.05)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모 인식과 자아 존중감의 세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사 감정 표현

(r=0.319, p<0.01), 타인의 평가(r=0.269, p<0.01), 타인과의 비교(r=0.258, p<0.01), 자신의 성품

(r=0.197, p<0.01), 일상생활 만족(r=0.157, p<0.05)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타인의 

평가와 자아 존중감 세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의사 감정 표현(r=0.439, p<0.01), 일상생

활 만족(r=0.241, p<0.01) 자신의 성품(r=0.429, p<0.01)과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 

감정표현과 자아 존중감 세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상생활 만족(r=0.273, p<0.01), 자신

의 성품(r=0.248, p<0.01)과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7. Correlation among variables after simulation education (N=182)

Division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Self- worth (v1) 1

A social position (v2) 0.725**  1

Work place relations (v3) 0.290** -0.156*  1

Satisfaction of the work (v4) 0.617**  0.117  0.269**  1

Family and friends (v5) 0.029 -0.267**  0.258** -0.006  1

Hobby and leisure activities (v6) 0.654**  0.271**  0.319**  0.439**  0.050 1

Expression of opinion (v7) 0.446**  0.180*  0.157*  0.241**  0.074 0.273** 1

Expression of one’s feelings (v8) 0.520**  0.138  0.197**  0.429**  0.066 0.248** 0.115  1

Sociality (v9) 0.111  0.065 -0.081  0.013 -0.114 0.143 0.054 -0.091  1

Personal relationship (v10) 0.662**  0.364**  0.126  0.599** -0.105 0.591** 0.323**  0.384**  0.107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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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치아는 인간의 건강은 물론 심미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치료 목적뿐만 아

니라 미를 위해 치과교정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8].
 

이에 본 연구는 치과교

정 치료를 마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과교정 치료가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교정 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살펴본 결과, 결혼유무에서는 기혼이 미혼보

다 높았고(p<0.001), 윤과 정[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

다 높았으며(p<0.001), 이는 본 연구에서 기혼자가 자아 존중감이 높았던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월 평균 수입에서는 300만원 이상이 평균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p<0.001), 직업은 

자영업이 평균 3.68로 가장 높았으며(p<0.01), 이는 경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던 김[16]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와 전[17]은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생활만족

도가 높아지고, 미혼인 경우 경제적 박탈감으로 사회관계의 감소나 고립을 유발시키므로 기혼보다 

생활 만족도가 낮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교정 후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서도 결혼유무에서 기혼이 미혼보다 높았으며(p<0.001), 자녀유무에서는 있다가 없다 보다 높았고

(p<0.001), 월 평균 수입에서는 300만원 이상이 평균 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p<0.001), 이와 

전[17]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은 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정 전 ․ 후 자아 존중감은 모든 요인에서 교정 전 보다 교정 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18]의 연구에서 교정치료 종료군이 교정치료를 받지 않은 부정교합군에 비해 높은 자기 만족감

을 보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치과교정 치료를 통하여 치아의 기능 개선과 더불어 

외모의 개선이 되면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도[19]는 교정치료가 외모개선 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으로 대인관계와 삶의 질의 향상에도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교정 전 ․ 후 사회생활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요인에서 

교정 전 보다 교정 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도[1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황[20]은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교정 후 자아 존

중감과 사회생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자아 존

중감과 자아 존중감의 세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가치(p<0.01), 의

사 감정 표현(p<0.01), 타인의 평가(p<0.01), 자신의 성품(p<0.01), 일상생활 만족(p<0.01), 외모 인

식(p<0.01)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 존중감의 세부항목과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의 가치(p<0.01), 

타인의 평가(p<0.01), 의사 감정 표현(p<0.01), 일상생활 만족(p<0.01), 자신의 성품(p<0.01)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교정 치료 전보다 후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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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치과교정 치료 후에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면 사회생활의 인식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과교정 치료는 치아의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외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를 표본 대상으로 하여 조사 대상

자들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결과로 자료의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치과교정 치료를 마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 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의 인원 및 거주 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등의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추가한다면 치과교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 론

본 연구는 치과교정 치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6년 12월부

터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10대 이상의 치과교정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교정 치료가 사회생활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정 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은 직업에서는 자영업, 결혼 유무에서는 기혼, 자녀 

유무에서는 자녀 있음, 월 평균 수입에서는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았다(p<0.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생활 인식은 결혼 유무에서는 기혼, 자녀유무에서는 자녀 있음, 월 평균 

수입에서는 3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다(p<0.001).

3. 교정 전 ․ 후 자아 존중감의 차이는 교정 후가 교정 전보다 0.53점 상승하였고(p<0.001), 자아 존

중감의 세부 항목에서 모두 상승하였다. 

4. 교정 전 ․ 후 사회생활 인식 차이는 교정 후가 교정 전보다 0.81점 상승하였고(p<0.001), 사회생활 

인식의 세부 항목에서 모두 상승하였다.

5. 교정 후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생

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교정 치료는 자아 존중감과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과교정 치료

도 건강 보험 급여가 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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