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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haracterize edema of the lower extremities that 
occurs among hygienists during working hours, an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 use of 
elastic compression stockings.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40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a dental hospital in Daegu. Symptoms of edema of the lower extremities during working 
hours were characterized by measurement of calf and ankle circumference. Results: Calf and 
ankle circumference increased during working hours. The use of elastic compression stockings 
reduced edema of the lower extremities during working hours. Conclusions: Use of elastic 
compression stockings can reduce levels of lower extremity edema among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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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하지는 둔부, 대퇴부, 슬, 종아리, 발, 그리고 발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

므로 상지보다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오기 어렵다.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조직 내 림프
액이나 삼출물 등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존재하는 것을 하지부종이라 하며, 다리가 무겁거나 조이
는 느낌 등을 유발한다[1]. 

하지부종의 대표적 원인인 하지정맥류의 위험인자로는 연령, 가족력, 임신횟수, 비만 및 서서 일하
는 직업 등이 있다[2]. 연령이 증가하면 정맥 내의 판막은 약해지고, 찢어져 판막의 기능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성은 임신, 생리 전후 및 폐경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정맥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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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부종이 남성에 비해 쉽게 발생한다. 과체중 역시 하지 정맥의 압력을 증가시키므로 하지부종의 발생 가
능성을 높인다[3]. 직업적 위험으로 카지노 딜러, 레스토랑 서비스 작업자, 매장 직원 및 교사 등과 같이 하
루 근무 중 장시간을 서있거나 걸어 다니면서 일하는 입식작업이 다른 작업에 비해 하지부종 및 정맥류의 중
요한 위험요인이 된다[4,5]. 입식 직업 중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6]에 따르
면 이들은 하지부종, 발의 작열감, 다리의 무력감 및 보행 장애 등의 불편함을 흔히 호소하였다.

탄력압박스타킹은 발목부분의 압력이 가장 강하고 위로 올라 갈수록 다리를 조이는 힘이 적어지는 점진 
감압방식(Graduated compression)으로 고안되어 있어, 하지에 정체되어 있는 혈액을 신체 부위에 따라 
심장에서 먼 곳은 강하게, 가까운 곳은 약하게 순차적으로 압력을 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액의 
정체로 인한 정맥류, 하지부종, 하지의 피곤함 및 통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7]. 이는 하지의 말단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부종으로 증가된 혈관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8]. 또한 탄력압
박스타킹 착용으로 인한 물리적 압박은 정맥의 직경을 감소시킴으로써 혈류의 속도를 증가시키므로 혈전
의 발생을 막고 혈전용해를 촉진시킨다. 아울러 세포간질액이 모세관을 통해 정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용이
하게 하여 임파액의 흐름을 촉진시킨다[9].

치과위생사는 장시간 서서 업무를 하고, 앉고 서기를 반복하며, 시술과 수술을 보조해야 하므로 근골격계 
질환 및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다[10]. 최근 턱 교정 수술과 미용적 양악수술의 증가[11]와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됨[12]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업무가 많아져 서서 근무하는 시간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
한 입식 직업군에 속하는 치과위생사는 하지부종의 고위험군에 속하고, 여성의 비율이 99.3%[13]이며, 종
사자 수가 점점 증가함[14]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근무 중 탄력압박스타킹 착용이 
하지 부종과 통증에 미치는 효과 연구[15,16]나 탄력압박스타킹과 테이핑요법이 하지 부종, 하지통증 및 피
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17]는 있었으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하지부종을 평가하고, 탄력압박스타킹의 착용에 의한 하지부종 개선효과
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1개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52명을 편의표본 추출하였으며,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며,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치과위생사 중 일반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앉아서 작업(좌식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교정과, 소아치과 및 보존과를 제외한 연구시점에서 
탄력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는 자, 발이나 하지에 개방성 상처나 피부질환 등 특별한 질환이 없는 자, 혈
관계 건강 문제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신 및 분만의 경험이 없는 최종 4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00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다(IRB No. YUH-12-0465-D13).

2. 연구방법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탄력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날과 착용한 날 근무 전후의 좌우 종아리와 발목 둘레를 각각 3회씩 치과위생사실
에서 측정하였다. 측정시간은 근무 전 오전 9시와 근무 직후인 오후 7시로 하였다.

하지부종 측정은 사지 부피 증가를 평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줄자에 의한 표면 측정법(Tap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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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ment)으로 유리섬유소재 줄자를 사용하여 종아리(슬개골 하단 12 cm 아래)와 발목(바깥 복사뼈 2 cm 
위)의 둘레를 mm 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측정 후 평균을 산출하였다. 측정 자세는 대상자가 의자에 
무릎을 직각으로 세우고 앉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탄력압박스타킹은 미국식품의약품 안정청의 FDA 인증과 ISO 9001: 2000 인증을 획득한 20-30 mmHg 
압력의 무릎형 탄력압박스타킹을 다리의 굵기에 따라 적합한 사이즈[18]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비만도(Body Mass Indes; BMI)는 체중(kg)/신장(m2)으로 계산하였다. 주 근무 자세를 나눈 기준은 하루 
평균 근무 자세에 따라 입식, 좌식 및 혼합식으로 구분하였다. 운동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경우로 하였다.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줄이기 위해 측정 전 위치 및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한 명의 측정자
가 하지둘레를 측정하고, 대상자는 동일 신발을 착용하고 동일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근무 중 휴식 
시간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탄력압박스타킹은 근무 중 벗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평소와 같은 운동시간
을 가지도록 하였고, 측정 전날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였다.

3. 자료 분석
일반적인 특성과 직업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근무 전후, 착용 전후 종아리 및 발목 둘레 비교와 전체 연구

대상자를 운동여부로 구분한 후 근무 전후, 착용 전후 종아리 및 발목 둘레비교는 대응표본(Paired) t-test를 
시행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Ver. 20.0, Chicago, Illinoi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성 검정은 α=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8.4±7.4세였으며, 평균 신장은 160.7±4.1 cm, 체중은 51.4±7.7 kg, 비만도

(BMI)는 20.1±1.8이었고, 과체중인 대상자는 없었다. 대부분이 미혼(77.5%)이었으며, 출산 경험이 없었
다(80.0%). 운동은 ‘안 함’이 57.5%로 ‘주 1회 이상’ 42.5%보다 다소 많았다. 직업적 특성은 근무경력이 평균 
64.5±53.4개월이었고, 주 근무 자세는 입식이 45.0%로 좌식 32.5%와 혼합식 22.5% 보다 많았다<Table 
1>.

2. 탄력압박스타킹 착용에 따른 근무 전후의 종아리와 발목 둘레 비교
탄력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근무 전 종아리 둘레는 좌우 각각 345±19 mm와 346±21 mm이

었으며, 근무 후 종아리 둘레는 좌우 각각 356±19 mm와 356±20 mm이었다. 근무 전 발목 둘레는 좌우 
모두 202±10 mm이었으며, 근무 후 발목 둘레는 좌우 모두 208±10 mm이었다. 

근무 중 탄력압박스타킹을 착용한 경우 근무 전 종아리 둘레는 좌우 각각 345±19 mm와 346±21 mm
이었으며, 근무 후 종아리 둘레는 좌우 각각 341±19 mm와 342±21 mm이었다. 근무 전 발목 둘레는 좌우 
모두 202±10 mm이었으며, 근무 후 발목 둘레는 좌우 모두 200±9 mm이었다. 

근무 후의 좌우 종아리 둘레가 근무 전 보다 좌우 각각 10±5 mm와 10±4 mm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0.001), 좌우 발목 둘레도 모두 6±3 mm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탄력압박스타킹 착용 시 근
무 후의 좌우 종아리 둘레는 모두 –4±3 mm, 좌우 발목 둘레는 모두 –2±2 mm로 근무 전보다 유의하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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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다(p<0.001)<Table 2>.

3. 운동여부와 탄력압박스타킹 착용에 따른 근무 전후의 종아리와 발목 
둘레의 비교

운동을 하지 않은 군에서 탄력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근무 전후의 종아리 둘레차이는 좌우 모
두 11±5 mm, 발목 둘레 차이는 좌우 모두 6±3 mm이었다. 근무 중 탄력압박스타킹을 착용한 경우 근무 
전후의 종아리 둘레 차이는 좌우 모두 –4±3 mm, 발목 둘레 차이는 좌우 각각 –3±2 mm, -3±3 mm이었
다. 

주 1회 이상 운동하는 군에서는 탄력압박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근무 전후의 종아리 둘레 차이는 
좌우 각각 9±5 mm와 8±8 mm이었고, 발목 둘레 차이는 좌우 각각 5±2 mm와 5±3 mm이었다. 근무 
중 탄력압박스타킹을 착용한 경우 근무 전후의 종아리 둘레 차이는 좌우 각각 –4±3 mm와 -3±2 mm이었
고, 발목 둘레 차이는 좌우 각각 –1±2 mm와 -1±1 mm이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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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Division Mean±SD / N (%)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ear) 28.4±7.4

Height (cm) 160.7±4.1
Body weight (kg) 51.4±7.7
BMI 20.1±1.8
Birth experience Yes 8 (20.0)

No 32 (80.0)
Marital status Single 31 (77.5)

Married 9 (22.5)
Exercise (weekly) No 23 (57.5)

≥1 17 (42.5)
Occupational Work experience (month) 64.5±53.4
characteristics Working posture Standing 18 (45.0)

Sitting 13 (32.5)
Mix 9 (22.5)

Table 2. Comparison of calf and ankle circumference before and after working with elastic com-
pression stocking (ECS)                                                                                                                                    Unit :  Mean±SD
Division Before work After work Difference p*
Without ECS Calf (Left) 345±19 356±19 10±5 <0.001
(n=40) Calf (Right) 346±21 356±20 10±4 <0.001

Ankle (Left) 202±10 208±10 6±3 <0.001
Ankle (Right) 202±10 208±10 6±3 <0.001

With ECS Calf (Left) 345±19 341±19 -4±3 <0.001
(n=40) Calf (Right) 346±21 342±21 -4±3 <0.001

Ankle (Left) 202±10 200± 9 -2±2 <0.001
Ankle (Right) 202±10 200± 9 -2±2 <0.001

Difference = after work – before work 
*paired t-test



총괄 및 고안
장시간 입식작업을 하는 직업군에서는 통증뿐 아니라 하지부종이나 하지정맥류의 발생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많았다는 보고가 있고[19], 비만하지 않고 정맥판막 이상 및 임신 등으로 인한 하지 혈류 증가 상태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10년 동안 하루 8시간씩의 기립자세로 인한 작업만으로도 하지정맥류, 하지부
종 및 통증을 동반하는 만성 하지정맥 부전증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도 있다[20]. 또한 한국여성이 남성에 비
해 정맥류가 3.3배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21].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는 직업적 특성과 여성의 비율이 높
은 직업군임을 고려할 때 하지부종 고위험군에 속하므로 하지 부종에 관한 연구와 효과적인 중재방법이 필
요하다.

Orlando와 King[22]은 만성하지정맥부전증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탄력압박스타킹을 적용한 결과 발목 
둘레와 하지부종이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Anthony 등[23]은 정맥 혈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탄력압박스타
킹을 적용한 결과 하지통증 및 하지부종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Iwama 등[24]은 여행자의 정맥혈전
증 예방을 위해 탄력압박스타킹을 적용한 결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액 점도를 감소시켜 하지통증
과 하지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탄력압박스타킹 적용은 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하지순환계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치과위생사의 좌우 종아리와 발목 둘레가 근무 전에 비해 근무 후
에 유의하게 증가하여 치과위생사의 하지부종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탄력압박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근
무 시 근무 전보다 오히려 근무 후의 종아리와 발목의 둘레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16]는 탄
력압박스타킹 적용이 병동 간호사들의 하지통증과 발목 및 종아리에 대한 하지부종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
시켰다고 하였으며, 남[25]은 수술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탄력압박스타킹을 적용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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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alf and ankle circumference before and after working with exercise and 
elastic compression stocking (ECS)                                                                                                         Unit :  Mean±SD
Division Before work After work Difference p*
No exercise (weekly) (n=23)
   Without ECS Calf (Left) 348±17 359±18 11±5 <0.001

Calf (Right) 349±19 360±20 11±5 <0.001
Ankle (Left) 203± 9 209±10 6±3 <0.001
Ankle (Right) 203± 9 209± 9 6±3 <0.001

   With ECS Calf (Left) 348±17 344±18 -4±3 <0.001
Calf (Right) 349±19 345±19 -4±3 <0.001
Ankle (Left) 203± 9 200± 9 -3±2 <0.001
Ankle (Right) 203± 9 200± 8 -3±3 <0.001

≥1 exercise (weekly) (n=17)
   Without ECS Calf (Left) 342±21 351±21 9±5 <0.001

Calf (Right) 342±23 350±23 8±8 <0.001
Ankle (Left) 201±11 206±11 5±2 <0.001
Ankle (Right) 200±11 205±11 5±3 <0.001

   With ECS Calf (Left) 342±21 337±21 -4±3 <0.001
Calf (Right) 341±23 338±23 -3±2 <0.001
Ankle (Left) 201±11 199±10 -1±2   0.018
Ankle (Right) 200±11 199±11 -1±1   0.006

Difference = after work – before work 
*paired t-test



실험군에서 종아리와 발목 둘레 및 하지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또한 강[26]이 사무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지근력운동과 탄력압박스타킹을 적용한 결과 하지통증
과 하지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입식작업뿐만 아니라 좌식작업을 하는 직업군에서도 탄력압박스
타킹이 하지순환계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운동을 하는 대상자에 비해 탄력압박스타킹 착용으
로 인해 하지부종의 증상을 약화시키는데 더 큰 도움을 받았다. 최[27]는 하지운동 적용군과 탄력압력스타
킹 적용군 모두에서 대조군에서 비해 근무 후 발목과 종아리둘레 및 하지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황 
등[28]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목 펌핑운동(Pumping exercise) 적용군과 탄력압력스
타킹 적용군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한 결과 두 군 모두 하지둘레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고 하였다. 근육 펌핑운동은 근육수축을 통해 정맥을 압박시키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의 압력을 높
여 혈액 속도를 빠르게 한다[29]. 이와 같이 운동은 탄력압박스타킹 적용과 유사하게 하지순환계 문제를 완
화시키므로 치과위생사들에게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탄력압박스타킹이 여름에 착용하기에는 덥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일부 대상자에서는 탄력압박스타킹
의 압박감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1개 치과병원의 구강외과와 일반 진료과의 치과
위생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치과위생사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연구시기에 비해 연구발표가 늦어졌다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우리나라에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탄력압박스타킹의 착용 여부가 하지부종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본 첫 번째 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전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장기간 
탄력압박스타킹 착용의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결론
치과위생사는 장시간 입식 작업을 수행하고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하지부종 고위험군이다. 이들에

서 하지부종을 확인하고 탄력압박스타킹 착용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1. 근무 전에 비해 근무 후 종아리와 발목 둘레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2. 탄력압박스타킹을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 시 근무 전보다 근무 후의 종아리와 발목의 둘레가 감소하였

다.
3.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근무 전후의 종아리와 발목의 둘레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하지 부종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이 필요하며, 비만자와 출산경험

과 같은 하지정맥류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는 탄력압박스타킹을 착용하여 하지부종과 하지순환계의 건
강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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