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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s product survey data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An

investigation analyzed imported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of 40 brands from 6 countries sold in the

Korean market, such as Jobst
®
, Therafirm

®
, Rxtar

®
, Varicoin

®
, and Sheer&Soft (USA), Sigvaris Venosan

®

4000 (Switzerland), Best
®
 and Segreta

®
 (Italy), Venex

®
, Star cotton, Doktus

®
, Maxis

®
, Maxis

®
 Cotton,

Lastofa
®
, and Memory Aloe Vera (Germany), and Gunze (Japan), Venos and Yolanda (Taiwan). The main

fibers of compression stockings were nylon and spandex; in addition, the fiber content was different by

country and brand. The number of compression classes of imported products was USA (5), Italy (5),

Germany (4), Switzerland (3), Japan (3), and Taiwan (3). For basic body measurements, USA and Swiss

brands used ankle circumference, calf circumference, thigh circumference, calf length, and thigh length.

Italian brands used height and weight, and Japanese brands used height and hip circumference. German

brands used subdivided circumferences such as ankle circumference, calf circumference, knee circum-

ference, middle thigh circumference, and thigh circumference.

Key words: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Compression classes, Basic body measurments; 의료용 압

박스타킹, 압박단계, 기준치수항목

I. 서 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 동안(2005~2009년)

건강보험진료자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하지정맥류

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2005년 11,092명에서 2009년

22,039명으로 약 2배가 늘어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

은 1.8배, 여성은 2.1배가 증가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Han & Kim, 2010).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정맥혈관

이 늘어져 다리 피부를 통해 튀어나오는 일종의 혈관기

형성 질병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

다. 하지정맥류는 비만, 임신, 유전적 요인을 비롯해 장

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10년 동

안 하루 8시간씩의 기립자세로 인한 작업만으로 하지

정맥류, 하지부종 및 통증을 동반하는 만성하지정맥 부

전증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Jung et al., 2003). 하

지정맥류의 증상으로는 미관상 정맥이 튀어나온 것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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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증상이 없는 것부터 동통, 열감, 다리가 무거운 증상,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 가려움, 피곤감

등이 있으며, 오래 방치한 경우 정체성 피부염, 색소침

착, 궤양, 봉와직염, 부종, 지방진피경화증, 혈전정맥염

등이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초기단계에서 치료를

해야 병의 진행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Oh, 2001).

따라서 교사, 간호사, 미용사, 판매원 등과 같이 장시간

서있는 직업군의 경우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신어 다리

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좋다.

국내 시판 중인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해외 수입 제

품으로 국내 제품은 전무하다.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하지 부종이나 정맥류 질환에 대한 인식 및 치료가 구

미 선진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에 기인

한다. 그러나, 근래 대도시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의 정

맥류 전문 클리닉 개설이 늘어감에 따라 일반 대중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즉, 하지부 혈류건강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어 일반인의 경우 하지정맥류의 예방적 차

원에서 압박스타킹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늘어난

병원 클릭닉의 수만큼 압박스타킹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클리닉에서는 환자치료를 위한 압박요법

의 일환으로 압박스타킹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압박스

타킹의 전문화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의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국산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수

입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제품 표시 사항을 조사하여 생

산 국가별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인에게 적합한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II. 이론적 배경

의료역사상 최초로 압박요법을 이용하여 상처 및 질

병을 치료한 시기는 기원전 BC 5000~2500년의 신석기

시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tsch et al., 1999). 이후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인들은 창상과 궤양치료에 압박요

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며, 특히 원정출정이 잦았던 로마

의 군인들은 장거리 행군 시에 가죽띠로 하퇴를 단단

하게 압박하여 다리의 피로를 풀었다고 전해진다. 중세

시대의 Aquapendente, Chauliac, Savonarola와 같은 의

사들은 회반죽이나 붕대나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스타킹 등 주로 비스트레치성 소재를 사용하여 압박요

법을 시행하였다고 하며(Mitchel et al., 2009/2009), 이

러한 경향은 19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1839년 John

Watson(as cited in Mitchel et al., 2009/2009)은 고무재

질로 만들어진 압박스타킹을 사용한 정맥류 치료의 효

과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스트레치성 소재를 사용한

압박요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체 고무재질의 압

박스타킹은 착용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해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일환으로 Jonathan Sparks가 고무 주변부에 면

이나 비단과 같은 천을 감아서 탄력스타킹의 착용감을

향상시켰다. 그는 이 제조법으로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탄력스타킹의 대중화를 앞당겼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는 압력스타킹의 제조기술이 틀에 의한 형편(形

編)에서 평편(平編)기법으로 발전함에 따라 생산 효율

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후 심리스(seamless) 스타킹

제조기법이 완성되고, 일방향에서 양방향 스트레치 소

재의 개발에 의해 압박스타킹의 착용감은 매우 향상되

었다. 스트레치성 폴리우레탄 계열 섬유 및 나일론과

같은 합성섬유의 획기적인 개발과 함께 압박스타킹은

착용감뿐만 아니라 위생 기능성까지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압박요법의 작용기전을 살펴보면, 압박은 체조직의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여과억제 작용을 유도하여 부

종의 제거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하고(Pierson et al., 1983;

Vayssairat et al., 2000), 만성정맥부전증과 지방피부경

화증을 완화시키고(Gniadecka et al., 1998) 염증성 부

종, 심장성 부종, 이상단백질성 부종, 신장부종, 림프부

종 및 주기성 부종 등 비정맥성 원인의 부종에도 효과

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Arpaia et al., 2003; Partsch,

2003). 또한, 압박은 체조직으로부터 수분을 제거함으로

써 조직삼투압을 증가시키고, 정체된 림프액의 흐름을

자극하여 림프부종을 감소시킨다(Partsch et al., 1980).

아울러 하지의 표재나 심부정맥의 직경을 감소시키거

나 폐쇄시켜(Partsch & Partsch, 2005), 혈액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어(Partsch et al., 2002; Sarin et al., 1992),

정맥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이 밖에도 압박은 모세

혈관 내 미세순환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고(Abu-Own

et al., 1995; Abu-Own et al., 1994; Allegra et al., 1995;

Belcaro et al., 1988; Galler et al., 1995; Klopp et al.,

1996; Onorati et al., 2003), 경우에 따라서는 동맥류의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다(Mayrovitz & Larsen, 1997;

Mayrovitz et al., 1998).

일반적으로 압박스타킹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압

박범위는 40~70mmHg이고, <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범용되는 길이에 따른 압박스타킹의 형태는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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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즉, 무릎하부(AD)형, 중간대퇴부(AF)형, 대퇴부

(AG)형, 엉덩이 고정대퇴부(AG)형, 팬티(AG)형, 레오

타드(AM)형으로 나뉘어 진다. 무릎하부(AD)형은 하지

의 C둘레 계측항목이 D둘레 계측항목보다 약 2cm 더

커야만 의사에 의해 사용처방이 내려진다. A둘레 계측

항목~D둘레 계측항목의 길이가 환자의 다리길이 보다

긴 경우에 초과된 길이는 무릎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고, 이를 방지하고자 초과된 길이를 접어서 착용할

경우에는 D둘레 부위에 반대압력을 배가시켜 압박스

타킹의 압박등급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므로 착용목적

이 소실된다. 무릎높이 부위가 비만인 환자의 경우에

는 대퇴부형 스타킹의 착용이 권장된다(Mitchel et al.,

2009/2009).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스타킹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의료용 압박스타

킹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M사이

즈의 팬티형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 5개사 제품 15종,

스위스 2개사 제품 5종, 이태리 4개사 제품 10종, 독일

3개사 제품 5종, 일본 1개사 제품 1종, 대만 2개사 제품

4종으로 총 40종의 스타킹을 구매하여 조사하였다. 또

한, 팬티형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와 제품

표시 부분을 참고로 조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스타

킹은 인터넷과 병원을 통하여 2011년 6월부터 2011년

8월 사이에 구입하였다.

2. 조사항목

조사항목은 압박스타킹의 브랜드, 소재, 압력단계와

기준치수항목이며, 이를 생산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

였다.

3.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국내에서 온·오프라인 상에 판매되고

있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홈페이지와 실제 제품에 표

시된 사항을 분석하였다.

   

Fig. 1-2. Knee-high (AD).

From Mitchel et al.

(2009/2009). p. 144.

Fig. 1-3. Middle Thigh-high (AF).

From Mitchel et al.

(2009/2009). p. 144.

Fig. 1-4. Thigh-high 1 (AG).

From Mitchel et al.

(2009/2009). p. 144.

   

 Fig. 1-1. Lower body

measurements.

From Mitchel et al.

(2009/2009). p. 134.

Fig. 1-5. Thigh-high 2 (AG).

From Mitchel et al.

(2009/2009). p. 144.

Fig. 1-6. Thigh-high 3 (AG).

From Mitchel et al.

(2009/2009). p. 144.

Fig. 1-7. Pantyhose (AM).

From Mitchel et al.

(2009/2009). p. 144.

Fig. 1. Compression stocking types according to th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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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고찰

1. 압박스타킹 제조사 및 브랜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압박스타킹은 주로 미

국, 스위스, 이태리, 독일, 일본, 대만 제품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이들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에이전트업

체는 특정 브랜드만을 취급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소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양한 국가의 브랜드

제품들을 취급하며 다양한 압력과 형태의 스타킹을 판

매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7개의 브랜드를

조사하였으며 현재 품절되어 판매가 중단된 브랜드까

지 포함하여 국가별 브랜드 종류는 <Table 1>과 같다.

미국의 의료용 압박스타킹 제조사는 BSN medical

Inc., Albahealth, Knit-Rite, Inc., Elastic Therapy, Inc.,

Mediven사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BSN med-

ical Inc.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Jobst
®
의 제품이 판매되

고 있으며, Jobst
®
의 하위 브랜드로 Ultrasheer, Opaque,

Relif, Ulcercare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Albahealth

는 국내에서 혈전방지용으로 Albahealth care Antiem-

bolism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수술전·후 또는 예방을

위한 용도로 18mmHg의 약압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Knit-Rite, Inc.사의 Therafirm
®
은 약압의 Therafirm

®

Light와 약압을 제외한 다양한 압력의 Therafirm
®
으로

나뉘어 판매하고 있으며, Rxtar®, Varicoin은 Elastic

Therpy, Inc.에서 제작한 스타킹으로 단단한 재질과 얇

은 재질로 나누어 판매되고 있다. Mediven
®
은 독일의

MEDI의 미국라인으로 현재는 Sheer&Soft 브랜드 제품

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스위스에서 제조된 압박스

타킹은 Ganzoni & CIE AG사와 Venosan
®
 브랜드의 제

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Ganzoni & CIE

AG사의 대표 브랜드인 Sigvaris의 하위 브랜드 Delilah,

Glamour, 200-cotton, top fine의 제품들과 Venosan
®
의

Venosan
® 

4000 시리즈가 다양한 용도와 압박단계로 판

매되고 있었다. 이태리 브랜드로는 Calzeolona사의 Job-

stocking
®
, Laboratoripiazza사의 AlbertAndre

®
, CALZE

G.T.s.r.l.사의 Best
®
, Ibich사의 Segreta

®
가 국내에서 판매

되고 있다. 독일은 Heinz Schiebler사와 Medi, OFA사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Heinz Schiebler사의 하위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Venex와 Star cotton, Doktus 제품

이 판매되고 있다. Medi사 제품으로는 Maxis
®
와 Maxis

®

Cotton 제품이, OFA사 하위 브랜드로는 Lastofa
®
와 알로

에 성분이 함유되어 보습기능까지 포함된 Memory Aloe

Vera 브랜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Table 1. Compression stocking investigated in this study

Country Manufacturer Brand

USA

BSN medical Inc. Jobst® (Ultrasheer, Opaque, Relif, Ulcercare)

Albahealth Anti-embolism

Knit-Rite, Inc. Therafirm®, Therafirm Light

Elastic Therapy, Inc. Rxtar®*, Varicoin*

Mediven Sheer&Soft

Swiss
Ganzoni & CIE AG Sigvaris (Delilah*, Glamour*, 200-cotton, top fine)

Venosan Venosan® 

4000

Italy

Calzeolona Jobstocking®

Laboratoripiazza AlbertAndre®

CALZE G.T.s.r.l. Best®*

Ibich Segerta®

Germany

Heinz Schiebler Venex, Doktus, Star Cotton, 

Medi Maxis®

OFA Lastofa®, Memory Aloe Vera

Japan Gunze Gunze

Taiwan
Yolanda Yolanda

Venos Venos

*Imported brands sold in the Korean market but local production has been di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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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국가들로는 일본과 대만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 제품은 패션아이템으로의 스타킹

에 단계압박시스템을 겸비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반면 의료용 압박스타킹으로는 일본의 Gunze사,

대만의 Venos사와 Yolanda사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

다. 제조회사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압박제품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압박스타킹의 경우 치료용과 예방용 압박스타

킹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었다. 각 회

사마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하위 브랜드가 구

성되어 있으며 압력과 형태에 따라 많은 상품이 전개

되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각 제조회사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극히 일부에 해당

하며, 제조회사 홈페이지에서 현재는 판매되지 않는

브랜드가 국내에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2. 압박스타킹의 소재

각 나라별로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조성섬유와 혼용

률을 제품에 명시된 표기 부분과 제조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일본과 이태리의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상품설명서나 표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

해 조성섬유와 혼용률을 표기하고 있었다. 압박스타킹

제품의 섬유명칭 표기를 살펴보면, 나일론의 경우 독

일과 스위스에서는 폴리아미드라고 표기하고, 일본과

대만은 나일론이라 표기하며, 미국과 이태리는 두 명

칭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스판덱스의 경우 스위스

와 독일, 이태리는 엘라스탄으로 표기하고, 미국의 경

우는 스판덱스, 라이크라, 엘라스탄을 모두 사용하여

표기하였으며, 대만과 일본은 스판덱스라 표기하였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제품은 독일어, 영어, 프

랑스어, 이태리어, 에스파냐어 등 3개국 이상의 언어로

제품설명서나 포장지에 표기하기도 하였다.

국가별로 압박스타킹 제조에 사용된 섬유의 종류와

혼용률을 살펴보기 위하여 압력에 따라 섬유혼용률의

최소 최대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폴리아미드를 나일

론으로, 라이크라, 엘라스탄을 스판덱스로 간주했을 때,

Table 2. Medical compression stocking materials in this study

Country Brand Compression class Materials

USA

Jobst
®

Ultrasheer

8-15 Nylon81/Spandex19

15-20 Nylon72/Spandex28

20-30 Nylon73/Spandex27

30-40 Nylon61/Spandex39

Opaque

15-20 Nylon83/Spandex17

20-30 Nylon73/Spandex27

30-40 Nylon71/Spandex29

Relief

15-20 Nylon80/Spandex20

20-30 Nylon75/Spandex25

30-40 Nylon78/Spandex22

Ulcercare 40-50 Nylon76/Spandex24

Anti-embolism 18 Nylon75/Spandex25

Therafirm
®

10-15 Nylon81/Lycra19

15-20 Microfiber80/Spandex20

20-30 Microfiber77/Spandex23

30-40 Microfiber73/Spandex27

Rxtar® 20-30 Nylon80/Lycra20

Varicoin 20-30 Nylon57/Lycra43

Sheer&Soft

8-15 Polyamide88/Elasthane12

15-20 Polyamide55/Elasthane45

20-30 Polyamide55/Elasthane45

30-40 Polyamide64/Elasthan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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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mHg 이하일 경우 나일론 81~88%, 스판덱스 12~

19%, 15~20mmHg는 나일론 55~80%, 스판덱스 20~

45%, 20~30mmHg는 57~80%, 스판덱스 20~45%, 30~

40mmHg의 경우는 나일론 61~78%, 스판덱스 22~39%,

40~50mmHg는 나일론은 76%, 스판덱스 24%로 나타

났다. 압력단계별 스판덱스 함량은 Jobst
®
의 Relief와

Sheer&Soft 2개의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압력이

높아질수록 나일론의 함량은 낮아지고, 스판덱스의 함

량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같은 압력일지

라도 브랜드마다 나일론과 스판덱스의 함량이 큰 차이

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스위스의 경우 18~21mmHg는

나일론 78%, 스판덱스 22%, 23~32mmHg는 59~76%,

스판덱스 24~34%, 34~46mmHg의 경우는 나일론 52%,

스판덱스 34%를 혼용하였다. 스위스 역시 압력이 높아

질수록 나일론의 함량은 줄어들고 스판덱스의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면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압력이 증가

하면 면의 함량도 증가하였다. 이태리 역시 압력이 올라

갈수록 스판덱스의 함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18mmHg 이하일 경우 나일론 74~

82%, 스판덱스 18~26%, 18~22mmHg는 나일론 77%,

스판덱스 23%, 20~30mmHg는 74%, 스판덱스 26%,

30~40mmHg의 경우는 나일론 50%, 스판덱스 50%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독일의 경우 18~21mmHg는 나일

론 67%, 스판덱스 33%, 23~32mmHg는 62%, 스판덱

스 38%, 30~40mmHg의 경우는 나일론 42%, 스판덱스

58%를 혼용하였다. 일본은 조성섬유명만 제시하고 있

으며 대만은 압력에 상관없이 같은 혼용률을 나타내거

나 제시되지 않은 브랜드도 있었다. 비슷한 압력에 따

른 국가별 조성섬유혼용률을 보면, 가장 낮은 압력단

계에서 미국보다는 이태리가 스판덱스의 함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높은 압력단계의 경우 독일과 스위스

제품은 스판덱스의 함량이 50%의 이상의 높은 함량을

Table 2. Continued

Country Brand Compression class Materials

Swiss
Sigvaris

Delilah 15-20 Polyamide78/Elasthane22

200-cotton
23-32 Polyamide59/Elasthane29/Cotton12

34-46 Polyamide52/Elasthane34/Cotton14

Top fine 23-32 Polyamide76/Elasthane24

Venosan
®

4000 18-32 Polyamide71/Elasthane29

Italy

Jobstocking
®

18-22 Polyamide/Elasthane

22-27 Polyamide76/Elasthane24

25-32 Polyamide76/Elasthane24

AlbertAndre
®

14-18 Polyamide74/Elasthane26

20-30 Polyamide74/Elasthane26

30-40 Polyamide50/Elasthane50

Best® 22-32 Polyamide/Lycra/Silicon

Segerta®
8-11 Nylon82/Elasthane18

18-22 Nylon77/Elasthane23

Germany

Venex 30-40 Polyamide42/Elasthane58

Doktus® Polyamide22/Elasthane30/Cotton48

Maxis
®

18-21 polyamide67/elastane33

23-32 polyamide62/elastane38

34-46 polyamide68/elastane32

Lastofa
®

20 polyamide66/elastane34

30 polyamide74/elastane26

Memory Aloe Vera 23-32 Polyamide26/Microfiber41/Lycra33

Japan Gunze 28hPa Nylon/Polyurethane

Taiwan Yolanda 15-40 Nylon70/Spande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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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를 위한 압

박스타킹을 생산할 경우 압박단계와 조성섬유의 구성,

혼용률, 섬유의 조직 등 정확한 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정보전달을 위하여 조성섬유와 혼용률의 상세한 표기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압박스타킹의 압력단계

압박스타킹의 압력은 발목에서 스타킹으로 가해지

는 압박을 의미하며 압박단위는 유럽 국가들이 mmHg

를 사용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hPa을 사용하고 있었다.

<Table 3>은 압박스타킹의 압박단계에 대하여 국가별

로 정리한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압박스타킹의

경우 다양하게 압박단계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제조회

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각 나라별 압박등급을 살펴보면, 미국은 10~15,

15~20, 20~30, 30~40 mmHg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

로 15~20, 20~30, 30~40 mmHg의 압박단계 제품을 판

매하고 있었다. 또한 제품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8~

15mmHg의 낮은 압박이나 40~50mmHg의 매우 강한

압박등급의 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스위스는 18~22,

22~27, 25~32 mmHg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 압

박스타킹 기준(CEN=Centre Europeen de Normalisa-

Table 3. Compression classes of imported compression stocking brands from abrod       (Unit: mmHg)

Country Brand
Compression class

A I II III IV

USA

Jobst
®

Ultrasheer - 15-20 20-30 30-40 -

Opaque - 15-20 20-30 30-40 -

Relief - - 20-30 30-40 -

Ulcercare - - - - 40-50

Anti-embolism - 18 - - -

Therafirm®
10-15 15-20 20-30 30-40 -

Rxtar® 8-15 15-20 20-30 30-40 -

Varicoin shear 8-15 15-20 20-30 30-40 -

Sheer&Soft 8-15 15-20 20-30 30-40 -

Swiss
Sigvaris

Delilah - 15-20 - - -

Glamour - 18-21 23-32 - -

200-cotton - 18-21 23-32 34-46 -

Top fine - - 23-32 - -

Venosan®
4000 - 18-21 23-32 - -

Italy

Jobstocking®
- 18-22 22-27 25-32 -

AlbertAndre® 14-18 18-24 20-30 30-40 40-50

Best® - - 22-27 25-32 -

Segreta® 8-11 11-14 18-22 23-27 -

Germany

Venex - - 20-30 30-40 -

Doktus CCL2, CCL3(40-50)

Maxis® - 18-21 23-32 34-46 -

Lastofa® 20 30 40 60

Memory Aloe Vera 23-32

Japan Gunze - 20hPa 25hPa 28hPa -

Taiwan
Yolanda 15-20 20-30 30-40

Venos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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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에 따라 18~21, 23~32, 34~46 mmHg으로 구성된

압박단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태리는 유럽 압박스타

킹 기준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18~22, 22~

27, 25~32 mmHg의 단계를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8~

11mmHg의 낮은 압박 뿐 아니라, 미국과 같이 14~18,

18~ 24, 20~30, 30~40, 40~50 mmHg의 높은 압력단계

까지 구성된 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독일은 다른 나

라와 달리 CCL2~CCL4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제품설명서에 단계별 mmHg를 표시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주로 CCL2와 CCL3의 제품이 주

로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30~

40, 40~50 mmHg의 압력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제

품에 따라 CCL1은 20mmHg, CCL2는 30mmHg, CCL3

은 40mmHg, CCL4는 60mmHg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는 독일 압박스타킹의 표준압박기준

(Medizinische Kompressionssrtümpfe, Gütesicherung

RALGZ 387)인 18~21, 23~32, 34~46, 49 mmHg 이상으

로 제시된 기준과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 기준에 따

라 생산, 판매되는 제품은 한 회사에 불과하였다. 일본

제품으로는 20hPa(15mmHg), 25hPa(19mmHg), 28hPa

(21mmHg) 압력의 스타킹이 판매되고 있다. 대만은 미

국과 같이 15~20, 20~30, 30~40 mmHg의 압력단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25~35mmHg의 중간정도 압박단계만

국내에서는 판매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해

외 제품을 살펴본 결과 각 나라별, 제조회사별, 브랜드

별로 압력범위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또한 이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들도 제

조회사의 압력기준과 달리 해석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

체들도 있었다. Goldman에 따르면 스타킹의 압력범위

가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것은 국가별로 상이한 방법에

의해 압력이 측정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 국내 소비자들이 스타킹의 압박단계선택에 있어 어

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내 소비자들을 위

해 한국인의 하체에 대한 생체 압력측정을 통하여 적

정한 압박단계의 설정과 더불어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4. 압박스타킹의 기준치수항목

각 생산국가별 기준치수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생산국가별 기준치

수항목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동일한 제조회사의 제품

이어도 하위 브랜드에 따라 기준치수항목에 차이를 나

타내었다.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발목둘레, 종아리둘레,

허벅지둘레,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스타킹의 형태별

로 필요한 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아리길이와 허벅

지길이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브랜

드에서는 무릎형과 밴드형 스타킹의 기준치수로 신발

의 크기를 포함시키거나 팬티형의 경우 키와 몸무게로

만 기준치수로 정하여 압력의 정도에 따라 기준치수를

달리 사용하는 업체도 있었다.

스위스 경우 브랜드별로 스타킹 형태에 따른 기준치

수를 발목둘레, 무릎둘레, 허벅지둘레, 무릎길이 또는

허벅지까지의 길이를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

러나 제품에는 치수선택을 위한 항목이 일부제품에만

표시되어 있고 국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서 국내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

고 있었다.

또한, 브랜드에 따라 스타킹 형태에 따른 항목을 별

도로 정하지 않고 각 하반신 둘레와 길이를 한꺼번에

제시함으로써 필요한 형태에 따른 치수항목을 참고하

도록 제시하고 있었다. 이태리의 경우는 스타킹의 형

태에 상관없이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키와 몸무게를 기준치수로 주로 사용하였고, 키와 몸

무게에 발목둘레, 종아리둘레, 허벅지둘레, 다리길이를

추가로 사용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독일의 경우는 발

목둘레, 종아리최대둘레, 무릎둘레, 허벅지중간둘레,

대퇴최대둘레 등 하반신의 둘레치수와 하반신 길이항

목을 다른 국가에 비해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제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제품에 따라 너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업체에서 간략하게 항목을 정리

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키와 엉덩이

둘레를 기준치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는

발목둘레, 종아리둘레, 허벅지둘레에 키와 몸무게를

치수항목으로 제시하는 브랜드와 키와 몸무게만 제시

하는 브랜드가 있었다. 압박스타킹의 경우, 일반 스타

킹과 달리 발목, 종아리, 허벅지의 부위별 압력이 다르

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반신의 둘레항목을 기준치수로

정하고 있으나, 키와 몸무게를 기준치수항목으로 제시

하고 있는 국가도 있었으며, 복잡한 치수체계를 국내

판매업체들이 간단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항목을 축소

시켜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과 스위스는 스타

킹의 형태에 따라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미국, 스위스, 이태리, 독일의 경우 추가로 하반신 길이

항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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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와 같이 발목, 종아리, 허벅지의 부위별 압력

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위치에 압력을 주기 위

해서는 스타킹 형태별로 발길이, 종아리길이, 대퇴길

이 등의 하반신 길이항목을 추가하여 치수항목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수입 의료용 압박

스타킹 M사이즈의 팬티형을 기준으로 6개국의 총 40종

의 스타킹을 대상으로 제조회사 및 브랜드, 소재, 압력

단계와 인체치수항목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국산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압박스타킹은 주로 미

국, 스위스, 이태리, 독일, 일본, 대만 제품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이 들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 에이전트업

체는 특정 브랜드만을 취급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

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양한 국가의 브랜드 제품

들을 취급하며 다양한 압력과 형태의 스타킹을 판매하

Table 4. Basic body measurements of compression stocking brands

Country Manufacturer Brand Knee high Type Thigh high Type Pantyhose Type

USA

Jobst
®

Ultrasheer

Ankle, Calf C.
Ankle, Calf,

Thigh C., Thigh L.
Ankle, Thigh,  Hip C.Opaque

Relief

Ulcercare Ankle, Calf C.

Albahealth Anti-embolism Calf C.

Therafirm
®

Light Shoe size, Ankle,

Calf C., Calf L.

Shoe size, Ankle, Calf,

Thigh C., Thigh L.
Height, Weight

Mild support

Moderate support
Ankle, Calf C., Calf L.

Ankle, Calf, Thigh C.,

Thigh L.

Ankle, Calf, Thigh, Hip,

Waist C., Waist L.Firm support

Rxtar® Calf C., Thigh L. Height, Weight

Varicoin shear Ankle, Calf, Thigh, Hip C. 

Sheer&Soft Ankle, Calf C. Ankle, Calf, Thigh C., Leg L.

Swiss
Sigvaris

Delilah Shoe size Height, Weight

Glamour Ankle, Knee C. Ankle, Thigh C.

200-cotton Ankle, Knee C., Knee L. Ankle, Thigh C., Thigh L.

Top fine Ankle, Knee, Thigh C.

Venosan
®

Ankle, Calf, Lower Knee, Thigh C., Calf, Thigh, Crotch H.

Italy

Jobstocking®
Height, Weight

AlbertAndre® Height, Weight, Ankle, Calf C., Knee, Thigh L.

Best® Height, Weight, Ankle, Calf, Thigh C.

Ibich® Segreta® Height, Weight, Ankle, Calf, Thigh C., Leg L.

Germany

Venex
Ankle, Calf, Knee, Mid-thigh, Thigh C.

Doktus

Maxis® Ankle, Thigh, Waist C.

Ankle, Calf, Knee, Mid-thigh, Thigh C. Knee, Thigh, Leg L.
Lastofa®

Aloe Vera

Japan Gunze Height, Hip C.

Taiwan
Yolanda Ankle, Calf, Thigh C., Height, Weight

Venos Height,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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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국가별 압박스타킹 제조사 및 브랜드를 조

사한 결과, 미국의 제조회사 및 대표 브랜드로는 BSN

medical Inc.의 Jobst
®
, Knit-Rite, Inc.의 Therafirm

®
,

Elastic Therpy, Inc의 Rxtar®와 Varicoin, Mediven사의

Sheer&Soft로 나타났고, 스위스의 제조회사 및 대표 브

랜드로는 Ganzoni & CIE AG사의 Sigvaris로 그의 하위

브랜드 Delilah, Glamour, 200-cotton, top fine의 제품들

과 Venosan사의 Venosan
®
4000 시리즈가 있었다. 이태

리는 CALZE G.T.s.r.l.사의 Best
®
, Ibich사의 Segreta

®
,

독일은 Heinz Schiebler사의 Venex, Star cotton, Doktus,

Medi사의 Maxis
®
, OFA사의 Lastofa

®
, Memory Aloe

Vera 브랜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제조사와 제품 브랜드가 동일명칭을 사용하고 있

었는데, 즉, 일본의 Gunze사의 Gunze, 대만의 Venos사

와 Yolanda사의 Venos, Yolanda 브랜드 제품이 판매되

고 있었다. 각 회사마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하

위 브랜드가 구성되어 있으며 압력과 형태에 따라 많

은 상품이 전개되고 있었다.

압박스타킹의 소재는 나일론과 스판덱스를 주소재

로 사용하였으며, 국가별로 표기 명칭과 혼용률은 차

이를 나타내었다. 국가별 소재혼용률을 보면, 낮은 압

력단계에서 미국보다는 이태리의 스판덱스 함량이 높

게 설정되어 있고, 높은 압력단계의 경우 독일과 스위

스 제품은 스판덱스의 함량이 50% 이상의 높은 함량

을 나타내었다. 일본은 조성섬유명만 제시하고 있으며,

대만은 압력에 상관없이 같은 혼용률을 나타내거나 제

시되지 않은 브랜드도 있었다. 

압박스타킹의 압력단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10~

15, 15~20, 20~30, 30~40 mmHg, 스위스는 18~21, 23~32,

34~46 mmHg, 이태리는 18~22, 22~27, 25~32 mmHg, 독

일은 CCL2와 CCL3으로 표시하여 30~40, 40~50 mm

Hg의 압력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20hPa,

25hPa, 28hPa, 대만은 15~20, 20~30, 30~40 mmHg에

추가로 25~35mmHg의 압박단계만 판매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압박스타킹의 기준치수항목을 비교해보면 미국과

스위스는 발목둘레, 종아리둘레, 허벅지둘레, 바닥에서

종아리와 허벅지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스타킹의 형

태별 필요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팬티형의 경우 키

와 몸무게를 추가로 정하여 압력별, 형태별로 기준치

수를 달리하는 업체도 있었다. 이태리는 키와 몸무게

를 일본은 키와 엉덩이둘레를 기준치수로 설정하였으

나, 독일은 발목둘레, 종아리둘레, 무릎둘레, 허벅지중

간둘레, 대퇴최대둘레로 둘레치수를 다른 국가에 비해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압

박스타킹은 거의가 해외 제품이며, 제조국별, 치수기

준항목, 신체사이즈가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압박스타킹은 점진적 가압방식에 의하

여 발목, 종아리, 허벅지의 부위별 압력이 다르게 적용

되기 때문에 인체치수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해외 제품의 경우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준설정에 따른 치수가 제시되어 있어 한국 소비

자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압박

기능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구매시 소비자들의 치수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

국인의 하반신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의료용 압박스타

킹의 압박단계의 설정 및 치수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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