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Vol.29, No.2, pp.250∼259, 2012

- 250 -

⋅Correspondence author: Yeonhee Ryu, Acupuncture, Moxibustion 
& Meridian Research Group Division of Medical 
Research, KIOM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aejeon 305-811, Korea
Tel: +82-42-868-9275, Fax: +82-42-863-9464
E-mail: yhryu@kiom.re.kr

⋅Received May 10, 2012, Revised May 24, 2012, 
Accepted May 30, 2012

This study funded by Developement of Acupuncture, Moxibustion 
and Meridian Standard Health Technology, KIOM(K11010) and 
Standardization of Oriental Medical Device(D11060).

부항요법 표 화를 한 국내연구동향 조사

권오상ㆍ이상훈ㆍ최선미ㆍ류연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본부 침구경락연구그룹

A Study of Research Patterns for Standardization of Cupping Therapy

O Sang Kwon, Sang-Hoon Lee, Sun Mi Choi, Yeonhee Ryu

Acupuncture, Moxibustion & Meridian Research Group Division of Medical Research, KIOM

Abstract

Objectives : In this study, it has aimed to search cupping therapy standardization research 

course by reviewing  former studies. 

Methods : It has reviewed articles about cupping therapy, published in South Korea. Review 

focused on cupping therapy treating methods. 

Results : Articles about cupping therapy is slightly increasing. Clinical study was the most 

popular study method. It has most used non-bleeding cupping therapy, and bleeding cupping 

therapy is next. Treating time was very various and there were no tendency or trends about 

treating time. Pressure inside cup has used from 30 mmHg to 600 mmHg, and pressure of 600 

mmHg used mostly. 

Conclusions :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data and standard about pressure 

and treating time is required. And it should be focus on pressure and treating time to 

standardizing cupping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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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부항요법은 고 로부터 에 이르기까지 국

을 심으로 한 동양과 유럽을 심으로 한 서양

에서 모두 시술되어온 요법으로1), 杯, 罐, 缸을 도

구로 하여 화력 등에 의해 기구 속의 공기를 배제

하여 피부에 흡착하여 음압을 발생시켜 인체내의 

사기를 제거하고 어 을 제거하며 소염, 진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의 일종이다2,3). 부항요법은 

과거에는 寒濕熱毒을 흡입하여 배출한다는 으

로 보아 치료하 으나 근래에는 액순환장애의 

개선, 신경계통, 면역계통의 조  등으로 다각도로 

응용되고 있으며, 근래에 개발된 부항기는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이 있어 치료와 방에 있어 리 사용되고 

있다4).

최근 한의학계는 통의학을 표 화하려는 국제

인 경향에 발맞추어 2008년 인체 경 표 화5) 

이후 일회용 호침6), 뜸7) 등의 의료기기 표 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풍, 고 압, 온톨로지 등의 의

학지식의 표 화 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 

2012년 5월에는 한의학연구원에 한의기술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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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Journal Year

침, 부항, 한방체조, 한약을 활용한 한방비만치료법의 임상연구8) 한한의진단학회지 2001

부항자극에 한 체표 경락경 의 생체에 지 변화 분석9) 경락경 학회지 2010

부항자극에 한 배수  어 평가를 한 색소침착 변화분석10) 경락경 학회지 2011

부항요법을 시술한 풍환자의 색소반응에 한 연구11) 동서의학 1979

부항요법에 의한 배수  색소 변화의 정량  측정 시스템 개발 
 유의성 평가

12)
경락경 학회지 2011

부항과 쑥뜸의 겸용치료기 '부뜸이'의 구조  특징
13)

동의한의연 2005

부뜸이(부항과 쑥뜸의 동시겸용치료기)의 구조  특징과 부뜸요법에 
 한 연구14)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

부항 시술에 의해 형성된 수포에 한 고찰15) 경락경 학회지 2011

투입자원 평가에 근거한 한방 침구 부항 시술 수가의 문제 에 한 
 연구16)

한한의학회지 2008

일반부항요법과 기공부항요법의 효능에 한 비교연구17) 한의료기공학회지 2001

동식 부항기에 한 안 성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연구18) 한침구학회지 2009

국내 평가 가이드 라인 제시를 한 동식 부항기의 특성 조사에
 한 연구

19)
한침구학회지 2010

항배경통 환자 3700례의 부항요법시술시 발생한 어 반에 한
 임상 찰20)

학교 논문집 1988

침구처방의 정형화를 한 문헌  고찰21) 한침구학회지 1997

단 에 자락부항법을 시술한 경계정충환자 27례에 한 증례보고22) 학교 논문집 2007

외선체열촬 을 통한 화 부항법과 배기 부항법, 기공부항요법
 시술시 피부체온변화 찰23)

한의료기공학회지 2001

침술요법과 부항요법을 사용한 안면경련 치험 3례24) 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

년여성의 경갑통 통증완화를 한 부항과 뜸 겸용요법의 용효과25)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

수면  부항요법이 교통사고로 유발된 수면장애에 미치는 임상  효과26)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10

수동식 부항기의 기계  안정성과 성능의 실험  비교연구27)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8

부항요법에 한 문헌고찰  부항시술 황 조사28)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8

부항요법 후 외선 체열쵤 을 통한 찰29) 한한방체열의학회 2005

부항요법의 약사  시술기법에 한 연구1) 학교 논문집 1994

부항요법의 압력특성에 한 실험  연구30) 한침구학회지 2008

부항-뜸 병행치료와 뜸 단독치료가 뇌졸  환자의 변비 완화에
 미치는 효과

31)
한 방의학회지 2009

부항요법의 색소반응으로 본 풍증의 임상  고찰
32)

한한의학회지 1980

성염좌와 충돌성 손상에서의 부항요법
33)

한스포츠한의학회지 2002

뜸과 부항의 겸용치료(부뜸이)가 만성 장증후군 환자의 생 액
 형태  자각증상 호 도에 미치는 향34)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

배부 경 에 부항요법 시술이 남자 학생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향35) 한한의학회지 1999

부항, 뜸, 침, 이져요법 시술이 이명에 미치는 향36) 한외 과학회지 1999

뇌경색 환자의 고지 증에 한 부항요법의 임상 효과37) 한침구학회지 2008

성 좌섬요통 환자에 한 습식 부항요법과 건식 부항요법의 비교38)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03

As a result of search of articles abuot cupping therapy, we found 32 articles which studied about cupping therapy.

Table 1. List of Articles about Cupping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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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number authors as number of articles.
Most author has written 1 article. Only one author has 
written 5 articles and he wrote most articles.

가 개소하여 한의학 표 화에 박차를 가하여 표

화의 범 를 넓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항의 기기 표 화를 시

작하기에 앞서 부항에 해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앞으로 부항에 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인지를 고찰하고, 표 화 된 부분과 표

화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 국내에서 발표된 부항에 한 논문을 상으

로 연구동향에 해 조사해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한민국에서 발표된 부항에 

한 논문을 상으로 하 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 

통지식포털(OASIS), 국회도서 , 한국학술정보

(KISS), DBpia, 과학기술인마을, 교보문고 스콜라

에서 ‘부항’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 다. 그 결과 

36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그 가운데 논문의 형식

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항과 직 인 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한 32편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

의 논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Table 1).

2. 조사 항목

본 연구에서는 부항에 한 연구 동향을 악하

기 해 자, 소속 기 , 출  학회지, 발표 연도

와 같은 기본사항의 조사를 통해 부항에 해 

문 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와 문 학술지의 여부

와 연도에 따른 부항 련 연구의 변화를 찰하

다.

연구방법과 목표, 사용된 부항법의 종류, 부항 

내부의 압력, 유 시간, 배기법 동의 부항 사용 방

법에 해 조사하여 부항에 한 연구방향과 취약

, 연구에서의 부항 사용에서 볼 수 있는 연구자

들의 인식에 해 조사하 다.

III. 결과  고찰

부항에 련된 논문을 발표한 자는 모두 113

명이었다. 자별 논문 발표 건수를 보면 논문을 5

회 발표한 자가 1명, 3회 발표한 자가 6명, 2회 

발표한 자가 17명, 1회 발표한 자가 89명이었

다(Fig. 1). 

자 1인당 평균 1.3편의 논문을 발표하 으며 

체 자 가운데 자 1인당 평균 논문 수 이상 

발표한 자는 24명으로 체 자 113명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논문을 발표한 자 수는 

113명으로 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3회 

이상 논문을 발표한 자는 6.2%에 그쳐 재 부

항에 한 지속 인 연구를 하는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논문의 발표 건수를 연구의 질이나 가치로 평가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논문의 

발표기간은 30년이 넘는다. 따라서 자별 논문 발

표 편수는 부항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이루어지

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는 있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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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number of articles according to the year.
Articles about cupping therapy is slightly increasing, and it shows tendency of delayed increasing compared to 
total articles about oriental medicine.

Fig. 2. The number of articles according to the 
affiliated organization.
Most articles has written in oriental medical college, 
and non medical college, hospital, university reserch 
center is following.

되며, 따라서 부항에 해 지속 인 연구를 진행하

는 연구자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항 련 논문의 기  구분별 발표 황을 보

면 한의과 학이 34편, 한의과 학 이외의 학과에

서 13편, 한방병원에서 6편, 학소속 연구기 에서 

3편, 분과학회에서 2편, 기업 연구소에서 1편을 발

표하 다(Fig. 2).

경희 학교 한의과 학은 가장 많은 논문을 발

표하 으며, 경희 학교 내의 다른 학과와의 다양

한 연계 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에 주목할 

은 연세 학교 보건과학 학 의공학과, 동의 학

교 자연과학 학 간호학과, 경희 학교 간호과학

학, 경희 학교 경 학, 경희 학교 한방응용의

학과, 원 학교 공과 학, (주)한지 기업연구소 

등과 같은 한의학계 외의 기 에 소속된 자가 

참여한 을 들 수 있는데, 경 학과와 공과 학과 

같은 비 의료계 학과와 기업이 참여한 논문은 앞

으로 부항에 한 연구가 질 , 는 양  발 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도에 따른 부항 련 논문의 발표 추이를 살

펴보면 연도가 지남에 따라 논문의 발표가 늘어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70년 와 1980년

에는 수년에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간

헐 이고 일회성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

에 들어 논문이 발표되는 빈도가 증가하 고, 2000

년  이후에는 논문의 발표가 증가하여 200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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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methods used in articles about the
cupping therapy.
Most of articles are written as a result of clinical 
reserch, and literatural reserch, development study and 
laboratory study is following.

한 해에 5편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 다(Fig. 3). 

한의학계의 논문 발표 추이를 보면 논문 수가 80년

까지 완만한 성장을 보이다가 1990년  반 이

후 논문 수의 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0년  

반에 이르러서는 발표되는 논문 수의 증가가 찰

되지 않고 있어 양 인 성장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반해 부항의 경우에는 90년  반 이후 

양 인 성장세가 보이기 시작하 으나 한의학계 

체 논문이 보여주는 90년 까지의  격한 양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 을 뿐 아니라 양  성장의 

정체기인 2000년 에 이르러서도 논문 수가 증가하

고 있어 한의학계 논문수의 증가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부항에 한 논문은 임상연구가 체의 59%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헌연구가 19%, 개발

연구가 13%, 기 실험이 9%를 차지하고 있다(Fig. 

4). 임상연구 논문 가운데 약 60%는 부항을 이용

한 질환의 치료에 한 연구로, 상 질환으로는 

견갑통, 성염좌, 충돌성손상, 항배견통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경계정충, 교통사고 후 수면장

애, 뇌경색, 뇌졸 환자의 변비, 안면경련, 이명, 

풍증 등의 신경계 련 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었

다. 그 외에 생리에 한 연구에 있어서는 부항을 

통한 생체 나 체온과 같은 생리반응의 변화에 

한 찰연구가 있었으며, 진단에 한 연구에 있

어서는 부항 시술 후 발생하는 색소변화를 통한 

진단연구가 있었다. 문헌연구에서는 기 논문에서

는 부항에 한 문헌  자료를 정리하여 부항의 

정의를 내리거나 부항 도구의 종류를 구분하고 치

료법에 해 정리하는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

며, 후기 문헌논문에는 설문내용을 추가하여 문헌

고찰한 내용과 병기하여 비교하는 방식의 연구가 

추가되었다. 개발연구에 있어서는 뜸과 부항을 결

합한 형태의 제품인 부뜸이 개발에 한 논문이 

있었으며, 그 외에 안 성 평가와 진단시스템 개발

을 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기 실험은 수동식, 

동식 부항기의 안 성과 압력특성에 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 부항에 한 세포실험과 동물실

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부항의 재료와 부

항 시술이 생체에 미치는 정 이거나 부정 인 

다양한 향과 같은 기 인 지식에 한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부항 연구에 사용된 부항 시술법이 명시된 논문

은 총 20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건식 부항이 16회, 

습식 부항이 3회, 부뜸이가 3회, 기공부항이 2회 사

용되었다(Fig. 5). 건식 부항이 다른 부항법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부뜸이와 기공부항과 같은 새로운 부항요

법 한 사용된 논문이 있었다. 이에 해 Yun
15)

의 조사에 따르면 건식 부항과 습식 부항을 사용

하는 한의사의 비율은 서로 같아 한의사의 사용 

실태와 연구에서의 사용은 그 양태가 다른 것으로 

사료된다. 건식 부항의 경우 閃罐, 留罐, 走罐, 藥

罐, 鍼罐 등
39)
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모

든 논문에서 유 법만이 사용되었다.

부항 시술시간이 기록된 논문은 총 12건이었으

며, 그 가운데 1분 유 이 5건, 5분 유 이 2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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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lassification of treating time used in the  
articles about the cupping therapy.
As a treating time, 1 minute is used mostly, but 1 
minute is used only for diagnosis. For treatment, 
treating time had no tendency.

Fig. 5. Classification of cupping therapy used in 
the articles about the cupping therapy.
Cupping therapy with no bleeding has used mostly in 
cupping therapy study.

Fig. 7. Classification of atmospheric pressure in-
side of the cup used in the articles about the 
cupping therapy.
Pressure of 600 mmHg has most used for cupping 
therapy.

다. 그 외에 3분, 10분, 15분, 20분, 40분 등 시술시

간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Fig. 6). 1분의 경우, 치

료목 의 연구에서보다는 색반응을 이용한 진단연

구에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치료목 의 부항시

술은 합리 인 기 에 따라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시간에 따라 시술되었으며, 

임의로 정한 시술사간 사이에서도 3분에서 40분까

지로 범 가 넓고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지는 않

았다. 따라서 지 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부항 시술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부항 련 논문 가운데 부항의 압력에 해 기

술된 논문은 10건으로 그 가운데 600 mmHg의 압

력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0 mmHg의 압력이 

2회 사용되었다(Fig. 7). 그 외에 240 mmHg, 60 

mmHg, 55/50/40/30 mmHg가 각각 1회씩 사용되

었으며, 수동식 펌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회 배

기와 3회 배기가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다. 부항 

내부 압력을 기재한 논문 가운데 부항 내부 압력

을 정한 기  는 근거가 서술된 경우는 없었으

며, 부분의 논문에서 부항 내부 압력에 한 수

치가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는지 한 기록되

어 있지 않았다. 한 사용된 부항 내부의 압력도 

30 mmHg에서 600 mmHg로 격차가 큰데다가 압력

에 해 기록된 논문 자체가 어 일정한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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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lassification of exhaust method used in 
the articles about the cupping therapy.

을 찰할 수 없었다.

부항 시술시 배기 방법에 해 기록된 논문은 

총 11건이었으며, 동펌 와 수동펌 가 각각 4건

이었으며, 화 법이 3건 기재되어 각각의 방법이 

사용된 빈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그러나 배기방법이 기록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화 법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없고, 화 법을 

사용한 논문의 경우에는 화 법을 사용했다는 사

실이 명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화 법의 사용빈

도는 의 결과보다 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국내에서 발표된 부항에 한 연구경향

에 한 조사 결과 부항에 한 논문의 발표는 

재까지 증가하고 있었으며, 임상연구가 심이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장기 인 계획을 가진 연속연구라기 보다는 일회

성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부항에 한 기 연구가 

부족하여 부항 시술시의 부항 내 압력과 부항 시

술시간과 같은 부항 시술 조건에 한 기 이 없

어 연구자의 임의에 따른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논문에서는 임상연구를 시행하면서도 부항 

시술 조건을 명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항 시술 

조건과 같은 기 자료의 요성에 해 한의학계 

내부의 공감 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이에 이후의 연구에서는 임상연구의 양과 범

를 확 함과 동시에 부항에 한 기 연구를 진행

하여 부항 시술조건과 기기 규격의 표 화를 이루

어 임상연구의 결과를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 임상연구에 있어서도 

보다 합한 치료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기 자료

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IV. 결  론

부항 표 화 연구에 앞서 부항 표 화연구에 방

향을 제시하고자 국내 부항 연구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부항 시술법으로는 건식 부항이 가장 많이 사용

되었으며 습식 부항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

다. 

2. 부항 시술 시간은 1분에서 40분까지로 다양했으

며, 시술 시간에 일정한 경향성은 존재하지 않

았다.

3. 부항 내부 압력은 30 mmHg에서 600 mmHg까

지 사용되었으며, 600 mmHg가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부항 시술시의 압력조

건과 한 시술시간에 한 기 이 부족하며, 이

후의 부항 표 화 연구에서는 부항 시술시의 압력

과 시술시간을 표 화의 가장 주요한 목표로 삼아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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