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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부항 시술시 사혈량에 따른 부항 탈락 위험도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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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o investigate minimum pressure by verifying changes in pressure due to bleeding amount during bloodletting-cupping
therapy. Methods : (1) We compared adhesion performance of four different cupping cups of same size: two disposable cupping
cups(A, B) and two reusable cupping cups(A, B) each were vacuumed three times and kept in place for 10 minutes. (2) We
vacuumed two different sized disposable cupping cups(A), size.1(InnerDiameter 48.8 mm) and size.3(InnerDiameter 39.1 mm),
twice each(−200 mmHg) on silicon plate. We injected water and air at regular intervals in cupping cups by using a syringe, and
then measured change of pressure in cupping cups and pressure at the time of dropout. Results : (1) Pressure reduction was
4.75±2.78% on average in the order of ‘Disposable[A]＞reusable[B]＞Disposable[B]＞reusable[A]’, so that pressure retention
performance of disposable cups can’t be regarded as inferior to that of reusable cups. (2) Pressure of disposable cupping B(size.1)
decreased by an average of −40.08 mmHg per 5 ml of water. At −24.8 mmHg, when 22 ml of water has been injected, cup has come
off. Pressure of disposable cupping B(size. 3) decreased by an average of −99.4 mmHg per 5 ml of water. At −48.6 mmHg, when
13 ml of water was injected, cupping came off. Conclusions : Considering reduction rate of pressure due to water injection, in case
of bleeding more than 15 ml, size.3 cup always comes off, therefore it needs to be re-operated at least once. Meanwhile, size.1 cup
does not always come off in the same condition, depending on the initial pressure and therefore, re-operation may be considered.
Key words : cupping therapy, bloodletting-cupping, bleeding amount, dropout

서

1)
등으로 발전하였다 . 국내에서는 부항요법은 의료시술로서 1987

론

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한방의료영역에서 다양한 질환에
부항요법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진 치료요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법으로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시대 이 전부터 의사들이 부항을

부항요법은 최근 한방의료를 이용한 환자의 53.0%가 받은 적이

많이 사용하여 중세를 거치 면서 영국에서는 cupping therapy, 독

있는 한방치료법으로 뜸요법이나 한약보다도 더 많이 사용되는 요

일에서는 슈레프 코프, 프랑스에서는 방뚜즈, 러시아에서는 반카

법이다2). 부항기의 생산량도 2013년도 2천 5백만개에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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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3백만개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3).

메디칼 1호)과 2종의 다회용 부항(한솔 1호, 대건 1호)을 사용하였

부항요법은 열 또는 음압장치를 통해 부항내부 음압을 조성하여
4)

다(Fig. 1). 압력 측정은 피부를 묘사하기 위해 평균 0.1 mm인 표피

물리적 자극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 으로 피를 뽑는 습식부항

와 그 의 15∼40배에 달하는 진피의 두께인 1.5∼4.0 mm의 중간

과 울혈을 일으키는 건식 부항으로 그 방법에 따라 나뉘게 된다.

두께인 3 mm와 넓이는 100 mm×100 mm인 실리콘 고무판에

건식부항의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중 시술시 압력과 시간을 명시

구멍을 뚫고 아랫면에 디지털 압력계(모델 : TPI 665, SUMMIT,

한 연구를 보면 600 mmHg로 1분, 60 mmHg로 1분, 240 mmHg

USA)를 연결 후 부항을 부착한 뒤, 수동 흡입기로 3회 흡입 한 후,

로 30초∼3분간, 400 mmHg로 5분 시술하는 등 연구에 따라

최대 음압, 10분 뒤 음압을 비교하였다12,13).

60 mmHg∼600 mmHg의 범위로 다양한 압력으로 시술한 것으로
5-8)

나타났다

2. 출혈 발생 시 음압 감소 및 부항 탈락 압력 측정

.

이 등에 따르면 습식부항을 임상에서 응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

습식부항 시술시 출혈량에 따른 음압의 감소를 확인하고, 부항

1817명(90.8%)이며 , 습식부항 시술시 사혈량에 관한 연구는 임상

이 탈락되는 최소 음압을 찾고자, 음압이 가해진 부항에 외부에서

연구에서 10 ml를 사혈한 연구, 2주간 매일 3부위에 총 50 ml를

물을 주입하며 음압의 변화를 확인하고, 부항이 탈락되는 최소 음

10,11)

사혈한 후 부작용이 없다는 연구 등

이 존재하지만 사혈량에 대

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압 측정하였다. 부항컵의 크기별(mm) 규격은 1호(외경 50.0, 내경
48.8, 높이 71.2), 2호(외경 44.5, 내경 43.7, 높이 68), 3호(외경

임상 시술 중 혈액량이 다량으로 유출될 경우 습식 부항이 탈락

39.7, 내경 39.1, 높이 68), 4호(외경 32.7, 내경 32.3, 높이 68),
14)

인체의 부위에 따라 사용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때 환자의 의복이나, 침구류

5호(외경 30.3, 내경 25.5, 높이 66)로

의 오염 및 환자의 불편감 유발, 위생적인 의료 시술에 대한 신뢰도

할 부항의 크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항을 가장 많이 시술하는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특히 2012년 일회용 부항의 재료

등, 허리의 경우에는 가장 큰 1호 컵이 사용되고, 팔 다리에는 3호

대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이후로 습식부항 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의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으나, 품질의 차이로 인해 일회용 부항이 잘
떨어진다는 임상의들의 호소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회용 부항과 다회용 부
항에 대해 부항 컵의 음압 유지능력 측정 및 비교하고, 습식부항
시술 시 탈락 위험도가 큰 환경을 조성하여 발생되는 출혈량에 따
라 변화되는 음압을 확인하여 부항이 탈락되는 최소 음압을 측정하
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부항 컵의 음압 유지 능력 측정
부항 컵 내 압력 측정 실험으로, 2종 일회용 부항(동방 1호, DE

Fig. 2. Negative Pressure Measurement when Cupping Cup is
Come Off.

Fig. 1. Types of Cupping Cup.
Disposable Cupping[A]-(Dongbang,
size.1), Disposable Cupping[B]-(DE.
medical, size.1), Reusable Cupping
[A]-(Hnasol, size.1), Resualbe Cupping[B]-(Daekun, siz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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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이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회용 부항 B의 1호

다 압력유지 성능이 낮다고 할 수 없는 결과를 확인하였다(Table 1).

(대)과 3호(소) 컵으로 실험하였다.
압력계와 연결된 실리콘 판을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 2회 흡입(내

2. 출혈 발생 시 음압 감소 및 부항 탈락 압력 측정

부음압 약 −200 mmHg)하여 부항을 실리콘 판에 부착한 뒤, 압력

가장 낮은 음압 감소를 보인 일회용 부항 B를 중심으로 일회용

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 공기를 주입하였다

부항의 1호 크기와 3호 크기에 대해 실험한 결과, 물 5 ml씩 주입

(Fig. 2).

했을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기인 1호 부항은 물 5 ml 당 평균
−40.08 mmHg씩 음압이 감소하였고, 22 ml 주입한 시점인 −
24.8 mmHg에서 부항 탈락이 발생하였고, 사지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 결과

작은 크기의 3호 부항은 물 5ml 당 평균 −99.4 mmHg씩 감소하
였고, 13 ml 주입한 시점, −48.6 mmHg에서 부항이 분리되었다

1. 부항 컵의 음압 유지 능력 측정

(Fig. 3).

임상에서 습식부항 시술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호 부항을 이용

3호 부항은 부항 내 체적이 1호 부항보다 작기 때문에 동일 횟수

한 횟수인 3회 흡입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2종의 일회용 부항과

로 흡입했을 때, 최대 음압이 −304.3 mmHg로 1호 부항에서의

2종의 다회용 부항, 총 4종의 10분 동안 음압의 감소는 ‘일회용부

−219.7 mmHg보다 컸으며 정량의 물을 주입했을 때, 압력 감소

항A＞다회용부항B＞일회용부항B＞다회용부항A’ 순으로 평균

량이 2배 차이가 났다. 또한, 3호 부항 컵은 1호 컵보다 적은 양의

4.75±2.78%의 감소량을 보였으며, 단순히 일회용이 다회용 부항보

물, 높은 음압에서 분리되었는데 이는 임상에서 3호 부항 컵이 적은

Table 1. Changes in the Negative Pressure of Cupping over Time after 3 suction
Disposable cupping[A]
Maximum negative pressure
(mmHg)
Negative pressure after
5 minutes(mmHg)
Negative pressure after
10 minutes(mmHg)
Amount of pressure leakage for
10 minutes(mmHg)
Amount of pressure leakage for
10 minutes(%)

Disposable cupping[B]

Reusable cupping[A]

Reusable cupping[B]

−323.2±9.8

−318±7.0

−381.8±13.4

−322.4±9.8

−303.7±4.3

−310.2±21.3

−373.2±14.0

−309.7±9.5

−294.8±1.9

−308.9±21.9

−371.3±14.0

−308.5±9.4

28.4

9.8

10.5

14.0

8.8

3.1

2.8

4.3

Mean value standard deviation are shown.

Fig. 3. Pressure Reduction Rate due
to Water Injection(A : size.1, B : siz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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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혈량에 의해서도 분리되기 쉽다는 점을 의미한다.

도, 탈락 위험도도 높은 가로 시술시 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가로 시술시에는 부항컵 자체의 무게가, 탈락을 가속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며, 또한 출혈된 혈액이 추가적인 중력 부하로 작용하여,

고

찰

탈락위험도가 환자의 피부 위에서 시술하는 경우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피부 아래

부항요법은 杯, 罐, 缸을 도구로 하여 화력 등에 의해 기구 속의
공기를 배제하여 피부에 흡착하여 음압을 발생시켜 인체내의 사기
와 어혈을 제거하고 소염, 진통작용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
15,16)

의 일종이다

면에서 시술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탈락을 유발하는 혈액양이 적
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연구결과 가장 압력 유지 성능이 높은 부항

. 한의학 치료기술의 한 부분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

컵을 기준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그보다 압력유지 성능

고 있으며 춘추전국시대에 쓰여진 ≪五十二病方≫에 기록이 최초

이 낮은 부항으로 시술할 때는 이보다 탈락 위험이 높을 수 있음을

17)

로 소개된 이후 拔罐法, 吸筒療法, 吸角法, 吸玉法 및 火罐法 등으

고려해야 하며, 재시술의 횟수 또한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 발전하였으며, 부항컵의 소재로는 角罐, 竹罐, 陶罐, 銅․鐵罐, 유

혈액 보다 점성 및 무게가 낮은 물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따라서

리罐, 및 排氣罐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탈락 시 측정된 물의 양과 실제 사혈량이 약간의 차이

국내에서는 부항요법은 의료시술로서 1987년부터 국민건강보

를 보일 수 있는 약점이 있다.

험이 적용된 이후 2012년 일회용 부항의 재료대로 보험급여가 적
용되어 습식부항 시술시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부항컵의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으나, 품질의 차이로 인해 일회용 부항이 잘 떨어진

결

론

다는 임상의들의 호소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항 컵의 음압 유지능력 측정 및 비교하고,
습식부항 시술 시 출혈량 및 음압에 변화에 따라 탈락되는 최소

부항의 탈락 위험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사혈량에 따른 부항의
압력평가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일회용과 다회용 부항컵의 압력유지를 비교하였을 때 일회용

음압을 측정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 1호 부항에서는 22 ml에서, 3호 부항에서는 13 ml를

부항컵의 압력유지가 우수함을 보였다. 단순히 일회용이 다회용 부

주입한 시점에서 탈락이 발생하였다. 이등에 따르면 임상에서 습식

항보다 압력유지 성능이 낮다고 할 수 없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부항을 사용하는 18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 ml 정도가

2. 1호 부항보다 체적이 작은 3호 부항은 최대 음압은 크지만

44.7%, 5 ml정도가 26.3%, 10 ml가 9.1%, 15 ml 이상을 사혈

정량의 물을 주입했을 때 압력 감소량이 2배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5)

한다고 한 경우가 3%라고 하였다 . 물 주입에 따른 음압 감소율을
고려하였을 때, 15 ml 이상을 사혈 하는 경우에는 3호 부항에서는

3. 3호 부항 컵은 1호 컵보다 적은 양의 물, 높은 음압에서 분리
됨을 확인하였다.

반드시 탈락이 유발되므로 중간에 최소 1회 이상의 재 시술이 필요

4. 탈락의 위험도가 높은 실험환경과 압력유지 성능이 높은 부항

하다고 할 수 있으며, 1호 부항에서는 반드시 탈락된다고 할 수는

컵을 기준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보다 압력유지 성능이 낮

없으나, 최초의 압력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재시술이 필요한

다면, 재시술의 횟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로 다회용 부항 2종과, 일회용 부항 2종을 선
택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탈락실험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았던 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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