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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혁신적인 섬유 신소재에 대한 요구의 증가로 이에 대응
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능의 소재가 개발되고 있다. 그 중 
MRT(Moisture Responded Transformable) 섬유는 수분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형태가 변화되는 특성을 가진 일종의 스마
트섬유로서, 수분 제어에 의해 Figure 1에 보는 것과 같이 변
하는 즉, 자기조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섬유이다1). MRT섬
유는 친수성이 있는 섬유성분과 소수성이 있는 섬유성분을 

side by side단면의 형태로 접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친수성이 
섬유성분의 흡습 여부에 따라서 MRT섬유의 형태가 변화되는 
특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2,3).
  지금까지 개발된 MRT섬유 및 그 용도로는 일본 ㈜TEIJIN 
Fibers사가 PET/Co-PET를 조합하여 개발한 MRT섬유를 미국
의 ㈜NIKE사가 SHERE REACT DRYⓇ라는 브랜드로 T-Shirts
를 판매하고 있고, 일본의 ㈜MITSUBISHI RAYON사가 개발한 
Tri-acetate/Cellulose를 조합하여 개발한 MRT섬유를 쾌적기
능성 스포츠웨어로 상품화한 VENTCOOLⓇ이 있다4).

MRT(Moisture Responded Transformable)섬유의 의료용 압박소매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edical Compression Arm Sleeves 
Using a MRT(Moisture Responded Transformable) Fibers

*Corresponding author 
Youngmi Park 
(ymp9397@yu.ac.kr)

조대현1, 정태두2, 박은희2, 박영미*

1하이테크섬유연구소, 2경북대학교 재활의학과, 영남대학교 의류패션학과

Daehyun Cho1, Taedu Jung2, Eunhee Park2, and Youngmi Park*

1R&D Lab. of High-Tech Fibers, Daegu, Korea
2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Department of Clothing and Fashion,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Received_June 07, 2021
Revised_June 17, 2021
Accepted_June 21, 2021

Abstract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a medical compression sleeve of Moisture 
Responded Transformable(MRT) fibers to the treatment of lymphedema after surgery in 
breast cancer patients was investigated. MRT fibers were manufactured with PET and 
Nylon6 bi-component cross-section yarns, and compression sleeves of sleeves 1, 2, 3, 
and 4 were knitted in order of size, and then the physical properties and clinical tests 
were evaluated. As a result, the pressure of compression sleeve in wrinkle was the 
lowest in sleeve 1 with 3.81 kPa, and the highest in sleeve 4 with 5.22 kPa. Elastic 
recovery rate is that all parts except the top of the sleeve 1 exhibited 100%. The air 
permeability was good at 12.1 ~ 16.1 cm3/cm2/sec, and peeling was also comparatively 
excellent as grade 3. In addition, the weight of the compression sleeves 1, 2, and 3 
decreased as 18.3 ~ 23.0 g/m2 depend on size, while the compared sample was heavier 
with 17.39 ~ 32.61 g/m2. In lymphoscintigraphy test, it was confirmed that the function 
of remaining lymph node was good in all patients. Although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samples in skin irritation and tightness in wearing comfort, the manufactured 
sleeves showed better fit, lightness, fashion and breathability than the comparable 
slee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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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방암 환자의 수술 시에는 통상 겨드랑이의 림프절도 
함께 절제되기 때문에, 팔에 있는 림프액들이 심장으로 잘 흘
러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손과 팔이 붓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림프 부종(임파종대)이라고 한다. 림프 부종의 치료법으로는 크
게 수술적 및 비수술적 요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로는 도
수 임차 마사지, 압박 치료, 특수 운동법 및 복합적 임파 물리
치료법 등이 있으나 압박소매를 이용한 압박치료법이 주로 사
용되고 있다5-7).
  림프 부종 치료용 압박소매는 아직까지 국내의 요구에 부합
되도록 제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되는 제품으로는 SIGVARIS ADVANCE(스위스), 
MEDI BAYREUTH(독일), THUASNE(체코), MANG LINFOED-
EMA(스페인)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들 제품의 제조 방식은 
일체형으로 편직하는 제품과 편직한 후 봉제하는 제품의 2 종
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사용되는 섬유 소재는 Nylon66 
DTY(draw textured yarn)의 형태로 단독 또는 Spandex 섬
유와 더블 커버링한 형태(Double covering yarn, DCY)로 사
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8,9). 수입되는 압박 소매를 착용하게 되
면 피부와 통기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땀이 많이 차게 되고 이
로 인하여 냄새가 발생하여 착용을 회피하고 싶다는 환자의 불
만이 많고, 국내 환자의 체형에 부합하는 사이즈의 압박소매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분의 존재여부에 따라 섬유형태가 
변화되는 MRT섬유를 압박소매용 소재로 적용하여 다양한 사이
즈로 편직한 다음,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림프부종 치료용 
압박소매와 무게 비교를 비롯한 압박감, 탄성, 공기투과도 및 
필링성 등의 물성을 알아보고 임상시험을 통한 착용 쾌적성을 
평가하였다. 

2. 실  험

2.1 MRT섬유의 제조

2.1.1 이성분 폴리머 조합 

  압박 소매용으로 현재 사용되는 폴리머 조합은 대부분 PET
와 Nylon66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MRT섬유를 제조할 목적으
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섬유 중에서 수분율의 차이를 크
게 할 수 있는 폴리머 조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PET와 
Nylon6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는 PET와 Nylon6는 수분율뿐만 
아니라 수축률, 초기탄성률, 비중, 유리전이온도, 염색기구도 상
이하기 때문에 감성뿐만 아니라 기능성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2.1.2 Side by side 원사단면 형태의 결정

  PET와 Nylon6는 비상용성이기 때문에 side by side형 원사
단면으로 제조되더라도 용도로 적용되어 착용과정에서 받게 되
는 기계적인 마찰 및 충격에 의하여 PET와 Nylon6의 접합부
가 분리되어 원사단면이 붕괴되어 MRT섬유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PET
와 Nylon6의 이성분 폴리머를 입체적인 형태로 결합시킬 수 
있는 side by side형 원사 단면 형태로 제조하기 위한 Pack구
조를 설계하였다.

2.1.3 MRT섬유의 제조시험

  MRT섬유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의 용융식 복합방사설비인 
MS Lab.#1호기를 이용하여 방사속도 1,350m/min, T/U Speed 
3,600m/min, Heat set temperature 110℃, Draw ratio 
2.85의 조건으로 하여 Spin draw yarn(SDY)을 50d/24f로 제

Figure 1. Schematic diagram and side shape image of MRT fiber with self-control function by moistur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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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Figure 2는 MRT섬유의 제조에 사용된 방사설비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2.1.4 폴리머의 접합성능 평가시험

  MRT섬유는 서로 비상용성인 PET와 Nylon6의 접합성을 평
가하기 위해 T/M식 사 포합력시험기(Daeyoung Ltd, Japan)
를 사용하여 하중 100g을 가해 가닥 절단 횟수(사내마찰력)를 
측정하였다.

2.2 DCY(Double covering yarn)의 제조 및 Covering 조건

  압박소매용 소재로 사용할 DCY는 본 연구에서 제조한 MRT
섬유를 선염하여 사용하였고, Spandex섬유는 (주)효성티엔씨의 

크레오라(CREORA®) 70d와 210d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MRT섬유(50/24)의 선염 조건은 저장력(0.1g/d)으로 winding
한 후, 100℃에서 30min 정련 및 축소공정을 통해 self-crimp
를 발현시켰다. 이어서 산성염료로 Nylon6섬유만 염색하고 다
시 soft winding하여 DCY용 소재로 사용하였다. 
  압박소매 제조용 DCY소재는 Inlay yarn과 Knitting yarn의 
2 종류를 제조하였으며 제조조건은 Table 1과 같다. 즉, Inlay 
yarn은 core yarn으로 210d Spandex 210d를 4.5배로 draft
시킨 상태에서 하권사(1st cover yarn)로 50d MRT섬유를 사
용하여 S방향으로 1,000TPM시킨 다음, 다시 상권사(2nd cover 
yarn)로 50d MRT섬유를 사용하여 Z방향으로 1,200TPM시켜 
제조하였다. 
  Knitting yarn은 core yarn으로 70d Spandex를 3.5배로 
draft시킨 상태에서 1st cover yarn으로 50d MRT섬유를 사

Table 1. Manufacture condition for inlay yarn and knitting yarn

DCY yarn 
Cover yarn

Core yarn Draft ratio
1st cover yarn 2nd cover yarn

Inlay yarn
S 1,000TPM Z 1,200TPM

Spandex 210d 4.5
MRT 50d MRT 50d

Knitting yarn
S 800TPM Z 1,000TPM

Spandex 70d 3.5
MRT 50d MRT 50d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melt-type composite spinn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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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S방향으로 800TPM시킨 다음, 다시 2nd cover yarn
으로 50d MRT섬유를 사용하여 Z방향으로 1,000TPM시켜 제
조하였다.

2.3 압박소매의 제조

  압박소매는 독일 Medi Bayreuth사의 일체형 편직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제조하되,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압박소매의 
문제점인 겨드랑이 부위와 접촉하는 압박소매부위의 압박감을 
줄이며 촉감은 소프트하게, 밴드의 폭도 1/2로 축소하고 압박
소매의 길이도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축소하여 KNITTING 
MACHINE(CC4 Ⅱ, MERZ Co., Ltd, Germany)을 이용하여 
DCY소재로 제조한 Inlay yarn과 Knitting yarn을 배합하여 
편직 일체형으로 제조하였다. Inlay yarn과 Knitting yarn으로 
제조한 DCY소재를 조합하되 압박소매의 사이즈별 압력은 제편 
장력을 조절하면서 착용자에 맞게 사이즈를 차별화하였다.     
  Figure 3의 (a)는 제조한 편직 일체형 압박소매의 측면 부위
와 자세한 상부와 하부의 입체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고, 
Figure 3의 (b)는 사이즈순으로 sleeve 1 > sleeve 2 > sleeve 
3 ≥ sleeve 4의 4 단계로 편직한 일체형 압박소매 사진이다. 

2.4 압박소매 사이즈 결정을 위한 임상시험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지 림프부종 환자
들을 대상으로 LED광원을 사용하는 경량의 휴대용 3D스캐너

(GoScan 50TM, Canada)를 이용하여 팔 둘레와 형태를 측정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인체 사이즈에 적합한 압박소매
의 사이즈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환자의 림프부종 상지 둘레 및 부피를 측정하여 임상적 효용
성을 확인하고자 침대에 누운 자세에서 양 어깨를 번갈아 가며 
90도 굴곡 자세를 취하면, 측정자 2명이 3D 스캐너로 팔 전체
를 스캔하면서 형태를 파악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양쪽 손등, 
손목, 팔꿈치 아래 7cm, 팔꿈치 및 팔꿈치 위 10cm 위치에서 
둘레 값을 각각 측정하였다(Figure 4).

2.5 압박소매의 성능 평가

2.5.1 환자의 림프 기능 확인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이차성 상지 
림프부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편직한 압박소매를 착용시켜 림포
신티그래피(Lymphoscintigraphy) 검사를 통해 환자의 림프 
기능을 확인하였다11).

2.5.2 착용성능 평가

  압박소매를 10분 간 착용 후 벗어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간
지러움이 발생하는 등의 피부 병변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부 병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3일간 낮에 4시간 총 12시간
을 착용하면서 압박정도, 착용감, 경량감, 패션성, 통기성 등 
주관적 평가에 의한 착용성능을 평가하였다.

Figure 3. The all-in-one compression sleeve knitted by MRT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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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압박소매의 압력(의복압)의 측정

  압박소매의 압력을 의복압 측정은 표준화된 측정방법이 없으
므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orea Apparel Testing Research 
Institute, KATRI, Korea)에 의뢰하여 여성 표준마네킨(상반신, 
Size Korea 6th Human body size)을 이용한 압박소매 제품
의 손목부위에 대한 압력을 평가하였다. 
  환경재현 실험실(EBE Walk-in Chamber, ESPEC CORP., 
Japan) 온·습도가 각각 20 ± 2℃, 65 ± 4% R.H. 조건에서 2시
간 이상 안정화한 후, 표준마네킨의 손목(손목둘레 160mm, 허
용공차 ±3%)에 지름 20 mm의 의복압 측정 센서를 부착하여 
압박소매를 표준마네킨에 착용시키고 1분 후 의복압 측정기
(TNB-300, AMI Tech, Malaysia)를 사용하여 손목 부위의 의
복압을 측정하였다. 압박소매를 벗긴 후 다시 표준마네킨에 착
용시켜 1분 후 의복압을 측정하여 1개 시험편 당 5회 측정 후
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제조한 2, 3, 4의 압박소매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각각 의복압을 측정하였다. 

2.7 신축탄성률, 공기투과도, 필링 및 무게 측정

  신축탄성률, 공기투과도, 필링 및 무게 측정은 사이즈를 차별
화하여 제조한 3 종류의 압박소매 sleeve 1, sleeve 2, sleeve 
3에 대해 측정하였고, 의복압 측정에 사용한 sleeve 4는 
sleeve 1과 압력의 유의차가 없어서 측정에서 제외하였다.
  동일한 조건의 20 ± 2℃, 65 ± 4% R.H. 환경에서 신축탄성
률은 KS K 0642 : 2016 (8.15.1.A법)에 준하여 시료별 상부, 
중부, 하부 등 3부위에 대해 측정하였다. 공기투과도는 ASTM 
D 737 : 2016에 준하여 프라지어법으로 측정하였고, 필링은 
KS K 0501 : 2015에 준하여 브러쉬 & 스폰지법으로 측정하였
다. 또한 경량감 평가를 위한 각 시료의 무게는 KS K 0514 : 
2017에 준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MRT섬유의 원사 단면 특성 및 폴리머 접합성

  Figure 5는 PET와 Nylon6을 이성분 복합사로 조합한 MRT 
섬유의 원사 단면 형태를 나타낸 모식도로 소수성의 PET성분
과 친수성의 나일론 성분이 입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MRT섬유는 서로 비상용성인 PET와 Nylon6이 접합되어 있
기 때문에 원사로서의 물성이 우수하더라도 접합된 부분이 분
리되면 용도전개를 위한 실용성은 없어지므로 접합하는 이성분 
폴리머 간 접합성은 아주 중요한 물성이다. 이성분 폴리머 간 
접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인시험법이 없기 때문에 T/M식 사 
포합력시험기를 이용하여 마찰에 대한 접합성을 평가하였다. 
제조한 50d/24f의 SDY에 대해 100g의 하중을 가해 T/M식 
마찰 회수를 측정한 결과, 300회 이상의 마찰시험에서도 폴리
머간 접합된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견디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통상의 폴리머 합포력 평가 시 50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MRT섬유는 서로 비상용성인 PET와 Nylon6 간의 접합
임에도 외력에 의해서 300회 이상의 마찰에도 변함없이 단면 
형태가 유지됨에 따라 접합 부분이 분리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
할 수 있었다.

3.2 MRT섬유의 역학적 특성

  Table 2는 SDY process로 제조된 50d MRT섬유의 역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강도는 3.71 ± 0.17 gf/d, 신도는 25.00
± 2.69%로 일반적인 원사와 유사하며, 절단 강도 및 절단 신
도가 각각 182.1 ± 8.47 cN과 25%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사의 길이방향으로의 물성 편차도 작은 것으로 볼 때 
MRT섬유는 역학적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 Cross-sectional shape of MRT fiber.

Figure 4. Areas measured with a 3D scanner to determine the compression sleev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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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RT섬유의 self-crimp형성 특성

  원사의 벌키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가연 가공(draw texturing)
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는 림프부종 치료용 압박소매로서 감
성 및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self-crimp 구조 제어에 의해 
벌키성을 부여한 MRT섬유를 제조하였다. 먼저 MRT섬유를 0.1 
g/d의 낮은 장력으로 winding한 후, 100℃에서 30min간 정련 
및 축소공정을 거쳐 self-crimp가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수입되는 압박소매에 사용되는 Nylon66 섬유는 가연 가공
을 통하여 crimp를 발현시킨 것이지만, 제조된 MRT섬유는 정
련 및 축소공정에서 self-crimp가 발현되기 때문에 가연가공을 
하지 않았다.
  Figure 6은 정련 및 축소 전(a)과 후(b)의 self-crimp가 형
성된 MRT섬유의 번들 측면을 실체현미경(Stereo Microscope,
Zeiss Stemi 2000-C, Germany)으로 촬영한 사진이다(×50). 
장력 제어가 2 ~ 40 cN으로 조절가능한 winding설비에 의해 
저장력의 winding으로 수축후 self-crimp가 충분하게 형성되
어 벌키성이 부여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착용쾌적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4 압박소매의 사이즈 결정

  한국인의 인체 사이즈에 적합한 압박소매의 사이즈를 결정할 
목적으로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유방암 관련 
상지 림프부종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LED광원을 사용하는 경
량의 휴대용 3D 스캐너(GoScan 50TM, Canada)를 활용하여 
림프부종 상지 둘레 및 부피를 측정하였다. 3D 스캐너로 측정
한 결과를 활용하여 림프부종 환자의 압박소매 착용 전과 후, 
줄자를 이용하여 양쪽 손등, 손목, 팔꿈치 아래 7 cm, 팔꿈치, 
팔꿈치 위 10 cm 위치에서 팔 둘레를 측정하였지만 착용 전과 
후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Table 3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람의 인체 사이즈
에 적합한 압박소매의 사이즈를 4 단계로 결정한 것을 제시하
였다. 

3.5 제조한 압박소매의 특성

  압박소매는 림프부종의 경중, 착용자의 체형, 착용감을 높이
기 위해 다양한 감성 및 기능성을 부가하여 착용자 관점에서 
제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편직 일체형 압박소매는 조건별로 커버링된 원사의 조합으로 
편직한 일체형 압박소매는 커버링된 원사의 특성, 커버링 원사
간 조합, 제편 장력 등에 의하여 압박 소매의 특성이 결정된다. 
편직 일체형 압박소매 제조에 사용된 환편기는 패브릭 조직의 
특성상 통기성이 높아서 착용 쾌적성이 우수하고 제조공정이 
간단하며, 제품의 외관을 고급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밀한 장력제어가 곤란하고 사용 내구성이 좋지 못하며, 패브
릭 조직을 다양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Table 4는 사이즈별로 차별화한 4종의 압박소매에 대한 통
기성과 경량성, 패션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의복압, 신축탄성
률, 공기투과도, 필링성 및 무게 등의 물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준마네킨의 손목 부위에 압박소매를 착용하여 의복압을 측정
한 결과는 sleeve 1, sleeve 2, sleeve 3 및 sleeve 4가 각각 
3.81(28.6), 4.20(31.5), 5.11(38.3), 5.22(39.2) kPa(mmHg)와 
같았다. 이는 압박소매의 사이즈가 가장 큰 sleeve 1의 의복압
이 가장 낮았고, 가장 작은 사이즈인 sleeve 4가 가장 높아 의
복압이 사이즈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용 시 환자에 따라 의복압을 선택적으로 조절
할 수 있어서 압박소매의 활용 범위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축탄성률은 압박소매마다 그리고 착용하는 부위마다 상이

Figure 6. Self-crimp images of MRT fibers before (a) and after (b) scouring and winding shrinkage.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MRT fiber

Time to break 

(s)

B-force

(cN)

Elongation

(%)

Tenacity

(gf/d)

B-work

(N·cm)

15.04 ± 1.62 182.1 ± 8.47 25.00 ± 2.69 3.71 ± 0.17 8.03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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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편한 일체형 압박소매 sleeve 
1, sleeve 2 및 sleeve 3의 3종에 대해 상부, 중부, 하부에 대
한 신축탄성률을 측정한 결과, 사이즈가 가장 큰 sleeve 3의 
상부만 96.9%이고 sleeve 1의 상부, 중부 및 sleeve 2와 
sleeve 3의 상, 중, 하부는 모두 100%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부 어깨의 밴드부위가 신축탄성률이 낮
고 대부분의 부위는 100%인 원인으로는 어깨부의 피부가 예민
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이며, 밴드부위에 사용되는 
소재구성에서도 100% Spandex 커버링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
향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의 sleeve 1, sleeve 2 및 sleeve 3에 대한 공기투
과도를 측정한 결과, 각각 12.1, 14.2, 16.1 cm3/cm2/sec 인 
것을 알 수 있고, 사이즈에 상관없이 12.1 ~ 16.1 cm3/cm2/sec
로 공기투과도는 큰 차이가 없이 대체로 양호한 통기성을 나타
내어 착용에 따른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복 소재의 필링은 3급 이상일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
는 편이다. 제조한 압박소매의 필링은 모두 3급 이상으로 잦은 
마찰에 의해 보풀이 발생하여 패션성이 저하되는 경우는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압박소매는 착용에 의해 환자가 느끼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 중 수입되는 제품들은 그 무게가 지적되어 왔다. 이
에 제조한 압박소매와 수입되는 일부 제품의 무게 측정에 의해 
경량감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sleeve 1, sleeve 2, sleeve 3
은 각각 18.3, 19.9, 18.3 g/m2로 사이즈에 따라 무게가 감소
하지만 대체로 경량인데 비해 수입된 THUASNE CICTREX(C-
zech)와 MEDI BAYREUTH(Germany)는 각각 17.39와 32.61 
g/m2로 본 연구의 압박소매보다 가벼운 것도 있지만 일부제품
(MEDI BAYREUTH(Germany))은 두 배 이상(40.28 g/m2) 무
거운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량감도 본 연구에서 제
조한 압박소매의 물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6 압박소매의 착용쾌적성

  환자가 제조한 압박소매를 착용할 때 나타나는 반응의 차이
를 확인하고자 임상 시험인 림프신티그래피(Lymphoscintigra-
phy) 검사를 통해 환자의 림프 기능을 확인하였다. 림프신티그
래피 결과는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방암 수술 시 
림프절이 절제된 환자에서 림프 기능이 감소된 경우를 기능감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compression sleeve

Sample
Pressureave 

(kPa)*

Elastic recovery (%) Air permeability 

(cm3/cm2/sec)

Peeling 

(Grade)

Weight 

(g/m2)Top Center Bottom

Sleeve 1 3.81 96.9 100 100 12.1 3 23.0

Sleeve 2 4.20 100 100 100 14.2 3 19.9

Sleeve 3 5.11 100 100 100 16.1 3 18.3

Sleeve 4 5.22 - - - - - -

Imported** - - - - - - 17.39

Imported*** - - - - - - 32.61

 * : Pressure of compression sleeve on wrist, ** : THUASNE CICTREX, *** : MEDI BAYREUTH

Table 3. Size of the compression sleeve determined by the 4 level

Sample
Length (mm)

Wrinkle 7cm Below elbow Elbow 10cm Above elbow Total length

Sleeve size 1 (XL) 200 300 320 350 345

Sleeve size 2 (L) 180 280 285 300 345

Sleeve size 3 (M) 170 260 265 280 335

Sleeve size 4 (S) 160 240 250 270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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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으로, 남아있는 림프 기능이 관찰되지 않고 완전히 막혀 
피부 역류(dermal back flow)가 관찰되는 경우를 폐색형이라 
한다12).
  Figure 7의 (a)는 기능감소형 환자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b)는 폐색형 환자의 림프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로 제
조된 압박소매는 상지 림프부종 환자에게 피부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능감소형 
림프부종 환자의 경우에는 착용감, 경량감, 패션성, 통기성 등
의 기능이 기존의 수입 제품보다 우수하였고, 폐색형 림프부종 
환자의 경우에는 압박정도는 기존 제품보다 다소 감소되었지만, 
통기성 면에서 우수하다고 보고하여, 림프신티그래피 검사에서 
남은 림프절 기능이 서로 다른 환자 모두에서 착용 성능이 양
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사이즈로 편직하여 제조한 압박소매의 착용성은 림프 
부종 환자가 10분 간 착용 후 벗었을 때, 피부가 붉게 변하거
나 간지러움이 발생하는 등의 피부 병변 발생 여부를 확인하

고, 피부 병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3일간 낮 동안 4시간 총 
12시간을 착용하면서 압박정도, 착용감, 경량감, 패션성, 통기
성,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Figure 8의 (a)는 제조한 압박소매를 림프 기능감소형 환자
가 착용한 후의 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기존 수입 제품 대비 
본 연구에서 제조한 압박소매의 성능이 피부문제와 압박정도에
서는 두 제품 간 차이가 없지만, 착용감, 경량감, 패션성, 통기
성 면에서는 제조한 압박소매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8의 (b)는 압박소매를 폐색형 환자가 착용한 후의 결
과를 나타낸 것으로, 기존 수입 제품에 비해 피부문제, 착용감, 
경량감, 패션성 면에서는 두 제품 간의 차이가 없으나, 압박정
도는 수입 제품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고, 반면 통기성은 본 
연구의 압박소매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 제조한 
압박소매에 대해 착용 후 늘어난 조직의 탄력성이 다소 부족하
거나 압박소매 마감 부분의 압박정도가 다소 약하고 흘러내린
다는 평가가 있었다.

Figure 8. Performance by wearing comfort of compression sleeves in hypofunction (a) and occlusive (b) patients.

Figure 7. Lymphoscintigraphy for lymphedema patients in hypofunction (a) and occlusive (b) patients.



MRT(Moisture Responded Transformable)섬유의 의료용 압박소매 적용에 관한 연구     95

Textile Coloration and Finishing, Vol. 33, No. 2

4. 결  론

  본 연구는 self-crimp 부여에 의한 MRT섬유를 사용하여 임
파부종을 치료할 수 있는 압박치료기능도 발휘하면서 통기성 
부여가 가능한 스마트 fabric 구조의 압박소매를 편직하였다. 
유방암 치료 중 상지 림프부종이 발생된 환자의 임상 특성을 
분석하여 환자 개인별 임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압력 
분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압박제어기능과 환자의 착용쾌적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림프부종 치료용 압박소매를 사이즈 차
별화에 의해 크기순으로 sleeve 1, 2, 3, 4의 4단계로 분류하
고 효과적인 맞춤형 압박 치료를 위한 치료용 압박소매의 유용
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물성평가와 임상시험을 하였다.  
사이즈별로 차별화한 압박소매의 손목부위 의복압은 사이즈가 
가장 큰 sleeve 1이 3.81 kPa로 가장 낮았고, sleeve 4는 
5.22 kPa로 가장 높았다. 신축회복률은 sleeve 1의 상부만 
96.9%이고 sleeve 1의 중앙과 하부 및 나머지 압박소매의 모
든 부위가 100%를 나타냈다. 
  공기투과도는 12.1 ~ 16.1 cm3/cm2/sec로 양호하였으며, 필
링도 3급으로 비교적 우수하였다. 또한 경량성을 평가하기 위
한 무게를 측정한 결과, sleeve 1, 2, 3은 각각 23.0, 19.9, 
18.3 g/m2으로 사이즈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수입한 제품은 
17.39 g/m2의 가벼운 것부터 32.61 g/m2 또는 그 이상으로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자에 대한 림프신티그래피 임상
검사에서는 남은 림프절 기능이 환자 모두에서 착용 성능이 양
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박소매의 착용쾌적성 평가에서
는 피부문제와 압박정도에서는 두 제품 간 차이가 없지만, 착
용감, 경량감, 패션성, 통기성 면에서는 제조한 압박소매가 양
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압박소매 제품의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예
비 임상연구는 적은 수의 환자로 새롭게 편직한 압박소매의 임
상적 유용성 및 안전성을 탐색한 결과이며, 향후 많은 수의 상
지 림프부종 환자를 모집하여 최소 3개월 이상 장기간 압박소
매 착용을 실시하여 착용 전과 후 림프부종 감소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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