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chive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19

A
rc

h 
A

es
th

et
 P

la
st

 S
ur

g

한국여성에서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의 초기 경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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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ation mammoplasty in Kore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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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ation mammoplasty with anatomical breast implant,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February 2012, is expected to increase along with the round implant. This study reports the early experience 
of a single surgeon with this implant to Korean female patients. A total of one hundred patients who 
performed augmentation mammoplasty with Replicon® (POLYTECH Health & Aesthetics, Dieburg, Germany), 
a kind of anatomical breast implant, from February 2012 to August 2012 were studied. Patient’s satisfaction 
with breast shape and touch was assessed using linear analogue scales with a maximum score of 5. All of 
the patients received augmentation mammoplasty for cosmetic purpose. Ninety-one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results. Neither implant malrotation nor capsular contracture was checked during the average follow 
up period of 7.9 months. Even though it is a preliminary report of early studies, we can see that anatomical 
implant is suitable for Korean female patients who have small breast, mild ptotic breast and constricted lower 
pole, given that anatomical implant proved excellent results in this studies. 

   (Archive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19: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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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62년, Cronin과 Gerow에 의해 소개된 이래, 실리콘 겔
(Silicone gel) 유방보형물은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보형물 막의 두께와 표면 및 보형물 내부에 채워지는 겔(gel)
의 점성에 있어서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며 구형구

축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있었다.1 1세대 보형

물은 두꺼운 보형물 막과 점성이 있는 겔을 포함하고 있었

지만, 2세대에서는 보형물 막과 겔 모두 얇아지는 개선이 있
었다. 하지만 이들 보형물들은 모두 높은 파열률와 겔 이 밖
으로 흐르는 단점이 있었다.2,3 그래서 3세대 보형물은, 보형

물 막 내부에 장벽을 추가하여 겔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

록 개선되었다.4 또한 구형구축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smooth implant 보다 textured implant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
리함이 증명되어 textured implant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5-7 보형물 내부를 채우는 충전물질 또한, 액체 성상의 고
식적인 실리콘겔 보다는 식염수나 코헤시브겔(cohesive gel)
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보형물의 종류를 모양에 따라 나눠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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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모양과 해부학적 모양 두 가지이다. 해부학적 모양 또
는 물방울 모양이라 불리는 보형물은 보통 가슴의 모양과 같
이 하부(lower pole)에서 더 큰 돌출을 보이고 위쪽으로 올
라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다. 초기에 시장

에 소개된 보형물로는 McGhan Style 410® (Inamed Corpora-
tion, Santa Barbara, CA, USA) and the Nagor Cogel implant® 

(Nagor Ltd, Isle of Man, British Isles)이 있고, 두 종류 모두 단
단한 성질의 코헤시브겔을 충전물질로 사용하였다. 이후 제
조사들은 초기의 보형물들의 촉감을 개선하기 위해 더 부드

러운 보형물들인 Replicon® (POLYTECH Health & Aesthetics, 
Dieburg, Germany), Perthese® (Hojmed, Stockholm, Sweden), 
McGhan Style 410 Soft Touch®  (Inamed Corporation, Santa 
Barbara, CA, USA) 등을 출시하였다.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연구결과 소프트(Soft) 코헤시브겔 

보형물을 이용하여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경우, 미용수술 및 
재건술 모두 좋은 결과를 보였다.1,8-10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

은 모두 서양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들로, 한국여성은 
서양여성과 달리 보통 작고 날씬한 체형을 가졌으며, 특히 
유방의 경우 서양여성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비교적 작은 
유륜과 큰 유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11 한국여성에게 해부

학적 모양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은 흉터 치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12 수술 후 흉터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해부학적 

모양 유방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의 수술 결과를 살펴

보고, 좋은 수술 결과를 내기 위해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을 
사용할 환자의 적응증과 알맞은 보형물의 선택 및 흉터 관리 
방법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가. 대상
2012년 2월 부터 2012년 8월까지 6개월 간 한 명의 수술자

에 의해 미용 목적으로 Replicon®를 이용하여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은 총 100명의 환자들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30.5세(20~48세)였으며,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7.9개월(5~11개월)이었다. 평균 신장은 166 cm 
(155~177cm), 체중은 53 kg (38~66 kg)로, 평균 체질량지수는 
18.63(14.88~22.77)였다(Table I).
해부학적 모양 유방보형물을 사용하는 적응증은, 수술을 

시행 받을 환자들 중 유방 크기가 작으면서 심하지 않은 유
방하수 또는 위축된 유방하부(constricted lower pole)을 보이

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의 유방하수를 보
이거나, 전체적인 유방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지 않으며 유방 
하부의 부피가 상부에 비해 충분한 경우는 둥근 모양 보형물

을 권유하였다. 

나. 수술 전 디자인 및 수술 방법
수술 전, 먼저 흉골의 정중선에서 좌우 양쪽으로 1.5 cm씩 

No man’s land를 그리고 유두 높이에서 No man’s land의 외
측 경계부와 전액와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흉곽의 폭을 결정

한다(Fig. 1).
보형물의 크기는 유두 높이의 흉골 정중선에서부터 1.5 cm 

떨어진 곳부터 전액와선까지의 직선거리를 측정한 흉곽폭

을 고려하여 보형물을 선택하였고, 환자가 원하는 유방모양

에 따라 프로파일(profile)을 정하였다. 환자가 팔을 머리 위
로 든 상태에서 보형물의 바닥이 흉곽에 닿는 부위를 피부

에 먼저 표시를 한 뒤 Dr. Charles-Randquist formula13 (Table 
II.)에 따라 유두를 최대한 윗방향으로 당겨 올린 후, 유두 기
저부와 내측 경계에서 수직으로 내린 길이를 계산하여 새로

운 밑주름 선으로 정한 뒤 피부의 탄력성에 따라 0.5 cm 가량

의 여분을 두었다. 유두기저부에서 수직하방으로 내린 선과 

Table I. Patient demography

Fig. 1. Photography of the preoperative design. No man’s land is 
marked 1.5  cm apart from the middle of the sternum. According to 
Dr. Charles-Randquist formula, new inframammary fold line which 
is decided as the nipple is fully stretched upward. The incision line is 
drawn 3~3.5  cm lateral from the medio-inferior border of nipple. 



강연웅 등: 한국여성에 적용한 해부학적 유방보형물

21

A
rc

h 
A

es
th

et
 P

la
st

 S
ur

g

새로운 밑주름선이 만난 점으로부터 외측 방향으로 3.5 cm 
가량을 절개선으로 정하였고, 봉합 시 위치를 맞추기 위해 
tattooing을 두 군데 시행한다. 수술 시 사용하는 보형물의 크
기가 250 cc 이하인 경우는 3 cm, 250 cc 이상인 경우는 3.5 cm
을 절개하였다. 15번 blade를 이용하여 피부절개를 시행한 후 
Bovie를 이용하여 Scarpa’s fascia를 절개한 뒤 그보다 깊은 층
의 박리를 시작한다. 외측 및 상향으로 박리를 시작하고 안
쪽 박리를 이어나가며 유선 뒤 공간을 확보한다. 대흉근의 
외측 및 하방 경계를 확인하고 대흉근의 기시부를 끊어준 뒤 
근육 뒤 공간을 확보하되 가쪽 및 위쪽 공간은 지나친 여유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제한적인 박리를 시행한다(이중평면

법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 Fig. 2). 박리가 끝나고 보형물이 들
어갈 공간이 확보되면 양 손을 이용하여 보형물을 공간 안쪽

으로 밀어 넣는다. 보형물 크기 250 cc를 기준으로 250 cc 이하

의 크기는 외측으로 90도, 250 cc 초과하는 크기는 직각에서 
10~20도 정도 더 외측으로 돌린 상태로 왼손으로 보형물을 
잡고 오른손 둘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공간 안쪽으로 밀어 넣

는다. 이때 오른손으로 보형물을 밀어 넣음과 동시에 왼손으

로는 잡고 있는 보형물이 다시 밀려나오지 않도록 짜면서 잡
고 있도록 한다. 보형물을 삽입 후 수술대를 60도 가량 상체

를 세운 뒤 Vicryl® (Ethicon Inc., Cincinnati, OH, USA) #2-0로 
새로 정한 유방밑주름을 고정하고, PDS® (Ethicon Inc., Cin-
cinnati, OH, USA) #5-0로 진피층을 연속봉합한 뒤 피부 봉합

은 시행하지 않고 Steri-strip® (3M HealthCare, St. Paul, MN, 
USA)을 붙인 뒤 그 위에 Tegaderm® (3M HealthCare, St. Paul, 
MN, USA)을 붙였다. 모든 환자에서 헤모박이나 배액관의 
삽입은 시행하지 않았다(Fig. 3). 신축성 피부 테이프를 이용

하여 유방의 모양을 몰딩하였고, 탄력붕대를 이용하여 가벼

운 압박을 시행하였다. 탄력붕대와 신축성 피부 테이프는 수
술 다음날 모두 제거하였고, 유방의 상부를 압박할 수 있도

록 유방상부압박대를 1~2주 동안 착용하도록 하였다. Steri-
strip®은 한 달 동안 지속하도록 교육하고 이후 두 달간 Cica-
care® (Smith & Nephew plc., London, UK)를 이용하여 흉터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외래 방문은 수술 후 세 달째 시
행하여 수술결과를 평가하였다. 
모든 환자는 수술 이후 외래로 내원하여 추적관찰을 받았

고, 수술 후 각 환자는 5점 만점인 linear analogue scale을 사용

하여 유방의 모양과 수술 후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III. 결  과
 
6개월의 기간(2012년 2월부터 2012년 8월) 동안 총 100명

의 환자가 200개의 유방에 대해 Replicon® 보형물을 이용하

여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았다. 모든 환자는 미용 목적의 유
방확대술을 시행 받았다. 총 100례 중 유방확대술을 처음 시
행 받은 환자는 91명이었고(Fig. 4), 9례는 재수술에 해당되

었다. 이 중 7례는 둥근 모양 보형물을 해부학적 모양 유방 
보형물로 교체하는 경우였으며, 2례는 Baker classification 

Table II. Dr. Charles-Randquist formula. The location of new IMF 
line is decided by implant width (IW)

Fig. 2. (a) Lateral border of the pectoralis major muscle (b) The inci-
sion line was marked on the inferior border of the pectoralis major 
muscle. (c, d) Dissection was done under the pectoralis major muscle. 

Fig. 3. (a) Photography shows tattooing which was marked before 
the skin incision for accurate approximation. (b) New inframam-
mary line was fixed with Vicryl® # 2-0 and running suture was 
done with PDS # 5-0 for dermal approximation. (c) Skin approxima-
tion was done using Steri-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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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V의 구형구축의 교정을 위해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필
요에 따라 피막제거술을 함께 시행하였다. (Fig. 5)
전체 환자들 중 97명은 유방밑주름 절개를 통해 수술을 시

행 받았다. 이 중 76명에서는 보형물이 대흉근 하방(이중평

면법)에 위치하였고, 21명에서는 유선하방에 위치하였다. 겨
드랑이 절개와 내시경을 이용한 접근은 2명의 환자에서 시
행 되었고 보형물은 대흉근 하방에 위치한 이중평면법으로 
수술하였다. 유륜 주위 절개를 이용한 증례는 1명의 환자에

서 시행되었으며 이 경우 유방하수의 교정을 위해 유방고정

술을 같이 시행하였고, 보형물은 유선하방에 위치하였다.
 Replicon® 보형물은 low, moderate, high, extra high의 네 가

지 프로파일(profile)이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에 포함된 환자

들에게는 moderate profile (18명, 18 %)과 high profile (82명, 
82 %) 두 종류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보형물의 용적은 180 cc
부터 350 cc였고,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된 크기의 보형물은 
275 cc (32명, 32 %)었다. (Tables III, IV.)
총 100명의 환자 중 91명의 환자는 수술 후 결과에 대해 만

족을 나타냈고, (매우 만족-49명, 만족-42명), 4명의 환자에서 
보통의 만족도를, 5명에서는 크기, 촉감, 절개 흉터를 이유로 
불만족하다고 평가했다(Table V.).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 중 수술 후 감염, 구형구축, 보형

물 부정회전, 상부 팽만감 등의 합병증은 없었으며 경도의 
혈종이 발생하여 초기 경과관찰 중 혈종제거 및 세척을 시행

Fig. 4. Case 1. 28 years old female, (Left) Preoperative photo shows 
small breast. (Right) 6 months after augmentation mammoplasty 
with anatomical breast implant (high profile, 275  cc). 

Fig. 5. Case 2. 41 years old female, she was performed augmentation 
mammoplasty with round implant 10 years ago. (a, c, e) Preoperative 
finding shows upper pole fullness and capsular contracture corre-
sponding to the Baker classification III~IV. (b, d, f) The patient had 
augmentation mammoplasty with anatomical soft cohesive gel 
implant (high profile, 315cc) through the IMF approach. Photography 
shows result 5 months after operation. (g, h) Schematic illustration for 
comparing round implant and anatomical soft cohesive gel implant.

Table III. The usage of implant profile. High profile implant was 
used in 82 patients.

Table IV. The size of implant, 275  cc implant was the most com-
monly used 32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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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3례가 있었다. 수술 후 혈종 소견을 보인 3명 중 2
명의 환자는 수술 후 1일째 유방의 팽만감, 불편감등의 증상

을 호소하여 절개창을 다시 절개하여 혈종제거 및 세척을 시
행하였다. 1명의 환자는 수술 후 5일째 혈종이 의심되었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 경과관찰이 가능하였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구형구축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혈종제거를 시행하

였다. 이후 각각의 증례에서 배액관의 삽입은 시행하지 않았

고, 추적관찰 결과 더 이상의 혈종의 발생은 보이지 않았다. 

IV. 고  찰 

오늘날 성형외과 의사가 보형물을 가지고 유방성형술을 
시행할 경우, 보형물의 크기, 모양, 표면의 질감, 내부 충전물

질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수술 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형물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유방 보형물이 처음 시장에 소개된 이후 보다 미용적으로 우
수하면서도 안전한 결과를 보이도록 많은 개선을 거쳐 왔고, 
그 결과 현재까지 코헤시브겔이 충전된 textured implant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보형물 내 충전물질로서 소프트 코헤시브겔 보형물은, 초

기에는 만져지는 주름을 줄이거나 단단한 코헤시브겔의 사
용으로 인한 보형물의 경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
용되었다. 하지만 소프트 코헤시브겔 보형물을 사용한 증례

에서 좋은 초기 결과를 보이자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술이나 
재수술에서도 소프트 코헤시브겔 보형물이 사용되고 있다.1  
또한, textured implant가 사용되면서 smooth implant에 비해 
구형구축 발생률이 감소되었지만14  textured implant 역시 상
부 팽만감 와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자연스럽게 해부학

적 모양 보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갔다. 
대한민국에서도 2012년 2월 Replicon®을 필두로 Natrelle 

410® (Allergan Inc., Irvine, CA, USA)과 Natur gel® (Sebbin, 

Boissy-l'Aillerie, France) 등이 한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으며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이용한 
수술이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다른 나라에서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에 대해 시행

되었던 연구들은 대부분 서양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였다.  한국여성은 서양여성에 비해 마른 체형을 지녀 상대

적으로 작은 체질량지수를 보이고 유방의 크기가 작다는 차
이점이 있다. 또 한국여성은 Fitzpatrick skin type III~V에 해
당하여 피부 절개부위 흉터가 더 잘 남는다는 특성이 있으므

로 이러한 차이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저자는 
한 명의 수술자에 의해 시행된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을 이용

한 유방확대술 100례를 살펴보았다.
서양여성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해

부학적 모양 보형물을 사용하여 미용적 유방확대술을 시행

하는 적응증은 환자의 요청이나, 심하지 않은 유방하수가 동
반된 작은 가슴 등이었고, 저자가 시행한 연구에서도 이 적
응증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수술에 사용된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 중 82%에서 high 

profile의 보형물을 사용하였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moderate 
profile보다는 high profile의 사용빈도가 더 증가하였다. 저자

는 기존의 둥근 모양 보형물을 사용하여 유방확대술을 시행

하는 경우 moderate profile의 보형물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을 이용한 결과를 경험하면서, 해부학

적 모양 보형물이 지닌 모양의 장점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는 
high profile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유방확대술을 시행함에 있어 high profile의 해부학적 모양 보
형물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단단한 코헤시브겔 보형

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유방확대술을 시행하는 경우 외부

에서 보이는 흉터를 걱정하여 겨드랑이 접근법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을 사
용하여 유방확대술을 시행하는 경우, 겨드랑이 접근법을 이
용하면 불필요한 박리공간이 생김으로 인해 보형물의 부정

회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아
직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에 대한 많지 않은 경험으로 비롯된 
보형물의 부정회전을 우려하여 환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에서 유방밑주름 접근법을 이
용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2명의 환자에서 겨드랑이 접근

법을 이용하여 유방확대술을 시행하였고, 이 경우 더욱 세심

한 주의를 기울이며 경과관찰을 하여 현재까지 우려할만한 
부정회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을 사용

하여 수술을 시행할 경우 보형물 크기에 정확히 맞는 보형물 

Table V. The satisfaction scale of operation results. Patient satisfac-
tion with breast shape and touch was assessed using linear analogue 
scales with a maximum score of 5. Ninety-one patients were satis-
fied with their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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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pocket)을 박리하는 것이 좋은 수술결과를 얻는 데 중
요하다고 생각되며 겨드랑이 절개를 이용한 수술 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사례를 통한 연구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작은 유
방크기와 심하지 않은 유방하수, 위축된 유방하부 등의 적응

증을 가진 환자를 선정하는 것과, 수술 전 정확한 디자인을 
통해 알맞은 보형물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유방밑주름의 정확한 선정 역시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저자는 둥근 모양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의 경우 Dr. Charles-Randquist formula에 따라 새
로운 유방밑주름의 높이를 정해왔다. 하지만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의 경우, 보형물의 바닥에서 최고돌출지점까지의 거
리와 높이가 둥근 모양 보형물에 비해 짧고, 보형물의 용적 
및 프로파일에 따라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므로,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공식을 연구하는 것 또
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기간 동안 두드러진 정도의 구형구축을 포함한, 보형

물의 부정회전 등의 심각한 합병증 등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결과 또한 대부분의 환자가 모양 및 감촉 등의 결과

에 만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서양여성에 비해 흉터가 두
드러지게 형성되는 한국여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흉터 관리 
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며, 지속적으로 방법의 개선이 필
요한 부분이다. 저자가 생각할 때 흉터에 대한 세심한 봉합 
및 관리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점은 흉터에 작용하는 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절개선은 반드시 새로

운 유방밑주름과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노력하였다. 절개

선과 새로운 유방밑주름이 일치하지 못한 초기 증례에서는 
점차 두드러지는 흉터의 진행을 경험하였다. 
보다 정확한 수술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

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여 긴 시간의 추적관찰기간을 가져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형

구축의 발생, 그로 인한 유방 모양의 변화 등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비록 길지 않은 추적관찰기간과 한정된 환자군을 통해 살
펴보았지만, 현재까지의 수술결과를 통해 저자는 적절한 수
술 계획과 정확한 수술 술기가 전제된 경우, 한국여성에서도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을 사용한 유방확대술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부학적 모양 보형물이 미용목적의 유방

확대술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