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평균 수명의 연장,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하

지정맥류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자

문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 및 건강 관련 업체를 떠돌고 있

다. 보통 증상이 있는 만성정맥질환 환자에서 수술치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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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mproving the understanding varicose veins (VV) is increasing due to life extension and concerns 
regarding quality of life. Recently, endovascular treatment has become more common, even in mild cases. 
Excessive procedures are often performed before conservative and non-surgical treatments. We aimed to 
explain the efficacy of medication, compression, sclerotherapy, and stripping of treatments and to consider the 
appropriate indications for many treatment methods, including endovascular procedures.
Current Concepts: Venoactive drugs can be used as first-line agents for symptoms, such as edema, at all 
stages of varicose vein. These are effective adjuvant agents and can help achieve compression before and after 
procedures. Compression therapy is effective for skin change and ulcers and is excellent for the improvement of 
symptoms. Sclerotherapy has been widely used as an adjuvant treatment, but recently, its indications have been 
expanded for non-invasive causes. Traditional high ligation and stripping is still the recommended treatment 
option for recurrent or complicated varicose veins.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patients’ symptoms should be evaluated more critically than assessing only the 
venous reflux using ultrasound. Additionally, objective evaluation of various causes of lower extremity discomfort 
should be considered. Treatment according to appropriate indications, such as medication, compression, 
sclerotherapy, stripping, and endovascular therapy, can improve the patients’ quality of life and prevent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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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박스타킹, 약물치료, 운동 등의 보존치료가 우선 권장

된다. 압박스타킹에 적응을 못하거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

자들에게 수술치료가 우선 고려되기도 하고, 겉으로 하지정

맥류가 보이지 않거나, 모세혈관확장증만 있는 경우(C0-

C1)에도 역류가 있다면 하지정맥류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

을 고려할 수 있고, 임상 증상의 호전도 보고되었다[1]. 하

지의 만성정맥질환의 중증도 평가에 CEAP (임상-원인-해

부학-병리생리적) 분류가 많이 사용된다[2]. C0-C1 환자의 

43.8%에서 정맥역류를 동반하고 이 중 일부에서만 하지정

맥류(C2) 이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현재 일부의 관행처럼 

C0-C1의 모든 환자에서 초음파상 정맥역류만 근거로 시술 

및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약물 및 압박치료를 

포함한 보존치료에 실패하거나 치료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

자에서 증상의 변화를 보면서 선별적으로 시술/수술을 고려

하는 것이 좋겠다[1]. 약물치료나 압박스타킹은 하지정맥류

의 1차적인 치료 또는 시술 후 보조요법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3,4]. 최근 증가하는 심하지 않은 만성정맥질환 환자

(C0-1)에서 여러 가지 보존적, 비수술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술치료가 필요한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역류를 동반한 

두렁정맥의 제거를 위해 혈관 내 열치료, 화학적 또는 기계

적 방법에 의한 시술이 보편화되었고, 기존의 발거술이 주류

였던 수술방법에서 기구 사용이 간단하고, 일부 합병증을 줄

인 방법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고주파, 접착제 폐색술 등 혈

관 내 치료는 필요한 기술과 훈련을 단순화함으로써 보급이 

쉽게 이루어졌고, 짧은 시간 내에 주요 시술로 자리 잡았다. 

혈관수술을 교육받지 않은 비전공자들도 쉽게 습득이 가능

하고 하지정맥류 치료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혈관 

및 혈관수술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혈관 내 치료를 시행하

여 의료 오남용 및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저자들은 하지정맥류의 1세대 치

료방법인 약물치료, 압박치료, 경화요법 및 백 년 이상 수술

치료의 기본이 되었던 두렁정맥 발거술을 정리하여, 하지정

맥류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치료받는 국민들에게 좀 더 보편

적인 하지정맥류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

약물치료

만성정맥부전(chronic venous insufficiency)으로 인한 통

증치료에서 압박요법과 생활방식 변화를 보완하기 위해 여

러 정맥활성약물(venoactive drug, VAD)들이 사용되고 있

다. Flavonoids, saponins, calcium dobesilate, red vine 

leaf extract 등이 있고, 정맥벽의 긴장도 및 혈류에 영향

을 줘서 증상을 호전시킨다[5]. European Venous Forum 

(EVF) 가이드라인은 VAD 사용과 관련하여 만성정맥질환의 

모든 단계에서 증상과 부종의 일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고 하였다. C0-C4 환자에서 VAD를 사용한 경우 부종, 통증

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어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6]. 더 진행된 하지정맥류에서 VAD는 발거술, 정맥 내 열치

료, 경화요법 또는 압박스타킹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압

박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7,8].

2020년 Cochrane 그룹은 이전에 발표된 VAD의 데이

터를 검토하여 보고했다[6]. 총 56건의 연구에서 7,690명

의 환자를 포함한 문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

으며, 다양한 VAD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VAD는 

위약과 비교하였을 때 하지 부종(relative risk [RR], 0.70; 

95% confidence interval [CI], 0.63-0.78; 13 studies, 

n=1,245)과 발목 둘레(mean difference, -4.27 mm; 95% 

CI, -5.61 to -2.93 mm; 15 studies, n=2,010)를 약간 감

소시킬 수 있었다(moderate-certainty evidence). 하지만 

VAD는 위약과 비교하여 삶의 질과 궤양 치유에서는 거의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standardized mean difference [SMD], 

-0.06; 95% CI, -0.22 to 0.10; 5 studies, n=1,639; 

moderate-certainty evidence; RR, 0.94; 95% CI, 0.79-

1.13; 6 studies, n=461; low-certainty evidence). 부작용

에 대한 37건의 연구가 보고되었고, VAD는 위약과 비교하

여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약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RR, 1.14; 95% CI, 1.02-1.27; 37 studies, 5,789 

participants; moderate-certainty evidence). 각 약물 유형

의 증상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부기, 통증, 경련은 모두 개

선되었지만 다른 증상은 약물마다 차이가 있었다. Diosmin

계 약물은 묵직함에 더 효과를 보였다(SMD, -0.69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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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0.36]) [6]. Rutin계열 약물은 부종, 통증, 경련에 효과

가 있으며, 가려움증(SMD, -0.58 [-1.10 to -0.06]) 및 이

상감각(RR, 0.55 [0.37-0.83])에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합성 약물 중 calcium dobesilate는 부종, 통증, 

경련에 효과가 있고, 다른 약물과 달리 하지불안증에도 효과

를 보였다(RR, 0.73 [0.59-0.91]).

2018 EVF 가이드라인에서는 VAD가 특정 증상에 미

치는 영향 및 적절한 선택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7]. 

Micronized purified flavonoid fraction은 통증, 무거움, 

기능적 불편함, 경련, 다리 발적, 피부 변화, 부종 및 삶의 

질 향상에 강력히 권고되었으나, 감각 이상 및 화끈감에 대

해서는 약하게 권고되었다. Ruscus+hesperidine methyl 

chalcone+ascorbic acid는 통증, 무거움, 다리 피로, 감각 

이상 및 부종치료에 강력히 권고되나, 경련 및 가려움증에

는 약하게 권고되었다. Oxerutins는 통증, 무거움 및 경련

치료에 대해서 강하게 권고되고, 부종에 대해서는 약하게 권

고되었고, horse chestnut seed extract는 통증, 가려움증 

및 부기치료에 대해서 강하게 권고되었다. 그리고 calcium 

dobesilate의 경우 무과립구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약하

게 권고되었다. 2020년 Cochrane Review와 2018년 EVF 

가이드라인에서, VAD는 성분별로 효능과 개선된 임상 증

상도 차이를 보였다[6]. 따라서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

에 따라 적절한 VAD를 사용해야 하고, C0부터 C6까지 모

든 환자들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초기의 환자들에게 

micronized purified flavonoid fraction이나 rutoside 투여

는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9].

압박치료

만성정맥질환은 일반적으로 CEAP 분류를 사용하며, 확장

된 정맥, 부종, 피부 변화 또는 궤양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정맥질환의 등급을 정한다[10]. 만성정맥부전은 CEAP 3-6

으로 정의되며 진행성 정맥질환을 의미한다[11].

압박요법은 만성정맥부전 치료의 기본이다. 사용이 간편

하고 비침습적이며 만성정맥질환의 주요 병태생리학적 기

전인 정맥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압박

요법에는 신체 부위에 정적 또는 동적 압박을 제공하는 의복 

또는 장치가 포함된다. 정적 압박에는 압박양말과 압박붕대

가 있고, 간헐공기압박, 즉 소매형태의 동적 압박요법은 림

프부종이 동반된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 작용 기전

은 얕은정맥과 깊은정맥의 압박 및 근육펌프 기능의 개선이 

있으며, 보행 정맥압 감소 및 부종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1. 압박치료 적응증

만성정맥질환 환자의 치료 목표는 불편함과 통증의 감

소, 부종의 정도 감소, 피부 변화(지방피부경화증)의 개선 

및 정맥궤양의 호전이며, 압박치료가 기본이 된다[12]. 정

맥궤양 환자에서 97%의 높은 치유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

[13]. American Venous Forum guidelines에서도 증상이 

있는 하지정맥류 환자에서 압박치료를 권고하고 있다(grade 

2, level of evidence C). 두렁정맥 제거가 필요한 환자에

서 일차 치료로 압박치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하

나, 정맥궤양 치료 또는 두렁정맥 제거 이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8,14]. European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guidelines에서도 압박스타킹을 만성정

맥질환에서 증상에 효과적인 치료로 권유하고 있다(class I, 

level of evidence B) [3].

2. 압박치료 금기증

압박치료의 금기증은 말초동맥질환, 정맥혈전증, 심부전, 

급성 연조직염 등이 있다. 압박요법 전에 궤양의 원인이 동

맥 허혈이 아니고, 만성정맥부전 인지 또는 혼합 원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15]. 맥박이 촉지되지 않거나 말

초동맥질환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발목-위팔지수

(ankle-brachial index)를 포함한 혈관 평가를 시행해야 한

다. 당뇨 환자에서 중막석회화(medial calcinosis)와 관련된 

발목-위팔지수가 상승한 경우에는 발가락 압력 또는 기타 

피부산소 분압 측정을 해야 한다[16]. 심한 정맥순환부전 환

자에서도 피부산소 분압의 저하가 관찰되므로[17], 말초혈액

순환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정맥혈전증 환자는 광

범위한 혈전염으로 인해 압박스타킹을 견디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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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환자의 경우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체액량 변화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요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급성 연조직염, 감염 또는 괴사 조직이 있는 경우, 초기

에 항생제로 치료하고, 염증과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압박

요법을 연기해야 한다.

3. 압박스타킹의 처방

압박스타킹은 5가지 압력(<20, 20-30, 30-40, 40-50, 

>50 mmHg)으로 제공된다. 만성정맥질환 치료에 사용되

는 압박스타킹은 발목에 최소 20-30 mmHg의 압력을 가

해야 효과가 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흰색 색전증 방지 스타킹(6-19 mmHg)은 정맥부전의 적절

한 치료로 간주되지 않는다[18]. 더 심각한 만성정맥질환의 

경우 더 높은 등급의 압박스타킹(30-40 mmHg)이 필요할 

수 있다. 더 높은 압력의 압박 용품(예: 40-50 mmHg 또는 

50-60 mmHg)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만성 림프

부종이나 정맥궤양 치료에 사용된다.

단계압박스타킹(graduated compression stocking)은 수

십 년 동안 C0-C4 환자에서 시행하는 보존치료의 기본이었

다. 정맥류를 압박하고 정맥역류를 줄이며 종아리근육펌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준다. 최근에는 단계가압박스타

킹(progressive graduated compression, 발목에 비해 종아

리에 더 높은 압력)이 통증과 하지 증상 개선에 있어 일반적

인 단계감압박스타킹(degressive graduated compression, 

발목에 더 높은 압력)보다 더 효과적이고 착용하기도 수월하

다는 보고도 있다[19].

경화요법

경화요법은 모세혈관확장증이나 그물정맥 등의 작은 하지

정맥류에서 혈관 내 주사를 통하여 정맥 내막의 염증을 일으

켜 정맥혈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혈관내피세포의 

손상 및 섬유화를 통하여 정맥폐색을 만들게 된다[20]. 정맥

류의 혈류를 막아서 정맥류의 진행을 막고, 외관상 호전을 

보이고, 결국은 하지정맥 순환 부전으로 인한 증상들을 감

소시키게 된다.

정맥류의 경화요법은 1911년 보고된 후, 경화물질 및 주

사방법의 변천에 따라 발전해 왔다. 경화제의 종류는 작용 

원리에 따라 삼투제인 고장성 식염수, 알코올인 글리세린, 

세제 성분인 sodium tetradecyl sulphate, polidocanol이 있

다. 최근에는 세제성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21]. 액상 경화

제와 공기 또는 질소를 섞어 만든 거품경화제를 사용하는 거

품경화요법(foam sclerotherapy)은 혈액에 용해되지 않고, 

혈관과 접촉시간이 길어, 소량으로 더욱 효과적인 치료 성적

을 기대할 수 있다[22]. 피부와 가까운 정맥류에서 주로 시행

되는 경화요법의 합병증은 깊은정맥혈전증, 과색소 침착, 피

부 괴사 등이 있다[23]. 경화요법 후 합병증을 줄이고 치료효

과를 높이기 위하여 7-10일 정도 압박스타킹이 도움이 된다

[4]. 하지정맥류에서 경화요법은 보조치료로 많이 사용되다

가 최근 비침습치료의 확대로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다. 적절

한 환자 선택이 중요하다.

발거술

하지정맥류의 주원인은 두렁-넙적다리정맥경계

(saphenofemoral junction)의 정맥판막부전에 의한 역류이

다. 수술은 고위결찰술-발거술(high ligation-stripping), 

정맥류절제술(phlebectomy) 등이 있다. 고위결찰을 통하여 

정맥혈류의 역류를 막고, 두렁정맥을 발거술로 제거하여 재

발을 막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다. 결찰술만 시행하는 경우 

재발이 많기 때문에, 고위결찰술과 발거술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 표준치료다[24]. 최근 부분마취와 통증감소 등의 이유

로 하지정맥류에서 혈관 내 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재발과 환자 만족도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혈관 

내 시술에 대한 기술 및 연구의 발전으로, 초기 금기시 되었

던 심하게 확장된 두정정맥 등에서도 혈관 내 시술의 안정성

이 많이 보고되었다[25].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수술치료

가 효과적일 수 있다. 혈관 내 시술의 실패나 재발, 두렁정맥

이 피부에서 가까운 경우, 심한 구불 정맥, 두렁정맥 혈전, 

심한 정맥류 등에서는 수술이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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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하지정맥류의 혈관 내 치료 후 재발된 하지정맥류는 골반

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생기기 때문에 일부 저자들은 이런 

경우 정맥 컴퓨터단층촬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26], 결국 

수술치료의 필요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하지정

맥류는 어떤 치료를 통하여 쉽게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

니라,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겠다.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

자 상태에 맞춰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하지정맥류 수술치료법인 발거술은 대체 치료방

법의 개발로 사양되어야 할 술기가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정맥질환의 좋은 치료방법으로 지금도 유효하고, 특히 시술 

후 재발이나 복잡한 정맥질환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결론

하지정맥류에서 정맥 내 열치료나 비열치료 등 혈관 내 

치료가 최근 많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의료

수가 및 최신 기구의 사용과 맞물려 부적절한 사용 및 오남

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미에서도 혈

관 내 치료의 오남용은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어 American 

Venous Forum과 산하 윤리 Task Force Team은 Society 

for Vascular Surgery, American Vein and Lymphatic 

Society, Society of Interventional Radiology를 비롯한 여

러 전문학회와 함께 만성하지정맥질환에서 정맥 시술의 적

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개발하기에 이르렀

다[27]. 대부분의 증상이 있는 하지정맥류는 수술 또는 시술

을 시행할 수 있지만, 짧은 분절의 역류 또는 무증상의 하지

정맥류의 경우 적절하지 않다. 부종이 있는 일부 환자에서만 

시술 및 수술이 효과가 있다.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역류를 

동반한 두렁정맥의 제거는 C2-C6 환자에서 적합하며, 증상

이 없는 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렁정맥의 제거가 적합하

지 않다고 강조하였다[27]. 하지정맥류 치료에서 초음파상의 

정맥역류보다 환자의 증상이 중요하고, 특히 다양한 하지불

편감의 원인 중, 주원인으로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불편감 환자에서, 무증상의 하지

정맥류와 함께 동맥류나 동정맥루 등의 다양한 혈관질환이 

동반된 보고가 있고[28], 이런 환자에서 무작정 하지정맥류 

시술을 시행하면 환자에게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사

실 악성종양과 다르게, 기능성 질환으로서 하지정맥류를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 후 증상의 호전은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하지정맥의 혈

류생리학뿐 아니라, 통증을 포함한 증상에 대한 이해가 매

우 중요하다.

정맥 통증은 CEAP 분류, 역류 또는 염증 표지자 등과 연

관성이 크지 않고[29], 저산소증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

었다[17].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에, 여성에서 월경 등 다양한 저산소증 상황에서 하지 

통증을 경험할 수 있고, 에딘버러 연구에서는 정맥류 및 정

맥역류 없이도 다리 통증이나 무거움과 같은 증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30]. 일반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겉으로 하지

정맥류가 보이지 않거나, 모세혈관확장증만 있는 환자(C0-

C1)에서는 수술치료보다 압박스타킹, 약물치료, 운동 등의 

보존치료가 우선 권장된다. 하지정맥류 치료의 목적은 하지

불편감의 원인이 되는 하지정맥류를 잘 조절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하지정맥류 환자의 치료에서, 운동, 약

물, 압박, 경화요법, 수술, 혈관 내 치료 등의 여러 치료에 대

한 적합한 적응증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하지정맥류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향후 합병증 예방에 도움

이 될 수 있다.

찾아보기말: 하지정맥류; 약물치료; 압박스타킹; 경화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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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하지정맥류의 치료법 중에서 1세대 치료법으로 구분

할 수 있는 약물치료, 압박치료, 경화요법, 발거술에 관하여 최신 

문헌을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정맥류는 우리나라뿐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

근에는 다양한 혈관 내 치료들이 시행되고 있어 치료 오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의료지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지정맥류의 수술적 치료 외에 압박치료나 약

물요법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적

절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정맥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단순하게 간편한 수술 술기만으로 접근한다면 환자

에게 회복할 수 없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후 환자와 

의료진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커다란 문제로 진행될 수 있

을 것이다. 이 논문은 임상현장에서 하지정맥류 환자를 진료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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