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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유방암은 우리나라의 여성암 중 발생률 2위

를 차지한다. 한국의 유방암 환자수는 2015년 22,550명

으로 지난 10여 년간 무려 2배 가량 증가하였다. 다른 

암종들은 모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유방암은 유일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에도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조기에 발견하면 비교

적 치료가 잘된다. 한국의 유방암 5년 상대 생존율은 

2010년도 이후 92.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도의 유방암 수술 방법을 살펴보면 유방암 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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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가 유방 전절제술을 하였고, 61.6%가 유방 부분 절

제술을 실시하였다. 약 15년 전인 2000년도에는 71.2%

가 유방 전절제술을 하였고, 27.9%가 유방 부분 절제

술을 실시한 것에 비하면 오늘날 유방암으로 진단받

더라도 반수가 월등히 넘는 환자가 본인의 유방을 보

존하게 된 것이다(Breast cancer facts & figures, 2018). 

일본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유방 복원 수술에 대하

여 보험이 적용된 이후 유방 전절제 수술이 증가하였

다. 이와 함께 2013년도의 유방 복원 수술 또한 2011년

도에 비하여 3배 정도 증가하였다(Sowa et al., 2014). 

우리나라는 유방 복원 수술에 대하여 2015년 4월 이후

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에 의하면 유방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유방 부작용 사

례 접수가 2016~2018년 사이에 5천 140건으로 2016년 

661건에서 2017년 1천 17건, 2018년 3천 462건으로 

최근 3년간 5천 건 이상이 접수된 것이 확인되었다

(Kim, 2019). 이러한 인공 유방 부작용의 증가 보고로 

안전 관리 및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

방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방 복원 수술도 

더 이상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인조유방의 착용은 유방 전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복원 수술을 받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회복에 있어 안될 필수 요소이다. 인조유방

은 신체상의 자존심과 자신감, 적극적인 대인 관계 

및 사회 관계를 통한 재활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

다(Lim, 2006). 또한 심리적 도움과 함께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다(Oh, 2016a). 더욱이 유방암 환자를 위

한 인조유방의 착용은 척추 측만증 등 2차적으로 발

생하는 신체적 균형을 보완하는 의료 장치로서 중요

하기 때문에(Kim, 2011),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생활

하며 옷을 입듯이 전절제 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는 

수술 후 지속적으로 본인에게 적절한 인조유방을 착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 전절제 유방암 환자 중 82.2%가 실리콘 인조유

방을 착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만족도가 낮았다(Oh, 

2016a). 실리콘 인조유방이 수입품으로 고가이고, 인

조유방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구매 절차가 번거롭

다. 또한 수입품인 브랜드의 실리콘 인조유방의 형

태가 수술 받은 각각의 환자들의 체형에 고려된 개인

별 맞춤 제작이 아니며 선택의 폭이 좁다. 더욱이 소

재가 불투습성의 재질로 통풍이 안되어 땀이 차기 때

문에 불쾌하며 무거워 인조유방의 착용이 자연스럽

지 못하기 때문이다(Jun et al., 2012; Kawabata & Yata-

gai, 2012; Lee & Choi, 2001; Oh, 2016b; Yatagai et al., 

2010). Tamura(1998)의 연구에서 유방암 환자의 가슴 

서모그램 촬영으로 유방암 환자의 전절제된 가슴은 

정상측에 비하여 눈에 띄게 체온이 높은 것이 확인되

었다.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은 피부는 땀

샘의 분비가 소실되거나 적기 때문에 유방암 전절제 

환자들의 피부온과 발한량이 좌우 가슴에서 불균형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한 절제된 가슴 위에 불

투습성의 실리콘 인조유방의 착용은 흉부 의복 내의 

습도를 상승시키며 습진 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유방의 형태와 중량, 탄력

감 등의 요소에 집중된 인조유방에 대한 관심을 생리

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가 된 바 있다. 

유방암 환자의 인조유방 개선의 일조로써 인조유

방 소재 차이에 따른 감촉 및 인체 생리적 반응에 대

한 실재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마치 기존의 

일회용 생리대가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피부트러블, 

쾌적한 접촉 감각, 인체와의 편안한 맞음새를 갖는 

다회성의 생리대가 부상하는 것처럼(Moon & Jeon, 

2014) 인조유방 또한 착용자의 불만족에 대한 대안

으로의 제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바이오 단백질 섬유로써 인간 친화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실크 소재로 제작된 인조유방과 기존의 실리콘 

인조유방에 대하여 시각적 · 시 · 촉각적인 주관적 

판단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인조유방 제품을 

판단함에 있어 제품의 상세 정보와 시각적 정보만으

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 체험을 통해 느끼는 

촉각적 정보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함

께 인체 생리 계측을 통한 객관적 정보를 통하여 실

무적인 지침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소비자

가 원하는 제품 디자인 및 제조를 위한 구체적인 전

략에 기초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인조유방

전절제 유방암 환자에게 있어 유방암 치료 후 발생

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재활로 인조유방의 착용은 중

요하다. 2차적 질병이라 할 수 있는 좌우 가슴 무게의 

불균형으로 체형 변형을 유보할 수 있다(Ki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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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조유방 착용은 어깨관절의 수평 신전 운동에 

영향을 끼쳐, 상지 운동의 좌우 균형을 돕는다(Yama-

guchi & Tsutusui, 2001). 그러한 인조유방은 보통 우레

탄, 면,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우레

탄과 면 소재는 가볍고 촉감이 좋으며 가격도 저렴하

다. 그러나 가볍기 때문에 상지의 움직임에 의해 미끄

러지기 쉽고, 체형 균형 조절에 부적합하다. 한편, 실

리콘 인조유방은 부드럽고 핏감이 좋으며 적당한 중

량으로 바디 밸런스 조절면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가

격이 40여 만 원 이상의 고가이며 실제와 동일한 형태

로 제작하는 인조유방의 경우 500만 원 정도로 고가

이다(Asami,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습성과 투

습성이 부족하여 피부 접촉에 의한 피부염을 발생시

키는 등 착용에 불편함이 있다(Tamura, 1998). 또한 실

크 소재의 인조유방(“Silk Pad”, 2008)도 있다. 실크 섬

유는 누에가 만든 단백질의 실로 인간의 피부와 친화

성이 높아 최근 봉합사와 같이 바이오 치유 소재로 주

목 받고 있다(Kang et al., 2006). 고대 중국에서는 실크

로 만들어진 의복은 왕족만 입을 수 있었는데 전쟁 중 

실크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고 있으면 상처를 입어도 

곪거나 붓는 일이 없었다고 전해져 온다(Nakayama, 

2013). 이에 유방암 환자의 민감한 가슴 피부에 접촉

하는 인조유방의 재질로서 실크로 만들어진 제품의 

착용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인조유방과 병행 및 대

체 제품으로 천연 섬유인 실크와 팥을 활용한 인조유

방 제작 방법을 모색하고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기

존의 실리콘 인조유방의 고가이며, 제한된 제품 구

성으로 선택의 폭이 좁고, 무겁고, 불투습성 등의 불

만족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논의하고자 한다. 새로운 

인조유방의 제안은 재활 치료적 향상과 심리적 도움

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환자들의 치유 복장으

로서의 기초 자료 제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감촉

감촉(感觸)이란 ‘외부의 자극이 피부의 감각을 통

하여 전해지는 느낌’으로 촉감이라고도 한다(“감촉 

[Touch]”, 2008). Jung and Oh(2013)는 감촉에 관한 관

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피부에 작용하는 역학적 자

극을 감지하는 ‘감각 기능’을 일컫는 용어로 정의하

였으며 감촉은 피부 감각으로 느껴지는 ‘인간의 감성’

을 표현하는 용어라 하였다. 

접촉은 촉각을 통한 제품에 대한 정보 탐색의 수

단이다. 직물의 감촉을 평가하는 방법은 1) 시각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촉감만을 평가하는 방

법(촉각법, Tactility sense), 2) 직물을 전혀 만지지 않

고, 시각만으로 평가하는 방법(시각법, Visual sense), 

3) 시각과 촉각의 양쪽 감각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

법(시 · 촉각법, Visual Tactility sense)으로 분류되어 

있다(Nishimatsu & Sakai, 1990).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촉이라 하면 촉감에 의한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시

각이 관련된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Hay et al.

(as citied in Nishimatsu & Sakai, 1990)은 촉각과 시각

을 병용하여 감촉을 평가했을 때 촉각보다 시각의 영

향이 큰 것(Visual capture 현상)으로 확인된바 있다. 

디지털 시대의 오늘날 많은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

다. 피부 대신 눈이 만지는 지각 방식인 시각적 감촉 

시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을 봄으로써 촉

각적 체험을 경험하는 유사한 체험이 증가하고 있

다. 유방암 환자들 또한 인조유방을 구매하기에 앞

서 관련 사이트나 구매 장소에서 먼저 이미지를 시각

적 감촉으로 접하며 이후 착용을 위해 접촉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조유방의 소재에 대하여 접촉 전 

시각만으로 평가하는 시각법과 접촉 후의 시 · 촉각

법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인체 생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체 생리 반응 실험은 피부 

전도 수준, 피부 온도, 혈류량, 그리고 맥박수이다. 피

부 전도 수준(Skin Conductance Level; SCL)은 정신 

생리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며 특히 손바닥 부분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손바닥 내

의 말초 신경계에는 자율 신경이 있는데. 자율 신경

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한다. 더불어 자율 신

경의 중요한 특징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

이다. 무의식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자율 신경이라

고 한다. 그러한 자율 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

경으로 나눈다.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은 몸을 활발하

게 하고, 부교감신경은 몸을 안정시킨다(Potter et al., 

2016/2018). 즉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를 부교감신경

은 이완 상태를 만드는 셈이다. Dawson et al.(as citied 



인조유방의 감촉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인체 생리적 반응 연구

– 613 –

in Park, 2010)은 피부 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땀샘의 신경 작용이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잘 나타내

어 주는 것으로 감정의 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한 지표 값으로 사용된다 하였다. 

피부 온도(Skin Temperature; ST)는 피부의 단열, 혈

관 수축, 온도 감각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피부 온

도의 경우 직장온보다 크게 나타난다(Song & Shin, 

2002). 체온은 뇌의 시상하부에 의하여 체온의 작은 

변화도 감지되는 것인데 열 소실은 발한, 혈관 확장, 

열 생산의 감소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대로 열 보

전은 혈관이 수축하면 피부나 말초로의 혈류가 줄어

들어 열 보존 효과가 나타나며, 자의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며 떨게 하여 보상적인 열 생산이 나타난다. 

열 소실은 복사(Radiation), 전도(Conduction), 대류(Con-

vection), 증발(Evaporation)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체

표면의 85% 이상이 복사에 의해 체열이 방출된다

(Potter et al., 2016/2018). 

혈류(Blood Volume Pulse; BVP)란 조직에 혈액이 

공급되는 것을 일컫는 단어이다. 즉, 혈류는 기관, 조

직 또는 혈관에 mL/min과 같이 일정한 시간에 흐르

는 혈액의 양이다. 개체가 휴식을 갖을 때 총 혈류는 

일반적으로 5.25L/분으로 아주 일정하고 심장 박출

량과 같다. 혈관이 팽창하면 평균 혈류는 매우 빠르

며 혈관이 수축하면 평균 혈류는 더 느리다. 혈류의 

속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혈관의 지름은 말초 저

항에 의하여 조정된다(Potter et al., 2016/2018).

맥박(Pulse)은 1분간 감지된 박동의 횟수로 성인

의 경우 정상 심장 박동수는 60~100회/분이다. 맥박

은 활력 증후로 심장의 박동에 의해 좌심실이 수축함

으로써 대동맥으로 전달되는 혈액의 파동으로 지각

된다.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맥박의 발생 빈도가 급

증한다. 또한 온열 자극으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

게 되면 방어 반응으로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근

육과 심장에 다량의 혈액이 공급되어 맥박수가 증가

된다(Potter et al., 2016/2018).

본 연구에서는 인조유방의 소재에 따른 감촉에 대

한 주관적 조사와 더불어 인체 생리 반응의 객관적 

계측의 결과를 토대로 기능성이 있는 인조유방으로

의 개선의 기초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피험자 선정

본 연구는 IRB 면제(SSU-201805-HR-085001)를 받

았으며 실험은 2018년 6~7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

다. 유방암 환자는 이미 인조유방에 대하여 숙지하

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자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에 본 실험의 피험자는 유방암 이력이 없고 인조

유방을 접해본 적이 없어 인조유방에 대한 기존의 경

험이 없는 40대 여성 9명이다. 피험자의 평균 신장은 

158.6cm 표준편차는 ±3.74, 평균 몸무게는 55.0kg 표

준편차는 ±6.27, 평균 BMI는 21.8, 표준편차는 ±2.08

이다. 피험자들에게 <Fig. 1>과 같이 먼저 감촉에 대

한 설문 조사에 참여시킨 후 인체 생리 반응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1. Experiment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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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선정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리콘 인조유방

과 실크 평직 원단으로 제작된 인조유방이다. 실리콘 

인조유방은 Trulife사의 571 BELLA실리콘 제품(TS)

이며 수제 실크 인조유방(HS)의 겉 원단은 천연 섬유

인 실크이다. 수제 실크 인조유방은 실크 원단으로 

가로 4cm, 세로 7.5cm의 마름모형태로 총 10개의 조

각을 시접 0.5cm 내어 마름질하고 중앙에 5조각의 마

름모를 세로 방향으로 윗부분 두 면을 박음질하고 이

후 5조각을 가로로 앞의 박음질한 부분에서 연결한

다. 밑은13cm 직경의 원형 조각을 아랫부분에 연결하

여 완성한 후, 내부에 팥을 넣어 무게감을 갖도록 하

였다. 건조된 팥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일정 시간 시원

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가열

하면 보온성을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다(Sin, 2014). 

한편, 인조유방 내의 팥의 양은 무게를 고려하여 착용

자가 쉽게 가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무거

운 무게의 인조유방을 착용하기보다 점차적으로 무

게를 늘려 본인에게 적절한 무게감을 갖을 때까지 

인체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3. 주관적 감촉 평가

주관적 감촉 평가를 위해 유방암 이력이 없는 40대 

여성 9명을 대상으로 실리콘 인조유방과 수제 실크 

인조유방에 대한 감촉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

가를 위한 평가지는 감촉의 특성을 표현하는 20개의 

‘탄력이 있다, 따뜻하다, 딱딱하다, 강하다, 빳빳하

다, 유연하다, 가볍다, 거칠다, 부드럽다, 오돌오돌하

Type TS HS

Material Silicone Silk fabric (outside) + Red bean (inside)

Weight (g) 120 150

Photo

Movement 1

Movement 2

Table 1. Experiment samples for TS and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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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끄럽다, 촉촉하다, 무겁다, 단단하다, 차갑다, 까

실까실하다, 건조하다, 물렁물렁하다, 탱탱하다, 미

끈거리다’의 감촉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Son and Ryu 

(2007)와 Lee(2013)를 참고로 예비 실험을 거쳐 설정

하였다. 관능 검사의 평가 방법은 <Fig. 2>와 같다. 7점 

척도(Likert scale) 내에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선택하

도록 하였다. 인조유방은 시각만으로 평가하는 시각 

질감평가실험(Visual sense)은 사진(Visual sense by 

photo; VP)과 동영상(Visual sense by movement; VM)을 

이용하여 각각 실시하였다. 동영상의 경우는 인조유

방의 가운데를 누르는 동작과 양쪽을 잡아 당기는 동

작을 피험자가 보고 설문에 응했다(Table 1). 이후 인

조유방을 보며 만지는 시 · 촉각 평가실험(Visual tactile 

sense; VT)을 실시하였고, 총 3종류의 감촉 실험에서 

모두 동일한 평가지를 활용하였다.

4. 인체 생리 반응 분석

1) 실험 조건

인체 실험은 실내온도 25±1°, 습도 55±10 RH의 의

복환경실습실에서 피험자는 식사 2시간 경과 후 실

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에게 안정을 취하도

록 하기 위해 본 실험 시작 30분 전에 실험실에 입실

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 후 실험 시작 10분 전에 센서

를 부착시키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인조

유방 만지기의 행위를 통한 평가 방법을 행하며 총 30초

간 측정하였으며 시작 후, 10초, 종료 전 10초를 제외

한 가운데의 10초를 연구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2) 측정 항목 및 방법

측정 항목은 피부 전도 수준(SCL), 피부 온도(ST), 

혈류(BVP), 맥박이다. 측정 기계는 오스트리아 Schu-

hfried사의 Biofeedback 2000 x-pert wireless multi-mo-

dule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센서를 셋째 손가락 첫째 마

디에 밴드를 끼고 벨크로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 멀티

모듈에 연결하여 0.038초 당 1회씩 자동 측정하였다. 

3) 통계 처리 분석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측정치는 SPSS 22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감촉에 대한 설문지에서는 VP, VM, 

VT에 대하여 비모수 분산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TS

와 HS의 VP, VM, VT 간의 감촉 형용사 측정 값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TS와 HS의 감촉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 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후 요인 분석에 따른 요인 값으로 

VP, VM, VT에 대하여 TS와 HS 간의 Kruskal-Wallist 

test를 실시하였다. 한편, 인체 생리 반응에 대해서는 

TS와 HS의 착용에 대하여 Kruskal-Wallist test를 실시

하였다. 

IV. 연구결과및고찰

1. TS와 HS에서의 VP, VM, VT의 비교 결과

<Table 2>는 T사의 실리콘 인조유방(TS)과 수제로 

제작된 실크 인조유방(HS)을 사진(VP), 동영상(VM)

을 보면서 각각의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감촉을 평가

한 것과 실제로 보면서 만져 느껴지는 시 · 촉각의 감

촉(VT)에 대하여 비모수 아노바에 대한 결과이다. TS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탄력이 있다. 

딱딱하다, 유연하다, 부드럽다’이다. 여기서 ‘탄력이 

있다, 유연하다, 부드럽다’는 VT가 가장 높았고 VP

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딱딱하다’의 항목은 VP가 

가장 높았지만 VT가 가장 낮았다. 실리콘은 촉감이 

부드러우며 탄력감이 있는 소재로(Asami, 2008) 실

리콘 인조유방은 실제 보면서 만져 보았을 때 사진과 

동영상의 이미지보다는 더 탄력이 있고, 유연하며,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HS의 경우, ‘가볍다, 무겁다, 단단하다, 차갑

다, 건조하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무겁다, 단단하다, 차갑다’의 항목은 VT가 가장 높

았고 VP가 가장 낮았으나 ‘가볍다, 건조하다’는 VT

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HS는 실제 보면서 만

Fig. 2. Scoring of evaluation term 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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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보았을 때가 사진과 동영상의 이미지 보다 더 무

겁고 단단하며 차갑게 느껴지며 가볍지 않고 건조하

지 않은 것으로 느껴짐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HS는 150g이지만 TS는 120g으로 HS가 더 

무겁고 가볍지 않으며, HS는 실크 내부에 팥이 들어

가 있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TS보다는 단단하게 느

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HS는 실제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졌으나 건조하게는 느껴지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인조유방은 유방암 환자가 절제 

수술받은 민감한 속 가슴 피부인 유방 위에 놓여지며 

착용 중 접촉 빈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품인 

만큼 쾌적함을 위한 인조유방의 표면의 촉각이 고려

되어야 한다. 절제 수술을 받은 유방은 정상적인 유방

보다 발한량이 적으며 피부온이 높다(Tamura, 1998). 

그러므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건조하지 않게 느껴지

는 실크 소재의 인조유방의 착용은 일상적 불쾌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TS와 HS에서 VP와 VM, VP와 VT, VM와 VT

의 비교 결과

<Fig. 3>–<Fig. 5>는 TS를 VP와 VM, VP와 VT 그리

고 VM과 VT에 대하여 각각Kruskal-Wallist test를 실

시한 결과이다. VP와 VM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탄력이 있다, 유연하다’로 모두 VM

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진으로 본 감촉과 

동영상으로 본 감촉에 대해서 대부분 비슷한 감촉을 

느꼈으나 탄력과 유연함에서는 동영상으로 본 감촉

이 사진으로 본 감촉보다 더 긍정적으로 의식되는 것

이 확인되었다. 한편 VP와 VT 간에서는 ‘딱딱하다, 

Type

(Item)

TS HS

VP VM VT
χ2

VP VM VT
χ2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Resilience 3.875 (1.553) 5.375 (1.188) 5.625 ( .916)   7.634* 2.125 ( .835) 2.750 (1.581) 1.500 ( .535) 4.013　

Warm 3.250 (1.389) 4.125 (1.642) 4.375 (1.188) 2.459　 4.125 (1.959) 4.125 (1.727) 3.375 (1.923)   .890　

Hard 3.875 (1.458) 2.375 (1.685) 1.375 (0.518)   10.172** 4.000 (1.773) 4.375 (1.847) 5.125 (1.458) 1.196　

Strong 3.125 (1.126) 4.125 (1.642) 3.375 (1.408) 2.571　 3.500 (1.414) 4.500 (2.000) 5.125 (1.246) 3.911　

Stiff 3.250 (1.282) 2.250 (1.488) 1.875 (1.458) 5.196　 5.250 ( .707) 4.875 (1.458) 5.125 (1.885)   .413　

Flexible 4.125 (1.727) 5.750 (1.035) 6.250 ( .707)     9.441** 3.125 (1.356) 2.500 (1.414) 2.375 (1.685) 2.289　

Light 4.125 (1.356) 4.250 (1.035) 5.375 (1.302) 4.428　 4.500 (1.773) 3.000 (1.690) 2.250 (1.035) 6.303*

Rough 2.250 (1.282) 1.875 (1.246) 1.750 (1.165)   .967　 4.625 (1.188) 4.875 (1.808) 5.500 (1.195) 1.353　

Soft 4.125 (1.885) 5.375 (1.188) 6.250 ( .886)   7.167* 3.125 (1.642) 3.750 (2.252) 2.250 (1.389) 2.756　

Lumpy 2.750 (1.282) 2.375 (1.408) 2.500 (1.773)   .574　 4.375 (1.408) 5.000 (1.604) 5.875 ( .991) 4.203　

Smooth 4.625 (1.768) 5.500 ( .926) 6.125 ( .835) 3.971　 3.250 (1.669) 2.625 (1.768) 2.625 (1.685)   .948　

Moist 3.625 (2.134) 4.625 (1.685) 5.500 (1.690) 3.404　 2.000 ( .756) 2.250 (1.035) 2.375 (1.506)   .160　

Heavy 2.750 (1.035) 3.500 (1.604) 3.250 (1.753) 1.329　 3.000 (1.773) 4.000 (1.604) 5.125 ( .991)   6.395*

Solid 3.000 (1.414) 2.750 (1.389) 2.875 (2.100)   .410　 3.250 (1.753) 5.000 (1.414) 5.625 ( .916)   7.844*

Cold 3.875 (1.246) 3.375 (1.302) 3.250 (1.581) 1.107　 3.500 (1.512) 3.375 (1.506) 5.250 (1.165)   6.984*

Coarse 2.500 ( .756) 2.250 (1.389) 1.750 (1.165) 2.561　 4.500 (1.690) 4.375 (1.768) 5.125 (2.031) 1.581　

Dry 3.625 (1.598) 3.500 (1.414) 2.250 (1.035) 4.197　 5.000 (1.512) 5.500 ( .926) 2.750 (1.909)   7.880*

Squishy 4.750 (1.753) 5.625 ( .916) 6.250 ( .886) 4.823　 3.375 (1.685) 3.000 (2.000) 2.875 (1.458)   .401　

Taut 5.000 (1.414) 5.375 (1.408) 4.875 (1.126)   .997　 3.125 ( .991) 2.500 (1.414) 1.875 (1.126) 4.519　

Slippery 3.875 (1.642) 4.625 (1.598) 4.500 (1.069) 1.219　 2.250 (1.832) 2.125 (1.553) 2.125 (1.126) .107　

*p<.05, **p<.01

Table 2. Result of nonparametric ANOVA between VP, VM, and VT at TS and HS respectively 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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빳빳하다, 부드럽다, 물렁물렁하다’와 더불어 VP와 

VM 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탄력이 있다, 유연

하다’ 또한 포함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때 ‘딱딱하다, 빳빳하다’는 VT가 VP보다 낮게 나타

났지만 ‘탄력이 있다, 유연하다, 부드럽다, 물렁물렁

하다’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VM과 VT 간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6>–<Fig. 9>는 HS를 VP와 VM, VP와 VT 그리

*p<.05

Fig. 6.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between VP and VM at HS.

*p<.05

Fig. 7.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between VP and VT at HS.

*p<.05

Fig. 8.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between VM and VT at HS.

*p<.05

Fig. 3.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between VP and VM at TS.

*p<.05, **p<.01

Fig. 4.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between VP and VT at TS.

 

Fig. 5.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between VM and VT at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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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VM과 VT에 대하여 각각Kruskal-Wallist test를 실

시한 결과이다. VP와 VM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단단하다’로 모두 VM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진으로 본 감촉과 동영상으로 본 

감촉에 대해서 TS와 마찬가지로 HS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감촉을 느낀 것으로 생각되며 ‘단단하다’에

서는 동영상으로 본 감촉이 사진으로 본 감촉보다 더 

긍정적으로 의식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VP와 

VT 간에서는 ‘강하다, 가볍다, 오돌오돌하다, 무겁다, 

차갑다, 건조하다 탱탱하다’와 더불어 VP와 VM 간

에서 나타났던 ‘단단하다’ 또한 포함되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때 ‘가볍다, 건조하다, 탱탱하다’

는 VT가 VP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강하다, 오돌오

돌하다, 무겁다, 단단하다, 차갑다’에서는 유의미하

게 높았다.

시각의 감촉성은 유사 촉각성이다. 시각은 눈을 통

하여 감촉을 느껴며 촉각적 체험과 유사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TS와 HS에서, 시각적 

감각에 대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각각 시 · 촉각과 비

교하였다. 그 결과 VM과 VT의 비교보다 VP와 VT의 

비교에서 더 많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다시말하면, VM으로 본 시각이 VP로만의 시각

적 자극보다 VT와 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시

각은 시 · 촉각을 보조한다. Yanagisawa and Yuki(2012)

의 연구에서 시각에 따라 감촉의 예상은 대상을 만져

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생리학적

으로 타당한 인지 활동이라고 하며 이처럼 시각의 예

측이 감촉의 지각내용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를 

시각에 따른 기대 효과(Expectaion eff-ect)라고 하였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인조유방의 시각적 자극을 

움직이지 않는 사진의 형태로 제시한 것과 움직임으

로 변형을 준 동영상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조유방에 대하여 인터넷 

등으로 이미지를 소개할 때에 단순한 사진보다는 동

영상을 통한 상품 소개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인 시

각의 기대 효과로 소비자는 인조유방 감촉을 더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VP, VM, VT의 상태에서 TS와 HS의 비교 결과

<Fig. 9>는 VP, VM, VT의 각각의 상태에서 TS와 HS 

간의 Kruskal-Wallist test를 실시한 결과이다. 감촉의 

형용사에서 따뜻하다는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

미한 항목으로 나타났다(p<.05). 

VP에서는 ‘탄력이 있다, 빳빳하다, 거칠다, 오돌오

돌하다, 까실까실하다, 탱탱하다’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이때 TS는 HS보다 ‘탄력이 있다’와 ‘탱탱

하다’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빳빳하다, 거칠다, 오

TS HS

VP

VM

VT

Resilience

Taut

Stiff

Rough

Lumpy

Coarse

Flexible

Smooth

Moist

Squishy

Slippery

Hard

Solid

Dry

Light

Soft

Strong

Heavy

Cold

Fig. 9.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between TS and HS at VP, VM, and 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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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오돌하다, 까실까실하다’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VM에서는 VP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

목과 더불어 ‘딱딱하다, 유연하다, 매끄럽다, 촉촉하

다, 단단하다, 건조하다, 물렁물렁하다, 미끈거리다’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서는 TS가 HS보

다 ‘유연하다, 매끄럽다, 촉촉하다, 물렁물렁하다, 미

끈거리다’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딱딱하다, 단단

하다, 건조하다’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VT에서는 VP와 VM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항목

을 포함하며 더불어 ‘강하다, 가볍다, 부드럽다, 무겁

다, 차갑다’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서는 TS가 HS보다 ‘가볍다, 부드럽다’가 유의미

하게 높았으며 ‘강하다, 차갑다’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사진보다 동영상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더 나타나며, 그럼에도 실제 만졌을 때의 감촉

에서 더 유의미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시 · 촉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던 항목

이 더 많았지만 시각 내에서의 비교된 감촉 내용의 결

과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경향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앞서 언급한 시각에 의한 기대 효과가 본 연구결과에 

뒷받침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한편, VT 상태에서 TS가 HS보다 ‘가볍다, 부드럽

다’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강하다, 차갑다’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Choi(2009)의 연구에 의하면 피

부 감각은 기계 감각, 통증 감각, 온도 감각으로 나눈

다. 기계 감각은 물리적 힘과 관계된 감각이며, 통증 

감각은 아픔으로 위험을 뇌에 경고해주며 생존에 기

여하는 감각이라 하였다. 또한 온도 감각은 뜨거움, 

따뜻함, 시원함, 차가움에 반응한다. 본 연구에서도 실

제로 만지는 시 · 촉각에서 ‘강하다 무겁다, 가볍다’라

는 기계 감각과 차갑다라고 하는 온도 감각은 시 · 촉

각에서 시각적 감각보다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 항목

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TS와 HS의 요인 분석 결과

TS와 HS 사이의 Kruskal-Wallist test에 의하여 VP, 

VM, VT상에서 감촉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인조유방의 감촉에 대한 설문

지의 데이터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조유방의 

특성을 대표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축요인

추출을 적용한 요인 분석의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이 .857이며, 

Bartlette의 구형성 검정은 848.479(df=190, p<.000)로 

요인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

유치(Eigenvalue) 1.000 이상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4개

가 추출되었으며 회전된 성분행렬의 결과, 전체 변

량은 76.615%를 설명하였다. 제1요인은 <탄력감 및 

요철감>으로 명명하였는데, ‘매끄럽다, 물렁물렁하

다, 유연하다, 미끈거리다, 탱탱하다. 촉촉하다, 탄력

이 있다, 오돌오돌하다, 가볍다’가 긍정적 값을 나타

내며, ‘거칠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까실까실하다’가 

부정적 값을 내며 구성되어 있다. 제2요인은 <무게감

이 있는 강고함>으로 명명하였는데, ‘강하다, 단단하

다, 무겁다’로 구성되어 있다. 제3요인은 <온도감>

으로 명명하였으며 ‘차갑다, 따뜻하다’로 구성되어 있

다. 제4요인은 <건조성>으로 명명하였으며 ‘건조하

다’로 구성되어 있다. 

<Fig. 10>은 세로축을 제1요인으로 가로축을 제2

요인으로 한 산포도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세로축

의 제1요인인 <탄력감 및 요철감>은 실리콘 인조유

방에서 양의 특성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실크 인조

유방은 다소 음의 특성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탄

력감 및 요철감>은 실리콘 인조유방이 실크 인조유

방보다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들의 Value 값으로 TS와 HS 

간의 VP, VM, VT의 상태에서 Kruskal-Wallist test를 

분석한 결과는 <Fig. 11>–<Fig. 14>와 같다. 제1요인 

<탄력감 및 요철감>의 VP, VM, VT에서 모두 유의미

하게 실리콘이 실크보다 높은 값을 가졌다. 그런데 VT

에서는 제1요인 <탄력감 및 요철감>뿐만 아니라 제2

요인 <무게감이 있는 강고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제1요인 <탄력감 및 요철감>은 실리

콘 인조유방이 유의미하게 높았지만 제2요인 <무게

감이 있는 강고함>에서는 실크 인조유방이 실리콘 

인조유방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리콘과 실크의 인조

유방의 촉감에 대하여 제1요인 <탄력감 및 요철감>

은 VP와 VM의 시각과 VT라는 시 · 촉각의 병행 요인

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시 · 촉각의 평가에 있어 시각

의 평가에서 일치하였다. 이는 견, 모, 면, 마, 화학 섬

유로 시각, 촉각, 시 · 촉각의 관능 평가를 실시하여 

요인 분석의 값이 시각과 시 · 촉각 병용과 일치하며 

시 · 촉각의 평가가 시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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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Kobayashi & Tomi-

zuka, 1990). 그런데 제2요인 <무게감이 있는 강고함>

에서는 Kruskal-Wallist test 결과 VT 상태에서만 TS와 

HS의 차이가 나타났다. VP와 VM에서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각적 감촉은 촉각과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동일

하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다. 시각은 눈을 통해 검출

되는 감각으로 선형적이지만 촉각은 접촉력, 온도를 

직접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피부의 변형

이나 열전도라고 하는 비선형적 교환을 통해서 계측

되는 감각이기 때문이다(Maeno, 2002). 그러므로 인

조유방을 구매할 때에 시각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

운 무게라든가 착용시 온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다면 착용자들이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TS와 HS의 인체 생리 반응 비교

피험자가 두 개의 각각의 인조유방을 보면서 손에 들

어 만지며 계측한 인체 생리 반응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피부 전도 수준은 인체 생리적 반응을 통한 스트

레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 .40 

이하의 피부 전도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Lee(2013)

의 연구에서 다양한 직조 방법으로 제작된 6개 종류

의 견직물을 손으로 만졌을 때 피부 전도 수준의 평

균이 0.66~1.04였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피부 

전도 수준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경우 피부 전도의 

진폭(Amplitude)이 커지는데 실리콘과 실크의 서로 

Factor 1 2 3 4

No Item
Flexibility & 

Convexoconcave
Weighty solidity Temperature Desiccation

1

Smooth    .905   ‒.109   ‒.126   ‒.133

Squishy    .880   ‒.105   ‒.175   ‒.087

Flexible    .878   ‒.205   ‒.174   ‒.046

Slippery    .861   ‒.060    .041    .017

Taut    .840   ‒.222   ‒.094   ‒.013

Moist    .804    .067   ‒.128   ‒.229

Resilience    .797   ‒.167   ‒.131   ‒.110

Rough   ‒.797    .341    .170    .265

Soft    .796   ‒.029   ‒.380   ‒.041

Lumpy   ‒.680    .328    .246    .212

Hard   ‒.650    .356    .330    .161

Stiff   ‒.650    .275    .089    .447

Coarse   ‒.628    .345    .430    .192

Light    .561   ‒.307   ‒.491   ‒.109

2

Strong   ‒.049    .835   ‒.116   ‒.137

Solid   ‒.371    .792    .143    .088

Heavy   ‒.196    .651    .360    .299

3
Cold   ‒.054    .273    .886    .056

Warm    .304    .299   ‒.772    .195

4 Dry   ‒.189   ‒.001   ‒.058    .918

Eigen value   8.690   2.704   2.445   1.484

Cumulative 43.450 56.969 69.194 76.615

Table 3. Result of Factor analysis for texture of breast pros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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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atter diagram between factor 1 (Flexibility & Convexoconcave) and factor 2 (Weighty solidity). 

                                       *p<.05

Fig. 11.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at factor 1 (Flexiblity & 

Convexoconcave) with VP data 

between TS and HS.

                                        **p<.01

Fig. 12.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at factor 1 (Flexiblity & 

Convexoconcave) with VM data 

between TS and HS.

                                                **p<.01

Fig. 13.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at factor 1 (Flexiblity & 

Convexoconcave) with VT data 

between TS and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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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재의 인조유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재가 다른 두 개의 인조유

방은 다르지 않은 스트레스의 강도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 온도 22°상에서의 피부 온도는 평균적으로 

31.77±0.65로(Kwon & Kim, 1995) 본 연구에서는 25° 

내의 실험실에서 계측된 손가락의 피부 온도에서는 

HS가 32.27°였으며 TS는 31.05°로 유의미하게 HS가 

더 높았다. Im and Chung(as citied in Kim & Bae, 2013)

은 제품을 만지면서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수축

된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크 인조유방의 경우 실리콘 인조유

방보다 피부 온도는 상승하였으나 두 개의 인조유방에 

대한 혈류량은 동일하였다. 한편, 인체 생리 반응 실험 

전에 실시된 VT의 감촉 설문지에서 실크 인조유방이 

VP, VM보다 유의미하게 ‘차갑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크 인조유방을 만졌을 때가 실리콘 인조유방을 만졌

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실제 피부 온도는 더 높았다. 

시각과 촉각이 융합적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착각

이 생길 수 있다. Ifukube(1992)의 연구에서 손바닥에 

진동 자극과 온도 자극을 부여하였을 때, 조건에 따

라 온도 자극이 진동 자극이 있는 부위에서만 지각됨

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시각의 가현 운동과 같다. 즉, 

시각과 청각을 융합한 실험에서 소리 자극의 방향이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어도 어둠 속에서는 마치 빛이 

발생된 곳에서 소리 자극이 나는 것처럼 느낀다. 이

러한 실험 결과처럼 두 개의 감각을 융합하였을 때 

착각이 생길 수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VT 실험에서 실크 인조유방은 실리콘 인조유방보다 

감촉 형용사에서 ‘딱딱하다, 강하다, 빳빳하다, 거칠

다, 오돌오돌하다, 무겁다, 단단하다, 까실까실하다, 

차갑다, 건조하다’의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0). 이처럼 실크 인조유방

이 실리콘 인조유방보다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자극

이 더 크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졌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는 여름철 잠옷과 이불을 단지 얇은 옷감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요철이 있는 시어서커(Seersucker) 옷

감을 사용했을 때 더 시원하게 느끼는 것과 같은 맥

락이라 할 수 있겠다.

V. 결론및제언

이 논문에서는 대부분의 전절제 유방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실리콘 인조유방에 대한 대안 및 개선의 일

조로써 TS와 HS 소재 차이에 따른 감촉 및 인체 생리 

반응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이전에 IRB는 면제 받

았으며 피험자는 40대 유방암 경험이 없는 여성 9명

으로 기간은 2018년 6~7월 사이이다. 감촉 실험에서

는 20개의 감각 형용사를 이용한 7점 척도의 동일한 

Type (Item)
TS HS

z
Mean (S.D.) Mean (S.D.)

SCL     .390 (00.147)    .386 (00.150) ‒01.763***

Temp 31.049 (03.348) 32.269 (02.869) ‒23.822***

BVP 49.311 (14.122) 49.181 (11.234) ‒00.616***

Puls 73.809 (08.892) 71.330 (08.186) ‒12.607***

***p<.001

Table 4. Result of physiological instrumentation measurement between TS and HS N=9

                                                               *p<.05

Fig. 14. Result of Kruskal-Wallist test at factor 2 

(Weighty solidity) with VT data between TS and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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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를 통해 인조유방의 폐와 VM을 이용한 시각

과 보며 만지는 VT를 실시하였다. 인체 생리 반응 실

험에서는 TS와 HS에 대하여 피부 전도 수준, 피부 온

도, 혈류량, 맥박을 계측하였다. 

TS와 HS에서 각각의 VP, VM, VT를 비교해본 결

과 TS에서는 시 · 촉각이 시각보다 탄력감, 유연함, 

부드러움이 높았지만 ‘단단하다’에서는 낮았다. HS

에서는 시 · 촉각이 시각보다 ‘가볍다, 건조하다’는 낮았

으나 ‘무겁다, 단단하다, 차갑다’에서 높았다. HS는 TS

와 달리 제작하며 무게를 가감할 수 있는데 이번 실험

에서 실제로 HS가 TS보다 30g이 무거웠다. 한편, 실

크 인조유방은 덜 건조하고 더 차갑게 느낀다는 결과

에 따라 정상적인 유방보다 피부 온도가 높고 발한량

이 적은 전절제 수술한 피부 위에 놓여지는 인조유방 

소재로서 실리콘 인조유방의 불만족에 대한 대안으

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사후 분석에 실시한 결과 그러나 TS와 HS 모

두 사진에 의한 시각적 감촉과 실제 만졌을 때의 시 ·

촉각적 감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

났다. 여기에는 사진으로 보았을 때와 동영상으로 보

았을 때의 차이 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동영상에 의한 시각적 감촉과 실제 만졌을 때의 시 ·

촉각의 감촉 사이에서 실리콘 인조유방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크 인조유방에서는 ‘차

갑다’와 ‘건조하다’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시

각적 감촉에 따라 시 · 촉각 감촉의 예상이 가능하다

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더 적극적으로 시 · 촉각을 느

끼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부동자세의 사진으로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에 따른 모습을 제시하면 적극

적인 시각적 기대 효과로 시 · 촉각적 감촉의 이해를 

더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S와 HS의 요인 분석으로 인조유방의 감촉을 제1

요인 <탄력감 및 요철감>, 제2요인 <무게감이 있는 

강고함>, 제3요인 <온도감>, 제4요인 <건조감>으로 

구분하였다. TS와 HS 사이에서 <탄력감 및 요철감>

은 VP, VM, VT의 경우에 TS가 HS보다 높았고, <무게

감이 있는 강고함>에서는 VT의 경우에서 TS가 HS

보다 낮았다. 

VT의 상태에서의 TS와 HS의 인체 생리 반응 계측 

결과 피부 전도 수준과 혈류량은 두 인조유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실리콘과 실크의 소

재 터치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데 TS가 HS보다 맥박수가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 온도도 유의미하게 낮았

다. 실크 인조유방은 VT의 감촉 설문지에서 VP, VT

보다 ‘차갑다’라고 응답되었지만, 실제 피부 온도는 

실리콘 인조유방보다 더 높았다. 실리콘 인조유방의 

겉면은 부드러운데에 반해 실크 인조유방은 거칠고 

강고한데, 이러한 물리적 감촉이 피부에 자극이 되

어 더 차가움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맥박의 경우 실크 인조유방이 더 낮게 

나타나 이완된 상태를 나타내었다. 

실리콘 인조유방에 대한 대체적이고 병행적 방안

으로 본 연구를 모색하였다. 실크 인조유방은 이미 

제작되어 시판되는 실리콘 인조유방과는 다르게 스

스로 주변의 저렴한 재료를 이용하여 본인의 가슴 사

이즈에 맞추어 자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 더욱이 만

드는 과정에서 인조유방의 무게를 조절하며 적응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갖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

체 생리 반응 실험 결과에 따라 실리콘 인조유방 보

다 더 편안하고 실제로는 따뜻하지만 시 · 촉각적으

로 차갑게 느껴지는 기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

크 인조유방의 감촉 실험 결과 단단하다는 경향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감촉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보

완된 내용물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조유방의 제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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