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교정치료 희망여부에 따른 외모인식도와 외모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비교
이경희 이혜순⋅ 1

동서대학교 치위생학과ㆍ1한남대학교 간호학과

The comparison of the appearance perception, satisfaction, and
self-esteem following the adolescent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Kyung Hee Lee Hea Shoon Lee⋅ 1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seo University⋅1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Received : 18 August, 2013
Revised : 23 October, 2013
Accepted : 3 December, 2013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ppearance

perceptio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who demand the orthodontic

treatment.

Methods : A total sample of 403 high school student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 an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ver 20.0. for n (%), chi-square test, t-test, and a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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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Girl students (68.3%) tended to have a higher demand for orthodontic treatment

than male students (31.7%). Higher appearance perception(t=6.967, p<0.001), lower appearance

satisfaction(t=-5.477, p<0.001) and lower self-esteem(t=-7.333, p<0.001) were higher in group of

demand for orthodontic treatment.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 gender,

self-perception of their teeth, appearance perception, and self-esteem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Conclusions :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the consideration of psychosocial

factors in orthodontic treatment in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s, appearance perception, appearance satisfaction,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self esteem

색인 교정치료 수요 외모만족도 외모인식도 자아존중감 청소년: , , , ,

서론

교정치료는 안모 의 상태와 사회 심리적 측면(dentofacial) ·

에서 진료 필요여부를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련이

있어 치료적 필요보다 수요자의 의지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다1) 임 등. 2)의 연구에서 교정과 내원환자의 이상이 세50% 18

미만의 청소년으로 나타났으며 교정전문치과를 조사한 연구,
3)에서 세 이상의 환자가 로 청소년의 교정치료율이13 7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은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며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

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으며4) 자아가 불안정하고 사고가 미숙,

하여 타인에 비춰지는 자아를 더 신뢰하고 신체적 이미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5)
.

안모결함은 열등감을 유발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청소,

년기 부정교합을 가졌던 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부정

교합을 가진 청소년이 정상교합의 청소년보다 배 이상 더7

놀림을 받아 신체상과 자아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청소년 중에는 경미한 부정교합임에도 심각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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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 장애를 호소하며 교정 치료를 희망하는 반면 일부 청소

년들은 심각한 부정교합임에도 교정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7) 또한 부정교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치아에 만족하지 못하여 교정치료를 희망하고 있으

며 교정치료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진료 필요도와 환자 혹은,

보호자의 진료 요구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8)
.

외모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 판단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

하며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

하여 자신을 평가 한다9) 외모만족도는 자신의 이미지가 상.

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긍정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인지하

는 것으로10) 자아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기의 외모만.

족도는 성인기의 사회 활동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11)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가치가 있다

고 믿는 것으로 자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따른 개인의 행동은 적응 및 부적응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12) 높은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행동 및 적응과,

관련이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
13,14) 교정치료 전후의 자아존중감 비교연구에서 대부분 교정.

치료 후에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지 않았으며15,16) 안모의 인식,

도에서도 교정치료를 받은 그룹이 교정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외모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17) 이와 같이 교정으로 인한 안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 또는 교정 만족도가 나아지지 않는 것

은 치료적 만족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정치료 시 사회 심리적 요소도 교정.

치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는 안모에 대한 인식도 또는 만족도에 관점을 두어 교정치료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18-21)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적 특성을 포함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교정치료 희망여부에 따른 외모인

식도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교정치료 희망에, ,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

년 교정치료관련 문제 예방 및 치료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청소년의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외모인

식도와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교정치료 희,

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2.

본 연구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H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22)의 공식Power analysis

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 비교집단 수 중간효과 크기)=0.05, 2,

인 검정력 은 으로 선정하였을 때 한 집단 간0.15, (1-ß) 0.80 ,

필요한 표본수가 명으로 총 명의 대상자가 요구되었으164 328

며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명이다403 .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2013 4 22 5 3

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기관장에게 전화로 연구목적을 설H

명하고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하였다 담임교사에.

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기재요령을 설명

한 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익명성을 유지하고 수집된 자료,

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를 언,

제라도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구두동의를 받았다.

배부한 부 중 부 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450 432 (96%) ,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

로 부 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403 (89.5%) .

연구도구3.

외모인식도와 외모만족도3.1.
외모인식도와 외모만족도 측정은 한23)의 외모인식도와 외‘

모만족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점 척도’ . 28 , 5 (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2: , 3: , 4: ,

매우 그렇다로 개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 하였다 본 도구5: ) 5 .

는 최저 점에서 최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인식28 140

도 및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외모 인식도는 하위영역.

으로 외모 중요도 문항 외모 관심도 문항으로 구분하였으9 , 9

며 총 문항을 외모인식도 총점으로 나타내었다 외모 만족18 .

도는 문항으로 나타내었다 측정도구 신뢰도는 한10 . 23)의 연

구에서 외모 인식도 총점 신뢰도는 외모Cronbach’ =0.85,α

중요도 외모 관심도 그리고 외모만족도 로0.76, 0.82, 0.71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외모인식도 총점 신뢰도는,

외모 중요도 외모 관심도 그리Cronbach’ =0.87, 0.79, 0.84,α

고 외모만족도 로 나타났다0.80 .

자아존중감3.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24)가 개발하고 전25)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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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

를 사용하였다 총 개 문항 점 척도teem Scale; SES) . 10 , 4 ( 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2: , 3: , 4: )

개의 긍정적인 문항과 개의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5 5

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본 도구는 최저, .

점에서 최고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10 40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 신뢰도는 전.
25)의 연구에서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 =0.89 , Cronbach'α

이었다=0.84 .α

자료 분석4.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SPSS WIN 20.0(IL, USA)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4.1. .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4.2.

χ2 로 분석하였다-test .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외모인식도와 외모만족4.3.

도의 차이는 로 분석하였다t-test .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는4.4.

로 분석하였다t-test .

4.5.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으며 와 신뢰구간을, Odds Ratio(OR) 95%

산출하였다 각 통계의 유의수준. (α은 로 하였다) 0.05

(p<0.05).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과 같다 여학생이<Table 1> .

학년에서는 학년이 경제수준에서는 보통이51.4%, 1 37.7%,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9.7% .

본인 치아를 좋아함에서는 좋아함 이 본인 미소(Yes) 52.9%,

에 만족함에서는 만족하지 않음 이 치아에 대해(No) 51.9%,

놀림을 당한 경험에서는 경험이 없음 이 본인 치(No) 81.1%,

아 상태에 만족함에서는 만족하지 않음 이 로 많은(No) 53.3%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치료희망군과비희망군의일반적특성의2.
차이

본 연구에서 교정치료 희망군은 명 비희망군은50.9% (205 ),

명으로 나타났다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49.1% (198 ) .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와 같으며 차이를 보인 변수<Table 2> ,

는 성별 본인 치아를 좋아함 본인 미소에 만족함 치아에, , ,

대해 놀림을 당한 경험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으로 나타났,

다(p<0.001).

구체적으로 교정치료 희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본인 치아를 좋아함에서는 좋아하지 않음 이 좋아함 보다(No)

높고 본인 미소에 만족함에서는 만족하지 않음 이 만족, (No)

함 보다 높고 치아에 대해 놀림을 당한 경험에서는 경험 없음,

이 경험 있음보다 높고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에서는(No) ,

만족하지 않음 이 만족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o) .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403)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Female

196

207

48.6

51.4

Grade

1st

2nd

3rd

152

122

129

37.7

30.3

32.0

Economic level

High

Middle

Low

27

321

55

6.7

79.7

13.6

Do you like your teeth? Yes

No

213

190

52.9

47.1

Do you have a nice smile?
Yes

No

194

209

48.1

51.9

Do kids make fun of your teeth?
Yes

No

76

327

18.9

81.1

Are you happy with your teeth?
Yes

No

188

215

46.7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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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희망군과비희망군의외모인식도와3.
외모만족도 차이

외모인식도는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보다 높으며

하부요인에서 외모 중요도(t=6.967, p<0.001), (t=5.946,

외모 관심도 는 교정치료 희망군p<0.001), (t=6.208, p<0.001)

이 비희망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는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t=-5.477, p<0.001)<Table 3>.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자아존중감4.
차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7.333, p<0.001)<Table 4>.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5.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값은-2LL(-2 log likelihood) 362.255,

Nagelkerke’s R2은 카이제곱 은0.514, (Chi-square) 23.711

예측정확도는 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교(p=0.003), 81.6% ,

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본인 치아를 좋아,

함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 외모인식도 자아존중감으로, , ,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정치료 희망이 배2.861

Table 3. The assesment of appearan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between the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and not demand groups (N=403)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group
(n=205, 50.9%)

Orthodontic
treatment not
demand group
(n=198, 49.1%)

t p
Acquired
score
range

Possible
score
range

Mean±SD Mean±SD
Appearance perception 60.60±9.82 53.55±10.49 6.967 <0.001 24-87 18-90

Appearance important 28.27±5.96 24.88±5.45 5.946 <0.001

Appearance interest 32.33±5.35 28.67±6.45 6.208 <0.001

Appearance satisfaction 28.91±6.32 32.42±6.55 -5.477 <0.001 10-49 10-5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and not demand groups (N=403)

Variable Category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group
(n=205, 50.9%)

Orthodontic
treatment not
demand group
(n=198, 49.1%)

χ2 p

N (%) N (%)

Gender
Male

Female

65 (31.7)

140 (68.3)

131 (66.2)

67 (33.8)
47.861 <0.001

Grade

1st

2nd

3rd

73 (35.6)

65 (31.7)

67 (32.7)

79 (39.9)

57 (28.8)

62 (31.3)

.834 .659

Economic level

High

Middle

Low

12 (5.9)

162 (79.0)

31 (15.1)

15 (7.6)

159 (80.3)

24 (12.1)

1.131 .568

Do you like your teeth? Yes

No

64 (31.2)

141 (68.8)

149 (75.3)

49 (24.7)
78.370 <0.001

Do you have a nice smile?
Yes

No

56 (27.3)

149 (72.7)

138 (69.7)

60 (30.3)
72.460 <0.001

Do kids make fun of your teeth?
Yes

No

64 (31.2)

141 (68.8)

12 (6.1)

186 (93.9)
41.663 <0.001

Are you happy with your teeth?
Yes

No

49 (23.9)

156 (76.1)

139 (70.2)

59 (29.8)
86.75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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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본인 치아를(95% confidence interval [CI]=1.705-4.801) ,

좋아하지 않는 경우 좋아하는 경우보다 교정치료 희망이,

배 높고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하2.417 (95% CI=1.287-4.539) ,

지 않는 경우 만족하는 경우보다 교정치료 희망이 배, 3.5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인식도가(95% CI=1.896-6.710) .

증가하면 교정치료 희망이 배 높1.121 (95% CI=1.086-1.216)

고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면 교정치료 희망이 배, 0.867 (9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I=0.764-0.852) <Table 5>.

총괄및고안

교정치료에 대한 희망여부는 구강상태와 교정 진료 필요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치료를 원하는 열망 정도 등의 심리적

측면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11) 교정치료 희망.

은 여학생 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68.3%) (31.7%) ,

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 이 남학생(63.8%)

보다 더 많이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6.8%) 26)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은 남.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으며 가능하다면 외모를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5).

부정교합에 의한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수요자의 인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심미적 기능적인 개선을 통해서. , ·

만족을 얻어야 하는 대상은 진료를 받는 수요자인 환자이기

때문이다11) 본 연구의 교정치료 희망여부는 본인 치아를 좋.

아함 본인 미소에 만족함 치아에 대한 놀림을 당한 경험이, ,

없음 치아 상태에 대한 만족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치료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 결정요.

인을 확인한 연구결과에서 치아배열에 대한 만족도가 저작이

나 발음의 불편 정도보다는 교정치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27,28)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5. The effect factors for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N=403)

ß S.E. Wald p Odds ratio
95% CI*

Lower Upper

Intercept -4.028 .738 29.794 <0.001

Gender†

Male 1

Female 1.051 .264 15.835 <0.001 2.861 1.705 4.801

Do you like your teeth?‡

Yes 1

No .883 .322 7.532 .006 2.417 1.287 4.539

Are you happy with your teeth?§

Yes 1

No 1.272 .322 15.556 <0.001 3.567 1.896 6.710

Appearance perception .137 .027 21.467 <0.001 1.121 1.086 1.216

Self-esteem -.218 .130 48.098 <0.001 0.867 .764 .852
*CI=confidence interval
†Gender: male (1) versus female
‡Do you like your teeth? : yes(1) versus no
§Are you happy with your teeth?: yes(1) versus no

Table 4. The assesment of self-esteem between the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and not demand groups
(N=403)

Orthodontic
treatment

demand group
(n=205, 50.9%)

Orthodontic
treatment not
demand group
(n=198, 49.1%)

t p
Acquired
score
range

Possible
score
range

Mean±SD Mean±SD
Self-esteem 25.88±5.57 29.82±5.21 -7.333 <.001 10-4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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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Yeh
29)의 연구에서 본인의 교합상태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도와 검사자의 교정필요도 지수와의 관계를 볼(IOTN)

때 치열교합요소 와 심미성 평가요소 사이에 상관(DHC) (AC)

관계가 있으며 환자들이 인지하는 자가인지 교정 진료 필요,

도를 예측하는데 심미성 평가요소가 유일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치아에 대해 놀림을 당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경험이 있는

경우 보다 치아교정 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부정교합 청소년이 더 놀림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나는6) 일반적인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구강상태 보다는 자신의 치아에 만족

하지 못하는 개인의 인식이 교정희망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일부 지역의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이 필요하다.

교정치료를 희망하는 그룹의 외모인식도 점수가 높으며,

하부요인인 외모중요도와 외모관심도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모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 외모관심도와 외모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외모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결과30)와 유사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치료를 희망하고 있

으나 부정교합의 심각성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19)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김 등.
27)에 의하면 교정치

료를 받는 이유는 안모 때문인 경우가 라 하였지만66.8% ,

청소년기의 교정치료에는 단순한 안모의 변화보다는 더 복잡

한 심리적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Feu

등20)은 청소년 세 을 대상으로 교정치료가 진행 중인(12-15 )

그룹 교정치료를 기다리는 그룹 정상 그룹을 나누어 신체상, ,

을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교정을 기다리는(body image) 2 ,

그룹은 계속해서 신체상이 낮아졌지만 교정 치료 중인 그룹

의 경우 교정치료가 끝난 후 정상그룹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체상이 안정화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즉 본 연구와 유사하. ,

게 교정치료가 단순한 안모개선 이외에 외모인식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모에 대한 심미적 자아상 과 교(self-perceived aesthetics)

정치료 필요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신체

상을 가진 대상자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4) 또한 부정교합으로 교정치료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결과 교정치료 종료군 만이 유의미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어31) 교정치료 희망그룹,

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지지

한다 하지만 교정치료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비교연구에서. ,

교정으로 인한 안모의 변화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상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15,16) 본 연구와 상반

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의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교합으로 인한 교정치료 이외의

다른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본인의 치,

아를 좋아함 치아 상태에 만족함 외모인식도 및 자아존중감, ,

으로 나타났다 등. Riversa
32)은 부정교합을 가졌다고 하더라

도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외모인식

에서도 정상교합을 가진 청소년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였

다 과. Phillips Beal
18)의 연구에서는 부정교합을 가진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력적 또는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자아인지도가 부정교합 심각성 정도보다 자아상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기의 교.

정치료는 안모의 변화 외에도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대한 올바른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늘어가는 교정치료 수요.

자인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치료를 진·

행함으로써 기술적인 치료와 더불어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면 치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교정치료 희망여부 간 그룹의 외모인

식도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차이를 파악하고 교정치료, ,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청소년만을 조사하였으므,

로 전체의 학생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

로 전국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을 모집하고 객관적

인 정보제공을 위한 청소년의 부정교합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 인식조사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한 교정치료 문제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외모인

식도와 외모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교정치료 희,

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

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H

하였으며 배부한 부 중 부 가 회수되었고 회수, 450 432 (96%) ,

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부 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403 (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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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 희망군과 비희망군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1.

결과 교정치료 희망군은 명 비희망군은, 50.9% (205 ),

명 로 나타났으며 교정치료 희망군 중 여학49.1% (198 ) ,

생 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 치(68.3%) (31.7%) .

아를 좋아함 본인 미소에 만족함 치아에 대해 놀림을, ,

당한 경험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인식도는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보다 유의하2.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교정치료 희망군이 비희망군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교정치료 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본인 치아3. ,

를 좋아함 본인 치아 상태에 만족함 외모인식도 자아, , ,

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교정치료에 있어서 사회 심리적 특·

성과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교정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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