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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a blister caused by cupping.
Methods : We searched relevant case reports, survey, and review articles using databases of online 
bibliography.
Results :
1. The fluid in the blister caused by cupping therapy is normal substance by laboratory analysis. The fluid 

has no signs of infection in the culture, Gram stain, or tissue biopsy
2. In histological finding, the blister caused by cupping therapy is made by dermo-epidermal seperation at 

subcellular level. Suction blistering was neither inflammatory nor autolysis activation of lysosomal 
hydrolases.

3. Blistering times directly, related to suction pressure. Suction blister formation time is accelerated in older 
subjects compared with younger individuals and higher temperature was more susceptable to the blister 
compared with lower temperature. The flexor aspect of forearm is a easy site for suction blister 
formation compared with leg and abdominal site. 

4. Blister caused by cupping therapy is treated by regular and judicious changes of sterile dressing over 
several weeks. The vesicles healed well and left no visible scar.

Conclusions : Blister caused by cupping therapy is artificially controlled by doctor’s therapeutic purpose. 
Blister is not histologically injurious to health and the blister is a natural concomitant after cupping therapy.
 
Key words : Cupping therapy, Suction Blister, Bullae, Wet cupping, Dry cupping
 

Ⅰ. 서 론 부항요법이란 한의 치료방법 중의 하나로, 杯,

罐, 缸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1)
熱力 또는 각종 방

법에 의하여 피부 표면에 陰壓을 발생시켜, 痰飮

및 瘀血을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켜
2)

인체의 건

강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부항은 오래 전부터 동양과 서양에서 민간 치료

법의 하나로 발전해 왔다. 동양에서 부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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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대 문헌은 馬王堆漢墓에서 출토된 ≪五十

二病方≫으로, “牡痔居竅旁, 大者如棗, 小者如棗

(核)者, 方; 以小角角之…”라고 기재된 부분의 小

角(附缸)이 가장 오래된 부항으로 본다. 이후 부항

요법을 刺絡의 보조수단과 경락의 자극방법으로

응용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부항을 이용

한 치료기구가 점차 개발되었는데, 그 명칭에 따라

일본에서는 吸角, 吸玉法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火

罐氣, 拔罐法 이라 하며, 消炎, 止痛, 體質改善에 이

용되고 있다
3,4)
.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시대 이전

부터 의사들이 부항을 많이 사용하였고 중세를 거

쳐 영국에서는 cupping therapy, 독일에서는 슈레

프코프, 프랑스에서는 방뚜즈, 러시아에서는 반카

등으로 발전하였다
4)
.

부항요법의 시술방법은 吸着方法에 의해 火罐法,

水罐法, 排氣罐法(抽氣法)으로 분류되고, 形式에

의해 單罐法, 多罐法, 閃罐法, 留罐法, 走罐法 등으

로 분류되며, 運用 方法에 의해 藥罐法, 鍼罐法, 濕

罐法, 乾罐法 등으로 분류된다
1,3,5)
.

현재 국내에서 부항요법은 의료시술로서 1987년

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한방 의료 영역에

서 다양한 질환에 적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부항요

법은 활용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국내에서는 통증

감소
6-7)
, 면역기능 향상

8)
, 색소 반응

9-12)
, 체온변화

13)

등 부항 요법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행해

지고 있다.

2008년 국내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의하면 전체 한의사 중 90%가 넘게 부항 시술을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항 치료

이후 발생하는 수포가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40%가 넘는다고 하였다
14)
. 현재 근골

격계 질환과 내과 질환에 대다수의 한의사들이 부

항 시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술 이후 발생하는

수포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의

학적 지식이 없는 양방의사나 환자들이 부항 치료

이후 나타난 수포 현상을 2차성 표재성 화상으로

오인하거나 의료사고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부항 시술 후 발생하는 수포에 관한 조직

학적, 생리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부항 시술에 의

하여 형성되는 수포에 대한 의료계 종사자들의 올

바른 인식을 유도하고, 임상의가 이에 대처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 하였다.

Ⅱ. 본 론

1. 한의학 문헌상 수포의 정의

부항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은 피부의

색이 변하는 색소반응, 응고반응, 자반반응이 있고,

피부 위에 수포가 잡히는 수포 반응이 있다
15)
. 그

중 부항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수포 현상에 관해

淸代의 趙學敏은 "罐이 火를 得하면, 氣가 內部에

合하여, 堅하여 脫落되지 않으며, …皮膚는 紅暈이

생기며, 罐속에는 氣가 있어 水가 出하여, 風寒이

盡出한다
16)
" 라고 하였다. 趙學敏은 부항 시술 후

수포가 생기는 것을 “風寒이 나가는 반응” 이라고

보아 치유의 한 과정으로 보았다.

2. 수포의 병리학적 발생 원인 및 조직

학적 성상

1) 수포의 병리학적 발생 원인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크게 유전적

이상, 물리적인 원인, 면역학적 원인, 감염 손상, 약

물 반응 등이 있다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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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내 수포형성 질환 – 수포창(水疱瘡) 계열
Intraepidermal blistering disease-the pemphirus group

심상성천포창(尋常性天疱瘡, Pemphigus vulgaris)

낙엽성천포창(落葉性天疱瘡, Pemphigus foliaceus)

IgA천포창 IgA pemphigus(角質下膿疱症, subcorneal pustular dermatosis type)

방종양성천포창(傍腫瘍性天疱瘡) paraneoplastic pemphigus

표피하 수포형성 질환 – 유천포창(類天疱瘡) 계열
Subepidermal blistering disease-the pemphigoid group

수포성류천포창(水疱性類天疱瘡, bullous pemphigoid)

반흔성유천포창(瘢痕性類天疱瘡, mucous membrane(cicatricial) pemphigoid)

임신성포진(姙娠性疱疹, pemphigoid(herpes) gestationis)

반흔성유천포창(瘢痕性類天疱瘡, mucous membrane(cicatricial) pemphigoid)

선상lgA질환(線狀IgA疾患, linear IgA disease(chronic bullous disease of childhood))

포진성피부염(疱疹性皮膚炎, dermatitis herpetiformis)

후천성표피수포증(後天性表皮水疱症, epidermolysis bullosa acquisita)

수포성전신홍반성루프스(水疱性全身紅斑性루프스, bullous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Table 1. 면역수포성질환(免疫水疱性疾患, Immunobullous disease)18)

감염
바이러스성 단순헤르페스, 수두대상포진, 세균성 수포농가진(水疱膿
痂疹), 수포성 단독(丹毒), 진균성 백선(白癬)

약물치료 광과민성 약물로 인한 발진(發疹)

면역학적 원인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맥관염

침윤물
세포성
비세포성

Sweet's 증후군(호중구), 비만세포증, 아밀로이드증

감염성 피부질환 한포진(汗疱疹), 편평태선(扁平苔癬), 경화성태선(硬化性苔癬)

대사성 원인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晩發性皮膚포르피린症), 신부전증, 당뇨

Table 2. 면역수포성질환(免疫水疱性疾患)의 원인18)

면역학적 원인으로 발생되는 수포의 종류는 천

포창에 의한 것, 헤르페스 모양 피부염, 후천성 수

포성 표피 박리증, 수포성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등이 있고, 그 외 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박테리

아, 균류의 감염, 약물, 자가면역 질환, 세포액 침투

로 인한 것, 염증성 피부염, 대사 질환 등이 있다.

부항 치료로 인해 생기는 수포는 체내의 대사 작

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물리적으로 피부의 체액

이 음압에 의해 표피로 스며 나오는 것이므로 1차

적인 질환의 범주에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수포의 조직학적 성상

수포 반응은 부항 컵을 이용하여 피부에 음압을

준 이후 발관시 시술 부위에 수포가 생기는 반응으

로 부항 요법의 독특한 반응의 일종이다. 이는 표피

상의 분압 차에 의하여 수포액이 투명층까지 나타

나는 반응이다. U. Kiistala19)에 따르면 부항의 음압

으로 발생한 수포는 피부 유두층에서 시작하여 기

저막과 기저세포층 사이를 분열 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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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 suction microblister (0.2mm in diameter) 
on top of dermal papillae (arrowhead). 
A few flat epidermal cells (arrow) remain attached to the
dermis, which has a normal appearance without extravasation
of blood-borne cells. A toluidine blue-stainde epoxy section.
X18020).

Fig. 2. Initial events of dermo (white arrowhead)- 
epidermal (arrow) separation at subcellular level. 
Fluid has accumulated through the basement membrane
leading to inbulgings of the basal cell membrane of
melanocyte at the left. The half-desmosomes of the
keratinocyte at the right still resist the pressucre. X 53,00020)

Fig. 3. Base of suction blister with two flat epidermal 

cells (arrow). 
The basement membrane and the entire dermis (arrowhead),
even the pericapillary mast cell, have a normal appearance

20)
.

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artial separation 
of epidermis (arrow) and dermis (arrowhead) by 
vacuum. 
During exposure to suction, anchoring filaments(A) become
detached from the basement membrane (B). If skin is left
at rest after partial seperation, pseudopodlike protrusions
of basal cells make contact with and move along the
basement membrane (C) so that detached hemidesmosomes
become invaginated (D) and finally internal to the cell
(E). (t: Hemidesmosome in normal skin, a.p :Tomofibrils,
c.m: attachment plaque, a.f: juxtamembranous layer,
b.m: anchoring filament crossing the lamina lucida)21)

Fig. 120)은 피부에 부항컵을 붙여 생성된 수포 2

개를 미세현미경으로 촬영한 것이다. 표피 유두층

의 맨 윗부분에는 지름 0.2 mm의 수포 2개가 있

고, 수포의 중간 부위 망은 거의 벌어져 있으며 주

변은 단단히 붙어 있다. 또한 몇 개의 납작한 표피

세포가 진피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

기에서는 혈액과 관련된 세포는 보이지 않는다.

Fig. 220)는 세포 아래에서 진피와 표피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사진이다. 수액은 기저막을 통하여 축적

되고 melanocyte의 기저세포막이 벌어지도록 유도

한다. 동시에 keratinocyte의 중간결합소체가 아직

압력에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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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생성된 수포의 바닥을 촬영한 것이다. 수포의

바닥에는 2개의 평편한 상피세포가 있다. 기저막과

진피세포, 모세혈관주위의 비만 세포도 정상적인

형체를 갖추고 있다. Beerens
21)
에 의하면 피부 표

면에 음압을 주면 3가지의 변화를 피부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세포 내의 액포, 둘째로

세포 밖의 부종, 셋째로 표피와 진피의 분리이다.

음압을 줄때 처음으로 관찰되는 것은 세포내의 액

포인데, 이것은 수포액이 외부로 발생되는데 걸리

는 시간의 절반 정도에서 지름 10 ㎛로 커지고 이

후에는 더 커지지 않는다. 대부분 수포 안에는 낮

은 전자 밀도를 가진 무정형의 물질로 되어 있다.

음압이 지속되면 인접한 결합소체의 사이가 세포

내에서 넓어지기 시작한다. 세포 내의 공간이 넓어

지는 단계가 흡입 수포액이 표피에서 보이기 시작

하는 단계이다. 이 후 기저막 으로부터 반결합소체

의 분리로 인해 진피로부터 표피가 실제로 분리되

어 수포액이 완성된다. Fig. 4
21)
는 표피와 진피가

음압에 의해 부분적으로 분리 되는 도식적인 그림

이다. 음압이 생기기 시작하면 접착된 필라멘트(A)

가 기저막 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B). 만약

부분적인 분리 이후에 피부가 남아있으면 기저 세

포의 위족처럼 돌출된 부분이 연결이 되고 기저막

을 따라 움직인다(C). 그래서 떨어진 반결합소체는

(D) 세포 내로 함입된다
21)
. 부항의 음압으로 유발

시킨 수포액에는 감염이나 리소좀의 가수분해 효

소 활동에 의한 자가분해 항체가 없다
22)
. 이것이

면역학적 질환으로 생긴 수포와 화상으로 생긴 수

포와의 차이점이 된다.

3. 수포 생성과 관련된 인자-온도, 압력,

나이, 부위

실험대상 실험부위 평균연령 대상자수
수포형성시간(분)

(a)/ (b)
24℃(a) 34℃(b)

자원자 복부 30 5 108±18 29±2 5.4±1.0

자원자 전완 30 4 136±20 29±4 4.7±0.9

Table 3. 건강한 남성에게 피부온도 섭씨 24도와 34도에서 흡입압력 p=410mmHg으로 실시한 부항시술
실험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시간

23)

Table 3에 의하면 평균 나이 30세인 남자는 2

4℃의 피부 온도에서 복부에 부항 컵으로 음압을

걸어 수포가 생기게 되기까지 약 108분소요 되고,

34℃의 온도에서는 29분 정도 걸린다. 24℃에서 3

4℃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약 5.4배 정도 수포가

생기는 시간이 빨라진다. 전완 부위에서는 수포가

생기기까지 24℃에서는 136분이 걸리는데, 34℃에

서는 29분 걸리고 온도가 10℃ 올라감에 따라 수포

가 발생하는 시간이 약 4.7배가 빨라졌다23).

J.C. van der Leun24)에 의하면 압력이 높을수록

수포가 생기는 시간이 짧아지고, Peachey25)에 의하

면 젊은 사람에 비해 나이 든 사람이 더 빨리 수

포가 생기며, 음압이 300 mmHg인 경우 정상 피부

온도(36℃) 보다 40℃로 올라간 피부에서 더 빨리

수포가 생긴다고 하였다26). Chandrashekar27) 에 의

하면 전완의 내측부위가, 아랫배 부위, 대퇴부의

앞쪽 외측 부위, 허벅지의 앞쪽 중간 부위, 하퇴의

앞쪽 중간 부위, 발등 부위와 비교할 때 3cm 이상

의 수포가 제일 생성이 잘 된다고 하였다.

4.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의 부항 시술

시 압력

Table 4는 국내에서 발표된 부항과 관련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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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부항 시술 시의 압력과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논문들이다. 부항 관련 논문에서 색소반응을 통해

진단을 목적으로 시술할 때는 건식 부항으로 60~600

mmHg의 압력으로 약 1분간 시행하였다
,9-10,12)

. 項

背肩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40 mmHg의 압

력으로 변증에 따라 0.5초에서 3분가량 시술 하였

다
11)
. 부항으로 인한 체온 변화를 측정할 때는 60

mmHg의 압력으로 1분간 시술하였으며
13)
, 면역력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400 mmHg로 5분간 시술하

였다
8)
.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 마비환자의 手部 浮

腫 치료 할 목적으로는 走罐法으로 100~200 mmHg

의 압력으로 20분간 시행하였다
28)
.

주 저자
(연도)

시술 적응증
또는 효과

시술방법 시술부위
부항컵

직경/부피
압력
(mmHg)

시술시간
(분)

시술결과

Shin9)(1979) 진단 乾罐法 背部 45mm/ 73cc 600 1 홍반 형성

Lim10)(1980) 진단 乾罐法 背部 50mm/- 60 1 홍반 형성

Shin
11)
(1988) 통증 乾罐法

背部
肩部

-/- 240
0.5~
3

홍반 형성과
통증 감소

Lim
13)
(1995) 온도 변화 乾罐法 背部 -/- 60 1

혈액 성분 변화와
背部 온도 변화

O
8)
(1999) 면역력 증강 乾罐法

背部
腹部

50mm/- 400 5 혈액 성분 변화

Kwon
12)
(2002) 진단 乾罐法 背部 -/- 60 5

홍반 형성과
혈액 성분 변화

Lee28)(2002) 편마비 走罐法 上肢部 -/- 100~200 20 手部 浮腫 감소

Table 4. 한국내 부항시술에 관한 문헌

5. 수포의 처치와 예후

Che-Wei Lin22)에 의하면 55세 남자가 개인 소유

의 비행기 안에서 부항 시술을 받다가 수포가 생

긴 경우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환자는 등 부

위에 부항 시술을 20분간 받은 후, 부항 시술을 받

은 자리에 따가운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

였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등 부위에 있는 수포액을

성분 검사 하였는데, 흡입된 수포에는 혈액이나 농

이 검출되지 않았고 어떤 감염, 그람 염색, 조직

절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환자는 드레싱 처

치를 받았고 몇 주 후 수포는 없어지고 어떤 상처

도 남지 않았다. 환자는 비행기 내에서 시술을 받

다가 외부 대기압의 변화로 수포가 형성이 된 것

으로 보인다. Chandrashekar27)에 의하면 피부 이식

에 사용하기 위한 수포를 생성하기 위해 300 mmHg

의 압력으로 팔, 다리, 복부에 105분에서 195분의

시간 동안 부항 컵을 유지시킬 때 수포와 함께 자

반, 색소침착이 일주일 이내에 생긴다고 하였다.

이후 자반과 색소 침착은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최

대로 늦어진 경우는 2개월까지이며, 대부분이 3개

월 이내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진다고 하였다.

Fig. 5. Blitser due to changes in vacuum pressure 
relating to changes in flight altitude are see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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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흡입 수포에 대한 서양의학의 견해

서양에서는 1878년경 Unna에 의해 피부에 음압

을 주면 수포가 생기는 것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 후 수포의 생성에 대해 조직학적, 물리적 인자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1971년 Falavell
30)
에

의해 수포가 처음으로 임상적으로 응용되었는데,

200 mmHg의 음압으로 표피에서 색소와 상피를 추

출하여 화상으로 인해 피부 색소를 잃은 환자에게

이식 하였다. 최근에는 수포가 형성되는 피부병 발

생 시, 그 수포의 기저막에서 항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하고, 흡입 수포액을 통하여 피부와

약물의 결합에 관한 연구를 하며, 건선을 치료하는

데도 흡입 수포를 이식하여 치료하고 있다.

Macdonald
31)
에 의하면 건선을 가진 사람의 수포액

과 정상 피부에서 생긴 흡입 수포액을 단백질 분

석을 통해 비교하여 질환의 진단과 병의 예후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Ⅲ. 고 찰

부항 요법은 침, 뜸과 함께 한의학에서 중요한

치료 수단이며,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다양한 질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음압을 발생시켜 피부나 피

하 조직을 자극하는 치료 기술이다. 부항은 국소적

부위를 진공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전기 기계적

인(electromachanical)영향과 온열 효과를 유발시키

고, 유두층(papillary dermis)안의 표피 혈관을 파

괴하는 기술이다
32)
. 부항 요법은 체표의 경혈과 경

락에 음압을 이용하여 담음 및 어혈을 제거하며,

경락을 소통시켜 체액을 정화하는 요법으로, gas교

환에 의한 혈액 및 섬유액의 정화와 체액의 산염

기 평형에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1,3,5)
. 지금까지 부항

요법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부항요법의 역사 고

찰
14)

부항을 이용한 진단
9-11)
, 부항으로 인한 혈액

성분 및 면역기능의 변화
9,12)
, 부항과 관련한 기공

학적 연구
29)
, 보험관련 연구

33)
, 임상에서의 치료 유

효성 관련 연구
6-7,28)

그리고 부항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34)
가 진행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08년에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총 2001명의 응답자 중 90%가 넘는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습식, 건식 부항 치료를 응용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로

근골격 질환에의 부항치료의 응용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 중풍, 마비 질환이나 내과적 질

환 순이었다. 총 2001명의 응답자 중 수동식 부항

펌프로 건식 부항을 시술하는 경우는 1836명으로

94.4%이며, 습식 부항을 임상에서 응용한다고 응답

한 경우는 1817명으로 90.8%이었다. 전체 200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건식 부항 시술 후 수포가 생

성되는 경우를 조사 한 결과 10회 중 1회가 96명

(4.8%), 100회 중 1회가 564명(28.2%) 1000회중 1

회가 470명(23.5%), 없음이 661명(33.0%)이었다.

부항 시술 부위에 수포가 발생하는 현상에 관해

한의학 문헌에서는 淸代의 趙學敏
16)
은 風寒이 수포

를 통해 인체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라고 해석하였

다. 서양에서는 조직학적 관찰을 통해 부항 치료

이후에 생긴 수포는 표피상의 분압차에 의하여 수

포액이 투명층까지 나타나는 반응으로 보았다. 수

포는 피부 유두층에서 시작하여 기저막과 기저세

포층 사이를 분리시키며 발생하고
20)
, 수포액의 성

분에는 감염이나 리소좀의 가수분해 효소 활동에

의한 자가분해, 항체가 없다
22)
.

수포의 발생은 연령, 온도, 압력, 시술 시간에 의

해 결정된다. 수포는 압력이 높을수록 수포가 생기

는 시간이 짧아지고
24)
, 젊은 사람에 비해 나이 든

사람이 더 빨리 수포가 생기며
25)
, 음압이 일정한

경우 시술 부위 온도가 올라갈수록 수포가 빨리

생긴다고 하였다
23,26)
. 압력에 관해 R. Hubera

35)
에

의하면 부항 시술 시의 압력은 재현이 가능하지만

시술자가 10~20회 정도의 연습을 통해야 같은 압

력으로 시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火罐法으

로 부항 시술을 할 경우 불을 붙이는 방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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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30 hPa 에서 -560 ± 30 hPa까지 차이가 난

다.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부항 시술에 관한 자

료에는, 유관시간 및 압력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

적으로 3~15분간 관을 부착시켜 놓았다가 떼면서,

체력에 맞추어 압력을 300~400 mmHg으로 하고

점차 압력을 높여 시술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36)
. 그러나 치료 목적으로 부항 시술을 하는 경우

증상, 한의학적 변증, 시술 부위, 압력, 시간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있어야 부항 치료의 재현성이 확보

된다. 그리고 부항 시술 적응증과 시술 방법, 경과

에 대한 누적된 자료가 있으면 실제 유효 압력 및

압력 유지 성능이 어느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는 임상적 평가 또한 가능하다. 부항 시술 시 변증

에 맞는 객관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부항 시술이

민간인이 대체 의학 영역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치

료가 아닌, 전문가가 시행해야 하는 치료 목적의

시술이 되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흡입 수포에 대해 1960년대부터 본

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수포의

생성 방법과 도구에 대한 연구, 수포액의 조직학적

성상과, 생성에 관여하는 물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부터 근래까지 수포액을

통해 피부 질환 치료, 질병 진단의 활용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에서 모두 피부에 컵을

이용하여 음압을 주는 방식을 치료에 응용하고 있

지만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우선 서양 의학에서는

표피에 음압을 주어 수포액을 생성시키는 것이 목

적이고, 동양 의학에서는 피부에 음압 자극을 주어

인체의 기혈 순환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

양 의학에서는 수포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주로 전

완의 내측에 부항컵을 붙여 사용하지만, 동양 의학

에서는 경락이론에 따라 해당 질환을 치유할 경혈

부위에 부항 시술을 한다. 서양 의학에서는 수포를

다른 질환의 치료나 진단을 위해 응용하기 위한

물질로 인식 하고, 동양 의학에서는 수포를 기혈

순환 및 정혈의 목적으로 부항치료를 시술하면서

생기는 부차적으로 물질로 인식한다.

서양 의사들은 부항 시술 후 생긴 수포에 관해

다른 면역계 질환에 의해 생긴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항 치료

과정으로 생기는 수포에 관해 서양 의사들에게 사

례를 소개하는 논문들도 종종 발표되고 있다
37,38)
.

우리나라에서도 양방 의사들은 부항 치료 이후 생

긴 수포가 2차성 표재성 화상에 의한 것으로 오인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부항의 시술 방법과, 원

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화상은

열, 추위, 전기, 화학 물질, 빛, 방사선 또는 마찰에

의해 발생하고, 1도 화상은 홍반만 있고, 피부에 흰

색 가피와 약간의 통증이 생기는 상처이다. 1도 화

상은 오직 표피에만 국한되고, 대부분 태양광에 의

한 화상이 이에 해당한다. 2도 화상은 홍반과 표재

성 수포가 생기고 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 통증

이 더 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주로 2도

화상의 원인은 뜨거운 물에 데일 때 잘 생긴다
39)
.

부항치료로 생긴 수포는 화상으로 인해 생긴 수포

와는 생성 원인과 병변 부위가 엄연히 다르다. 부

항 치료 이후에 발생한 수포는 피부에 음압을 주

어 물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수포는 부항시술

시 유발되는 피부의 정상반응이므로 기타 원인으

로 인한 수포와는 병리조직학적으로 다르다. 이것

은 단순 드레싱 및 감염방지 조치로 자연치유 된

다. 따라서 시술 전 환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수포

의 병기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병리조직학적 검

사를 통하여 타 합병증의 병발여부를 확인하고 조

치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부항 시술의 이후 생긴 수포는 예측성이나 예후

면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하며, 예상하지 못한 후유

증이나 시술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일시적으로 환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

로 이 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 사후 감염

등의 후유증 방지를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항 시술 후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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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반응을 부작용으로 인식하는지, 유도 반응이

나 명현 반응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더해진다면 한의사가 부항 시술 시 환자에게 어떤

설명을 미리 해야 할지에 대해 더욱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1. 부항 시술 후 생기는 수포는, 시술 받는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시술 부위의 압력이 높을수록,

시술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하기 쉬우며,

이 외에도 시술 부위, 개인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2. 수포는 조직학적으로 진피와 표피의 분리로 발

생되며, 수포의 성분은 감염이나 자가 분해 항체

가 없는 정상 체액이다.

3. 부항 시술 후 생기는 수포는 발생 후 단순 드레

싱 및 감염방지 조치로 12주 내에 자연치유 된다.

4. 부항 시술 후 생긴 수포는 예후 면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하지만, 일시적으로 환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인이 환자에게 부항 시술

전에 수포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리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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