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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on stockings are widely used for prevention of varicose vein. Depending on manufacture,
there are diverse types of compression stockings available. Most common type of compression
stocking might be the one cover calf of a lower leg which has 20~30 mmHg pressure. Despite being
widely used, possible side effects that may occur by wearing compression stockings have not been
studied much. We analyzed for a long wearing effect of compression stocking. Participants wore the
compression stocking over one leg for 7 days. During the period, all the participants did their
ordinary works wearing the compression stocking. Electrocardiogram (ECG), ankle-brachial index
(ABI), blood pressure (BP), and electromyogram (EMG) were measured at 0 day, 3rd day and 7th
day. There was no effect of wearing compression stockings from ECG, ABI or BP. Only EMG that was
measured on the covered muscle increased proportionally to the wearing time. Interestingly, EMG
from the opposite leg that had never been covered by compression stocking decreased in
proportion to the wearing date. These results suggest wearing a compression stocking for varicose
vein may cause unintentional increase or decrease of EMG from the wearing or non-wearing leg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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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파 및 레이저 치료, 압박스타킹 착용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1-3]. 이 방법들 중 20∼30 mmHg 정도의 압박 능력을 갖는 압

하지정맥류란 하지정맥 내 판막의 기능장애로 인해 혈액의

박스타킹의 착용이 간편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역류를 포함한 어떤 원인에 의해 하지의 표제정맥이 비정상적

있는데, 이는 착용의 편리성 외에 부종의 생성이나 혈류가 정체

으로 부풀고 꼬불꼬불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하지정맥

하는 것을 막아주고 피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알려져 있기 때

류의 치료에는 약물투여, 수술적인 절제술, 주사경화치료, 초음

문이다[4, 5]. 또한 압박스타킹을 착용함으로써 다리 근육의 펌
프 기능을 증가시켜줄 수 있으므로 하지정맥 내 혈액순환에 도
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6]. 하지만 압박스타킹을 하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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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착용했을 때 착용기간에 따른 압박스타킹이 다리근
육의 근전도 및 혈류순환에 미치는 생리적 기능 변화에 대한 연
구는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실험에서는 압박스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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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정기간 착용한 상태에서 심전도(electrocardiogram,

하였고, 이를 통해 압박스타킹의 착용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근

ECG), 혈압(blood pressure, BP), 발목상완지수(ankle-brachial

전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압박스

index, ABI), 근전도(electromyogram, EMG)의 변화를 측정

타킹을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착용시간에 따른 근전도 변

함으로써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 착용에 따른 위험요소가 있음

심전도는 심장이 심장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에

을 알려줄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를 신체 표
면에서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진단법이

재료 및 방법

다. 그래프의 모양, 파형의 크기, 각 파형간의 간격 등을 분석함
으로써 심장의 이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임

1. 실험대상자

상에서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다. 혈압은 심장박동에 의해 밀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총 6명으로 모두 호서대학교에 재학

려나온 동맥혈이 동맥혈관벽을 미는 압력을 측정하여 수치로

중인 21세에서 24세 사이의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다. 대

나타내는 방법으로 심장의 부하정도를 측정할 때 널리 사용되

상자들은 모두 하지의 신경계 및 근골격계에 병력이 없었으며

는 방법이다. 발목상완지수는 동맥경화증을 측정할 때 주로 이

다리에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또한 신체

용되는 방법으로 발목에서 측정된 수축기 혈압을 팔에서 측정

적으로 특별히 비만이거나 다리나 종아리가 특이적으로 굵거나

된 수축기혈압으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표시한다. 근전도는 피

얇은 참여자는 없었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측

부표면에 전극을 부착하여 해당 근육운동 단위의 전기적 활동

정을 통해 신체 비만 정도를 확인하였다(Table 1). 참여한 인원

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준전극과 측정전극

모두 연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실험 내용에 동의하였

사이를 조절하여 특정 근육부위의 활동이나 넓은 부위의 전체

다. 대상자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ZESPA사의 ‘종아리 발목오

근육의 활동을 측정할 수 있다. 근전도실험을 위해 측정된 근육

픈형’ 280데니아 GF0049 압박스타킹(중압 20∼30 mmHg)을

은 앞정강근(tibialis Anterior muscle, TA)과 장딴지근(gas-

한 쪽 다리에만 착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개인정보는 모

trocnemius muscle, GCM)이었는데, 이 두 근육은 보행과 같

두 익명 처리하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실험은 호

은 기능동작을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근육으로 압박

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하였다.

스타킹 착용 시 압박되는 근육으로 알려져있다[7]. 근전도의 표
시는 근육들에서 ‘최대 수의적 등척성 수축력’ (maximal volun-

2. 근전도 측정

tary isometric contraction, %MVIC)을 측정하여 압박스타킹

근전도 측정은 BTS사의 표면 무선 근전도 측정시스템인

착용에 따른 근전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MVIC는 근육의 강도

Free EMG 1000 (Wireless EMG system, BTS, Millan, Italy)장

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8].

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장비는 주파수 대역비가 123 dB,

압박스타킹은 하지 정맥류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샘플링 레이트는 1 KHz이며 EMG센서 내에 A/D converter가

것 외에 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직업 군에서 하지 정맥류 예

내장되어 있어 노이즈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역 통과 필

방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압박

터(band pass filter)는 20∼450 Hz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근활

스타킹의 장시간 착용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 대한 결과를 분석

성도 신호는 RMS 처리하였다. 근전도 사용을 위해서 패치가 부

Table 1. Biological information of the participants

1
2
3
4
5
6

Sex

Age (yrs)

M
M
F
M
F
M

23
24
22
24
22
21

Height (cm) Weight (kg) BMI (kg/m2)
177.0
173.1
152.3
173.0
161.4
174.2

61.0
68.9
44.4
76.2
55.8
71.2

19.5
25.5
19.2
25.5
21.5
23.5

Calf

Ankle

Height (cm) Height (cm)

Height (cm) Height (cm)

34.5
36.0
30.8
38.0
34.0
39.5

34.5
36.0
30.5
38.5
34.5
38.5

19.0
20.0
19.0
21.0
18.0
22.5

The Calf indicates circumference length of the calf. Likewise, the Ankle indicates circumference length of the a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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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1.0
18.2
22.0
18.0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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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는 부위에 면도를 하고, 소독용 알코올 솜으로 깨끗한 상태
를 만들어 저항을 최소화 하였다. 참여자의 해당 근육에 센서를
붙인 다음 기계제조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측정하였다.

3. 심전도 측정
심전도 측정은 GE사의 Mac2000 기기를 이용하여 표준12유

근전도는 압박스타킹 착용 전후의 TA와 GCM의 ‘최대 수의

도를 측정하였다. 전극의 부착은 손목 위쪽 10~15 cm, 발목 위

적 등척성 수축력’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근육 위의 센서 부착

쪽 10~15 cm에 팔다리 전극을 부착하였고, 가슴전극은 다음과

부위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압박스타킹 착용은 한 쪽 다리

같이 부착하였다. V1전극은 넷째 갈비뼈, 복장뼈 오른쪽에 부

에만 착용하였고, 몸을 씻기 위해 벋은 것 외에는 실험 기간 중

착, V2전극은 넷째 갈비뼈, 복장 뼈 왼쪽에 부착, V4 전극은 다

계속 착용하였다. 압박스타킹의 착용 후 0일 차(착용 전), 3일

섯째 갈비뼈, 빗장뼈 중간 선에 부착하고 V2와 V4를 부착 한 중

차, 7일 차에 각각 착용한 다리와 착용하지 않은 다리를 모두 같

간에 V3전극을 부착하였다. V6전극을 V4와 수평이 되도록 왼

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MVIC를 발생시키기 위한 자세는

겨드랑이 선에 부착하였고, V5전극은 V4와 V6사이에 수평으

Kendall의 방법을 사용하였다[9]. TA에서 MVIC를 측정하기 위

로 부착하였다. 측정 시 압박스타킹을 착용한 상태로 기간은 0

해서는 대상자가 dorsiflexion, inversion 및 toe flexion자세

일차(착용 전), 3일차, 7일차로 하였다(Table 2, 3).

를 취했을 때 해당 근육의 최대 등척성 수축을 가했을 때와 가하
지 않았을 때의 백분율로 나타내었다(Figure 1A). GCM에서

4. ABI (ankle-brachial index) 측정

MVIC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검자가 최대 Heel raise (해당 근

ABI 측정을 위하여 DOPPLER Smartdo사의 Smartdop 30EX

육의 최대 등척성 수축을 가했을 때)자세와 Heel raise의 50%

를 사용하여 ABI를 측정하였다. ABI는 도플러초음파를 이용해

높이일 때의 백분율로 나타내었다(Figure 1B). 정확한 측정을

posterior tibial artery와 radial artery를 기준으로 측정 후 발목

위해 자로 Heel raise의 높이가 최대의 50%되는 지점을 지정하

수축기 혈압을 팔 수축기 혈압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압박

여 피검자가 해당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였다(Figure 1C).

스타킹을 착용한 상태로 0일차(착용 전), 3일차, 7일차에 각각 측
정하였다.

Figure 1. Measuring EMG on the legs.
%MVIC, Maximal Voluntary Isometric
Contraction was measured using an
EMG device. (A) Electrode sensors
located on Trabialis Anterior (TA, left)
or Gastrocnemius (GCM, right). (B)
Measuring EMG from TA by conducting
dorsiflextion, inversion and toe flexion.
(C) Measuring EMG from GCM by
conducting heel raise (left) and 50%
heel rai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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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와 64.6%를 나타내었고, 미착용한 다리에서 측정된 TA
5. 통계분석

와 GCM값은 각각 55.1%와 41.4%를 나타내었다(Table 2). 즉

얻어진 데이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압박스타킹을 착용함으로 변화된 근전도 값은 TA의 경우 미착

해 student t test를 이용하였다. 얻어진 P 값은 데이터의 신빙성

용에 비해 20.7%가 증가하였고, GCM의 경우는 미착용에 비해

을 고려하여 0.05 이하의 값만 유의한 차가 있음으로 판정하였다.

23.2%가 증가하였다.
압박스타킹의 착용 시간에 따른 근전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착용 시작 일부터 3일째, 7일째 되는 날에 측정된 TA값과

결 과

GCM값을 분석하였다. TA값의 경우 검사에 참여한 모든 피검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고 일상 생활을 진행하며 0일차(착용

자에서 착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Table

전), 3일차, 7일차에 생리검사를 수행하였다. 근전도 외에는 다

3A). 증가된 근전도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인가 확인하

른 생리검사 수치는 변화하지 않았다. 근전도 변화는 각각 TA와

기 위해 student t test로 P 값을 측정해보았다. 0일차와 비교했

GCM의 값을 측정하여 %MVIC로 나타내었다. TA값의 측정은

을 때 3일차와 7일차에서 각각 0.021과 0.0003으로 나타났다.

dorsiflexion, inversion 및 toe flexion자세를 취했을 때, 해당

즉 증가된 TA값의 경우 3일차와 7일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

근육의 최대등척성 수축을 가했을 때와 가하지 않았을 때에 대

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일차에 비해 7일차의 TA값의 증

한 백분율를 나타내었다. 피검자들의 평균 값을 확인한 결과 압

가도 P 값을 측정해보면 0.0062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통계적

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을 때(day 0)의 평균 TA값은 압박스타

으로 의미가 있는 정도로 TA값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킹 착용할 다리는 61.5%를 나타내었고, 착용하지 않을 다리는

즉 압박스타킹 착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TA값의 증가가 있는

67.2%를 나타내었다. GCM 값은 압박스타킹 착용할 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박스타킹 미착용 다리의 경우 착용한 다리

45.4%, 착용하지 않을 다리는 54.0%를 나타내었다. 압박스타

와는 반대로 TA값이 점차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Table

킹을 착용한 다리에서 측정된 TA와 GCM값은 7일 경과 후 각각

3A). 감소된 TA 값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0일차와 비교했을
때 2일차와 7일차의 P 값은 각각 0.0066과 0.0008을 나타내어

Table 2. Average EMG values from TA or GCM at the beginning
of or end of the experiment
TA

day
day
day
day

0,
0,
7,
7,

mean
S.D.
mean
S.D.

GCM

Wearing

No-wearing

Wearing

No-wearing

61.5
9.2
75.8
13.5

67.2
7.4
55.1
8.9

45.4
10.0
64.6
15.1

54.0
13.6
41.4
16.4

%MVICs were obtained from TA or GCM at Day 0 and Day 7.
Abbreviations: GCM, Gastrocnemius TA, Trabialis Anterior.

모두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감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일차와 비교했을 때 7일차에 감소된 값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P=0.326). 즉 TA값의 경우 압박스타킹을 착용한
다리에서는 증가하였고, 같은 측정자의 착용하지 않은 다리에
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같은 방법으로 압박스타킹 착용
시간에 따른 GCM값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GCM값의 경우에
서도 TA값의 변화와 유사하게 압박스타킹 착용 기간에 따라 값

Table 3. Individual values from TA and GCM at Day 0, Day 3 and Day 7
(A)
day 0
TA

Seo**
Rhee J*
Yi K*
Kim**
Lee J*
Mean

Wearing
63.3
69.8
54.2
68.4
46.5
60.4

(B)

day 3

day 7

No-wear
No-wear
No-wear
Wearing
Wearing
ing
ing
ing
73.4
74.2
65.6
71.5
55.1
68.0

77.1
69.9
65.1
80.6
54.5
69.4

62.4
52.6
56.2
63.9
41.1
55.2

88.8
85.9
70.9
86.7
67.9
80.0

62.9
54.2
52.2
53.9
40.9
52.8

day 0
GCM

Seo**
Rhee J*
Yi K*
Kim**
Lee J*
Mean

Wearing
40.7
45.7
47.2
38.6
64.1
47.3

day 3

day 7

No-weari
No-weari
No-weari
Wearing
Wearing
ng
ng
ng
48.2
45.1
50.9
60.7
78.2
56.6

40.8
47.2
51.7
50.2
68.4
51.7

35.4
33.1
41.1
53.2
75.2
47.6

43.5
56.9
61.1
66.2
88.4
63.2

29.5
18.5
35.9
46.4
60.1
38.1

(A) %MVIC of each participant was obtained from TA at Day 0, Day 3 and Day 7. (B) %MVIC of each participant was obtained from GCM at Day
0, Day 3 and Day 7.
Abbreviations: See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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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0일차 평균값 47.3%와 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박스타킹에 의해 압박되는 앞쪽다리

교하여 3일차와 7일차는 각각 51.7%와 63.2%로 GCM값의 증

의 앞정강이근과 뒤쪽다리의 장딴지근에서 모두 동일한 근전도

가가 확인되었다(Table 3B). 증가된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평가

증가가 일어난 것을 보아 압박스타킹에 의한 압박이 저항으로

를 실시해본 결과 착용 전과 비교했을 때 3일차와 7일차에 증가

작용해 해당 근육의 근전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된 결과의 P 값은 각각 0.09와 0.024를 나타내었다. 즉 7일차에

특이한 점은 동일인에서 압박스타킹을 착용한 다리의 근육은

서의 증가한 값은 착용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

근전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다리

가 있는 정도로 GCM값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압박스타

의 해당 근육은 근전도가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했다

킹을 착용하지 않은 다리에서는 TA에서 측정된 결과와 마찬가

는 것이다(Table 3). 근전도의 감소는 운동신경의 문제 등에 의

지로 GCM값도 감소하였다. 0일차 평균값 56.6%와 비교하여 3

해 감소될 수 있는데[12], 정상 상태에서 같은 양의 활동을 수행

일차와 7일차는 각각 47.6%와 38.1%로 GCM값이 감소된 것을

한 한 사람의 두 다리에서 측정된 결과이므로 이는 신경계의 문

확인하였다(Table 3B). 감소된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평가는 0

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원인을 생각해보자면, 한쪽 다

일차와 비교하여 3일차와 7일차의 감소된 수치의 P 값이 각각

리에만 가해진 압박에 의해 해당 부위의 정맥이 눌리게 되면서

0.007과 0.001을 나타내어, 모두 유의미한 정도의 감소가 이루

저류 되어 있던 정맥혈이 점차 다른 쪽 다리, 즉 압박이 가해지지

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3일차와 비교했을 때 7일차에서 감소된

않은 쪽 다리의 정맥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겠

GCM값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도로 감소되었음을 확인

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걷거나 앉거나 하는 동작을 할 때의 표제

하였다(P=0.013).

및 심부 정맥의 압력변화는 근육의 압력 증가와는 상관이 없다
는 보고가 있다[13]. 그러므로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다

고 찰

리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다리 근육에 의한 혈관의
압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일상적인 근육 운

압박스타킹은 하지정맥류를 가진 사람에게서 혈관의 돌출이

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나 혈액흐름의 정체에 의한 구부러짐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으

다리의 정맥혈은 압박된 다리로부터 정맥혈을 받을 수 있을 것

로 사용하는 것 외에, 운동 후에 근육회복과 ‘delayed-onset

이고 이렇게 정맥혈의 저류 증가를 위해서는 주위 하지 근육이

muscle soreness’의 감소를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10]. 즉

이완되어야 하기에 근전도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

돌출된 혈관을 눌러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압박

으로의 연구에서는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다리에서 정맥

을 가하지만 압박된 부위의 근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혈의 증가가 일어났는지 조사해볼 예정이다. 즉, 하지 정맥은 많

왜냐하면 압박스타킹은 상당한 정도의 압력으로 근육을 압박하

은 혈액의 저장소이고 압박되었을 때 평균 정맥 혈류속도의 변

기 때문이다. 압박스타킹의 압력범위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고되었기에[14], 압박스타킹에 의한 압

유럽에서는 가장 가벼운 압력의 경우 10∼14 mmHg를 의미하

박은 충분히 정맥혈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류량의 변

고, 약한 압력은 15∼21 mmHg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도 약한

화가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다리의 근전도 감소에 대한

압력일 경우 15∼20 mmHg 정도 의미한다. 중간압력의 경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은 23∼32 mmHg 정도를 의미하고, 미국에서는 20∼30

압박스타킹은 착용자들에게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단점이

mmHg 정도를 의미한다[11].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의료용 압

있음에도[15], 하지정맥류의 예방과 감소 그리고 정맥혈의 순

박스타킹은 압력이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30

환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실험

mmHg에 해당한다[11]. 압박스타킹에 의해 압박되는 부위는

을 통해 살펴본 결과로는 압박되는 근육의 근전도 증가와 더불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종아리에서 발목까지 부

어 압박되지 않은 부위의 근육에서 근전도가 감소할 수 있는 요

위를 덮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럴 경우 앞정강근(TA)과 장딴지

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압박스타킹을 하루 이상 착

근(GCM)을 포함하는 부위가 압박되게 된다. 그래서 근전도 측

용할 경우 착용한 다리에서 비정상적인 근전도의 상승이 일어

정을 위해 두 근육을 이용하였는데, 이 근육들은 보행과 같은 기

날 수 있음을 나타내고, 한쪽 다리에만 착용할 경우 착용하지 않

능동작을 평가할 때에도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근육이다[7].

은 다리에서는 오히려 근전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통해서도 압박스타킹 착용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근육에서의 이상 현상은 압박스타킹을

시 압박되는 근육의 근전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

착용하는데 있어서 사용기간과 인체의 다른 부위에서의 근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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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함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압박스타
킹 착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

요 약

3.

하지정맥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압박스타킹 착
용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지만, 압박스타킹 착용으로 인한 인체
의 생리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4.

압박스타킹을 장시간 착용할 경우 어떤 생리적 지표가 변화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압박스타킹 착용으로 인해

5.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생리지표인 혈압, 심전도, 발목
상완지수,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압박스타킹은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있는 20∼30 mmHg 정도의 압력을 가진 것으로 종아리를
덮는 형태의 것을 사용하였다. 6명의 20 초반 성인이 한쪽 다리

6.

에만 7일간 착용을 하였고, 실험 기간 중 몸을 씻기 위해 벗는 것
을 제외하고는 늘 착용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직전,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 혈압, 심전도, 근

7.

전도, 발목상완지수의 변화를 압박스타킹을 착용한 다리와 착
용하지 않은 다리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측정한 결과 착용한 다
리의 앞정강이근과 장딴지근에서 근전도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8.

다른 생리지표는 변화가 없었다. 근전도의 증가는 시간이 길어
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
은 다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근전도가 감소하는

9.

결과가 나타났다. 근전도 감소 역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폭
이 커졌다. 즉 이번 실험은 압박스타킹의 착용이 해당 근육의 근

10.

전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착용하지 않은 부위에서
의도치 않은 근전도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연구에서는 압박스타킹의 장시간 착용에 따른 생리적 변화에

11.

대한 결과를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착용에 따른 위험요소를 알아 볼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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