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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desirable breast types using measurements from 31 selected female subjects based

on the ratio of breast in works of art and to design a brassiere cup design according to the breast type of

182 female subjects in their 20s. The subjects selected for this paper are somewhat larger than a previous

study on aesthetically perfect breasts of foreigners according to chest breadth, center neck point to breast

point, breast circumference, and breast volume. However, the aesthetic breasts of foreigners are larger than

the subjects selected for this study according to chest depth, under-bust circumference, and bust point to

bust point. Comparing various breasts types and aesthetic breasts, padding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form of flat breasts to increase the volume and diameter. Brassiere cups for cone-shaped breasts should be

designed to increase breast volume through an increase in nipple height. Hemisphere breasts should be

designed to increase the overall volume-leaving diameter. Protrusion breasts should enhance the functions

of aggregating and supporting without any increase or decrease of the breast volume. Drooping breasts re-

quire the ability to support a large volume to stabilize the breast. Subjects were selected depending on the

ratio of breast silhouette as works of art and who have large breasts in disproportional to a slender trunk.

Three items, the circumferential length of breast, height of the nipple, and the depth of inner breast using

the anthropomorphic measurements of 182 subjects were measured through regression equations for breast

volume. Breast volume = −394.86 + 27.52 × (the circumferential length of breast) + 18.73 × (height of the

nipple) + 12.85 × (the depth of inner breast). Regression equations to extract the aesthetic breast volume in

measurements irrelevant to breasts using the anthropomorphic measurements of 31 subjects were as follows.

Aesthetic breast volume = −611.30 + 17.67 × (bust circumference) − 24.29 × (under-bust circumference) +

16.31 × (neck point to breast point to waistline) + 22.83 × (bust breadth) + 12.22 × (waist depth) − 8.34 ×

(interscye- front). This prediction equation is useful to develop a breast type brassiere pattern, complement

breast enhancement surgery, or minimize the effect a mast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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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성의 유방은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관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유방을 만들고 가꾸는 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름다운 유방의 기준은 시

대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사이즈, 바디에 대한 비율,

최소한의 하수, teardrop 형상, 젖꼭지가 가장 앞으로 나

와 있는 형상 등(Melvyn, 1997)은 공통된 기준이다.

예술가들에 의해 현대 조각과 그림에 표현된 유방은

실제보다 훨씬 이상적이다. 하수되지 않고 흉곽 위에 높

이 위치해 있으며, 젖꼭지가 앞으로 나와 있고 쇄골부터

젖꼭지까지의 형태는 직선 또는 약간 볼록한 모양이고,

흉부의 거의 중간에 위치하며, 하연곡선은 거의 180도

의 반원으로 그려지고 있다. 영국여성을 대상으로 미적

인 유방의 형태를 연구한 Brown et al.(1999)은 젖꼭지

위치가 빗장중간선과 위팔뼈중심선의 교차점과 일치한

다고 하였다. Hwang et al.(2005)은 한국여성의 바람직

한 유방위치와 크기에 관해 1990~2000년대의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품들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젖꼭지 위

치가 수직으로는 목아래패임부터 배꼽까지 거리의 1/3점

에, 수평으로는 빗장중간선으로부터 봉우리까지 거리의

1/3만큼 가쪽에 위치하였다. 유방의 가쪽 경계선 사이의

거리는 가슴폭과 동일하였고, 유방의 돌출 정도는 가슴

우리 앞뒤 폭의 40%에 해당하였다(Fig. 1). 한 관련자료

(“Korea Women's chest”, 2006)에서 최근 건강하고 성적

매력을 돋보이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해지면서 과거보

다 젖가슴아래둘레는 작고 컵 사이즈는 더 큰 브래지어

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빈약하거나

지나치게 큰 가슴, 좌우 크기 차이가 많은 가슴, 긴 젖꼭

지, 매우 넓은 유륜(areola) 등의 이유로 유방성형시술을

하기도 한다(Kang, 2004). 또 2000년대 들어 식생활의 서

구화와 여성들의 만혼 추세, 모유수유의 감소 등으로 인

해 국내의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 발생이 가장 많아 유방

재건술도 증가하고 있다(“Breast reconstruction”, 2010).

유방성형술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자신 및 성형외

과 의사의 심미안, 의사의 수술을 디자인하는 능력과 기

하학적인 계산을 통해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는 감각, 또

인체의 조직 조밀도, 성분, 모양, 흉곽에 놓여진 위치 등

유방의 여건에 따라 좌우된다. 이 때 인체의 여건을 제외

한 미적인 유방의 볼륨은 본인 및 의사의 주관적인 감

각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유방의 기

준치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미적 가슴형상에 대

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방볼륨을 증가시키는 수술을 할 때에 적정 볼륨을 위

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빈약한 가슴을 가진 여성들은

볼륨 보완을 위한 공기주머니나 몰드 브래지어 등을 이

용하고 있으나 보조물의 형태가 유방형태와 맞지 않거

나 실루엣이 과장되게 연출되어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

이 되기도 한다.

의료계에서 유방 관련 연구로는 18~31세에 해당하는

55명에 대하여 외연점~젖꼭지점, 겨드랑점~젖꼭지점, 젖

꼭지점~중심점까지 수평거리, 하연점~젖꼭지점, 하연점

~유방이 하수된 가장 낮은지점, 젖꼭지사이수평길이 등

인체치수 6항목과 석고를 이용한 유방볼륨에 대해 평균

과 중간, 최대, 최소치를 개별치수로 제시한 연구(Smith

et al., 1986), 또 미적으로 하수증이 없는 완벽한 가슴을

가진 17~38세의 50명을 대상으로 21항목과 유방볼륨을

측정하여 각각의 측정치를 제시하고 목앞젖꼭지점길이

와 젖꼭지사이수평길이, 젖꼭지점~쇄골위의 점, 흉골위

너치점~목앞점과 유방볼륨 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2개

의 변수 즉 목앞젖꼭지점길이와 젖꼭지사이수평길이를

가지고 유방볼륨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술시 적정

볼륨 증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선행연구(Mel-

Fig. 1. Location and size of the desirable breast for

Korean women.

From Hwang et al. (2005).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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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n, 1997)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의 유방에 대한 선행연구(Hwang

et al., 2005)를 바탕으로 한국 미술작품 속의 유방 실루

엣의 비율과 근사(近似)한 유형을 선정하여 유방인체치

수와 볼륨을 조사하였다. 선정된 집단의 인체치수 특징

을 동연령대의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더 매력적인 집단

임을 살펴보고, 이를 외국에서 제시하는 미적인 유방과

비교하였으며, 관찰 유방유형별 측정치와 비교하여 어

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유방유형별 브래지어 패

턴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 유방볼륨을 산출하는 추정식을 구하여, 레플리카를

만들지 않고도 몇 가지 측정항목으로 자신의 유방볼륨

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미술작품의 유방비율에 근사

하여 선정된 집단의 유방 관련 항목을 제외한 인체치수

를 가지고 유방볼륨을 산출하는 추정식을 구하여 매력

적인 유방을 위해 필요한 유방볼륨을 추정함으로써 인

체와 조화되는 볼륨의 브래지어 패드 설계나 유방성형

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20대 여대생 182명에 대하여 유방 관련 세부항목

과 유방볼륨을 직접 계측하였다. 기준점 설정은 <Fig. 2>

와 같고 기준선은 KS A ISO 8559:2008(의복 설계를 위

한 인체측정)(Korean Standard Association, 2008a) 및 KS

A ISO 7250:2008(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Ko-

rean Standard Association, 2008b)과 유방 관련 선행연구

(Cho & Sohn, 2001; Lee & Hong, 2002; Lim, 2003)를

참고하여 <Table 1> 및 <Fig. 3>과 같이 측정하였다. 유

방볼륨은 유방의 기준점과 외곽선을 수성펜으로 표시

한 후 물과 알지네이트를 1:1 비율로 섞어 유방 위에 바

르고 굳어진 유방틀을 떼어내어 외곽선까지 물을 채워

넣은 후 물의 부피를 매스실린더로 측정하였다.

2. 미술작품의 유방 실루엣 비율(Hwang et al., 2005),

즉 가쪽 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가슴폭과 같고 젖꼭지사

이수평길이와 젖가슴너비가 3:4에 가깝고, 유방의 양쪽

형상이 큰 차이가 없으며, 측면 사진상에서 유방위길이와

Fig. 2. Method of setting the measurement point.

Fig. 3. Method of breast related measurement items.

Table 1. Measurement items

Classification Measurement items 

Letters 

(arranged 

the same 

as Fig. 3)

Upper

body-

related

items

1 Neck base circumference

2 Chest circumference

3 Bust circumference

4 Under-bust circumference

5 Waist circumference

6 Waist front length

7 Waist back length

8
Neck point to bust

point to waistline

9 Interscye- front

10 Interscye- back

11 Bi-shoulder length

12 Chest breadth

13 Bust breadth

14 Under-bust breadth

15 Waist breadth

16 Chest depth

17 Bust depth

18 Under-bust depth

19 Scye depth

20 Waist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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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길이의 비율이 6:5에 근사한 유형에 해당하는 31명

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3. Institute for Human Sciences in Japan(as cited in

Sohn, 2006)의 유방분류법에 따라 6가지 유형 즉, 납작

형, 원추형, 반구형, 돌출형, 하수형I, 하수형II에서 20대

여성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하수형II를 제외한 5가지 유

방유형으로 20대 여대생 182명의 인체치수를 분류하였

다. 이하 관찰 유방유형이라고 한다.

4. 분류된 31명의 데이터를 동연령대의 측정데이터와

비교하여 더 매력적인 유방임을 고찰하고 이를 관찰 유

방유형과 비교 분석하여 브래지어 설계시 유방유형별

보완해야 할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외 선행연구(Mel-

vyn, 1997)의 로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였다.

5. 182명 피험자의 유방 관련 치수와 유방볼륨과의 상

관관계를 구하여,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계측항목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유방볼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신의 유방볼륨을 산출할 수 있

는 추정식을 구하였다.

6. 매력적인 유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선정된 31명

의 데이터를 가지고 유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인

체치수(이하 유방 비 관련 항목으로 칭함)와 유방볼륨 간

의 회귀식을 구하여 미적인 유방볼륨량을 추정함으로써

적정 볼륨의 패드 설계나 유방볼륨 증감을 위한 성형, 유

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선정된 집단의 인체치수 특징

1) 동일 연령집단과의 비교

미술작품 속의 유방 실루엣의 비율에 근거하여 선정

된 31명의 상반신 관련 인체치수를 동일 연령의 182명

의 인체치수와 각각 비교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상반신과 관련된 측정항목(Upper body-related items)

에서 선정된 집단은 젖가슴아래둘레(Underbust circum-

ference)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다른 집단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젖가슴아래둘레에서만 선정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방 관련 세

부항목(Breast-related items)에서는 선정된 집단의 유방

안쪽사이간격(Space between the inside points of breast)

이 좁고 젖꼭지사이수평길이(Bust point-bust point)가

넓으며, 유방안쪽직경(Inner diameter of breast), 유방아

래직경(Below diameter of breast)이 크고, 유방의 돌출

정도를 나타내는 유방내측깊이(Inside depth of breast),

외측깊이(Outer depth of breast), 상부깊이(Upper depth

of breast)와 젖꼭지점높이(Height of the nipple) 등도

크게 나타났다. 유방바깥쪽길이(Outer length of breast),

유방아래길이(Below length of breast), 젖가슴위쪽젖가

슴안쪽길이(Upper point of breast to inside point of bre-

ast), 젖가슴밑윤곽선길이(Under fold length of the bre-

ast), 유방원주길이(Circumferential length of breast) 모

두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방볼륨 역시 큰 것으로 나

타나 유방볼륨과 관련된 항목에서 다른 집단보다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Continued

Classification Measurement items 

Letters 

(arranged 

the same 

as Fig. 3)

Breast-related

items

21 Anterior neck to bust point a*

22 Neck point to bust point b

23 Mid-shoulder to bust point c

24 Lateral shoulder to bust point d

25
Space between the inside

points of breast
e

26 Bust point-bust point f

27 Inner diameter of breast g

28 Outer diameter of breast h

29 Upper diameter of breast i

30 Below diameter of breast j

31 Inner length of breast k

32 Outer length of breast l

33 Upper length of breast m

34 Below length of breast n

35
Upper point of breast to

inside point of breast
o

36
Outer point of breast to

upper point of breast
p

37
Under fold length

of the breast
q

38 Inside depth of breast r

39 Outer depth of breast s

40 Upper depth of breast t

41 Nipple height u

42
Circumferential length

of breast
I+k

43 Breas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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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건강하고 성적 매력이 돋보이는 체형을 표

현하려는 욕구로 젖가슴아래둘레는 작고 컵 사이즈는 더

큰 브래지어를 선택한다는 보고(“Korea Women's chest”,

2006)를 고려할 때 미술작품의 유방 실루엣 비율에 근

사하여 선정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매력적인

유방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외 미적 가슴데이터와의 비교

국외 선행연구(Melvyn, 1997)에서 이루어진 유방 관련

수술을 위해 아름답다고 판단되는 50인의 유방 프로토

콜 및 데이터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집단의 인

체치수 평균치와 비교 분석하였다. 두 자료에서 동일하

게 측정된 인체치수부위만을 비교하여 <Table 3>에 제시

하였다. 외국의 미적인 유방데이터와 비교해 볼 때, 본 연

구에서 선정된 집단은 가슴너비(Chest breadth), 목앞젖

꼭지길이(Anterior neck to bust point), 유방원주와 유방

볼륨(Breast volume)이 더 컸으며, 가슴두께(Chest depth)

와 젖가슴아래둘레, 젖꼭지사이수평길이는 작게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된 집단은 외국의 미적인

유방데이터에 비해 가슴두께와 젖가슴아래둘레가 작으

며 젖꼭지사이수평길이가 더 작아 덜 벌어져있는 형태

이면서 유방의 볼륨이나 유방원주가 큰 형태임을 알 수

있다.

3) 선정된 집단과 관찰 유방유형과의 비교

선정된 집단과 관찰 유방유형 집단 간의 인체치수를

비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유방 관련 항목과 유

방이 위치하는 가슴부위의 치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유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길이항목과 어깨 관련 항목, 허리둘레 등에서는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납작형(Flat breast)은 젖가슴둘레

(Bust circumference), 목앞젖꼭지점길이, 젖꼭지점사이

길이(Bust point-bust point)가 작았으며, 유방안쪽점사이

간격(Space between the inside points of breast)은 넓었

다. 또 안쪽직경과 아래직경, 유방위의 모든 길이와 유

방둘레의 길이, 각 지점에서의 깊이, 유방원주, 볼륨 등

에서 선정된 집단과 유의적인 차이로 작게 나타났다.

Table 2. Comparison of body size between the selected group and the same age group         (Unit: cm)

Items
Selected group

 (N=31)
Comparison

Same age group

(N=182)
t-value

Upper body-

related items

1 Neck base circumference 38.93 ( 1.89) 38.85 ( 2.26) −0.18

2 Chest circumference 80.42 ( 4.22) 81.07 ( 4.74) 0.70

3 Bust circumference 83.05 ( 4.49) 82.88 ( 7.01) −0.13

4 Under-bust circumference 69.85 ( 4.24) < 71.79 ( 4.83) 2.06*

5 Waist circumference 64.99 ( 3.65) 66.53 ( 4.80) 1.69

6 Waist front length 29.32 ( 1.95) 29.67 ( 1.80) 0.96

7 Waist back length 35.67 ( 1.78) 35.77 ( 1.80) 0.28

8 Neck point to bust point to waistline 37.71 ( 2.81) 37.78 ( 1.92) 0.18

9 Interscye- front 30.25 ( 1.62) 30.15 ( 1.87) −0.29

10 Interscye- back 33.55 ( 2.50) 33.34 ( 2.29) −0.45

11 Bi-shoulder length 38.16 ( 2.03) 38.05 ( 2.32) −0.26

12 Chest breadth 26.92 ( 1.30) 26.90 ( 1.69) −0.34

13 Bust breadth 26.13 ( 1.45) 26.20 ( 1.92) 0.20

14 Under-bust breadth 24.92 ( 1.70) 25.13 ( 1.70) 0.58

15 Waist breadth 22.12 ( 1.37) 22.72 ( 1.65) 1.89

16 Chest depth 15.66 ( 1.33) 15.69 ( 1.47) 0.12

17 Bust depth 16.25 ( 1.58) 16.44 ( 1.75) 0.58

18 Under-bust depth 15.68 ( 1.54) 15.93 ( 1.73) 0.88

19 Scye depth 17.22 ( 1.63) 17.24 ( 1.66) 0.63

20 Waist depth 14.64 ( 1.18) 15.03 ( 1.5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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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Items
Selected group

(N=31)
Comparison

Same age group

(N=182)
t-value

Breast-related 

items

21 Anterior neck to bust point 19.69 ( 1.28) 19.58 (   2.10) −0.27

22 Neck point to bust point 24.75 ( 1.66) 24.59 (   2.46) −0.36

23 Mid-shoulder to bust point 23.03 ( 1.77) 23.41 (   2.34) 0.86

24 Lateral shoulder to bust point 21.77 ( 1.83) 22.09 (   2.27) 1.90

25
Space between the inside

points of breast
1.10 ( 0.46) < 1.35 (   0.63) 2.06*

26 Bust point-bust point 18.37 ( 1.23) > 17.70 (   1.48) −2.37*

27 Inner diameter of breast 8.27 ( 0.66) > 7.90 (   1.14) −2.62**

28 Outer diameter of breast 6.05 ( 1.16) 6.01 (   1.27) 0.34

29 Upper diameter of breast 7.93 ( 1.22) 8.22 (   1.91) 0.29

30 Below diameter of breast 5.64 ( 1.16) > 4.97 (   1.12) −5.45***

31 Inner length of breast 9.26 ( 0.70) 9.19 (   1.62) −1.71

32 Outer length of breast 10.89 ( 1.16) > 10.24 (   1.68) −2.22*

33 Upper length of breast 10.17 ( 1.14) 10.06 (   2.10) −0.30

34 Below length of breast 7.26 ( 1.98) > 6.15 (   1.94) −4.18***

35
Upper point of breast to

inside point of breast
13.61 ( 1.41) > 13.25 (   1.51) −2.91**

36
Outer point of breast to

upper point of breast 
11.09 ( 1.19) 10.88 (   1.31) −1.07

37 Under fold length of the breast 23.19 ( 2.14) > 22.06 (   2.09) −2.67**

38  Inside depth of breast 5.06 ( 0.92) > 4.67 (   1.50) −2.20*

39 Outer depth of breast 8.49 ( 1.17) > 7.90 (   1.70) −3.01**

40 Upper depth of breast 5.42 ( 0.71) > 4.84 (   1.54) −1.98*

41 Nipple height 5.01 ( 0.84) > 4.19 (   1.36) −4.57***

42 Circumferential length of breast 20.15 ( 1.53) > 19.43 (   2.95) −2.23*

43 Breast volume 340.32 (77.16) > 271.72 (126.12) −4.69***

*p<.05, **p<.01, ***p<.001

Table 3. Dimensions of selected group and international aesthetic breast group              (Unit: cm)

Items
 Selected group 

(N=31)
Comparison

International aesthetic 

breast group

(N=50)

t-value

4 Under-bust circumference 69.85 ( 4.24) < 71.94 ( 4.59) −2.044*

12 Chest breadth 26.92 ( 1.30) > 25.34 ( 1.55) 4.719***

16 Chest depth 15.66 ( 1.33) < 17.12 ( 1.19) −5.126***

21 Anterior neck to bust point 19.69 ( 1.28) > 18.47 ( 1.60) 3.589***

24 Lateral shoulder to bust point 21.77 ( 1.83) 20.94 ( 1.96) 1.900

26 Bust point-bust point 18.37 ( 1.23) < 19.33 ( 1.73) −2.676**

30 Below length of breast 7.28 ( 1.94) 6.90 ( 1.11) 1.243

41 Height of the nipple 5.02 ( 0.97) 4.93 ( 1.04) 0.495

42 Circumferential length of breast 20.29 ( 1.62) > 16.86 ( 2.21) 9.492***

43 Breast volume 350.56 (86.54) > 282.10 (68.10) 4.567***

*p<.05, **p<.01, ***p<.001

– 285 –



40 한국의류학회지 Vol. 37 No. 3, 2013

Table 4. Comparison between selected group and observed-breast type                     (Unit: cm)

Breast type

Items

Selected

group

(N=31)

Flat

breast

(N=48)

Cone

breast

(N=53)

Hemisphere

breast

(N=35)

Protrusion

breast

(N=13)

Drooping

breast

(N=23)

Total

(N=172)
F-value

1 Neck base circumference 38.93ab 39.05ab 39.05ab 37.86a 40.16b 39.09ab 38.89 02.89*

2 Chest circumference 80.42bc 79.19ab 82.08c 77.98a 84.75d 84.97d 80.90 13.74***

3 Bust circumference 83.05b 78.68a 84.79b 79.38a 88.88c 89.88c 82.94 22.99***

4 Under-bust circumference 69.85a 69.83a 72.83b 68.27a 75.53c 74.67bc 71.23 12.83***

5 Waist circumference 64.99a 64.44a 67.25b 63.66a 70.18c 69.94c 66.08 12.62***

6 Waist front length 29.32 29.74 29.27 29.70 30.35 29.25 29.53 01.10

7 Waist back length 35.67 36.23 35.59 35.26 35.89 36.05 35.76 01.49

8
Neck point to bust

point to waistline
37.71 37.20 37.82 37.44 38.61 38.93 37.76 02.50

9 Interscye- front 30.25a 30.18a 30.30a 29.51a 31.67b 30.34a 30.21 03.13**

10 Interscye- back 33.55ab 32.53a 33.80ab 32.79a 34.32b 34.33b 33.37 03.47**

11 Bi-shoulder length 38.16 37.98 38.10 37.61 38.92 38.42 38.08 00.82

12 Chest breadth 26.92abc 26.57ab 27.36bc 26.26a 27.75c 27.36bc 26.93 03.93**

13 Bust breadth 26.13bc 25.52ab 26.58c 25.14a 27.52d 27.73d 26.19 11.44***

14 Under-bust breadth 24.92ab 24.58ab 25.47bc 24.24a 26.05c 26.07c 25.06 06.30***

15 Waist breadth 22.12a 22.23ab 22.95bc 21.72a 23.35c 23.72c 22.55 07.66***

16 Chest depth 15.66bc 15.26ab 15.96bc 14.88a 16.98d 16.40cd 15.67 08.11***

17 Bust depth 16.25ab 15.84a 16.83b 15.43a 18.38c 17.03b 16.37 10.19***

18 Under-bust depth 15.68ab 15.26a 16.30bc 14.98a 17.83d 16.92c 15.89 11.78***

19 Scye depth 17.22 17.11 17.14 17.27 17.65 17.37 17.23 00.28

20 Waist depth 14.64ab 14.48ab 15.21b 14.18a 16.34c 16.02c 14.93 10.25***

21 Anterior neck to bust point 19.69b 18.55a 19.76b 18.64a 20.43b 22.61c 19.62 27.93***

22 Neck point to bust point 24.75bc 23.86ab 24.78bc 23.54a 25.42c 27.38d 24.66 12.82***

23 Mid-shoulder to bust point 23.03ab 22.87ab 23.34ab 22.41a 23.93b 25.97c 23.34 10.78***

24
Lateral shoulder

to bust point
21.77ab 21.17ab 22.20b 21.06a 23.38c 24.99d 22.07 16.76***

25
Space between the inside

points of breast
 1.10ab  1.65c  1.25b  1.23b  1.22b  0.87a  1.27 07.45***

26 Bust point-bust point 18.37cd 16.99a 17.91bc 17.49ab 19.35e 18.89de 17.89 12.68***

27 Inner diameter of breast 08.27b  7.06a  8.05b  7.79b  8.82c  9.60d  8.03 30.42***

28 Outer diameter of breast 06.05a  5.59a  6.26a  5.93a  5.88a  7.70b  6.15 10.44***

29 Upper diameter of breast 07.93ab  7.33a  8.37b  7.31a  8.52b 10.63c  8.13 20.64***

30 Below diameter of breast 05.64cd  4.87b  5.04bc  5.72d  5.16bcd  4.06a  5.11 08.59***

31 Inner length of breast 09.26cd  8.09a  8.97bc  8.63ab  9.78d 11.50e  9.08 37.93***

32 Outer length of breast 10.89c  9.25a 10.53bc  9.96b 10.95c 12.55d 10.43 23.29***

33 Upper length of breast 10.17b  9.07a 10.32b  9.16a 11.13c 12.88d 10.13 25.65***

34 Below length of breast 07.26bc  5.34a  6.29ab  6.47b  6.50b  8.13c  6.47 07.70***

35
Upper point of breast to

inside point of breast
13.61bc 12.43a 13.44bc 12.89ab 13.70bc 13.78c 13.18 05.14***

36
Outer point of breast to

upper point of breast
11.09 10.74 11.18 10.84 10.92 11.60 11.04 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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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인 유

방바깥쪽직경(Outer diameter of breast)과 유방위직경

(Upper diameter of breast), 젖가슴가쪽점젖가슴위쪽점

길이(Outer point of breast to upper point of breast)는

유방기준선 및 기준점 설정과 관계가 있다. 즉 어깨이등

분점과 젖꼭지점을 연결하여 가슴둘레선과 만나는 지점

을 유방위쪽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방위쪽점과 유방

아래쪽점을 지나는 각각의 둘레선과 앞겨드랑점과 옆허

리이등분점을 이어 만난 선의 이등분점을 유방바깥쪽점

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유방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설정되

므로 이 두 지점을 연결한 젖가슴가쪽점젖가슴위쪽점길

이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추형(Cone breast)은 유방관련 항목에서 젖꼭지높

이(Height of the nipple)와 유방볼륨에서만이 선정된 집

단보다 유의적인 차이로 작게 나타났다. 또 반구형(He-

misphere breast)은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너비가

더 작고 목앞젖꼭지점길이, 목옆젖꼭지점길이, 젖꼭지

점사이길이, 안쪽, 바깥쪽, 위쪽유방길이가 작고, 젖가

슴밑윤곽선길이와, 안쪽깊이를 제외한 모든 깊이, 원주

길이와 유방볼륨이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추형은 유방아래쪽점에서 젖꼭지점까지의 높이인 젖

꼭지점을 높임으로써 부족한 유방볼륨을 증가시키는 형

태의 브래지어 컵 설계가 필요하다. 반면에 반구형은 직

경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유방 위의 체표를 재는 길이와

깊이가 작은 것이므로 컵의 직경은 그대로 하되 전체적

으로 볼륨을 증가시키는 컵 설계가 필요하다. 돌출형은

하수형과 함께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등이 선정집단보다 더 크고 너비와 두께가 크

며 유방 관련 항목에서는 젖꼭지점사이길이, 유방안쪽

직경, 어깨가쪽젖꼭지점길이(Lateral shoulder to bust po-

int), 유방위길이(Upper length of breast)가 큰 것으로 나

타나 유방을 모아주고 올려주는 기능이 강화된 브래지

어 설계가 필요하였다. 반면에 유방원주와 볼륨은 선정

집단과 차이가 없으므로 볼륨을 높이는 컵 설계는 요구

되지 않았다. 하수형은 유방 관련 항목에서 목앞점, 목

옆점, 어깨가운데점, 어깨가쪽점에서 젖꼭지점까지 이르

는 길이가 모두 길고, 유방직경과 유방아래길이를 제외

한 모든 유방길이, 모든 유방깊이항목에서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유방원주 및 볼륨도 선정집단에 비해 크게 나타

나 유방볼륨도 크고 하수되어 있는 형태를 보였다. 볼

륨이 크고 하수된 유방을 지지하는 기능이 특히 요구되

는 유형이다.

한편, 선정된 집단은 관찰 유방유형과의 비교에서 몸

통 크기를 나타내는 항목은 납작형과, 직접적인 유방 관

련 항목은 원추형, 돌출형과, 유방의 볼륨과 관계되는 유

방원주 및 볼륨은 돌출형과 더 일치하여 몸통은 날씬하

면서도 유방의 볼륨은 큰 형상이다. 선정된 집단과 관

찰 유방유형의 유방 실루엣은 <Fig. 4>와 같다.

2. 전체 피험자에 따른 유방볼륨 추정식

레플리카를 사용하지 않고 몇 가지 측정항목으로 자

신의 유방볼륨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을 구하기 위해 먼

저 유방 관련 측정항목과 유방볼륨 간의 상관관계를 구

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추출하였다. 이때 상관계수

가 0.7 이상인 계측항목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유방볼륨

Table 4. Continued

Breast type

Items

Selected

group

(N=31)

Flat

breast

(N=48)

Cone

breast

(N=53)

Hemisphere

breast

(N=35)

Protrusion

breast

(N=13)

Drooping

breast

(N=23)

Total

(N=172)
F-value

37
Under fold length

of the breast
 23.19bc  21.33a  22.32ab  21.97a  24.17c  24.02c  22.46 09.11***

38 Inside depth of breast    5.06bc    3.52a    4.62b    4.56b    5.30c    7.14d    4.74 40.42***

39 Outer depth of breast    8.49cd    6.93a    8.02bc    7.52ab    9.21de    9.79e    8.02 17.18***

40 Upper depth of breast    5.42c    3.72a    5.42c    4.74b    6.36d    6.87d    5.12 37.31***

41 Nipple height    5.01c    3.24a    4.38b    4.12b    5.52d    6.26e    4.44 43.52***

42
Circumferential

length of breast
 20.15cd  17.34a  19.50bc  18.59b  20.73d  24.04e  19.51 45.18***

43 Breast volume 340.32c 177.60a 281.85b 260.00b 359.62c 478.70d 289.18 48.42***

*p<.05, **p<.01, ***p<.001

Alphabetic notations indicate the results of Duncan's Test, a<b<c.

Shading notations indicate the existence of significant differences mean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elected 

group and anoth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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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속변수로 한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방

볼륨 산출을 위한 추정식을 만들었다.

1) 유방 관련 항목과 유방볼륨 간의 상관관계

182명 피험자의 유방 관련 항목과 유방볼륨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유방원주가

유방볼륨과 0.90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유방안쪽길이 0.81, 젖꼭지점높이 0.80, 유방내측깊이

0.79, 유방바깥쪽길이 0.78, 유방내측깊이 0.79 순으로 높

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젖꼭지점높이는 젖

꼭지점을 지나는 수평면에서 유방아래쪽점까지의 수직

길이로 유방하부깊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방볼륨 추정을 위한 회귀식

유방볼륨 산출을 위한 추정식을 만들기 위해 상관계수

가 0.7 이상인 계측항목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유방볼륨

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유방원주, 젖꼭지점높이, 유방내측깊이의 세

항목이 유방볼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즉 유방원주가 크고 젖꼭지점이 돌출되고 유방

내측깊이가 클수록 유방볼륨도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세 변수들에 의한 유방볼륨의 예측력은 84%로 나타

났다. 세 변수 중 유방원주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0.66

으로 가장 설명력이 큰 변수이고, 다음은 젖꼭지점높이

(β=0.20), 유방내측깊이(β=0.15)의 순으로 설명력을 보

여주었다. 따라서 다음의 식으로 자신의 유방원주와 젖

꼭지높이, 유방내측깊이를 측정하여 이 식에 대입하면

자신의 유방볼륨을 예측할 수 있다.

유방볼륨 = −394.86 + 27.52 × (유방원주 ) + 18.73 ×

(젖꼭지높이) + 12.85 × (유방내측깊이)

이는 여대생 40명의 인체측정치로 분석한 선행연구

(Kim et al., 2009)에서 유방원주길이, 유방아래길이, 젖

가슴깊이, 어깨가쪽젖꼭지점길이, 유방위길이 등 5항목

으로 유방볼륨을 추정하는데 90.0%의 설명력을 갖은 것

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 182명의 데이터로 계측

이 다소 용이한 유방원주, 젖꼭지높이, 유방내측깊이 3항

Fig. 4. Comparison between selected group and the observed-breast type classified.

From Institute for Human Sciences in Japan (as cited in Sohn, 2006) p. 13.

Table 5. Correlation between breast volume and dimensions related to breast

Dimensions related to breast
Estimates of

breast volume
Breast dimensions

Estimates of

breast volume

21 Anterior neck to bust point 0.72*** 32 Outer length of breast 0.78***

22 Neck point to bust point 0.63*** 33 Upper length of breast 0.71***

23 Mid-shoulder to bust point 0.48*** 34 Below length of breast 0.53***

24 Lateral shoulder to bust point 0.59*** 35 Upper point of breast to inside point of breast 0.45***

25 Space between the inside points of breast −0.41*** 36 Outer point of breast to upper point of breast 0.39***

26 Bust point-bust point 0.53*** 37 Under fold length of the breast 0.63***

27 Inner diameter of breast 0.73*** 38 Inside depth of breast 0.79***

28 Outer diameter of breast 0.50*** 39 Outer depth of breast 0.66***

29 Upper diameter of breast 0.63*** 40 Upper depth of breast 0.70***

30 Below diameter of breast  0.01 41 Nipple height 0.80***

31 Inner length of breast 0.81*** 42 Circumferential length of breast 0.9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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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84%의 예측력을 갖게 된 것이다.

3. 선정된 집단에 의한 미적인 유방볼륨 추정식

매력적인 유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31명의 유방

비관련 치수항목과 유방볼륨과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상

관관계가 높은 항목을 이용하여 유방볼륨을 산출하는

추정식을 구하여, 각 사람에게 매력적인 유방볼륨을 산

출하도록 하였다.

1) 유방 비 관련 항목과 유방볼륨 간의 상관관계

어깨를 제외한 몸통의 너비 및 두께항목과 목밑둘레

를 제외한 몸통의 둘레항목이 유방볼륨과 유의한 상관

이 있었으며, 그 외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

이길이,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어깨가쪽앞중심길

이도 유방볼륨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2) 미적인 유방볼륨 추정을 위한 회귀식

유방 비 관련 항목에서 유방볼륨과 유의한 상관을 보

인 19개 항목을 독립변수로 하여 유방볼륨 추정을 위한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기존의 브래지어 컵 설정항목인 젖가슴둘레와 젖가슴

아래둘레, 또 앞길이에 해당하는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

길이, 젖가슴너비와 허리두께, 겨드랑앞벽사이길이 등

6항목이 유의한 변수로 추출(결정계수 55%) 되었다.

미적인 유방볼륨 = −611.30 + 17.67 × (젖가슴둘레) −

24.29× (젖가슴아래둘레) + 16.31× (목옆젖꼭지허리둘

레선길) + 22.83× (젖가슴너비) + 12.22× (허리두께) −

8.34 × (겨드랑앞벽사이길이)

따라서 전체 피험자에 의한 유방볼륨 추정식에 유방

원주, 젖꼭지높이, 유방내측깊이를 입력하여 자신의 본

래 유방볼륨을 산출하고, 선정된 집단에 따른 미적인 유

방볼륨 추정식에 유방 세부항목이 아닌 젖가슴둘레와

젖가슴아래둘레,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젖가슴너

비와 허리두께, 겨드랑앞벽사이길이를 입력하여 미적

인 유방볼륨을 추정해 냄으로써 볼륨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차이는 개인 맞춤형 적정 볼륨의 브래지어

Table 6. Effects of the dimensions related to breast on breast volum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value F-value adjusted R
2

Breast volume

(Constant) −394.86 −13.39***

328.63*** 0.84
Circumferential length of breast 27.52 0.66 12.10***

Nipple height 18.73 0.20 4.03***

Inside depth of breast 12.85 0.15 3.06**

**p<.01, ***p<.00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breast volume and dimensions unrelated to breast

Dimensions unrelated to breast
Estimates of

breast volume
Dimensions unrelated to breast

Estimates of

breast volume

1 Neck base circumference 0.10 11 Bi-shoulder length 0.06

2 Chest circumference 0.43*** 12 Chest breadth 0.29***

3 Bust circumference 0.59*** 13 Bust breadth 0.48***

4 Under-bust circumference 0.34*** 14 Under-bust breadth 0.30***

5 Waist circumference 0.39*** 15 Waist breadth 0.26***

6 Waist front length 0.02 16 Chest depth 0.34***

7 Waist back length 0.06 17 Bust depth 0.34***

8 Neck point to bust point to waistline 0.42*** 18 Under-bust depth 0.34***

9 Interscye- front 0.20** 19 Scye depth 0.05

10 Interscye- back 0.23** 20 Waist depth 0.3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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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 설계시 활용될 수 있으며, 유방성형이나 유방암 수

술 등으로 인한 유방재건술에도 활용될 수 있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이 한국 미술작품 속의 유방 실루엣의 비율

에 근사하여 선정된 20대 여대생의 인체측정치를 가지

고 다른 집단의 치수와 비교 분석하여 선정된 집단의 유

방유형이 더 매력적인 집단임을 판단하였다. 또 전체 피

험자의 유방 관련 치수로 유방볼륨 추정식을 세워 자신

의 본래 유방볼륨을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선정된 집단

의 유방 세부항목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항목으로 미

적인 유방볼륨 추정식을 구하여 매력적인 유방볼륨을

산출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브래지어 패드 설계시나 유

방볼륨 증감을 위한 유방 성형이나 유방암 수술 등으로

유방재건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된 집단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집단에 비해 젖가

슴아래둘레가 작았으며, 유방의 돌출이나 볼륨과 관련

된 항목에서 큰 경향을 나타내어 최근 과거보다 젖가슴

아래둘레는 작고 컵 사이즈는 더 큰 브래지어를 선택하

는 경향을 고려할 때 더 매력적인 유방유형 집단으로 추

정되었다.

납작유방유형은 유방의 크기를 나타내는 유방 위의

길이와 직경, 깊이, 유방둘레의 길이와 유방원주, 볼륨

등에서 선정된 집단에 비해 작으므로 직경과 볼륨을 증

가시키는 형태의 패딩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추

형은 젖꼭지높이와 유방볼륨만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방아래쪽점에서 젖꼭지점까지의 높이인 젖꼭지높이

를 높임으로써 부족한 유방볼륨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브래지어 컵 설계가 필요하다. 또 반구형은 선정된 집

단과 직경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유방 위의 체표를 재는

길이와 깊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컵의 직경은 그대로

하되 전체적으로 볼륨만을 증가시키는 컵 설계가 필요

하다. 돌출형은 유방볼륨에서 선정된 집단과 차이가 없

고 젖꼭지점사이길이, 유방안쪽직경, 어깨가쪽젖꼭지점

길이, 유방위길이가 크므로 볼륨의 증감 없이 유방을 모

아주고 올려주는 기능이 강화된 브래지어 설계가 필요

하다. 하수형은 목앞점, 목옆점, 어깨가운데점, 어깨가쪽

점에서 젖꼭지점까지 이르는 길이가 모두 길고, 유방직

경과 길이, 깊이항목에서 크므로 큰 볼륨을 안정시키고

하수된 유방을 지지하는 기능이 특히 요구된다.

선정된 집단은 관찰 유방유형과의 비교에서 몸통 크

기를 나타내는 항목은 납작형과, 직접적인 유방 관련 항

목은 원추형, 돌출형과, 유방의 볼륨과 관계되는 유방

원주 및 볼륨은 돌출형과 더 일치하여 몸통은 날씬하면

서도 유방의 볼륨은 큰 형상이다. 한편 어깨와 관련된

항목이나 유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길이 항목에서는

유방유형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브래지어

설계 및 치수설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 피험자의 측정치를 가지고 구한 유방볼륨을 추

정하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으며 예측력은 84%로 나타

났다. 유방볼륨 = −394.86 + 27.52 × (유방원주) + 18.73

× (젖꼭지높이) + 12.85 × (유방내측깊이). 또 선정된 집

단의 유방 비 관련 항목으로 유방볼륨 추정하는 회귀식

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매력적인 유방을 위한 볼

륨량을 산출할 수 있다. 미적인 유방볼륨 = −611.30 +

17.67 × (젖가슴둘레) − 24.29 × (젖가슴아래둘레) + 16.31

×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 22.83 × (젖가슴너비) +

12.22 × (허리두께) − 8.34 × (겨드랑앞벽사이길이). 두 유

방볼륨과의 차이로 필요한 브래지어 패딩의 분량이 산

출되고 유방유형에 따라 브래지어 컵과 패딩방법이 설

계되어야 할 것이다. 의류 이외에도 유방의 볼륨 증감

을 위한 수술이나 유방 재건술에도 활용될 것이며, 앞

으로 고객 맞춤형 설계를 위한 볼륨 산출 알고리즘, 유

– 290 –

Table 8. Effects of the dimensions unrelated to breast on breast volum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value F-value R

Breast volume

(Constant) −611.30 −4.69

38.28*** 0.55

Bust circumference 17.67 0.97 8.99***

Underbust circumference −24.29 −0.95 −8.12***

Neck point to bust point to waistline 16.31 0.28 4.79***

Bust breadth 22.83 0.35 3.83***

Waist depth 12.22 0.15 1.99*

Interscye- front −8.34 −0.13 −1.98*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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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형별 컵의 3D 형상구현 알고리즘 개발에 기초자료

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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