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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항요법은 다양한 질환에 치료목 으로 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항에 한 경락과 경 의 상태 변화에 한 

연구가 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항자극에 한 경락경 의 상태변화를 분석하여 인체 체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하 다. 이에 일정 음압(30㎪)으로 자극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좌측 수태음폐경(LU)의 

백(LU4)과 척택(LU5)의 경락선상 간지 을 자극하 다. 좌/우 수태음폐경의 경   비경 에서 수분, 탄성도를 측

정하 으며 상완이두박근에서 EMG 신호를 자극 /후 측정하여 부항 요법이 인체에 미치는 향을 찰하 다. 그 결

과, 자극 /후 수분의 변화는 12.49%로 미비하 으며, 탄성도는 64.42%로 높은 변화를 확인하 다. 한, 경 이 비경

 보다 탄성도 변화가 많았으며, 좌측보다 우측에서의 탄성도 변화가 많이 찰되었다.  좌/우 EMG 신호의 RMS와 

Median Power가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Median frequency에서는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음압자극은 경락경

의 탄성도  근 도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인체 체에  효과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ABSTRACT

Cupping therapy has been used to extensive diseases. However, the research was yet to meridian and acupoint's change of state caused by 

Cupping. This study was considered a human-ripple effect by the anlaysis of meridian & acupoint's change of state. We developed the system which 

is keeps 30㎪ Negative-pressure and stimulated on the Left Lung Meridian(LU) a halfway point between LU4 and LU5. We checked moisture and 

elasticity change on left/right acupoints & non-acupoints, then measured EMG Signal. We observed that moisture had little change(12.49%) and the 

better part of the elasticity on both sides had identified the change(64.42%). The number of the provoked acupoiunt elasticity change was more than 

non-acupoint. Also, elasticity change of Right side was more than Left side. We confirmed that RMS and Median Power change patterns were lower 

in proportional to the elastin change, but there was no significance about Median Frequency. Therefore inducing the change of elasticity and EMG 

signal on meridian-acupoints. Therefore, We checked the human-ripple effect Negative-pressure by the Cupping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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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항 요법은 침/뜸과 함께 동양의학에서 요한 치

료수단이며, 여러 국가  지역에서 다양한 질병을 치

료하기 하여 피부나 피하조직을 자극하는 치료기술

이다[1][2]. 부항은 국소  부 를 진공상태로 유지시킴

으로써 기 기계 인(electromachanical) 향과 온열

효과를 유발시키고[3], 유두층(papillary dermis)안의 표

피 을 괴하는 기술이다[4]. 이러한 부항요법은 다

양한 질환에 사용되며, 그  요통(lower back pain)을 포

함하는 만성통증, 두통치료의 통증완화 방법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소화불량  월경장애와 같은 일반 인 질

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5-9]. 이러한 

부항요법의 근골격계  생리⋅병리학  질환에 의한 

통증완화의 치료기 을 규명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에 부항자극은 자극 부 의 신경교란이 아닌 

뇌와 척수 안의 뇌수도 주 회색질, 뇌실주의 지역, 

Nucleus reticularis paragigantocellularis, endorphins와 

enkephalins에  직 인 향을 미쳐 감각과 각의 통

증 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10].  

한 부항요법이 피부 을 확장하고 액순환을 증

시키며, 이에 따른 피부호흡 강화  표피의 재생력과 

항력을 높여 으로써[11] 근육내 침체 액을 제거

해주며 내의 행과 신진 사의 기능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근 유착 치료에 효과가 있다. 한 복부에 

한 음압충격은 장부의 연동운동  소화액의 분비를 

진시키며, 자율신경계통 자체에 향을 미친다. 즉, 신

경계통, 액학, 면역성, 정신 인 다양한 부분에 향

을 미침에 따라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12]~[14]. 

이러한 부항요법은 동양의학에서 수액 혹은 진액 등

의 어 을 피부의 표층에 유도시켜 의 배설 기능에 

의한  독소를 직  체외로 배출하거나 액을 정화

시키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항의 일정한 

음압에 따른 작용기 으로 인한 해당 경락선상의 경

의 상태변화가 보고된 바 없으며, 다른 경락  경 에 

향 유무를 확인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좌측 수태음폐경(LU)에 부항자

극을 한 후, 경락과 경 을 내포한 근육에서의 근 도

(EMG, electromyogram)를 분석하여 음압충격에 의한 

반 인 경락이 생체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부항자극에 의한 해당 경락에서 다수 경 과 

인 한 비경 에서의 수분과 탄성도를 자극 /후로 측

정⋅분석함으로써 음압충격이 경락을 통하여 인체에 

향을 미치는 정도  비경락과 조하 을 시 특이

과 세부 인 경 의 상태 변화를 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좌/우측 경  11개와 그에 인 한 비경  11개를 선

정하여 자극 /후 피부 수분도와 피부 탄성도를 측정하

다. 이에 일정한 음압으로의 경락 자극이 어떠한 생체

를 유도하며 그에 따른 동일 경락선상에서의 경

의 상태 변화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실험방법

2.1. 피험자 선정  자극/측정 부  선정

실험 참여자는 모두 자발  동의를 받았으며, 평균 

나이는 25±5세 으며, 남자 8명, 여자 4명을 상으로 

하 다. 실험  모든 피험자는 재 특정한 질병이나 

질환이 없으며, 과거 해당 경락에 련된 병력이 없음

을 확인하 다. EMG측정을 하여 실험 1주 직 까지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 으며, 근육의 상

태와 경 과 비경 에서의 수분도와 탄성도 측정 오

차를 이기 하여 실내온도를 항온 25℃로 유지하

으며, 경 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피험자를 선정하

다. 

경락이론에 근거하여, 수태음폐경은 피부를 주

하며 피부는 폐로부터 양을 받는다. 이에 한의학  

서 인 황제내경의 추⋅본장에서  폐는 선발을 주

하는데, 하나는 기이며 다른 하나는 진액을 선발

하는 것이며 이에 피부는 부분 기의 기능이고 

기가 기표와 피부 사이에서 순행하여 빠르게 움직이

며 기육과 피부를 따뜻하게 하고 땀구멍을 조 하고 

외사를 방어하고 신진 사를 진시킨다고 하 다. 

이에 부항요법은 진액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

로써 진액과 피부(경 의 수분, 탄성도)에 향을 가

장 많이 미치는 수태음폐경(LU)이 합하다고 단하

다. 

경락선상에서의 부항요법이 미치는 향을 별하

기 하여 음압자극 부 로 그림 1과 같이 좌측 수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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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LU)의 백(LU4)과 척택(LU5)의 경락선상 간지

이 EMG 신호가 크게 나오는 상완이두근(Biceps 

brachii)에 치하고 있으며 큰 근육이므로 음압에 한 

통증 호소를 유발하지 않기 하여 선정하 다. EMG 분

석 시 RMS(Root mean square), Median Frequency, Median 

Power를 사용하 다. Median Frequency는 체 인 주

수 역의 천이를, Median Power와 RMS는 EMG 신호

의 진폭 변화를 확인가능하다.

좌/우측 수태음폐경(LU)의 경 과 비경 을 각 11개

씩 부(LU1), 운문(LU2), 천부(LU3), 백(LU4), 척택

(LU5), 공최(LU6), 열결(LU7), 경거(LU8), 태연(LU9), 어

제(LU10), 소상(LU11)과 각 경 에서 몸 안쪽으로 3㎝ 

떨어진 부 와  소상(LU11)은 반 측 부 를 비경 으

로 지정하여 측정하 다.

그림 1. 자극 부   측정부
Figure 1. Stimulation and measurement parts

2.2. 부항 음압자극 

기존 연구에 의하여 부항의 내부 압력에 따라 다양

한 생체반응이 유도됨이 규명됨에 따라[15], 그림 2와 

같이 일정한 음압을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부항의 일정한 음압을 5분 동안 유지하기 

하여 ATmega128 (ATmel co. Ltd, USA)와 흡입모터 

N815KNDC (N815KNDC co. Ltd, KNF)를 이용하여 제

작하 다.

표피의 팽창(epidermal stretching)과  확장(blood 

vessel dilation),  깊이(blood vessel depth)에 향을 

주는 조직 형태학(tissue morphology)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직 변형 수학  모델(A mathematical 

model of tissue deformation)과 CCD Video Camera를 이용

하여 조직 변형(bulk tissue deformation)과 표피 팽창

(surface stretching)을 찰해본 결과, 음압 34㎪ 이하일 

시, 자극 부 의 조직의 변형이 선형 으로 변한다고 보

고하 다[16]. 본 논문에서도 경락선상에서의 선형 인 

상태변화를 유도하기 하여 30㎪를 선택하 다.

그림 2. 일정 음압자극  유지를 한 음압제어 장치  
Figure 2. Negative pressure control system 

2.3. 실험장치  방법

부항 자극  30분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EMG 

신호를 Powerlab 4SP(ADInstruments, USA)과 근 도 

극(Al-AgCl 합 )은 BIOPAC SYSTEM, INC.에서 제공

하는 직경 10㎜ 디스크 모양의 표면 극(surface bipolar 

electrode)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근육의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부착하 으며 두 극 심 간의 거리는 3.5㎝

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 다. EMG 측정 시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시키기 하여 표면 극을 피부에 시

키기 에 사포로 가볍게 문지르고 알코올로 닦아낸 후 

부착하 다. 표본 주 수(sampling frequency)는 1k㎐로 

하 으며 150㎐의 lowpass filter와 10㎐의 highpass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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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하 다. 한 측정된 데이터의 기 15 와 마지

막 15 를 제외함으로써 측정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

다. FFT(Fast Fourier Transform)  Length는 1024㎐로 하

여 Resolution=1㎐(1 에 1024개의 데이터)로 하 다. 분

석 소 트웨어로는 Matlab version 7.1 (MathWorks Inc., 

MA, USA)을 이용하 다. 

EMG신호를 측정한 후 경 의 수분도과 탄성도를 

측정하기 하여, Aramo TS 2860L(Aram HUVIS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좌/우측 상완이두박근 자극 /

후의 모든 경 에서 세 번 측정하 다. 한 근육의 움

직임과 치에 따라 피부의 탄성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모든 피험자가 편안한 자세로 워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도록 하 다. (주)한솔메디컬 제

품  부항 외경 5.5㎝을 사용하여 음압자극을 하 으

며, 자극 30분 후 EMG 신호와 수분도 탄성도를 재 측

정하 다.

Ⅲ. 실험결과

3.1. 수분도  탄성도 변화 결과

그림 3은 자극 /후의 수분도와 탄성도의 변화를 분

석한 것이다. 수분도는 측정부 마다 자극 /후에 측정

값의 차이가 작으나 탄성도는 수분에 비하여 다양하게 

측정되었다. 자극 후- 의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수분

은 -0.05~0.33 이 으며 탄성도는 0.08~1.99로 수분보다 

탄성도의 변화가 더욱 유발됨을 확인하 다.

그림 3. 수분  탄성도 변화 추이
Figure 3. The change patterns of moisture and 

elasticity before/after stimulation

Table 1과 같이, 체 피험자에 하여 부항 자극 /

후 좌/우측 특정 경 , 비경 에서 수분과 탄성도의 변화 

패턴이 상 계성(R2)을 분석한 결과, 자극  좌측 경

 어제(LU10)에서만 p<0.05이며 그 외의 좌/우측 경 , 

비경 에서 모두 p>0.05이상으로 확인하 다. 한 모

든 피험자에 하여 부항 자극 후 수분과 탄성도의 변화

정도의 최 , 최소 경 , 비경  부 가 다르게 찰되었

으며, 수분과 탄성도가 동일한 패턴으로 변화하는 부

가 각기 모두 다르게 확인되었다. 즉 일정음압에 따른 수

분과 탄성도의 변화패턴이 다양하게 찰됨에 따라 이

에 따른 상 계성이 낮았다.

표 1. 자극 /후 수분도과 탄성도 상 계성 분석 
Table 1.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About water 

and elastin change in Skin

Left

Acupoint 

Before

stimulation 

P-

Value 

After

stimulation  

P-

Value 

LU 1 0.682 LU 1 0.537

LU 2 0.493 LU 2 0.521

LU 3 0.194 LU 3 0.983

LU 4 0.923 LU 4 0.821

LU 5 0.488 LU 5 0.553

LU 6 0.439 LU 6 0.203

LU 7 0.505 LU 7 0.258

LU 8 0.96 LU 8 0.719

LU 9 0.364 LU 9 0.915

LU 10 0.016 LU 10 0.472

LU 11 0.813 LU 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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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Non

Acupoint

Before

stimulation 

P-

Value 

After

stimulation  

P-

Value 

Non-LU 1 0.975 Non-LU 1 0.732

Non-LU 2 0.695 Non-LU 2 0.79

Non-LU 3 0.897 Non-LU 3 0.067

Non-LU 4 0.933 Non-LU 4 0.425

Non-LU 5 0.075 Non-LU 5 0.514

Non-LU 6 0.38 Non-LU 6 0.243

Non-LU 7 0.974 Non-LU 7 0.781

Non-LU 8 0.472 Non-LU 8 0.076

Non-LU 9 0.874 Non-LU 9 0.62

Non-LU 10 0.316 Non-LU 10 0.649

Non-LU 11 0.851 Non-LU 11 0.664

 

Right

Acupoint

Before

stimulation 

P-

Value 

After

stimulation  

P-

Value

LU 1 0.086 LU 1 0.32

LU 2 0.811 LU 2 0.323

LU 3 0.054 LU 3 0.511

LU 4 0.865 LU 4 0.25

LU 5 0.329 LU 5 0.214

LU 6 0.919 LU 6 0.129

LU 7 0.326 LU 7 0.619

LU 8 0.23 LU 8 0.236

LU 9 0.942 LU 9 0.537

LU 10 0.047 LU 10 0.064

LU 11 0.426 LU 11 0.056

Right-Non

Acupoint 

Before

stimulation 

P-

Value 

After

stimulation  

P-

Value 

Non-LU 1 0.695 Non-LU 1 0.203

Non-LU 2 0.505 Non-LU 2 0.491

Non-LU 3 0.09 Non-LU 3 0.167

Non-LU 4 0.886 Non-LU 4 0.246

Non-LU 5 0.64 Non-LU 5 0.47

Non-LU 6 0.085 Non-LU 6 0.883

Non-LU 7 0.984 Non-LU 7 0.516

Non-LU 8 0.578 Non-LU 8 0.625

Non-LU 9 0.457 Non-LU 9 0.694

Non-LU 10 0.294 Non-LU 10 0.676

Non-LU 11 0.72 Non-LU 11 0.221

Table 2과 같이 자극 부 인 좌측 11개의 경   수

분의 변화가 측정된 평균 경  수는 13.63%, 비경 수

는 13.63%로 동일하게 찰됨에 따라 경락과 비경락에

서 부항 자극에 따른 뚜렷한 차이 을 확인할 수 없었

다. 한 비자극 부 인 우측 11개의 경   수분의 변

화가 측정된 평균 경  수는 11.81%, 비경 수는 

10.90%로 자극 부 와 동일하게 경락과 비경락에서 차

이 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자극 부 보다 변화된 경

, 비경  수는 약간 게 찰되었다. 그러나 자극 부

인 좌측 11개의 경   탄성도의 변화가 측정된 평균 

경 수는 62.27%, 비경 수는 60.90%, 한 비자극 부

인 우측 11개의 경   탄성도의 변화가 측정된 평균 

경 수는 72.72%, 비경 수는 61.81%로 수분이 변화된 

경 의 변화 정도에 비해 히 높게 찰되었다. 자

극 부 에 비하여 비자극 부 에서의 탄성도 변화 정도

가 더 높게 측정되었으며, 좌/우측 모두 비경 보다 경

에서 변화가 약간 높게 찰됨에 따라 부항자극이 비

경 에 비하여 경 의 탄성도 변화를 더욱 유발한다는 

특이성이 낮은 것으로 단된다. 즉 부항자극이 수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은 미미하나 경락과 비경락에 계

없이 신에 인 탄성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자극 /후 수분도  탄성도 변화 
Table 2. The Change of moisture and elasticity on 

acupoints and non-acupoint.

Stimulation

Side(Left)
Acupoint

Non-

Acupoint

moisture

variation (%)
13.63 13.63

elasticity 

variation (%)
62.27 60.90

Non-Stimulation 

Side (Right)
Acupoint

Non-

Acupoint

moisture

variation (%)
11.81 10.90

elasticity 

variation (%)
72.72 61.81

3.2. EMG 신호 분석결과 

EMG 신호를 분석해본 결과, 각 피험자마다 부항의 

음압자극에 따른 EMG 변화 패턴이 다양함을 확인하

다. Table 3과 같이, 부항 자극한 좌측 상완이두박근에서 

RMS가 감소한 경우가 다소 많았으며 Median frequency

의 이동 천이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었으며, 

Median power의 증/감 비율은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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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극 부 의 우측 이두박근에서는 RMS와 Median 

Power의 증감패턴이 우세하게 찰되었으며, Median 

frequency는 거의 동일하거나 증가하 다. 즉 경 과 비

경 에서의 다수 탄성도 변화는 반 인 근육의 탄성

변화를 유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RMS와 Median 

power의 변화가 다양하게 찰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 

경 과 비경 에서의 탄성도의 변화 정도가 높게 측정

됨에 따라 RMS와 Median frequency가 낮아지는 패턴으

로 찰됨을 확인하 다. 이는 근피로(Muscle fatigue)가 

축 되었을 시 EMG 신호와 상반되는 결과이므로, 부항

자극에 의하여 근유착이 해소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 결과를 찰하 다. 

이는 좌측 음압 자극하 을 시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뇌수도  주  회색질, 뇌실주의 지역 등 뇌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신체는 좌측과 우측이 교차

되어 뇌의 지배를 받으므로 양측 모두 EMG 신호의 변

화패턴이 찰되는 것으로 단된다. 이에 좌/우측의 

RMS 증가패턴이 다소 찰되는 경우 부항의 음압자극

에 의하여 그 자극에 항하려는 자체의 방어운동이 약

하게 유발되어 불의지 인 근육의 수축에 의하여 근피

로(Muscle fatigue)와 같은 RMS 증가패턴이 발생한 것

으로 사료된다.

표 3. 자극 /후 EMG 신호 변화
Table 3. The variation of the EMG Signal of 

before/after stimulation

Stimulation

Side (Left)
RMS

Median

Frequency

Median

Power

Lower Pattern 60% 30% 50%

Equal Pattern 0% 30% 0%

Upper Pattern 40% 40% 50%

Non-Stimulation 

Side (Right)
RMS

Median

Frequency

Median

Power

Lower Pattern 80% 20% 80%

Equal Pattern 0% 40% 0%

Upper Pattern 20% 40% 20%

Ⅳ. 결론  고찰

부항 요법에 한 스트 스 학설에 근거하여 외부로

부터의 자극에 한 방어운동이 일어나므로 음압으로 

조직을 흡입하 으므로 수분에 비하여 탄성도의 변화

가 더욱 큰 것으로 단된다. 한 진액이 훼손되거나 음

액이 상하여 자윤작용 기능 하로 인한 피부 문제를 가

진 환자군을 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수분의 변화 정

도가 작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 자극 /후 좌/

우측 상완이두박근에서의 RMS와 Median Power의 증/

감 패턴은 부항의 인체통 설에 근거하여 음압으로 인

한 압력차가 형성되면서 골격, 근육, 피부를 구성하고 있

는 세포들의 일정한 결합이 큰 압차를 유발함에 따라 

발생되었다고 단된다. 한 생체 기학설에 근거하

여 부항자극에 의한 세포막의 동화  이화 작용을 진

하여 인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체액이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직 내 존재하는 이온의 양이 틀려짐

에 따라 유발되었을 것으로 단되어진다. 

좌/우측 상완이두박근에서의 수태음폐경(LU)의 11

개 경 에서 수분과 탄성도 변화정도를 측정해본 결과, 

표1과 같이 수분도와 탄성도 변화의 상 계성이 찰

되지 않았지만 탄성도의 변화만을 분석하 을 시 자극 

/후 좌/우측 경 과 비경 에서 다수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비자극 부 인 우측 경 과 비경 에서 탄

성도 변화가 일어남을 찰함에 따라 부항요법에 한 

한쪽의 압력이 다른 곳에 같은 크기로 달된다는 스

칼의 원리에 근거하여 부항자극이 인체 체에 효

과를 일으킴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경 에서의 탄성도

의 변화는 표3과 같이 EMG 신호의 변화를 유발함을 확

인하 다. 좌측 경 의 탄성도 변화율 62.27%이며 RMS

가 낮아지는 패턴의 비율을 60%, 우측 경 의 탄성도 변

화율을 72.72%, RMS가 낮아지는 패턴의 비율을 80%임

을 확인한 바, 음압자극에 한 경 의 탄성변화가 많을

수록 RMS가 낮아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비경 의 탄성도 변화율과 RMS의 감소패

턴과의 상 계성은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나 이는 상

완이두박근의 주동근의 치에 경 이 존재하고 비경

은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본 결과가 유발되었다는 결

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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