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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진단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 후 10년간의 생존율이 84.8%
로 높아지는 추세이다(Breast Cancer Facts & Figures, 2018;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내

Lee, 2007; Oh, 2016). 그러나 유방암 환자들은 수술뿐만 아니

주요 암 발생률 중 갑상선암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라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신체적인 고통과 유방의 절제로 인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017). 유방암의 치료법으로

한 심리적으로 우울, 불안, 상실감, 재발에 대한 두려움 등을

는 유방보존술과 유방전절제술, 약물치료가 있으며 최근 조기

느끼고 있으며, 치료 후의 생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방암 환
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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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Lee, 1995; Park & Choi, 2008; Yang, 1991).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 중 유방전절
제술을 받은 환자는 37.0%이며 유방부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는 61.6%를 차지하고 있다(Korean Breast Cancer Society,
2018). 유방보존술을 받거나 유방 절제술 후 유방재건술을 받
는 유방암 환자들이 증가 하는 추세이지만 반복적인 수술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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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 혹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재건수술을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인조유방과 환자용 브래지어 외에도 의

받지 않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Baron, 2007; Oh, 2016). 재건

류와 관리 용품 등을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3개의

수술을 받지 않은 절제환자의 경우 인조유방을 사용하게 되

브랜드 모두 판매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제품의 사용방법, 운

는데, 인조유방의 착용은 손실된 인체를 보완함으로 몸의 균

동법, 커뮤니티 운영 등의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었다.

형을 맞추어 근골격성 합병증을 예방해주며, 심미성 충족의

3개 브랜드의 공식홈페이지를 기준으로 2018년 8월부터 2018

목적뿐 아니라 여성 정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년 12월까지 시판되고 있는 인조유방의 판매실태를 조사하였

인이 된다. 하지만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

으며, 인조유방의 형태, 착용상황, 소재, 기능과 사이즈체계에

면 가슴 양쪽의 무게의 균형이 달라지므로 인체의 좌우, 앞뒤

따라 분류하였다.

균형이 무너져 체형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Noh et al., 2009;
Roberts et al., 2003; Rostkowska et al., 2006)

2.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한국 유방절제환자의 실태조사 연구에는 유방 절제술 후 생

결과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

존자들의 사회적 경험(Baek, 2017; Jun at al., 2012; Oh,

용하여 처리하였으며 문항별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다중반응분

2016)이나 신체상에 따른 심리적인 연구(Kim & Jung, 1984;

석을 실시하였다.

Park & Choi, 2008)와 수술 후 유방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3. 결과 및 논의

이나 운동효과 대한 연구(Lee, 2010; You & Choi, 2012)가
있었다. 또한 한국인 유방암 환자를 위한 인조유방의 개발 연
구가 있었지만 인조유방의 사이즈 체계에 대한 연구가 주되었

3.1. 시판 인조유방의 착용, 구매 실태

으며 인조유방의 착용감이나 구매실태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

3.1.1. 조사자의 일반적 사항
설문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53.5세(±7.8)로 50대가 67명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방절제술을 실시한 환자를 대상으로 인

(46.9%)로, 40대가 38명(26.6%), 60대가 30명(21.0%) 분포율을

조유방의 착용경험과 구매경험을 조사하고 기존 인조유방 판매

보였으며, 평균 신장은 158.9 cm(±5.1), 체중은 58.5 kg(±8.3)이

제품들을 비교 분석하여 인조유방에 대한 요구사항과 개선점을

었다.

파악함으로써 착용감이 우수한 인조유방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144부의 설문지 중 유방 전절제술을 시
행한 사람은 86명(59.7%)이었으며, 유방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사람은 51명(35.4%), 림프전절제술을 시행한 사람은 3명(2.1%),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조유방의 소비자 설문조사 및 판매제품 실태조

기타응답이 4명(2.8%)이었다. 유방재건술을 받은 사람은 1명이
었다. 또한 응답자 중 유방전절제술과 림프전절제술을 함께 시
행한 응답자는 18명(12.5%)이었으며, 유방전절제술과 감시림프

사로 구성되었으며, 서울대학교 인간 대상 연구윤리심의승인을

절 생검을 함께 받은 응답자는 4명(2.8%)이었다. 유방부분절제

받고 진행하였다(IRB No. 1806/001-011).

술과 림프전절제술을 함께 받은 응답자는 10명(6.9%), 유방부
분절제술과 감시림프절 생검을 함께 받은 응답자는 5명(3.5%)

2.1. 착용 및 구매실태 설문조사

이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유방절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30-69세의
유방암 환자로 2018년 7월 1일부터 30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3.1.2. 착용실태

진행하였다. 150부의 설문지 중 149부가 회수되었으며 결측값

인조유방의 착용 경험의 유무로 나누어 유방암 환자의 인조

을 제외하고 144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내용

유방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조유방을 사용

은 조사 대상자의 인조유방 사용유무에 관한 5문항, 인조유방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44명중 47명(32.6%)이었으며, 사용

의 착용실태 관련 12문항, 인조유방의 구매실태 관련 13문항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97명(67.4%)이었다.

이었으며, 일반적 사항 4문항과 주관적 의견을 묻는 1문항으

인조유방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인조유방 착용실

로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Jun at al.(2012)과

태는 Table 1과 같다. 착용 방법은 인조유방과 유방암 전용 브

Oh(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라를 같이 착용하는 것이 26명(55.3%), 인조유방, 전용 주머니,
유방암 전용 브라를 같이 착용하는 것이 10명(21.3%)으로 다

2.2. 판매실태

수의 응답자가 인조유방을 유방암 전용 브라와 함께 착용하는

시판 인조유방의 판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착용 및 구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시간에 관한 설문문항에는 Jun et al.

매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던 3

(2012)의 연구에서 ‘외출 시에만 착용하고 집에서는 거의 착용

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3개의 브랜드는 독일브랜드인 A와

하지 않는다’는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응답으로는 외

S브랜드, 미국브랜드인 C브랜드로 구성되었다. 모든 브랜드는

출 시 가 23명(48.9%)으로 가장 높았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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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ctual wearing state of artificial breast by the respondents
with experience using artificial breasts
Category

않게 하기 위함이 25명(53.2%)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술 부위의 보호가 11명(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몸이 한

n(%)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 대한

5(10.6)

응답은 7명(14.9%)으로 나타났다. Beak(2017)의 연구에서 확인

Artificial breast + bra for breast cancer patient 26(55.3)

된 것처럼, 인조유방을 착용하는 유방암 환자의 인조유방 착용

Artificial breast + private bag + general bra

동기가 수술 부위의 보호나 몸의 변형방지 보다는 외관적인 만

Artificial breast + general bra

5(10.6)

Way of
wearing Artificial breast + private bag + bra for breast 10(21.3)
cancer patient
The others

1(2.1)
Total

47(100)

Always (24h)

4(8.5)

Except for bedtime

15(31.9)

Wearing Only when you go out
time
Sometimes when you go out or at home

23(48.9)
2(4.3)

The others

3(6.4)
Total

47(100)

For psychological stability
To protect the surgical area
Reasons to I wanted to look normal on the appearance
wear
For the balance of the body

3(6.4)
11(23.4)
25(53.2)
7(14.9)

The others

1(2.1)
Total

47(100)

족도가 우선인 것은 유방절제술 후 환자가 느끼는 자존감 저하
와 심리적인 위축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복 착용의 제한이나, 사회생활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 심적으
로 받은 상처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인조유방의 주관적인 착용감 평가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
용하였으며,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며, 4점을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결과를 해석했다.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인조유방의 착용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47부 중 결측값을 제외하고 43부를 분석에
사용되었다. 리커트 척도로 설문한 결과 ‘인조유방 착용 시 통
풍이 잘 되지 않아 땀이 차고 덥다’의 항목이 4.63(±1.77), ‘일
상생활 중 인조유방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바로 잡아줘야 해서
불편하다’는 항목이 4.33(±1.58)로 보통보다 높은 경향인 것으
로 보아 시판 인조유방은 통기성이 부족하며 브라에 넣어 착용
했을 때 자리에 잘 유지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유방암 환자들의 인조유방 착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
조유방은 유방암 전용 브라와 함께 착용해야 하며, 인조유방을

모두 착용하는 응답자는 15명(31.9%)이었고 손님이 오실 때만

착용하지 않거나 무게감이 없는 보조물의 착용 시 척추의 휨,

착용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인체의 불균형으로 인한 합병증

등과 목 주위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 인조유방을 착용하는

을 예방하기 위해 인조유방을 항상 착용해야 함(Noh et al.,

것을 권하고 있다(Noh et al., 2009). 하지만 착용 시 불편함과

2009)에도 불구하고 인조유방을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한 비율

더움, 제자리 이탈, 외적으로 티가 나는 등의 불안감으로 인한

이 4명(8.5%)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불만족으로 인해 인조유방의 착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사료

인조유방의 착용 동기로는 의복 착용 시 겉으로 티가 나지

된다. 이러한 경향은 인조유방 착용 시 ‘무거움을 느끼며 덥고

Table 2. Evaluation of the wearing sensation of artificial breast

(Unit : n(%), N=43)
Score
1

2

3

4

5

6

7

M
(SD)

It is cumbersome or uncomfortable to use artificial breast.

4
(9.3)

6
(14.0)

8
(18.6)

8
(18.6)

11
(25.6)

3
(7.0)

3
(7.0)

3.86
(1.67)

It's hot and sweaty when you're using artificial breast because they don't get
well ventilated.

3
(7.0)

2
(4.7)

8
(18.6)

4
(9.3)

11
(25.6)

8
(18.6)

7
(16.3)

4.63
(1.77)

When I wear artificial breast, I feel that the shape of the outer garment is not
5
beautiful, as it is different from the shape of the other breast.
(11.6)

6
(14.0)

3
(7.0)

12
(27.9)

7
(16.3)

6
(14.0)

4
(9.3)

4.02
(1.82)

feel uncomfortable because I have to get my artificial breast out of place
during my daily life.

2
(4.7)

3
(7.0)

8
(18.6)

10
(23.3)

11
(25.6)

4
(9.3)

5
(11.6)

4.33
(1.58)

I feel pressure on my shoulders and chest when I use artificial breast.

5
(11.6)

6
(14.0)

4
(9.3)

13
(30.2)

8
(18.6)

5
(11.6)

2
(4.7)

3.84
(1.68)

I felt that the colors of skin and colors of artificial breast were very different.

5
(11.6)

9
(20.9)

3
(7.0)

14
(32.6)

6
(14.0)

5
(11.6)

1
(2.3)

3.60
(1.64)

I feel unnatural because it doesn't have a nipple.

5
(11.6)

10
(23.3)

5
(11.6)

13
(30.2)

7
(16.3)

2
(4.7)

1
(2.3)

3.40
(1.53)

The weight of my breasts and artificial breasts is different, so the balance is
broken.

3
(7.0)

6
(14.0)

5
(11.6)

12
(27.9)

8
(18.6)

6
(14.0)

3
(7.0)

4.07
(1.65)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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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땀이 차서 불편하다’라는 결과를 나타낸 Oh(2016),

3.1.3. 구매실태

Choi and Lee(2001)의 연구와 같다. 따라서 인조유방의 통기

사용하고 있는 인조유방의 브랜드에 관한 문항에서는 기타

성과 착용안정성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선된 인조

응답이 23명(45.1%)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비비안이

유방은 유방암 환자들의 인조유방 착용시간을 늘릴 수 있을

11명(21.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너스가 6명(11.8%), 리맘
마가 5명(9.8%), 실리마 3명(5.9%), 아모에나 3명(5.9%)의 순

것이다.
인조유방을 착용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설문결과는 Table

으로 나타났다(Table 4). 기타응답에서 기입한 브랜드를 조사한

3과 같다. 인조유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음’이

결과 인조유방을 판매하지 않는 브랜드를 제외하고 실리마와

라는 응답이 63명(93.9%)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격의

ABC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응답률이 높았다.

부담, 대체품 사용이 각 7명(7.2%)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인

또한 비비안과 비너스, 리맘마에서 판매하는 인조유방의 출처

조유방의 대체품은 일반 볼륨패드와 솜 주머니가 있었다. 마지

를 공식 홈페이지(www.venus.co.kr, www.remamma.co.kr, www.

막으로 ‘인조유방의 존재를 모른다’의 응답자는 5명(5.2%)이었

vivien.co.kr, www.lotte.com)에서 조사한 결과 아모에나의 인조

다. 향후 인조유방을 사용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서는 ‘인조유

유방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비안과 비너스, 리

방을 사용할 계획이 없다’의 응답이 66명(68.0%)으로 가장 많

맘마에 해당하는 응답은 아모에나 브랜드로 간주할 수 있다. 따

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3명(13.4.%)이었으며 ‘사용할

라서 인조유방을 착용하는 유방암 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0명(10.3%)으로 낮은 편이었다. 유방

있는 브랜드는 아모에나, 실리마, ABC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암 사용 경험이 없는 97명의 응답자 중에서 ‘필요하지 않다’라

또한 세 브랜드는 모두 외국 브랜드로 한국인 여성들의 유방형

고 응답한 응답자가 93.9%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태보다 해당 국가의 여성들에게 잘 맞는 형태로 제작되었을 가

현상은 Choi and Lee(2001)의 연구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부

능성이 크며(Jun et al., 2012), 한국인 체형에 맞은 인조유방이

분의 병원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보형물에 대한 교육을 주선하

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거나 구입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구매실태에 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매경로는 병원이

인조유방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 생각된

20명(42.6%), 로드샵매장이 14명(29.8%), 백화점 4명(8.5%)으

다. 또한 Lee and Kim(2009), Lee et al.(2003)의 연구와 같

로 대부분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인조유방을 구입하는 경향을

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인조유방의 착용을 통해 외

보였다. 소지한 인조유방의 형태는 삼각형이 35명(74.5%)으로

형적인 보조와 감정적인 지지, 심리적인 회복의 도움을 받을 수

물방울형, 하트형, 반원형에 비하여 삼각형의 인조유방 형태를

있으므로 입원 중 유방암 환자에게 수술 후 관리, 간호에 대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Jun et al.(2012)

교육과 의학적 지식에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인조유방의 필

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들은 ‘어디에서 구입할지 몰라 병원에

요성과 착용방법, 구입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서 주로 구입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구입처에 대한 정보를

Table 3. The actual wearing state of artificial breast by the respondents
with no experience using artificial breasts
Category

n(%)

The price is onerous.
I don't know the existence of artificial
Reasons for not breast.
using artificial Be not necessary
breast
Use a substitute
The others
Total

7(7.2)
5(5.2)

15(15.5)

2009). 하지만 본 연구의 응답자는 5년 미만이 21명(44.7%)으

97(100)

로 재구매주기가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나 인조유방의 가격대
Table 4. Brand of purchased artificial breast
Category

0(0)
1(14.3)
7(100)
10(10.3)

Total

(27.7%), 30~40만원이 12명(25.5%)으로 시판 인조유방의 가격
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조유방의 견고성을 고려해 볼

2(85.7)

No
Future plans for
I am not sure.
artificial breast
Non response

구입한 인조유방의 가격대가 대체로 20~50만원 사이인 것으
로 확인된 Oh(2016)의 연구와 같이 40만원 이상이 13명

때,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Gallagher et al.,

Volume pad

Total

가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7(7.2)

0(0)

Yes

후 입원의 과정에서 인조유방 관련 교육과 구입처에 대한 정보

63(64.9)

Handkerchief
A substitute for
Socks or cloths
artificial breast
The others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유방암의 수술 전이나 수술

66(68.0)
13(13.4)
8(8.2)
97(100)

Brand

n(%)

Case %

Amoena

3(5.9)

7.1

Remamma

5(9.8)

11.9

Silima

3(5.9)

7.1

Venus

6(11.8)

14.3

Vivien

11(21.6)

26.2

The others

23(45.1)

54.8

Total

51(100)

121.4
Multipl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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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urchasing status of artificial breast
Category

Purchasing place

Purchase price
(Unit:10,000)

Repurchase cycle

The number of artificial
breast you have

과는 Jun et al.(2012)의 연구에서 인조유방이 비싸 구입에 부
n(%)

담을 느끼며, 5년 정도 사용했을 때 재구입을 하는 것과 같은

Hospital

20(42.6)

맥락으로 내구성을 높여 재구매 주기를 늘린다면 유방암 환자

Online shopping malls

4(8.5)

들의 구입가격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Offline shopping malls

14(29.8)

Department store

4(8.5)

구매한 인조유방의 사이즈 인지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The others

5(10.7)

6과 같다. 인조유방은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의 컵에 삽입하

Total

47(100)

거나 피부위에 부착하여 착용하므로 브래지어의 컵 치수와 같

Under 10

3(6.4)

게 구매해야 한다(“Artificial breast”, n. d.). 따라서 인조유방의

10-19

8(17.0)

사이즈는 평소 입는 브래지어의 컵과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20-29

9(19.1)

착용감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인조유방을 사용한 적이 있는

사료된다.

30-39

12(25.5)

응답자가 구매한 인조유방의 사이즈는 A컵이 17명(36.2%), B

More than 40

13(27.7)

컵이 6명(12.8%)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인조유방 구매 시 사이

Non response

2(4.3)

즈 선택 방법으로는 구입 시마다 입어보거나 치수를 측정한다

Total

47(100)

는 응답이 19명(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던 브래지어에

Under 2 year

21(44.7)

표기된 것과 같은 치수를 선택함’이 14명(29.8%), ‘판매사원의

Under 5 year

21(44.7)

권유로 선택’이 10명(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조유방의 구

Under 7 year

0(0)

입 시 마다 입어보거나 치수를 측정하는 것은 유방암 환자들이

Under 10 year

1(2.1)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약물의 복용이나, 장기간의 항암치료, 운

More than 10 years

0(0)

Non response

4(8.5)

동, 식단조절 등의 건강관리, 폐경으로 인한 체중 변화
(Gallagher et al., 2009; Goodwin et al., 1999; Jeong & Park,

Total

47(100)

2007; Lee & Kim, 2009)로 인해 유방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1

14(29.8)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인조유

2

15(31.9)

방을 구입할 때에 사이즈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

3

12(25.5)

며, 체중변화에 따른 유방의 무게와 부피를 반영하여 사이즈를

4

1(2.1)

선택 할 수 있도록 사이즈체계의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경우에

Non response

5(10.6)

따라 무게나 부피를 변형할 수 있는 인조유방이 필요함을 시사

Total

47(100)

하고 있다.

Triangle
35(74.5)

Table 6. Awareness of the size of artificial breast
Category

Water drop
4(8.5)

The form of artificial
breast

Heart
1(2.1)

Size of
artificial breast

Semicircle
5(10.6)

n(%)
AA

0(0)

A

17(36.2)

B

6(12.8)

C

7(14.9)

D

0(0)

E

1(2.1)

F

1(2.1)

G

0(0)

The others

2(4.3)

Non response

2(4.3)

Don’t knows

8(17)

Total

47(100)

Total

47(100)

가 높은 편이며 구매를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
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구매한 인조유방의 개
수는 2개(31.9%), 1개(29.8%)가 많았으며 가격이 부담되어 여
러 개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

A salesperson's recommendation

10(21.3)

Buy the same size as your bra

14(29.8)

Wearing time Try it on or measure it every time you buy it 19(40.4)
The others

4(8.5)
Total

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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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n(%) N=43)
Score
1

2

3

4

5

6

7

M
(SD)

I don't know what size breasts form are appropriate for me.

2
(4.7)

4
(9.3)

4
(9.3)

7
(16.3)

12
(27.9)

12
(27.9)

2
(4.7)

4.56
(1.56)

Each brand has different product sizes, making it difficult to choose the
size.

3
(7.0)

3
(7.0)

4
(9.3)

12
(27.9)

6
(14.0)

12
(27.9)

3
(7.0)

4.47
(1.65)

I chose it for my physical size, but it doesn't fit me.

3
(7.0)

7
(16.3)

7
(16.3)

9
(20.9)

8
(18.6)

6
(14.0)

3
(7.0)

3.98
(1.70)

When washed or worn, artificial breast breaks quickly.

5
(11.6)

11
(25.6)

3
(7.0)

12
(27.9)

7
(16.3)

2
(4.7)

3
(7.0)

3.53
(1.72)

The price is onerous.

3
(7.0)

0
(0.0)

1
(2.3)

5
(11.6)

6
(14.0)

17
(39.5)

11
(25.6)

5.47
(1.61)

It is difficult to get information about artificial breast, so there are
difficulties in purchasing them.

4
(9.3)

3
(7.0)

2
(4.7)

5
(11.6)

14
(32.6)

12
(27.9)

3
(7.0)

4.63
(1.71)

Question

인조유방의 주관적인 사용감 평가를 위해 7 리커트 척도를

Table 8. Artificial breast brand with the highest response rate

사용하였으며,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7점 ‘매우 그렇다’로 하

Brand

Nation

Official website

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며, 4점을 보통수준이라고 판단하

Company A (Amoena)

Germany

www.amoena.com

여 결과를 해석했다(Table 7). ‘가격이 부담된다’는 문항이

Company S (Silima)

Germany

www.silima.co.uk

5.47(±1.61)로 가장 높았으며 ‘어떤 사이즈의 인조유방이 나에

Company C (ABC)

USA

www.americanbreastcare.com

게 적절한지 알 수 없다’라는 문항이 4.56(±1.56), ‘브랜드마다
제품치수가 달라 사이즈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항이

3.2.1. 시판되는 인조유방의 형태

4.47(±1.65)로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인조유방을 사용하는

시판 인조유방의 형태는 Fig. 1과 같다. 환자가 착용해야 하

유방암 환자들이 인조유방을 구매할 때 가격의 부담뿐 아니라

는 인조유방의 형태는 유방 절제 부위와 범위에 따라 전문가와

사이즈의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개

상의 후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삼각형과 물방울형

선 요구사항을 기재하는 주관식 항목에서도 가격이 높은 것에

태의 인조유방은 일반적인 형태로 대부분 유방전절제술을 시행

대한 불만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보험혜택 적용이 필

한 환자가 사용하며, 하트형은 유방전절제술과 림프절제술을 함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이즈에 관련해서는 호칭의 개선이

께 시행하여 겨드랑이 부위나 목 아래 부분까지 제거한 경우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듯 유방암 환자들은 인조유방

사용한다(Lee & Choi, 2001). 반원형은 부분절제술이나 유방을

의 구매 시 가격의 부담감을 높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이즈 선

크게 보정하고 싶은 환자가 사용하게 된다(www.amoena.com).

택 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주로 구매하는 인

각 브랜드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조유방의 형태의 구성 비

조유방이 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한국인 체형에 적용하기에

율을 알아본 결과(Table 9) A사는 삼각모양 38개(60.3%), 물방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 제품에 의존하

울 형태 13개(20.6%), 하트형태가 7개(11.1%), 반원형태 5개

기보다 국내에서 한국인 여성의 체형을 반영하여 인조유방을

(7.9%)의 비율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S사는 삼각모양이 10

개발, 생산을 통해 가격의 부담감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더

개(71.4%), 하트 형태가 2개(14.3%), 물방울과 원형이 각 1개

나아가서는 개인의 수술형태와 부위에 맞춘 인조유방의 개인별

(7.1%)였다. 마지막으로 C사는 삼각모양이 37개(72.5%)로 가장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Jun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하트형 8개(15.7%), 물방울형

et al.(2012)의 연구에서 인조유방 구입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태 4개(7.8%), 반원형태 2개(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주기위해 의료보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대로 보험의 적

으로 삼각형태의 인조유방이 85개(66.4%), 물방울 형태 18개

용이 가격의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

(14.1%)로 80%가 넘는 비율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가

지만, 제품이 하향평준화가 될 가능성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 사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었다. 앞선 설

료된다.
Shape

Triangle

Water drop

Heart

3.2. 시판 인조유방의 판매 실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3개 브랜드는 Table

Picture

8과 같이 독일의 A사와 S사, 미국의 C사로 각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시판 인조유방의 판매 현황을 조사하였다.

Fig. 1. Picture of artificial breast. www.amoena.com.

Semi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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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hape of a commercial artificial breast
Shape

(Unit : n(%))

Triangle

Water drop

Heart

Semicircle

Total

A

38(60.3)

13(20.6)

7(11.1)

5(7.9)

63(100)
14(100)

Brand
S

10(71.4)

1(7.1)

2(14.3)

1(7.1)

C

37(72.5)

4(7.8)

8(15.7)

2(3.9)

51(100)

Total

85(66.4)

18(14.1)

17(13.3)

8(6.3)

128(100)

문조사의 결과로 겨드랑이 부위를 절제하거나 유방의 부분절제

거나 가슴의 크기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조유방으로 일

를 시행한 응답자가 66명(45.9%)이지만 하트형과 반원형의 판

상(Everyday use), 운동(When exercising), 휴식(When take a

매비율이 25개(19.1%)인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유방전절제

break), 보정(For make up) 총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술과 림프절제술을 함께 시행한 환자나,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전체적으로 일상적인 상황에 착용할 수 있는 인조유방은 75

환자가 사용해야하는 하트형과 반원형태의 인조유방의 판매는

개(58.6%)로 가장 높았으며 가슴크기 보정수술을 한 상황이거

적은 경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인조유방 연구에

나, 보정을 위해 착용하는 인조유방은 34개(26.6%), 수술 직후

서는 절제한 부위와 범위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유방암 환자의

나 취침 시 착용할 수 있는 인조유방이 13개(10.2%), 수영이나

인조유방 구입 시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레저 등 물속에서 착용하는 인조유방은 6개(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2.2. 시판 인조유방의 착용상황에 따른 분류

유방절제술 후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의 건강과 자아개념, 사

시판 중인 인조유방을 착용상황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Table

회성 및 대처능력을 증진시키고 심리적으로 긴장이나 불안, 우

10과 같다. 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중에 착용하는

울 및 피로를 감소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킴(Lee, 2010; You,

인조유방, 수영이나 레저 등의 운동 시에 착용할 수 있는 인조

1999)에도 불구하고 운동 시 착용할 수 있는 인조유방은 한두

유방, 수술 직후에서 6개월 사이 혹은 취침 시에 사용할 수

가지의 제품군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헬스, 요

있는 인조유방, 유방확대술을 실시하여 유방의 형태를 잡아주

가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운동 시 인조유방에 가해지

Table 10. Purchasing status of artificial breast
Category

Everyday use
(n=47)

Shape

C

Triangle

20(41.7)

7(14.6)

21(43.8)

48(100)

Water drop

8(80.0)

0(0)

2(20.0)

10(100)

Heart

7(4.2)

2(11.8)

2(11.8)

17(100)

0

0

0

0

35(46.7)

9(12.0)

25(33.3)

75(58.6)

1(20.0)

2(40.0)

2(40.0)

5(100)
1(100)

Total
Water drop

0

0

1(100.0)

Heart

0

0

0

0

Semicircle

0

0

0

0

1(16.7)

2(33.4)

3(50.0)

6(4.7)

4(33.3)

1(8.3)

7(58.3)

12(100)

Water drop

0

1(100.0)

0

1(100)

Heart

0

0

0

0

Total
Triangle

Semicircle

0

0

0

0

4(30.8)

2(15.4)

7(53.8)

13(10.2)

Triangle

13(65.0)

0

7(35.0)

20(100)

Water drop

5(83.3)

0

1(16.7)

6(100)

0

0

0

0

5(62.5)

1(12.5)

2(25.0)

8

23(67.6)

1(2.9)

10(29.4)

34(26.6)

Total

For make up

Total

S

Triangle

When take a break

Brand
A

Semicircle

When exercising

(Unit : n(%))

Heart
Semicircl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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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력을 견디는 내구성이 좋은 인조유방의 개발이 필요할 것

며 3개 브랜드 중 무게가 감량된 인조유방을 가장 많이 판매

이다. 또한 수영장, 헬스장 등의 샤워시설에서 절제된 부위를

하고 있었다. 이는 좌우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착용하는 인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요구(Jun et al., 2012)에 맞추어 수술

조유방이지만 대다수의 소비자가 인조유방의 무게의 무거움에

부위에 직접 부착할 수 있으며, 물에 닿아도 탈착이 쉽게 되지

대한 불만(Gallagher et al., 2009)을 가지고 있어 감량된 인조

않는 인조유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유방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2.3. 시판 인조유방의 소재와 무게

3.2.4. 시판 인조유방의 기능과 사이즈체계

3개의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유방의 소재는 실리콘

국외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유방의 기능은 4가지로

과 직물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Table 11). 128개 중 114개

분류하였다(Table 13). 먼저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피부에 닿

(89.1%)의 인조유방이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있었다. 착용상황

는 쪽 면에 입체적인 굴곡을 주어 그 사이로 공기의 흐름을

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일상생활 중 착용하는 인조유방과 보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었으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조유방

정을 위한 인조유방은 모두 실리콘소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 구성 재료에서 젤 성분을 추가하여 몸에 닿는 면의 온도

알 수 있었으며 휴식을 위해 착용하는 인조유방은 직물소재로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었다. 또한 브래지어 안에 넣어 착

제작되어 있었다.

용하는 인조유방과는 다르게 피부에 접착할 수 있어 무게를 분

또한 각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리콘 소재의 인조유방

산시켜 어깨와 몸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기능이 있었으며, 마지

중 같은 부피대비 표준 무게보다 감소하여 판매되고 있는 인조

막으로 fabric재질의 인조유방에 fiber fill을 추가하거나 제거하

유방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판매되고

여 인조유방의 부피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휴식을

있는 감량된 인조유방은 전체에서 26.6%(34개)의 비율을 나타

위해 착용하는 인조유방에서 보이는 기능이 있었다. 볼륨조절

내었다. A사와 S사는 판대하고 있는 삼각형태의 대부분 인조

의 기능을 제외한 공기순환, 온도유지, 부착 유무의 기능들은

유방에서 무게의 감량을 보였으며, 특히 C사는 하트 형태를 제

일상생활 시 착용하는 인조유방에서만 발견되었다. 운동 시 체

외한 모든 형태에서 무게가 감량된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으

온 상승과 땀의 분비로 공기순환이나 온도유지의 기능들이 일

Table 11. materials for commercial artificial breast
Materials

Silicone

Fabric

Everyday use

Exercise

Break

Make up

Everyday use

Exercise

Break

Make up

Total
n(%)

A

35

1

0

23

0

0

4

0

63(49.2)

S

10

1

0

1

0

0

2

0

14(10.9)

C

31

2

0

10

0

1

7

0

51(39.8)

76

4

0

34

0

1

13

0

Brand

Total n(%)

114(89.1)

128(100)

14(10.9)

128(100)

Table 12. Weight reduction ratio of artificial breast to same volume by brand
Reduction rate
Brand

0%

12%

25%

30%

(Unit : n(%))
32%

40%

45%

60%

Total

A

54

0

2

3

1

3

0

0

63(49.2)

S

10

0

1

2

0

0

0

1

14(10.9)

C

30

51(39.8)

Total

94(73.4)

1

0

12

0

2

6

0

1(0.8)

3(2.3)

17(13.3)

1(0.8)

5(3.9)

6(4.7)

1(0.8)

34(26.6)

Table 13. Classification according to function of artificial breast
Function
Brand
A

128(100)

(Unit : n(%))

Air circulation

Maintain temperature

Adhesion

Volume control

Everyday use

Everyday use

Everyday use

Break

30

6

21

5

1

63(49.2)

No function

Total

S

11

1

-

2

-

14(10.9)

C

40

-

7

2

2

51(39.8)

Total
(N=128)

81(63.3)

7(5.5)

28(21.9)

9(7.0)

3(2.3)

47(36.7)

1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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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보다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지만 운동할 때나 가슴의 보

며 직접 방문하여 구입해야 하고 판매하는 매장 16점 중 10점

정을 위해 착용하는 인조유방에서는 공기순환이나 온도유지, 부

이 서울 및 수도권에 있으며, 3점은 부산광역시에 나머지 3점

착유무의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은 서로 다른 광역시에 위치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국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인조유방 중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

구입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3개 브

조유방의 비율은 36.72%(47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A사

랜드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는 가격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고 전

에서 판매되는 인조유방 중에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인조유

화로 문의 하거나 직접 판매처를 찾아가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방의 비율이 52.38%(33개)로 가장 높은 비율로 기능을 가지고

이 있었다. 가격대는 인조유방의 구입실태 조사의 결과와 같은

있는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온도를 유지하는 인조유방

30만 원 이상으로 환자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에 대한 판매가 가장 높았다.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들이 인조유방의 구입 시

전체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21.9%(28개)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가능케 하거나 다양한 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부착 할 수 있는 기능이 7.0%

자인의 판매가 되어야 하겠다. 또한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9개)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주로 삼각형 형태의 인조유방에서

있는 인조유방의 국내 생산화를 통해 한국인 여성의 피부색, 유

부착이 가능한 인조유방이 판매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공기의

방의 부피와 무게를 반영한 인조유방과 Oh(2016)의 연구에서

순환율을 높이는 기능이 5.5%(7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

주장한 것 같이 한국의 4계절에 따른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도

능이 있는 인조유방이 62.3%(3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온도유

쾌적할 수 있는 인조유방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지의 기능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이 전체 기능 중 74.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
향은 본 연구의 인조유방 착용 설문결과 인조유방 착용 시 통

4. 결

론

풍이 잘 되지 않고 땀이 차고 더위를 느낀다는 결과와 같은

본 연구는 현재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

맥락으로 판단되며, 더위를 느끼는 것의 해결에 대한 소비자들

조유방의 착용실태와 판매실태를 조사하여 요구 및 개선사항을

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파악하기 위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시판되고 있는 인조유방의 사이즈체계에 대해 분류한 결과

첫 번째로 착용실태 조사 결과 인조유방을 사용하고 있지 않

브랜드마다, 판매되고 있는 각 인조유방 마다 각각 다른 사이즈

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약 67%로 조사인원의 반수가 넘는 유방

체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떠한 브랜드에서도

암 환자들이 인조유방을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인조유방을 착

사이즈별 인조유방의 규격과 무게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

용 중인 유방암 환자들은 사용 중인 인조유방에 대하여 착용

아 소비자들이 구매 시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시 느끼는 지나친 더움, 사이즈 선택의 어려움과 구입 가격의

인조유방은 브라의 컵 치수에 맞추어 삽입하게 된다(Choi &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일상 활동 시 가슴의 위치에서

Lee, 2001). 따라서 인조유방과 브라의 맞음새 문제는 중요한

벗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유방전절제술 시행 후

요소이다. 하지만 유방암 환자용 전용 브라 또한 브랜드나 디

유방재건술을 하지 않으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인조유방의 착

자인마다 각각 다른 사이즈 체계와 인조유방 삽입 주머니의 크

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한 Noh et al.(2009)의 연구와 같이 인조

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브랜드의 브라와 인조유

유방의 착용을 권유하기 위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

방을 사용하면 삽입이나 치수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들에게 인조유방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

것이다. 그리하면 인조유방을 삽입하기에 적절한 브라를 다시

방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인조유방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입하는 등의 추가적인 지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방암 환

반영하여 적당한 가격대의 통기성이 높고 착용안정성이 높은

자들에게 가격적인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와 인

인조유방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조유방의 동일한 사이즈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구매실태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
랜드는 주로 외국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 가격대

3.2.5. 시판 인조유방의 국내 판매현황

는 30만원 이상으로 높은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사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3개 브랜드의 국

이즈의 선택 시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방암

내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유방을

은 수술 후 유방암 전용 브래지어와 인조유방의 구입뿐 아니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가적인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다른 암 보다 높은 경향

A사 국내 홈페이지의 경우 인조유방의 디자인별 한가지씩만

이 있다(Lee, 2007). 그러므로 외국 수입 제품에 의존하기 보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구매가 불가하고 직접 방

다는 국내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인의 체형에 맞춘 인조유방을

문해 구입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사와 C사의 인조유방

개발, 생산하여 A/S가 가능하게 하며 가격의 부담감을 낮추는

은 국내 유방암 환자 전용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수

것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입판매하고 있었으며 각각 세 종류와 한 종류의 인조유방을 구

세 번째로 시판 인조유방의 판매 실태 결과 A사는 소비자의

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터넷 구입이 불가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유방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시판 인조유방 착용 및 판매실태

있었으며, C사는 소비자가 느끼는 무게의 부담감에 대해 다양
한 종류의 무게가 감량된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가 착용
할 수 있는 형태의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수술 후
운동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Lee, 2010; You,
1999)에도 불구하고 운동 시 착용할 수 있는 인조유방의 제품
군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운동 시 가해지는 압력
에 견디는 내구성과, 다양한 자세를 취하여도 제자리에서 탈락
하지 않는 부착력 등의 기능이 추가된 인조유방의 개발의 필요
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인조유방은 외국의 시판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수입되고 있는 인조유방도 외국에
서 판매되는 인조유방의 일부만 해당되므로 한국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좁고 사이즈 선택에 한계가 있었으며 구입처에 대
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게다가 국내 판매중인 수
입 인조유방은 외국인의 체형에 맞추어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Jun et al., 2016) 한국인 유방암 환자들이 자신의 체
형이나 사이즈에 맞는 인조유방을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
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환자에 따른 다양한 수술범위와 유방
절제 수술 부위를 만족하는 개인 맞춤형 인조유방의 개발은 유
방암 환자의 착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역이 수도권으로 제한되어 결과의 일반화
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유방암 환자의 인조유방에 대한 개
선과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적합한 인조유방의
개발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방절제
술 후 인조유방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심리적, 신체적으
로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으며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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