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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s size information on current imported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in Korea. A

total 20 brands from 6 countries imported and sold in the Korean on-off line marke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the sizing system of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was research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ze differences among different USA brands according to product type or com-

pression class of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To establish the sizing system for medical stockings of

the German brands, the basic body measurements standard was set as cA, cY, cB, cB, cC, cD, cE, cF, cG,

cH, cT, lD, lG, and lT. Italian brands developed the sizing system for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by

compression class. In the Swiss brands, size types were sub-divided as ‘Normal’, ‘Plus’, ‘Short’, and ‘Long’.

The sizing 1 were confined within very narrow limits. There were differences of the basic body measure-

ments between Taiwan brand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 size range of the imported brands with

Size Korea (KATS, 2010) by two-way size distribution shows that the sizing systems of the imported brands

were unsuitable for Koreans. To enhance the suitability of the sizing system for medical compression sto-

ckings, a new sizing system for Korean adult males and females needs to be established.

Key words: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Sizing system, Basic body measurments; 의료용 압박스타

킹, 치수규격, 기준치수항목

I. 서 론

압박스타킹은 정체되어 있는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해, 심장에서 먼 곳은 강하게 가까운 곳은 약

하게 압력을 가해, 혈액의 정체로 인해 나타나는 질환

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된다(Swedbordg, 1984). 즉

착용자의 다리부위별로 다른 압박이 가해지는데 심장

에서 가장 먼 쪽인 발목은 100%의 압력을 주고, 무릎부

위는 70%, 허벅지는 40% 순으로 심장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약하게 압력을 가해주는 점진감압방식(graduated

compression)의 설계로 다리 아래로 쏠리는 정맥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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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를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정맥피를 심장으로 밀

어올리는 역할을 한다(Do & Kim, 2011). 이로 인해 조

직 간 세포에 체액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붓는 것

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Swedborg, 1984), 정맥의 상승

된 내압을 상쇄하는 대응압력을 공급하고, 움직일 때마

다 정맥근육을 마사지하여 확장된 혈관내부의 판막기

능을 강화시킴으로 하지부종 및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다고 한다(Johnson et al., 1982).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압박이 가해지는 부위의 압력

이 다른 만큼 정확한 진단을 받아 환자 본인에게 맞는

적정한 사용시간과 사용등급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

다. 압박스타킹의 착용을 위한 크기 측정은 기립자세에

서 오전에 일찍 실시되어야 하며, 이때 중요한 측정부위

는 발목부위로, 시판되고 있는 압박스타킹은 발목둘레

가 크기 측정의 기본 부위라고 할 수 있다. 하퇴 혹은 대

퇴의 다양한 높이에서 측정한 하지둘레는 제조협회의

지침에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맞춤스타킹

을 사용해야 한다(Mitchel et al., 2007/2009).

Mitchel et al.(2007/2009)에 의하면 압박스타킹의 적

당한 치수와 착용의 적합성은 높은 압박등급이 요구될

때 더욱 중요하다고 하며, 다양한 형태와 강도의 탄력

재료의 성질에 따라 스타킹이 다르고, 크기와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의 상이함으로 제조회사들 사이에 스타킹

의 압력이 약 15mmHg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

에 주의를 요한다고 한다(Hohlbaum et al., 1989). 이러한

압박스타킹의 기준은 독일의 Gutezeichen-Gemeinschaft

Medizinischer Gummistrumpfe EV(의료용 압박스타킹

품질보증협회)와 같은 스타킹 생산협회의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으나 스타킹 회사마다 사용하

는 척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타킹을 취급하는 판매

자와 의사들은 스타킹이 환자에게 잘 맞지 않을 경우

를 대비해 몇 가지 상표의 스타킹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한다(Mitchel et al., 2007/2009). 또한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압박스타킹은 점진가압방식으로 설계

가 되기 때문에 적합한 길이의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둘레압력을 감소시키고 스타킹을 착용

하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하지부 혈류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어 일반인의 경우 하지정맥류의 예방적 목적, 또

는 증가하는 클리닉의 수만큼 치료목적으로 압박스타

킹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제품은 전무한 상

태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Do & Kim, 2012). 이와 같

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 제품은 서양인에게 맞

추어진 치수체계로 세부적인 치수가 제시되거나 또는

단순하게 획일화된 치수체계로 판매되고 있어, 국내 사

용자가 이용할 경우 치수선택시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치료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진

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

어 야기될 치수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Do & Kim,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 제

품의 치수적합성 검증과 한국인에게 적합한 의료용 압

박스타킹의 사이즈 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의료용 압박스타킹

제품의 사이즈 체계를 조사 및 분석하고 제6차 Size

Korea(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의 성인 남녀 치수와 비교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스타킹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

용 압박스타킹 수입 제품으로 미국 브랜드 4개, 스위스

브랜드 2개, 이태리 브랜드 4개, 독일 브랜드 5개, 일본

브랜드 1개, 대만 브랜드 2개로 총 20종 브랜드의 치수체

계를 조사하였다. 각 국가별 조사대상 브랜드는 <Table

1>과 같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판 중인 수입 의료용 압박스

타킹의 사이즈 표기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수입 제품의

사이즈 범위와 Size Korea(KATS, 2010)의 직접 계측치

수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해

외 제조사 홈페이지, 국내 판매업체 홈페이지 및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이즈 표기사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분석에서 사용된 용어는 Size Korea(KATS, 2010)의

측정항목용어집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Size

Korea(KATS, 2010)에서는 종아리최소둘레항목의 영

문표기가 Ankle circumference로 되어있어 기존 스타킹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Ankle circumference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ize Korea(KATS,

2010) 측정용어의 종아리최소둘레에 해당하는 항목을

발목둘레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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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해외 브랜드 제품별 사이즈 체계

해외 의료용 압박스타킹 제품의 사이즈 표기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 제품에서 제품사이즈를 제시한 브랜드

는 없었고, 신체사이즈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입 의료용 압박스타킹 6개국 20종 브랜드별 기준

치수항목 및 사이즈 수는 <Table 2>와 같다.

1) 미국 제품

본 연구분석에 사용된 미국 브랜드는 Jobst
®
의 하위

브랜드인 Ultrasheer, Opaque, Relief, Ulcercare, Anti-

embolism과 Albahealth care Anti-embolism, Sheer &

Soft, Therafirm
®
, Rxtar®, Varicoin 제품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Table 3>은 미국 브랜드 제품의 사이즈에 대

하여 제시한 것이다.

Jobst
®
의 Ultrasheer, Opaque, Relief 경우 국내에서는

발목둘레, 장딴지둘레, 넙다리둘레, 엉덩이둘레의 둘레

항목을 중심으로 스타킹의 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치수

를 사용하고 있으며 S, M, L, XL의 호칭으로 주로 4단

계로 나뉘어 표기되어 있었다. Ulcercare는 정맥류 궤

양의 치료를 위해 두 겹으로 제작된 스타킹으로 같은

항목에서 일반 의료용 스타킹보다 2~6cm 정도 더 크

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안쪽에 별도의 스타킹(Liner)

을 착용하고 바깥쪽에 지퍼방식의 스타킹(40mmHg)을

착용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치수를 좀 더 크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i-embolism 경우 또한 외과적 수

술 후 또는 장기간 누워있는 환자의 혈전방지용으로 개

발된 의료용 스타킹으로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는 장딴

지둘레를 중심으로 스타킹 형태별로 치수가 제시되어

있으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스타킹 형태별로 세부적인

둘레치수와 길이치수를 제시하고 있었다. Jobst
®
 제품

의 사이즈 범위를 부위별로 살펴보면 발목둘레는 18~

36cm, 장딴지둘레 23~56cm, 넙다리둘레 40~90cm, 엉덩

이둘레 71~166cm, 무릎길이 36~51cm, 허벅지길이 64~

97cm까지 포함하였다. Albahealth care Anti-embolism은

S~XL의 4단계로 치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무릎형의 경

우 허벅지형이나 팬티형에 비해 종아리둘레에 따른 무

릎까지의 길이가 세세하게 구분되어 길이에 따라 Short,

Regular, Long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었다. Al-

Table 1. Imported medical compression stocking brands investigated in this study

Country Brand Homepage N=20

USA

Jobst
®

Albahealth
®

Mediven

Therafirm
®

Rxtar®*

Varicoin*

http://www.jobst.co.kr

http://www.jobst-usa.com

http://www.bsnmedical.com/en

http://www.compressionstockings.com

http://www.encompassgroup.net

http://www.cnnmedi.co.kr

http://www.imed.com

http://surelife.co.kr

6

Swiss
Sigvaris 

Venosan
®

http://www.compressionstocking.co.kr

http://www.venosan.com
2

Italy

Jobstocking
®

Albert Andre
®

Best
®

*

Segerta
®

http://www.compressionstocking.co.kr

http://www.laboratoripiazza.it

http://www.gtcalze.com

http://pnpmall.kr

http://www.ibicicalze.com

4

Germany

Venex

Doktus

Maxis
®

Lastofa
®

Memory Aloe Vera

http://www.cnnmedi.co.kr

http://www.maxis-medica.cz

http://www.schiebler.de

http://surelife.co.kr

http://www.ofa.de

5

Japan Gunze http://www.compressionstocking.co.kr 1

Taiwan
Yolanda

Venos
http://www.compressionstocking.co.kr 2

*Imported brands sold in the Korean market but local production has been dis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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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ealth care Anti-embolism의 사이즈 범위를 살펴보면

장딴지둘레는 최대 48.3cm까지, 넙다리둘레는 50.8~

81.3cm, 무릎길이는 53.3cm까지, 허벅지길이는 63.5~

91.4cm까지 설정되어 있다. Mediven의 Sheer & Soft는

I~VII의 7단계로 로마자를 이용하여 발목둘레, 장딴지

둘레, 넙다리둘레에 따른 치수단계가 세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으며 추가로 허벅지길이를 Standard와 Petite

로 구분하여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사이즈 범위를 살펴

보면 발목둘레는 18~36cm, 장딴지둘레 28~54.5cm, 넙

다리둘레 42~87.5cm, 허벅지길이 58.5~86.5cm로 설정

되어 있다.

Therafirm
®
은 10~15mmHg, 15~20mmHg, 20~30mmHg,

30~40mmHg, 18mmHg의 Anti-embolism로 구분되어 기

준치수항목과 치수범위, 치수단계를 달리 사용하였다.

10~15mmHg는 Light Support, 15~20mmHg는 Mild Su-

pport 단계로 무릎형과 허벅지형은 발목둘레, 장딴지둘

레, 넙다리둘레, 무릎길이, 허벅지길이에 신발사이즈

를 추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팬티형은 키와 몸무게 항

목으로 치수기준항목이 설정되어 있었다. 20~30mmHg

는 Moderate Support 단계로 무릎형의 경우 국내에서

는 S~XL의 4단계로 구성된 반면 해외 사이트에서는

L~XXL까지 3단계 구성으로 국내와 차이를 나타내었

으며 그 허용범위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L 사이즈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발목둘레 21.8~

25.6cm, 장딴지둘레 32.1~38.5cm인 반면 해외에서는 발

목둘레 25~32cm, 장딴지둘레 46~53cm로 차이를 나타

내었다. 허벅지형과 팬티형 역시 국내와 해외 사이트에

제시된 사이즈의 허용범위의 차이가 있으나 호칭단계

Table 2. Sizing systems of imported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Country Brand Basic body measurements
Total

sizing number

USA

Jobst
®

Ankle C., Calf C., Thigh C., Hip C., Knee L., Thigh L. 15

45

Albahealth
®

Calf C., Thigh C., Knee L., Thigh L. 4

Mediven Ankle C., Calf C., Thigh C., Thigh L. 7

Therafirm
® Ankle C., Calf C., Thigh C., Hip C., Waist C., Knee L., Thigh L., Waist L.,

Shoe Size, Weight, Height
10

Rxtar® Calf C., Knee L., Weight, Height 5

Varicoin Ankle C., Calf C., Thigh C., Hip C., 4

Swiss
Sigvaris

Ankle C., Calf C., Thigh C., Hip C., Knee L., Thigh L., Shoe Size, Weight,

Height
5

9

Venosan
®

Ankle C., Calf C., Lower Knee C., Thigh C., Knee L., Thigh L., Crotch H. 4

Italy

Jobstocking
®

Shoe Size, Weight, Height 4

22
Albert Andre

®
Ankle C., Calf C., Thigh C., Knee L., Thigh L., Height 9

Best
®

Ankle C., Calf C., Thigh C., Weight, Height 4

Segerta
®

Ankle C., Calf C., Thigh C., Thigh L., Shoe Size, Weight, Height 5

Germany

Venex
Ball C., Heel-Instep C., Ankle C., Achilles tendon end C., Calf C., Lower

Knee C., Knee C., Midthigh C., Thigh C., Lower Knee L., Thigh L., 
7

28

Doktus
Ball C., Heel-Instep C., Ankle C., Achilles tendon end C., Calf C., Lower

Knee C., Knee C., Midthigh C., Thigh C., Lower Knee L., Thigh L., 
7

Maxis
®

Ankle C., Calf C., Thigh C., Waist L. 5

Lastofa
®

Ball C., Heel-Instep C., Ankle C., Achilles tendon end C., Calf C., Lower

Knee C., Knee C., Midthigh C., Thigh C., Hip C., Waist C., Lower Knee

L., Thigh L., Waist L. 

6

Memory

Aloe Vera

Ankle C., Achilles tendon end C., Calf C., Lower Knee C., Knee C.,

Midthigh C., Thigh C., Hip C., Waist C., Lower Knee L., Thigh L.
3

Japan Gunze Hip C., Height 2 2

Taiwan
Yolanda Ankle C., Calf C., Thigh C., Weight, Height 5

9
Venos Weight, Heigh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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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치수항목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키

와 몸무게를 기준치수항목으로 사용하는 팬티형의 XXL

호칭은 XL보다 키가 더 작게 설정되어있는 반면 몸무

게는 크게 설정되어 키가 작으면서 비만인 소비자를 위

한 호칭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40mmHg

는 Firm Support 단계로 18mmHg의 Anti-embolism과

함께 무릎형과 허벅지형만 판매되고 있었다. Therafirm

의 사이즈 범위를 살펴보면 발목둘레 16~38cm, 장딴지

Table 3. USA brands sizing systems for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Unit: cm)

Brand
Ankle 

C.
Calf C.

Thigh 

C.
Hip C.

Waist 

C.
Knee L. Thigh L.

Waist 

L.

Shoe

(mm)

Weight

(kg)
Height

Jobst
®

UltraSheer

Opaque

Relief

S 18-21 28-38 40-62 71-117

- - - - - - -
M 21-25 30-42 46-70 76-127

L 25-29 32-46 54-78 81-137

XL 29-33 34-50 60-81 102-166

Ulcer

Care

S 18-23 28-38

- - - - - - - - -
M 23-27 36-44

L 27-30 38-47

XL 30-36 47-56

Anti-

embolism

S

-

23-30 41-74

- -

R 36-43
S 64-74

- - - -

M 30-38 41-74
R 74-84

L 38-44 41-74

L 43-51XL 44-51 61-79
L 84-97

XXL 46-53 81-90

Albahealth

S

-

-30.5

50.8-

63.5

- -

R -40.6
S

63.5-

73.7

- - - -

L -45.7

M
30.5-

38.1

R
40.6-

43.2

R
73.7-

83.8
L

45.7-

48.3

L
38.1-

43.2

R
43.2-

45.7

L
48.3-

50.8

L
83.8-

91.4
XL

43.2-

48.3

63.5-

81.3

R
45.7-

48.3

L
50.8-

53.3

Mediven

I 18-20 28-35.5 42-57

- - -

Standard

71-86.5

Petite

58.5-71

- - - -

II
20.5-

22.5
30-39 45-61.5

III 23-25 32.5-42 49-66.5

IV
25.5-

27.5
35-45 52-73

V 28-30 37-48.5 56-79

VI 30.5-33
39.5-

51.5
60-84.5

VII 33.5-36
41.5-

54.5
6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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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 27~61cm, 넙다리둘레 58~89cm, 엉덩이둘레 ~132cm,

허리둘레 ~112cm, 무릎길이 28~56cm, 허벅지길이 58~

89cm, 허리까지의 길이 74~104cm, 신발사이즈 210mm

이상, 키 148~180.5cm, 몸무게 41~100kg를 포함하고 있

다.

Rxtar®의 경우 팬티형은 키와 몸무게를, 무릎형과 허

벅지형은 장딴지둘레와 무릎길이를 기준치수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Rxtar® 역시 Q 호칭을 두어 키는 작

으면서 비만인 소비자를 위한 호칭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이즈 범위를 살펴보면 장딴지둘레 27.5~50cm, 무릎

길이 35~47.5cm, 키 150~180.5cm, 몸무게 41~91kg으로

설정되어 있다. Varicoin은 국내 판매 홈페이지에 제시

된 사이즈 표와 제품에 표기된 사이즈 표가 다르게 제시

되어 있으며 판매 홈페이지에 제시된 사이즈는 Rxtar®

와 같은 항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품에 표기

된 사이즈는 발목둘레, 장딴지둘레, 넙다리둘레, 엉덩이

둘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즈 범위는 발목둘레 18~

33cm, 장딴지둘레 28~50cm, 넙다리둘레 40~81cm, 엉덩

이둘레 70~166cm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를 정리해보면 미국 제품은 각 회사마다 같은 호칭단계

에 따른 사이즈 허용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일 회사제품이어도 기능과 압력에 따라 단계

별 사이즈가 다른 회사도 있었다. 또한 팬티형 스타킹

은 키가 작으면서 비만인 체형이나 키가 크면서 마른 체

형에 대한 사이즈를 제시하고 있었다. 미국 제품의 전체

적인 사이즈 범위는 발목둘레 16~38cm, 장딴지둘레 23~

Table 3. Continued                                                                  (Unit: cm)

Brand
Ankle 

C.
Calf C.

Thigh 

C.
Hip C.

Waist 

C.
Knee L. Thigh L.

Waist 

L.

Shoe

(mm)

Weight

(kg)
Height

Thera-

firm
®

Original

S 16-18 27-33 38-46 -102 -76 28-38 58-66 74-89
210-

220
41-58 148-165

M 19-22 29-36 44-52 -107 -85 31-43 58-74 79-94
225-

245
47-72 150-170

L 22-25 32-38 51-58 -112 -91 33-46 64-79 84-99
250-

275
54-74

155-

180.5

XL 25-29 34-41 57-65 -117 -97 36-48 69-84 89-104
280-

290
63-82

162.5-

180.5

XXL 29-32 37-43 64-71 -132 -112 41-53 74-89 89-104 290- 76-100
152.5-

175

Anti-

embolism

S 17-20 25-31 38-46

- -

-41 -71

- - - -

M 19-23 28-33 41-48 41-46 71-76

L 22-25 31-38 43-53 43-48 74-81

XL 23-29 33-43 46-58 46-56 76-86

XXL 24-33 36-46 48-66 44-50 74-84

Rxtar®

S

-

27.5-35

- - -

35-42.5

- - -

41-59 150-165

M
27.5-

42.5
35-47.5 47-72 150-170

L 35-50 35-47.5 54-77
155-

180.5

XL 45-50 40-47.5 63-84
162.5-

180.5

Q - - 79-91
152.5-

172.5

Varicoin

S 18-20 28-38 40-60 70-117

- - - - - - -

M 21-25 30-42 46-70 76-127

L 25-29 32-46 54-78 81-137

XL 29-33 34-50 60-81
102-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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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cm, 넙다리둘레 38~90cm, 엉덩이둘레는 최대 166cm,

허리둘레 최대 112cm, 무릎길이 28~56cm, 허벅지길이

58~97cm, 허리까지의 길이 74~104cm, 키 148~180.5cm,

몸무게 41~100kg까지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2) 스위스 제품

본 연구분석에 사용된 스위스 브랜드는 Ganzoni & CIE

AG사의 대표 브랜드인 Sigvaris의 Delilah, 200-cotton,

Top fine의 제품들과 Venosan
 
제품에 대해 조사하였다

(Table 4).

Sigvaris의 Delilah를 살펴보면 무릎형은 신발사이즈

를 기준치수항목으로 1~4단계로 구성되어 선택하도록

제시되었으며, 허벅지형과 팬티형은 키와 몸무게를 기

준치수항목으로 XS~XL까지 5단계 구성을 나타내었다.

200-cotton과 Top fine의 사이즈 표는 제품이나 제조회

사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내 판매 홈

페이지에서 발목둘레, 무릎둘레, 넙다리둘레, 허벅지길

이를 기준치수항목으로 정하여 S와 M의 비교적 간단

한 2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 Normal과 Plus 사이즈

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Sigvaris의 제품들을

살펴본 결과 사이즈와 기준치수항목에 차이가 있었으

나 현재 이 브랜드들은 Sigvaris에서 단종된 제품들로

미리 수입해 높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Sig-

varis에서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사이즈 체계인

PFS
2
 Sizing System을 개발하여 동일한 기준치수항목과

치수를 적용하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Sigvaris 제품들의 사이즈 범위는 발목둘레 19~26cm, 장

딴지둘레 28~42cm, 넙다리둘레 42~68cm, 허벅지길이

61~80cm, 신발사이즈 225~310mm, 몸무게 40~90kg, 키

150~180cm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Sigvaris의 PFS
2

Sizing System의 사이즈 범위를 부위별로 살펴보면 발

목둘레는 18~36cm, 장딴지둘레는 28~61cm, 넙다리둘레

45.5~84cm, 엉덩이둘레 83~150.5cm, 무릎길이는 41cm

를 전후로 Short와 Long으로 구분하였으며, 허벅지길이

는 72cm 전후로 구분되어 기존의 사이즈 체계보다 기

준치수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허용사이즈의 최대범

위 역시 크게 규정되어 하체가 굵은 소비자에 대한 선

택의 폭이 넓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Venosan
®
은 발목둘레, 장딴지둘레, 무릎아래둘레, 넙

다리둘레, 무릎길이, 허벅지길이, 샅높이를 기준치수항

목으로 제시하여 스위스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 둘레와

높이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다. Venosan
®

의 사이즈 범위를 살펴보면 발목둘레 20~31cm, 장딴지

둘레는 29~47cm, 무릎아래둘레 28~46cm, 넙다리둘레

48~74cm, 무릎길이는 35~42cm, 허벅지길이 63~78cm,

샅높이 67~85cm를 포함하고 있었다.

Table 4. Swiss brands sizing systems for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Unit: cm)

Brand
Sizing

System
Ankle C. Calf C.

Lower 

Knee C.
Thigh C. Hip C.

Knee 

L.

Thigh 

L.

Crotch 

H.

Shoe

size

(mm)

Weight

(kg)
Height

Sigvaris

XS - -

-

-

- -

Short

61-70

Long

71-80

-

225-245 40-51 150-167

S
N 19-23 28-34 42-52

250-260 52-60 150-173
P 19-32 32-38 50-60

M
N 23-26 31-37 50-60

265-280 61-69 156-179
P 23-26 36-42 58-68

L - - - 285-310 70-78 156-180

XL - - - - 79-90 162-180

P

F

S
2

S 18-21.5 28-39 - 45.5-66 83-112.5
Short

-41

Long

41-

Short

-72

Long

72-

- - - -
M 21.5-25.5 31.5-45 - 48-73 87-127

L 25.5-29 35.5-51 - 52-84 98-150.5

XL 29-36 41-61 - - -

Venosan
®

S 20-23 29-39 28-38 48-63 -
Short

35-40

Long

37-42

Short

63-72

Long

68-78

Short

67-74

Long

74-85

- - -
M 23-26 33-42 32-41 54-67 -

L 26-29 36-45 35-44 58-72 -

XL 29-31 39-47 38-46 6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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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품은 같은 호칭단계의 사이즈 범위의 차이

와 스타킹 형태별 기준치수항목은 서로 다르게 제시되

고 있으나, 제조회사마다 제품형태에 상관없이 통일된

사이즈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사이즈 선택시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사이

즈 범위는 발목둘레 18~36cm, 장딴지둘레 28~61cm, 무

릎아래둘레 28~46cm, 넙다리둘레 42~84cm, 엉덩이둘레

83~150.5cm, 샅높이 67~85cm, 키 150~180cm, 몸무게 40~

90kg까지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3) 이태리 제품

이태리 브랜드 Jobstocking
®
, AlbertAndre

®
, Best

®
,

Segreta
®
 제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

시하였다.

Jobstocking
®
은 제조회사나 제품에 표기된 바가 없

어 국내 판매 사이트에 제시된 사이즈 표를 참고로 정

리하였다. Jobstocking
®
의 경우 기준치수항목을 형태에

따라 무릎형은 신발크기로, 허벅지형과 팬티형은 키와

몸무게로 정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허용사이즈 범위

를 살펴보면 몸무게 42~80kg, 키 150~172cm, 신발크기

Table 5. Italian brands sizing systems for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Unit: cm)

Brand Sizing System Ankle C. Calf C. Thigh C. Hip C. Knee L. Thigh L.

Shoe 

size

(mm)

Weight

(kg)
Height

Jobstocking
®

S

- - - - - -

220-235 42-64 150-166

M 240-255 42-72 150-172

L 260- 58-80 150-172

XL - 66-80 162-172

Albert Andre
®

I

XS 19-21 28-31 45-55

- - - -

45-50 150-156

S 21-23 31-34 47-57 51-57 156-162

M 23-24 34-38 50-60 58-65 162-168

L 24-26 38-42 53-63 66-74 168-175

XL 26-28 42-46 55-65 75-84 175-183

XXL 28-31 46-51 58-68 78-88 178-186

II

III

S

Short

19-22 28-34 45-55

-

34-39 65-75

- -

160

Standard 39-44 75-85 170

Long 44-49 85-95 180

M

Short

22-25 34-40 50-60

34-39 65-75 160

Standard 39-44 75-85 170

Long 44-49 85-95 180

L

Short

25-29 40-48 60-75

34-39 65-75 160

Standard 39-44 75-85 170

Long 44-49 85-95 180

Best
®

S 18-21 28-38 40-62

- - - -

42-62 150-164

M 21-25 30-42 46-70 48-72 152-172

L 25-29 32-46 54-78 56-80 154-176

XL 29-33 34-50 60-81 66-80 158-178

Segreta
®

1 19-20 32-33 52-54

- -

65-71 225-235 41-59 150-162

2 20-21 33-34 54-56 68-74 235-240 47-72 158-168

3 22-23 35-36 57-59 71-77 240-250 52-74 165-174

4 24-25 37-38 60-62 74-80 250-255 65-85 172-182

5 26-27 39-40 63-65 77-83 255-265 75-95 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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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mm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Albert-Andre
®
는 압

력별로 기준치수항목과 치수단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 20~30mmHg에 해당하는 압력 I단계는 XS~

XXL까지 6단계로 발목둘레, 장딴지둘레, 넙다리둘레,

키, 몸무게를 기준치수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28~40mmHg, 40~50mmHg에 해당하는 압력 II, III 단

계는 발목둘레, 장딴지둘레, 넙다리둘레에 따라 S~L까

지의 3단계로 나누고 키, 무릎길이, 허벅지길이에 따라

Short, Standard, Long을 추가로 총 9단계의 호칭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AlbertAndre
®
의 사이즈 범위는 발목

둘레 19~31cm, 장딴지둘레 28~51cm, 넙다리둘레 45~

75cm, 무릎길이 34~49cm, 허벅지길이 65~95cm, 키 150~

186cm, 몸무게 45~88kg까지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

다. Best
®
는 발목둘레, 장딴지둘레, 넙다리둘레, 키와 몸

무게를 기준치수항목으로 S~XL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

었다. 허용범위를 살펴보면 발목둘레 18~33cm, 장딴지

둘레 28~50cm, 넙다리둘레 40~81cm, 몸무게 42~80kg,

키 150~178cm까지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Segreta
®

는 발목둘레, 장딴지둘레, 넙다리둘레, 허벅지길이, 신

발크기, 몸무게, 키를 기준치수항목으로 정하여 1~5단

계의 구성을 나타내었으며 호칭을 숫자로 표현하여 다

른 회사제품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허용범위는 발목둘

레 19~27cm, 장딴지둘레 32~40cm, 넙다리둘레 52~

65cm, 허벅지길이 65~83cm, 신발크기 225~265mm, 몸

무게 41~95kg, 키 150~185cm까지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둘레항목은 편차를 1~2cm 간격으로 작게 설

정하여 최대허용범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작게 나타났

다.

이태리 제품의 경우, 동일 브랜드에서 제품의 압력수

준에 따라 서로 다른 사이즈 체계가 발견되었으며 또

한 각 브랜드마다 치수규격항목명칭과 규격의 사용자

치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태리 브랜드의 전

체적인 사이즈 범위를 정리해보면 발목둘레 18~31cm,

장딴지둘레 28~51cm, 넙다리둘레 40~75cm, 무릎길이

34~49cm, 허벅지길이 65~95cm, 키 150~186cm, 몸무게

41~95kg까지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4) 독일 제품

본 연구분석에 사용된 독일 브랜드는 Venex, Doktus,

Maxis, Lastofa, Memory Aloe Vera 제품이며 <Table 6>

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독일 제품의 경우 <Fig. 1>

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국가에서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기준치수항목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독일

자국 내 회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제품을 제작 판매하

고 있었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Venex와 Ductus는 Gutezeichen-

Gemeinschaft Medizinischer Gummistrumpfe EV(의료용

압박스타킹 품질보증협회)와 같은 스타킹 생산협회의

기준에 따라 기준치수항목을 적용하고 이를 I~VII로 세

분화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장딴지둘레, 무릎아래둘레,

무릎둘레, 허벅지중간둘레, 넙다리둘레 항목에 대하여

Plus-Max 사이즈를 별도로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고

길이항목은 간소화하였다. 국내 판매회사에서는 길이항

목을 제시하지 않고 발목둘레, 장딴지둘레, 무릎아래둘

레, 허벅지중간둘레, 넙다리둘레의 둘레항목에 대하여

7단계로 나누어 판매하고 있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사이즈는 제조회사의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

다. 사이즈 허용범위를 살펴보면 볼둘레 17~33cm, 발꿈

치-발등둘레 26~41cm, 발목둘레 18~32cm, 장딴지근끝

점(cB1) 24~39cm, 장딴지둘레 29~52cm, 무릎아래둘레

28~49cm, 무릎둘레 30~52cm, 허벅지중간둘레 39~67cm,

넙다리둘레 43~75cm, 무릎길이 33~43cm, 허벅지길이

57~80cm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때 아킬레스건

끝점부위는 인대가 가장 두드러지게 돌출되고 하퇴둘

레가 가장 많이 확장되면서 장딴지근의 인대 부분이 근

육 부분으로 변하는 부위이며, 앙와위에서 기립자세로

변할 때 국소곡률과 하지둘레에 있어 가장 폭넓은 변

화를 보이는 부위로 압력측정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만 하는 지점이라 한다(Mitchel et al., 2007/2009). 이

부위는 Size Korea(KATS, 2010)의 계측부위가 아니며

별도의 항목이 없어 그대로 아킬레스건끝점으로 표시

하였다. Maxis
®
는 맞춤일 경우 규정에 따라 모든 항목

에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제품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항목으로는 발목둘레, 장딴지둘레, 넙다리둘

레, 허리둘레로 호칭단계를 S~XXL까지 5단계로 간략

하게 줄여서 제공되고 있었다. 사이즈 허용범위는 발목

둘레 18~37cm, 장딴지둘레 28~54cm, 넙다리둘레 40~

85cm, 허리둘레 80~110cm를 포함하고 있었다. Lastofa
®

역시 의료용 압박스타킹 규정에 따라 기준치수항목을

정하여 사용하나 Venex와 Ductus보다 둘레항목과 길이

항목을 추가하여 제시하였으며 I~IV로 호칭단계를 6단

계로 줄여 각 단계별 허용범위 역시 차이가 있었다. 사

이즈 허용범위를 살펴보면 볼둘레 19~33cm, 발꿈치-발

등둘레 26~41cm, 발목둘레 19~33cm, 장딴지근끝점 23~

40cm, 장딴지둘레 28~49cm, 무릎아래둘레 26~48cm,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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릎둘레 29~52cm, 허벅지중간둘레 35~76cm, 넙다리둘

레 43~85cm, 엉덩이둘레 70~148cm, 허리둘레 62~110cm,

무릎길이 34~39cm, 허벅지길이 73~77cm, 허리길이 68~

82cm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Memory Aloe Vera는

S~L까지의 비교적 간단한 호칭단계를 사용하였으며 표

준압박 기준항목에서 볼둘레와 발꿈치-발등둘레를 제

외한 나머지 항목을 모두 기준치수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Memory Aloe Vera의 사이즈 허용범위를 살펴

보면 발목둘레 19.5~30cm, 장딴지근끝점 23~39cm, 장

딴지둘레 29~48cm, 무릎아래둘레 28~47cm, 무릎둘레

30~51cm, 허벅지중간둘레 47~76cm, 넙다리둘레 52~85cm,

엉덩이둘레 90~150cm, 허리둘레 71~125cm, 무릎길이

34~43cm, 허벅지길이 65~84cm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

었다.

독일 제품에서 같은 단계의 치수를 서로 비교해보면

최소치는 비슷한 치수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최대허용

범위는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허용범

위를 살펴보면 볼둘레 17~33cm, 발꿈치-발목둘레 26~

41cm, 발목둘레 18~37cm, 장딴지근끝점 23~40cm, 장

딴지둘레 28~54cm, 무릎아래둘레 26~49cm, 무릎둘레

29~52cm, 허벅지중간둘레 35~76cm, 넙다리둘레 40~

85cm, 엉덩이둘레 70~150cm, 허리둘레 62~125cm, 무

릎길이 33~43cm, 허벅지길이 57~84cm, 허리길이 68~

82cm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Table 6. Germany brands sizing systems for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Unit: cm)

Brand
Sizing

System
cA cY cB cB1 cC cD cE cF cG cH cT lD lG lT

Venex

Ductus

I 17-21 26-31 18-20 24-26 29-35 28-34 30-37 39-49 43-55

- -

Short

33-37

Stand-

ard

38-43

Short

57-67

Stand-

ard

68-80

-

II 19-23 28-33 20-22 26-28 31-37 30-36 33-39 41-52 45-59

III 21-25 29-34 22-24 28-30 33-39 32-38 35-41 44-55 49-63

IV 23-27 31-36 24-26 30-33 35-42 34-41 38-44 47-58 53-66

V 25-29 32-37 26-28 32-35 37-45 36-43 40-46 50-61 57-69

VI 27-31 34-39 28-30 34-37 39-47 38-45 42-48 53-64 61-72

VII 29-33 36-41 30-32 36-39 41-52 40-49 44-52 56-67 64-75

Maxis

S

- -

18-21

-

28-38

- - -

40-62

-

80-89

- - -

M 21-25 30-42 56-70 89-99

L 25-29 32-46 54-78
100-

110

XL 29-33 34-50 60-81
100-

110

XXL 33-37 36-54 64-85
100-

110

Lastofa

I 19-20.5 26-30 19-20.5 23-27 28-34.5 26-33 29-38 35-54 43-60 70-95 62-84

Short

34-36

Long

36.1-39

73-77

Short

68-72

Regular

73-77

Long

78-82

II
20.5-

22.5
27-32

20.5-

22.5
25-29 30-37 28-36 30-42 37-58 44-65 77-100 67-89

III
22.5-

24.5
29-34

22.5-

24.5
27-31 32-40 30-39 33-44 40-62 48-70 84-116 74-98

IV 24.5-27 30-37 24.5-27 29-33 35-43 33-42 36-46 42-66 50-74 90-127 80-102

V 27-30 32-39 27-30 31-36 37-46 35-47 38-48 44-71 55-80 98-137 85-108

VI 30-33 33-41 30-33 35-40 39-49 37-48 40-52 46-76 56-85
105-

148
90-110

Memory

Aloe Vera

S

- -

19.5-

21.5
23-27 29-35 28-34 30-42 47-54 52-60 90-120 71-88

Short

34-38

Long

38.1-43

Short

65-74

Long

74.1-84

-M
21.5-

25.5
27-33 34-41 32-40 35-46 55-66 63-74

105-

130
79-104

L 25.5-30 31-39 37-48 35-47 38-51 62-76 71-85
115-

150
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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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과 대만 제품

본 연구분석에 사용된 아시아계 브랜드로는 일본과

대만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의료용 압박스타킹으로는

일본의 Gunze, 대만의 Venos와 Yolanda 제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Table 7).

일본 제품은 일반 팬티스타킹과 마찬가지로 치수기

준항목으로 엉덩이둘레와 키를 기준으로 치수구분이

되어있으며 M과 L의 두 가지의 치수로 전개가 되었다.

허용범위 역시 일반 스타킹과 같은 치수를 사용하였으

며 엉덩이둘레 85~98cm, 키 150~165cm로 설정하였다.

대만 제품은 회사에 따라 기준치수항목에 차이가 있

었는데 Yolanda 제품은 유럽의 스타킹들과 마찬가지로

발목둘레, 장딴지둘레, 넙다리둘레, 몸무게, 키를 기준

치수항목으로 스타킹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

고 있었다. 또한, S~XXL까지 사이즈 호칭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발목둘레 17~37cm, 장딴지둘레 27~

56cm, 넙다리둘레 40~90cm, 몸무게 41~87kg, 키 150~

182cm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에 같은 대만

브랜드인 VENOS 제품은 몸무게와 키 두 항목으로 S~

XL까지 4단계의 호칭으로 구분되어 있고 허용범위는

몸무게 42~80kg, 키 150~178cm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

었다. 이와 같이 대만은 회사별로 기준치수항목과 허

용사이즈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의료용 압박스타킹 해외 제품치수와 Size Korea

(KATS, 2010) 인체치수 범위의 비교

<Table 8>은 2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수입

Table 7. Japan and Taiwan brands sizing systems for medical compression stockings     (Unit: cm)

Brand
Sizing

System
Ankle C. Calf C. Thigh C. Hip C. Knee L. Thigh L. Weight (kg) Height

Gunze
M

- - -
85-93

- - -
150-160

L 90-98 155-165

Yolanda

S 17-21 27-38 40-63

- - -

41-56 150-160

M 21-25 29-42 45-71 45-65 150-165

L 25-29 31-47 55-79 50-72 152.5-172.5

XL 29-33 33-52 60-83 56-72 152.5-182

XXL 33-37 35-56 65-90 68-87 157-182

VENOS

S

- - - - - -

42-58 150-164

M 46-68 150-168

L 50-74 152-174

XL 60-80 156-178

Fig. 1. Measuring points, lengths and girths on the human leg.

From Medizinische Kompressionssrtümpfe, Gütesicherung RALGZ 387. (200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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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제품치수항목을 중심으로 국가별

사이즈 허용범위를 Size Korea(KATS, 2010) 19세 이상

성인 남성과 여성의 각 항목에 대한 치수와 비교한 표

이다.

국가별 치수선택을 위한 신체사이즈를 비교해보면 둘

레항목은 전체적으로 스위스, 이태리, 독일, 대만에 비

해 미국의 허용범위가 더 크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와 독일은 둘레항목에 대해 비슷한 치수범

위를 사용한 반면 이태리는 발목둘레 최대치 31cm로

다른 나라에 비해 5~7cm, 장딴지둘레는 3~10cm, 넙다

리둘레는 9~15cm 더 작게 설정되어 차이를 나타내었다.

독일은 길이항목에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무릎길이는

6~13cm, 허벅지길이는 11~13cm, 허리길이는 22cm의 더

작게 설정되어 있어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과 차

이를 나타내었다. 일본은 엉덩이둘레와 키 모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작은 사이즈 범위로 구성되어 있으

며, 대만은 다른 나라들의 중간 정도의 분포로 사이즈

허용범위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국내 성

인 남성과 여성의 치수와 비교해 보기 위해 Size Korea

(KATS, 2010) 19세 이상 성인 남성과 여성의 각 항목에

대한 치수를 살펴보면, 19세 이상 성인 여성의 항목별

치수는 발목둘레 17.3~26.1cm, 장딴지둘레 28.4~47.3cm,

무릎아래둘레 26.4~42.3cm, 넙다리둘레 43.3~75.4cm,

엉덩이둘레 91.4~93.9cm, 허리둘레 56.5~117.9cm, 무릎

길이 32.8~49.5cm, 허벅지길이 59.2~84.5cm, 허리길이

81.4~109.7cm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항목별

치수는 발목둘레 18.2~29.3cm, 장딴지둘레 27.9~53.2cm,

무릎아래둘레 29.2~47.6cm, 넙다리둘레 36.7~88.2cm,

엉덩이둘레 77.5~146.0cm, 허리둘레 60.5~137.5cm, 무릎

길이 35.8~56.9cm, 허벅지길이 63.5~94.9cm, 허리길이

88.2~122.4cm로 나타났다.

압박스타킹은 남성 전용 스타킹을 판매하는 일부 브랜

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

도록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Size Korea(KATS, 2010)의

여성과 남성 전체 사이즈를 해외 제품들의 사이즈와 비

교해보면, 둘레항목에서 발목둘레는 해외 제품이 Size

Korea(KATS, 2010) 치수범위 내에 있으나, 최대치수보

다 큰 사이즈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 국내 소비자들에

게 불필요한 치수범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장딴지둘레는 이태리 제품이 최대치수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넙다리둘레는 미국과 대만 제품을 제외한 나

머지 국가들의 제품이 국내 남성의 넙다리둘레 최대치

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엉덩이둘레에서는 스위스와

일본 제품이 Size Korea(KATS, 2010)의 최소치수범위

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으며, 허리둘레항목에서는 독일

브랜드 제품이 최소치수범위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최대치수는 작게 설정되어 이에 해당되는 국내 소

비자를 위한 치수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

이항목에서 허벅지길이의 경우 이태리 제품은 최소치

수를, 독일은 최대치수를 포함하지 못하며, 무릎길이와

허리길이항목에서는 해외 제품 모두 최대치수보다 작

게 설정되어 있어, 허리길이가 104cm 이상 치수에 해당

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치수선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팬티형 스타킹 착용시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

로 판단되며, 국내 소비자를 위한 항목별 세분화된 치수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압박스타킹 제품의 기본치수항목인 발목둘레, 장딴

지둘레, 넙다리둘레 각각의 이원분포를 작성하고, 여기

에 Size Korea(KATS, 2010)의 19세 이상 성인 남성과

여성의 해당 신체치수분포를 함께 표시한 결과는 <Fig.

Table 8. Comparison of the size range of imported compression stockings and Size Korea    (Unit: cm)

Country Ankle C. Calf C.
Lower

 Knee C.
Thigh C. Hip C. Waist C. Knee L. Thigh L. Waist L.

USA 16-38 23-61 - 38-90 -166 -112 28-56 58-97 74-104

Swiss 18-36 28-61 28-46 42-84 83-150.5 - - - -

Italy 18-31 28-51 - 40-75 - - 34-49 65-95 -

Germany 18-37 28-54 26-49 40-85 70-150 62-125 33-43 57-84 68-82

Japan - - - - 85-98 - - - -

Taiwan 17-37 27-56 - 40-90 - - - - -

Size Korea

(Women)
17.3-26.1 28.4-47.3 26.4-42.3 43.3-75.4 79.9-117.9 56.5-117.9 32.8-49.5 59.2-84.5 81.4-109.7

Size Korea

(Men)
18.2-29.3 27.9-53.2 29.2-47.6 36.7-88.2 77.5-146.0 60.5-137.5 35.8-56.9 63.5-94.9 88.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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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ig. 5>와 같다.

<Fig. 2>−<Fig. 3>에서는 발목둘레와 장딴지둘레의

이원분포표를 나타낸 것으로 수입 의료용 압박스타킹

의 치수에 발목둘레가 작으면서 장딴지둘레가 큰 형태

의 하지체형을 가진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치수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수입 의료용 스타킹의 넙다리둘레와 발목둘레치수의

이원분포에 Size Korea(KATS, 2010)의 19세 이상 성인

Fig. 2. Distribution according to calf and ankle circumference for women.

Fig. 3. Distribution according to calf and ankle circumference for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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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의 해당 신체치수분포를 함께 표시한 결과

는 <Fig. 4>−<Fig. 5>와 같으며, 발목둘레에 비해 넙다

리둘레가 큰 체형을 위한 치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수입 의

료용 압박스타킹의 생산국가별 사이즈 체계를 분석하

Fig. 4. Distribution according to calf and ankle circumference for women.

Fig. 5. Distribution according to calf and ankle circumference for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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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6개국 20종 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제품이나

홈페이지에 제시된 사이즈 체계를 조사하여 한국인에

게 적합한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사이즈 체계 개발을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 브랜드 제품별 치수체계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비롯한 생산국 대부분의 제품들이 동일 회사제

품이어도 형태나 압력에 따라 호칭별 사이즈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회사마다 기준치수항목에 차이를 나타내

었다. 스위스 제품은 Normal과 Plus로 세분화된 치수를

전개하거나 Short와 Long으로 특히 길이항목을 세분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리는 압력별로 사이즈체

계를 전혀 달리 전개하고, 브랜드별 기준치수항목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압박스타킹의 표

준압박기준을 두어 비교적 동일한 압박단계, 기준치수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우에 따라

서는 간소화하여 제시하는 브랜드도 있었다. 일본 제품

은 매우 단순한 치수체계로 그 허용범위는 넓지 않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대만 제품은 회사마다 기준치수항

목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Size Korea(KATS, 2010) 19세 이상 성인 남

성과 여성의 각 항목에 대한 치수와 해외 제품들의 사

이즈를 비교해 본 결과, 발목둘레는 Size Korea(KATS,

2010) 최대치수보다 큰 치수 쪽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

며, 장딴지둘레는 이태리 제품이, 넙다리둘레는 미국과

대만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제품이 최대치수

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엉덩이둘레에서는 스위스와 일

본 제품이 최소치수범위보다 크게 설정되어 있으며, 허

리둘레는 독일 브랜드 제품이 최소, 최대치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허벅지길이항목에서 이태리는 최소치수를, 독

일은 최대치수를 포함하지 못하며, 무릎길이와 허리길

이는 해외 제품 모두 Size Korea(KATS, 2010)의 최대치

수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해외 압박스타킹의 국가별 사이

즈 체계가 매우 다양한 기준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

내 의료용 압박스타킹 소비자들을 위한 사이즈 체계 개

발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Plus 사이즈나

Petite 사이즈를 포함하여 수입 의료용 압박스타킹 사이

즈에 나타난 전체적인 사이즈에 대하여 국내 Size Korea

(KATS, 2010) 데이터와 비교가 이루어졌으며 체형에 따

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로는 체형분류에 따른 사이즈 비교에 대한 다

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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