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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Study Study Study of of of of the the the the Analysis Analysis Analysis Analysis of of of of Blistered Blistered Blistered Blistered fluid fluid fluid fluid caused caused caused caused by by by by 

Buhang Buhang Buhang Buhang blisteringblisteringblisteringblistering

Park, Park, Park, Park, Seong-yeonSeong-yeonSeong-yeonSeong-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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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atment Depratment Depratment Depratment of of of of Health Health Health Health & & & & EnvironmentEnvironmentEnvironmentEnvironment

Graduate Graduate Graduate Graduate School School School School of of of of Chosun Chosun Chosun Chosun 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University

  Buhang blistering, one of the oriental traditional medicine has been studied 

to certify the best method of buhang blistering and to analysis the buhang 

blistered fluid. 10 of 14 Volunteers were blistered on the conception vessel, 

Gumi and Geogeol position. One of 14 Volunteers was on spleed meridian, 

Kimoon position. 2 of 14 Volunteers were on shoulder and one of 14 

volunteers was on thigh. The optimal negative pressure in buhang bowl was 

determined when buhang blistering. The electrolytes and principle components 

of buhang blistered fluid were determined too. The results obtained above 

were compared to those of normal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fluid of human 

bo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optimal negative pressure in buhang bowel is about -70 ~ -80 

Pascal (Lb/inch
2
). 

  2. 3 Volunteers showed hemolysis and 6 volunteers showed slight hemolysis  

and 5 volunteers showed no hemolysis. The hemolysis of buhang bl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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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were considered to depend on the condition of volunteers. 

  3. The values of electrolyte, Na
+
, Ca

++
and

 
Cl

-
 were similar to those of 

normal extracellular fluid. But K
+ 

of buhang blistered fluid showed 7.64mEq/L. 

It was higher when compared with normal extracellular fluid 4mEq/L. This 

means that there may be showed hemolysis and necrosis of buhang blistering 

area. 

  4. The values of T-protein, T-cholesterol and triglyceride showed the 

increase when compared with normal intracellular fluid. This means that 

protein and fat were elevated. Some of lipoproteins of blood penetrated 

through the blood vessel membrane and transferred to extracellular fluid. 

These lipoproteins could not reenter into blood circulation and retained at 

inflammatory area and some time latter entered into vein by lymphatic 

circulation.

  From above It may be concluded that some of blood components and 

lipoproteins may be increased by inflammation of buhang blistered area and 

may be showed the retention. These may cause the blood stasis and edema of 

inflammatory area. Those blood stasis and edema can be reduced and 

peripheral circulation can be activated by buhang blistering.



- 9 -

제1장 서   론

  부항요법은 붙을부(附) 항아리항(缸)으로 항아리처럼 생긴 것을 몸에 붙여 혈이 흐르

는 곳에 압력을 작용시켜 불필요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각종 체액과 혈액을 제거시키는 

방법이다.
1-4)

  부항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민간에서 많이 애용해왔는데 서양에서는 히포크

라테스 이전에 이미 부항요법과 비슷한 치료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로마, 그

리스, 페르시아, 독일, 프랑스 등 각국에서도 부항요법이 활용된 기록이 있다. 미국의 

인디언은 물소 뿔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짐승의 뿔로서 부항요법(그래서 흡각요법이

라고도 한다)을 활용했다. 현재에도 미국, 유럽 등지에서 현대화 된 부항을 시술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다.
5-8)

  이 부항요법은 동양의학의 고전이라는 중국의 황제내경
9-10)

, 산해경
11)

에 우리 선조

들이 처음부터 사용해왔다고 적혀 있다.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에는 보법(補法)과 사법(瀉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

는데, 어떤 기운을 북돋아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보법이고 나쁜 기운을 뽑아내어서 

치료하는 방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현대의 각종 질환은 주로 과잉 섭취와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된 대사 장애에서 오는 것이 많은데 이 경우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 보태는 방법보다는 해로운 독소를 덜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12-14)

 

  인체에는 혈액이 순환하고 있고, 이 혈액순환에 따라서 기(氣)가 흐르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식생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술, 담배, 피로 등으로 인하여 기의 

흐름에 이상이 오게 된다. 그 순서는 기경(氣驚: 기가 어떤 충격을 받음)→기체(氣滯: 

기가 체하는 현상)→주체(鑄滯: 기가 굳어져서 흐름에 이상이 생기는 단계)→혈체(血

滯: 피의 흐름에 이상이 생김)→어혈(瘀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피)로 된다.
15-17)

  부항요법은 경혈(經穴)상의 피부에 음압(陰壓)을 작용시켜 비생리적 체액인 어혈을 

제거하여 체질을 정화시키는 요법이다. 부항요법의 효과로는 1) 가스교환에 의한 신진

대사 및 혈액정화, 그리고 모세혈관 확장에 의한 증혈의 작용으로 혈액순환이 향상되

며 영양소가 각 세포로 보내지고 노폐물이나 독소를 체외로 배설시킨다. 2) 신경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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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화로 인한 자각증상의 소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흡착자극에 의해 척추신경의 중

추를 자극하여 흥분을 일으킨 신경을 안정시키고, 반대로 저하된 신경과 마비된 신경

의 회복을 돕고 따라서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다. 3) 자율신경계에 자극을 줌으로써 

소화작용, 배변조절, 수면상태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
18-20)

  지금까지 밝혀진 부항요법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는 1) 체액의 acid base 

balance에 영향을 미친다. 2) 피하일혈반의 재흡수 과정에서 면역체 형성에 영향을 주

어서 자가혈청요법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3) 피부면의 음압적 충격으로 부신피질계의 

steroid hormone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4) 조혈계통에 자극을 주어 조혈기능이 왕성

해진다.
21-22)

  한편 우리 몸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있다. 림프순환은 림프관을 통해 순환하는데 

림프관은 구조적으로 정맥과 비슷하여 림프관의 벽에 얇고 많은 판막을 가지고 있다. 

동맥을 통해서 신체의 각장기로 들어간 혈액은 그 일부가 조직의 세포사이로 들어가서 

조직의 대사물과 혼합되어 조직액을 형성한다. 대부분의 조직액은 다시 모세혈관에 흡

수되어 정맥으로 들어가나, 일부는 림프관이라는 별개의 통로에 의해서 운반된다. 림

프관은 결합조직속의 모세림프관에서 시작하여 많은 가지가 모여서 굵은 림프관이 되

며, 다시 이것들이 모여 굵은 줄기를 형성한 후 대정맥에 주입된다. 이때 혈액내의 물

과 혈액내 물질이 모세혈관에서 세포간질로 여과되어 나갔다가 약 40%는 모세혈관으

로 재유입되고 나머지 60%는 림프계순환을 통해 쇄골하정맥으로 유입되어 결국 혈액

순환으로 들어가게 된다.(그림9, 그림10 참조)
23-25)

  이때 환부의 말초혈관에서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혈액 내 물질의 상당량이 세포간질

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세포간질로 이동한 물질의 순환이 어렵게 되면 이것이 어혈

의 주원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인체의 체액은 세포외액과 세포내액의 구분되고 

그 성분의 조성이 다르다.(표1 참조)
26-28)

 

  이에 저자는 부항발포로 체외로 배설되는 부항발포액의 성분이 인체의 세포외액의 

주성분과 유사하리라 생각되어 자원자를 대상으로 부항발포하여 부항발포액의 성분을 

분석하여 세포외액 및 세포내액의 조성을 비교한바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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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험 및 방법

제1절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에 자원자로 부항발포에 임한 연구대상자는 표1과 같다. 연구대상자 14명 

가운데 남자 3명 여자 11명이었으며 나이는 33세부터 59세로 30대가 3명, 40대가 5

명, 6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증상은 심한경우가 3명, 중등도가 5명, 심하지 않는 경우

가 6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자원자의 병력과 증상의 정도, 부항발포시의 발포액의 상태와 발

포로 인한 증상의 변화를 살피면서 부항발포액의 조성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본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참고하였다.

TableI.Name,sex,ageandphysicalconditionsofVolunteers

volunteer sex age symptom* color blisteredposition** remark
송명숙 female 59 ++ 연한적색 족태음간경-기문
김경자 female 48 + 〃 임맥-구미,거궐
오미숙 female 41 +++ 적색 임맥-구미,거궐
박윤진 female 38 + 연한적색 임맥-구미,거궐
장원경 male 52 ++ 〃 임맥-기문,거궐
김연희 female 48 + 미황색 임맥-구미,거궐
조성호 male 50 ++ 연한적색 임맥-구미,거궐
서영철 female 55 + 미황색 어깨 견비통 2년
정일나 female 52 + 연한적색 임맥-구미,거궐
최정선 female 37 + 미황색 대퇴부 간헐적 통증
김지현 female 33 + 〃 어깨 견비통
박석훈 male 48 +++ 적색 임맥-구미,거궐
서미나 female 45 +++ 〃 임맥-구미,거궐
송윤순 female 57 + 미황색 임맥-구미,거궐

  * +++: severe   ++ : medium  + : mild

  ** Blistered position is part of conception vessel(任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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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험절차 및 방법

  부항발포는 표1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환부 즉 임맥의 구미, 거궐혈부위(가슴의 검상

돌기 바로 아래와 배꼽위 6치에 해당하는 부위)(그림11)와 등 및 대퇴부에서 발포를 

실시하였다.
30)

 부항발포기는 본 실험을 위해 특별히 고안하였다. HA-A 고급형 한솔부

항기(한국)에 부항발포시의 음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실리콘 튜브를 연결한 음압측정

기(Saikei, 일본)를 부착하여 부항발포시의 부항기내의 음압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부항기는 그림13에 나타나 있다. 본 부항기는 발포할 때의 음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부항 발포할 때마다 부항기내의 음압을 측정하고 음압에 따른 

발포속도 및 발포액의 양을 조사하였다. 

제3절 혈액분석방법

  1. 부항발포액 채취 

     상기 연구대상자의 부항발포액을 채취하여 그 발생량을 측정한 후 발포액 약 

2-5ml를 취하여 무균 시험관에 옮겨 4℃로 저장한 후 분석실로 옮겨 발포액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였다.

  2. 부항발포액의 성분분석

     상기 방법으로 채취한 부항발포액을 필요한 경우 원심분리하여 혈구성분 등 고형

물을 침전 제거한 후 상등액을 위하여 분석하였다.

    가) 전해질 Na
+
, K

+
, Ca

++
, Cl

-측정

        발포액에서 필요한 경우 원심분리하여 혈구성분 등을 제거한 원액을 가지고 

Ion selective electrode (ISE)법으로 AVL 9180 Series Electrolyte Analyzer(한국

로슈진단(주), 한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샘플커버를 열고 “검체를 넣으십시오”라는 지시가 있으면 검체를 probe에 흡

입하게 한다. 표시창에 ‘wipe probe/close sample door’라는 지시가 나타나면 샘플커

버를 닫고 약 35초 정도 기다리면 분석이 끝나고 검사결과를 출력한다. 전해질 Na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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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0413A, 전극 K
+는 BP0359A 전극, Cl

-는 BP0570A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a
++는 원심분리하여 혈구성분 등을 제거한 원액 3μl에 발색시액 300μl를가하고 4

분30초간 반응시킨 후 620nm에서 흡광도를 Vitalab Selectra 2(Laboratorio De 

Analisis Clinico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나) glucose, T-protein, T-cholesterol 및 triglyceride 측정

        발포액에서 혈구성분 등을 제거한 원액을 가지고 포도당은 Accu-chek 

Active기기(한국로슈진단(주))를 사용하여 Colorimetric method로 측정하였다.

  T-protein는 원심분리하여 혈구성분 등을 제거한 원액 5μl에 발색시액 250μl를 가

하고 4분 30초간 반응시킨 후 546nm에서 흡광도를 Vitalab Selectra 2(Laboratorio 

De Analisis Clinico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cholesterol는 원심분리하여 혈구성분 등을 제거한 원액 5μl에 발색시액 300μl를 

가하고 4분 30초간 반응시킨 후 620nm에서 흡광도를 Vitalab Selectra 2 

(Laboratorio De Analisis Clinico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triglyceride는 상기원

액 3μl에 발색시액 300μl를 가하고 4분 30초간 반응시킨 후 620nm에서 흡광도를 

Vitalab Selectra 2(Laboratorio De Analisis Clinico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제4절 평가방법

  부항발포한 실험대상자의 상태를 3등분으로 구분하여 부항발포하였으며 발포액의 

성상을 물리화학적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발포액에서 혈구성분이 나타났는지를 검사하

였으며 붉은 색을 띤 발포액의 분석은 혈구성분을 원심분리하여 제거한 후 측정하였

다. 

  정상인의 부항발포는 실제로 잘 발포되지 않아 세포외액의 주성분의 함량을 정상 대

조군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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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험 결과

제1절 부항발포시의 음압

  14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10명은 임맥의 구미, 거궐혈 부위에, 1명은 족태음간경

의 기문혈 부위에, 2명은 어깨부위에, 1명은 대퇴부 부위에서 부항발포하였다. 부항발

포는 본 연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부항기로 발포하였으며 부항발포시의 음압을 측정

한 결과 -70 ~ -80 Pascal (Lb/inch
2
)에서 발포되었다. 본 음압측정은 14실험대상자

에서 공히 비슷한 결과를 보여 같은 실험대상자의 경우 한번만 측정하였다.

제2절 부항발포시 용혈 및 발포액의 성상

  부항발포액에서 붉은 용혈을 보인 것은 오미숙, 박석훈, 서미나 자원자 3명이었으며 

약간의 용혈을 보인 자원자는 송명숙 외 5명이었고 미황색인 경우는 김연희 외 4명이

었다. 부항 발포액 모두 점액성이 강하였으며 발포액 부피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

하였다.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경우 미황색 또는 연한 적색을 보였으며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적색으로 발포되었다. 즉 발포액의 용혈정도(발포액의 적색의 정도)

는  환자의 증상과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3절 혈액 분석 결과

  1. 전해질 Na
+

, K
+

, Ca
++

, Cl
-

측정 결과

    14명의 자원자로부터 부항발포한 발포액중의 전해질 Na
+
, K

+
, Ca

++
, Cl

-
을 측정

결과가 표2와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에 나타나 있다. 전해질 sodium은 

138.5±27.2mEq/L, potassium은 7.64±3.0 mEq/L, calcium은 8.28±0.70mEq/L, 

chloride는 109.2±5.43mEq/L이었다. 이 값은 정상적인 세포외액의 농도인 sodium 

141mEq/L, calcium 9mEq/L, chloride 103mEq/L과 비교하여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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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반면 potassium의 경우 부항발포액의 경우 7.64±3.0 mEq/L로 정상세포외액

의 4mEq/L보다 190% 정도 높게 나타났다.
23-24)

 정상적인 세포내액의 농도는 

141mEq/L는  세포외액의 농도 4mEq/L 보다 매우 높다. 본 실험에서 부항발포액의 

potassium의 농도가 4mEq/L에서 7.64±3.0mEq/L로 높아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

다.
25-27)

 또한 calcium의 농도도 정상적인 세포외액의 농도 5mEq/L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는 환부의 일부세포의 괴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단 본 실험

에서 세포내액의 농도가 세포외액의 농도보다 높은 magnesium의 농도를 측정하지 않

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calcium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able II.  Values of Sodium, Potassium, Calcium and Chloride of Blistered 

fluid obtained by Buhang blistering 

volunteer
Na

+

(mEq/L)

K
+

(mEq/L)

Ca
++

(mEq/L)

Cl
-

(mEq/L)

송명숙 138.4 7.91 7.9 109.5

김경자 144.0 7.11 7.6 113.6

오미숙 137.4 11.38 8.4 109.4

박윤진 134.8 7.64 7.8 108.0

장원경 132.7 8.19 8.3 105.3

김연희 137.3 5.27 7.5 107.0

조성호 133.9 8.40 9.1 106.1

서영철 139.2 5.06 8.3 107.3

정일나 149.8 7.20 9.0 119.0

최정선 133.9 4.80 7.6 104.2

김지현 127.4 3.73 7.3 98.9

박석훈 135.5 14.98 9.0 108.4

서미나 143.3 10.27 9.5 114.3

송윤순 151.4 5.05 8.7 117.9

mean±S.E. 138.5±27.2 7.64±3.0 8.28±0.70 1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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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ntration of Sodium(Na
+

) of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fluid and Buhang blistered fluid

Fig 2 Concentration of Potassium(K
+

) of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fluid and Buhang blistered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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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ntration of Calcium(Na
+

) of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fluid and Buhang blistered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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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ntration of Chloride(Cl
-

) of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fluid and Buhang blistered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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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혈중의 glucose, T-protein, T-cholesterol 및 triglyceride 측정 결과

    14명의 자원자로부터 부항발포한 발포액중의 glucose, T-protein, T-cholesterol 

및 triglyceride를 측정결과가 표4와 그림5, 그림6, 그림7, 그림8에 나타나 있다. 발포

액중의 glucose가 96.4mg/dL, T-protein 5.45g/dL, T-cholesterol 106.14mg/dL 및 

triglyceride가 94.43mg/dL이었다. 

  이 값은 정상적인 혈장 농도인 glucose 80-115mg/dL, T-protein 6.3-8.3mg/dL, 

T-cholesterol 130-220mg/dL 및 triglyceride 50-150mg/dL와 비교하였을 때도 

T-cholesterol의 값을 제외하고는 정상치와 비슷하였다.
23-25)

  본 실험에서 부항발포액중의 T-protein과 T-cholesterol및 triglyceride의 값을 정

상적인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의 함량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포외액과 세포내액의 포도당,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분포가 표3에 나타

나 있다.  세포외액의 아미노산의 농도는 세포내액 농도의 약 15%, 세포외액의 지질

의 농도는 세포내액의 지질농도의 1%미만으로 세포외액의 농도가 매우 적다.
26-27)

Table III. Concentrations of Glucose, Amino acid, Cholesterol, Phospholipid  

and Neutral fat of Extracellular fluid and Intracellular fluid

parameter extracellular fluid intracellular fluid

Glucose 90(mg/dL) 0-20(mg/dL)

amino acid 30(mg/dL) 200(mg/dL)

cholesterol

phospholipids

neutral fat

0.5(mg/dL) 2-95(mg/dL)

  따라서 본 실험에서 부항발포액의 T-protein과 T-cholesterol과 triglyceride의 함

량이 비교적 세포내액의 농도에 비해 높은 것은 부항발포부위의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

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는 부항발포부위에서 말초혈관의 투과성이 증대되어 혈액내의 지질단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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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존재하는 단백질과 지방이 세포외액으로 투과되고 이것이 정맥으로 회귀하지 못

하고 환부에 체류하거나 림프액에 합류되어 서서히 림프순환을 통해 쇄골하정맥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그림 12 참조)
34-36)

Table IV.  Values of Glucose, T-protein, T-cholesterol and Triglyceride of 

Blistered fluid caused by Buhang blistering

volunteer
glucose

(mg/dL)

T-protein

(g/dL)

T-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송명숙 66 4.48 83 65

김경자 92 4.46 83 49

오미숙 80 7.00 163 160

박윤진 69 5.87 116 82

장원경 74 6.7 146 121

김연희 101 4.12 71 29

조성호 72 6.89 147 127

서영철 118 3.89 56 36

정일나 91 4.74 65 49

최정선 126 3.11 43 39

김지현 132 2.66 37 19

박석훈 99 11.20 279 377

서미나 75 6.46 125 130

송윤순 155 4.67 72 39

mean±S.E. 96.4±27.2 5.45±2.22 106.1±64.0 9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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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centration of Glucose of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fluid 

and Buhang blistered fluid

0000

2222

4444

6666

8888

0000

2222

4444

6666

8888

T-protein(g/dL)T-protein(g/dL)T-protein(g/dL)T-protein(g/dL)

세포외액세포외액세포외액세포외액 부항발포액부항발포액부항발포액부항발포액

Fig 6 Concentration of T-protein of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fluid 

and Buhang blistered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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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centration of T-cholesterol of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fluid and Buhang blistered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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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centration of Triglyceride of Extracellular and Intracellular 

fluid and Buhang blistered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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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항발포액과 세포외액 및 세포내액의 성분의 비교

    14명의 자원자로부터 부항발포한 발포액중의 전해질과 주요성분의 함량을 종합적

으로 비교한 결과가 표4와 표5에 나타나 있다.

  

Table V.  Comparison of Mean±S.E. of Buhang blistered fluid and normal 

values of Sodium, Potassium, Calcium and Chloride

parameter mean±S.E. normal value difference
*

Na
+

(mEq/L) 138.5±27.2 142 -3.5

K
+

(mEq/L) 7.64±3.0 4 3.64

Ca
++

(mEq/L) 8.28±0.70 9 0.72

Cl
-

(mEq/L) 109.2±5.43 103 6.2

* Difference = normal value - mean vlaue

Table VI.  Table IV.  Comparison of Mean±S.E. of Buhang blistered fluid 

and normal values of Glucose, T-protein, T-cholesterol and Triglyceride  

parameter mean±S.E. normal value remarks
*

Glucose(mg/dL) 96.43±27.2 80-115 normal

T-protein(g/dL) 5.45±2.2 6.3-8.3 below than normal

T-cholesterol(mg/dL) 106.1±64.0 130-220 normal

triglyceride(mg/dL) 94.4±92.8 50-150 normal

* Remarks is comparison between normal values and mean vlaues



- 23 -

제4장 고   찰

  혈액순환은 대동맥→동맥→소동맥→모세혈관→소정맥→정맥→대정맥으로 순환되는데 

모세혈관은 직경이 6μm,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는 내피세포 두께가 1μm이다. 모세혈

관막에는 작은 구멍(pore)이 있어 이곳으로 액체가 출입하게 된다. 그러나 단백질이나 

입자가 큰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나 각종 삼투압과 액압, 조직압 등에 의해 물질이 이

동되고 있다. 모세혈관에서의 혈류역학은 그림 9에 나타나 있다.
34-36)

  Starling's hypothesis에 의하면 모세혈관의 소동맥 부위의 액압은 35mmHg이고 조

직 교질삼투압이 2mmHg이어서 모세혈관에서 액체를 혈관 밖으로 이동시키는 압력은 

35+2=37mmHg이다. 반대로 액체를 혈관쪽으로 이동시키는 압력은 혈장교질삼투압 

25mmHg과 조직압 2mmHg로서 25+2=27mmHg이다. 그러므로 37-27=10mmHg의 

압력으로 모세혈관내에 있는 액체가 조직내로 이동한다. 압력경사에 의해 혈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된다.
35)

  한편 모세혈관 소정맥 부위에서의 액압은 15mmHg이고 조직교질삼투압 2mmHg이

어서 15+2=17mmHg의 압력으로 액체를 조직쪽으로 이동시키고, 혈장교질삼투압 

25mmHg과 조직압 2mmHg이어서 25+2=27mmHg으로서 27-17=10mmHg의 압력으

로 조직에서 정맥으로 액체가 이동하게 된다.(그림10)
23)

  이와 같은 10mmHg의 압력차로 모세혈관의 소동맥부위에서 조직으로 액체가 흐르

고 반대로 10mmHg의 압력차로 조직에서 소정맥으로 액체가 흐르게 된다. 이와 같은 

혈액순환에 의해 전신의 액체가 10-30분에 한번은 혼합이 된다. 이때 혈액내의 주요 

물질과 소화관에서 흡수된 영양물질, 내분비선에서 생산된 호르몬 및 폐에서 섭취된 

산소가 이동된다.
26-27)

  이때 모세혈관은 투과하여 조직으로 들어간 물 및 기타 물질은 약 40% 정도만 조

직에서 다시 정맥으로 재유입되고 나머지 60%는 정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림프계 

순환을 통해 쇄골하정맥으로 유입된다.
23)

  림프계는 순환계의 일부로서 폐쇄순환인 모세혈관에서 혈액 중 액상성분이 조직 내

로 스며들어가 조직액이 되고 이 중 일부(40%)가 다시 모세혈관으로 되돌아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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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정도는 모세혈관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모세림프관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림

프라고 한다.
28-29)

  특히 신체의 어느 부위가 염증이 진행되면 염증부위에 히스타민 및 세균에서 분비된 

독소 등에 의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대되고 혈액내의 물질의 조직으로의 이동이 활

발하게 된다.
24-25)

  본 실험에서 부항발포액의 glucose가 농도가 96.4±27.2mg/dL, T-protein이 

5.45±2.22g/dL, T-cholesterol이 106.14±64.0mg/dL, triglyceride가 94.43±92.8 

mg/dL이었다. 이 값은 정상적인 혈장 농도인 glucose 80-115mg/dL, T-protein 

6.3-8.3mg/dL, T-cholesterol 130-220mg/dL 및 triglyceride 50-150mg/dL와 비교

하였을 때도 T-cholesterol의 값을 제외하고는 정상치와 비슷하였다.
29)

  일반적으로 세포외액과 세포내액의 포도당,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분포를 보면(표3 

참조) 세포외액의 아미노산의 농도는 세포내액 농도의 약 15%, 세포외액의 지질의 농

도는 세포내액의 지질농도의 1%미만으로 세포외액의 농도가 매우 적다.
25),28)

  따라서 본 실험에서 부항발포액의 T-protein과 T-cholesterol과 triglyceride의 함

량이 비교적 세포내액의 농도에 비해 높은 것은 부항발포부위의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

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는 부항발포부위에서 말초혈관의 투과성이 증대되어 혈액내의 지질단백의 형

태로 존재하는 단밸질과 지방이 세포외액으로 투과되고 이것이 정맥으로 회귀하지 못

하고 환부에 체류하거나 림프액에 합류되어 서서히 림프순환을 통해 쇄골하정맥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그림 12 참조)
35-36)

  이렇게 되면 환부의 조직의 세포외액이 많아지고 그 성상도 변화하게 되며 순환이 

잘 안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하나가 어혈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3)

  어혈은 체내 일정부위에 혈액이 정체되어 형성된 일종의 병리적 산물로서, 단순히 

비생리적 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 혈액점도 이상 및 혈행속도 

감소를 포함하여 기혈(氣血)운행에 영향을 미처 장부(臟腑)기능을 실조시킴으로써 다양

한 병증을 야기하는 중요 병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상실한 

비생리적 혈액이 응취(凝聚)되어 형성된 일종의 병리산물이며, 혈액운행장애와 혈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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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소를 포함하는 순환장애를 의미하는 한의학적의 독특한 병리개념이다. (1-3)
12-14)

  어혈은 인체의 혈행운행에 영향을 미쳐 장부(臟腑)기능을 실조시킴으로서 다양한 질

병을 야기하는 중요 발병인자로서 단순히 비생리적 혈독의 개념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혈체(血滯)라는 순환장애의 병리적 상태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수한 증

후군까지도 포함하는 기능개념으로 이해한다.
16-17)

 최근에는 어혈을 조직기관의 수종, 

변성, 염증, 증식, 궤양, 위축, 혈전형성, 혈관협착 혹은 폐쇄 등 일련의 병리변화상태

로 인식하고 있다.
12-13)

  체액은 세포내액(총 체중의 40%)과 세포외액(20%)으로 나누어지며 세포외액은 혈

장(5%)와 간질액(15%)로 구성되어 있다.
23)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중의 주요물질의 농도는 표6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상당히 

다르다. 본 실험은 부항발포로 체외로 배출되는 부항발포액은 세포외액의 주성분과 비

슷하리라 생각되어 부항발포액의 성분을 분석하여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의 성분과 그 

함량을 비교하였다.

Table VII. Concentrations of Electrolytes and Glucose of intracellular and 

extracellular fluid 

materials intracellular fluid extracellular fluid 

Na
+

(sodium)(mEq/L) 10 142

K
+
(potassium)(mEq/L) 141 4

Ca
++

(calcium)(mEq/L) <1 9

Cl
-

(chloride)(mEq/L) 4 103

glucose(mg/dL) 0-20 80-115

  본 실험에서 부항발포액중의 전해질 sodium 농도는 138.5±27.2mEq/L, potassium

은 7.64±3.0 mEq/L, calcium은 8.28±0.70mEq/L, chloride는 109.2±5.43mEq/L을 

나타냈다. 이 값은 정상적인 세포외액의 농도인 sodium 141mEq/L, calcium 9mEq/L, 

chloride 103mEq/L과 비교하여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없었다.
26)

  반면 potassium의 경우 부항발포액의 경우 7.64±3.0 mEq/L로 정상세포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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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Eq/L보다 19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정상적인 세포내액의 농도는 141mEq/L는  

세포외액의 농도 4mEq/L 보다 매우 높다. 본 실험에서 부항발포액의 potassium의 농

도가 4mEq/L에서 7.64±3.0mEq/L로 높아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부의 일

부세포의 괴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단 본 실험에서 세포내액의 농

도가 세포외액의 농도보다 높은 magnesium의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확정적으로 판단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calcium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만 가지고는 그 원인을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

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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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전통의학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인 사법(瀉法)인 부항요법의 과학화를 위

하여 자원자 14명을 대상으로 하여 10명은 임맥의 구미, 거궐혈 부위에, 1명은 족태

음비경의 기문혈 부위에, 2명은 어깨부위에, 1명은 대퇴부 부위에서 부항발포하고 부

항발포액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부항발포의 최적조건 설정을 위해 부항발포시 음압과 

부항발포액 중의 전해질과 주요물질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이 결과를 세포외액및 세포

내액의 전해질 및 주요물질의 함량과 비교하여 혈액말초순환 및 림프순환에 의해 야기

된 세포간질액과 어혈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부항발포시의 음압을 측정한 결과 최적의 부항발포음압은 -70 ~ -80 Pascal 

(Lb/inch
2
)이었다. 

2. 부항발포 시 3명의 자원자에서 용혈이 나타났으며 6명의 자원자에서 약간의 용혈

을 보였고 5명의 자원자에서는 용혈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항발포액의 용혈정도(발포

액의 발색 정도)는 환자의 증상과 유사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3. 부항발포액의 전해질 Na
+
, Ca

++
, Cl

-
을 측정한 결과 세포외액의 농도와 거의 비슷

했으나 K
+
의 경우 7.64±3.0mEq/L로 세포외액의 4mEq/L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약간의 용혈과 조직세포의 괴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부항발포액의 T-protein과 T-cholesterol과 triglyceride의 함량이 비교적 세포내

액의 농도에 비해 높은 것은 부항발포부위의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증가되었다고 판

단된다. 이 결과는 부항발포부위에서 말초혈관의 투과성이 증대되어 혈액내의 지질단

백이 세포외액으로 투과되고 이것이 정맥으로 회귀하지 못하고 환부에 체류하거나 림

프액에 합류되어 서서히 림프순환을 통해 쇄골하정맥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염증에 의해 환부의 말초세동맥과 말초혈관에서 혈액성분 및 지질

단백질의 혈관벽 투과성이 증가되고 정상적인 정상혈류순환으로의 유입이 지연되면서 

야기된 어혈 및 환부의 부종이 부항발포에 의해 상당부분 제거되고 말초순환이 원활해

진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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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세포조직세포조직세포조직세포 림프모세관림프모세관림프모세관림프모세관

림프관림프관림프관림프관

소정맥소정맥소정맥소정맥
모세혈관모세혈관모세혈관모세혈관

소동맥소동맥소동맥소동맥

Fig. 9 Lymph and blood circulation(arteriole → capillaris → venule → 

lymphatic vessel → lymph capillary)

Fig. 10 Lymphokinetic Motion and Pressure Gradient from Blood capillaries to 

Large circulatory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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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rea of Buhang blistering-1

 

흉  흉  흉  흉  관관관관

유미조유미조유미조유미조

Fig. 12 Area of Buhang blistering-2

      

      

Fig. 13  음압측정기가 부착된 부항기 

부부부부
항항항항
발발발발
포포포포
부부부부
위위위위



- 30 -

참  고  문  헌

1. 김경배(2003). 부항사혈기법(1). 서울: 도서출판 상아기획

2. 김경배(2005). 부항사혈기법(2). 서울: 도서출판 상아기획

3. 이병국(2004). 부항요법. 서울: 침코리아, p23-31

4. 유태우(2002). 사혈요법과 부항요법. 서울: 음양맥진출판사

5. 김상학(2004). 빼면 살고 안빼면 죽는다. 서울: 책있는 마을

6. 기준성(2004). 동의부항네거티브요법. 서울: 태웅출판사

7. 노갑부(1994). 동양부항시술요법. 서울: 홍익제

8. 박종갑(1997). 최신부항치료법. 서울: 한림원

9. 홍원식(1992). 황제내경 소문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0. 홍원식(1985). 정교황제내경,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44

11. 전통의학연구소(1983). 한의학사전, 서울: 성보사

12. 전병훈, 우원홍, 정우열. 어혈의 개념에 대한 의학적 고찰. 동의병리학회지. 

1989:4: 93-102

13. 김완희, 최달영(1985). 장부변증논치. 서울: 성보사. 58-59, 371-375

14. 문예전, 안규석, 최승훈(1990). 동의병리학, 서울: 고문사. 74-76, 282, 283

15. 중산의학원(1978). 병리학,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53-59

16. 박상길. 다구. 대황이 어혈병태모형에 미치는 영향 (석사논문, 경원대학교 한의학

과) 2002)

17. 廣東中醫學院(1976) 편 新編中醫學槪要, 香港 : 南務印書館, 298-300

18. 허준저(1995). 동의보감국역위원회, 대역동의보감 서울: 법입문화사, 995

19. 기준성(2005). 동의부항처방집, 서울: 태웅출판사

20. 기준성(1992). 동의부항 네거티브요법, 서울: 태웅출판사

21. 구효서(2002). 사혈과 부항소녀, 서울: 명예의전당

22. 다카하시도오루 외(2004). 건강의학정보시리즈, 서울: 중앙생활사

23. 정태영, 정경아(2003), 림프와 면역, 체액과 혈액, 인체생리학, p137-148, 



- 31 -

177-196, 서울: 청구문화사 

24. 신문균 외(2004) 순환계, 혈과, 인체해부학, p2344-256, 서울: 현문사

25. Martini, Frederic(1992). H. Human body in Health and Diseases, 

Predticd-Hall 12th Ed.

26. Malvin, Richard L. L.(1997) Concepts of Human Physiology, Benjamin 

Cummings, 1st Ed.

27. 문정식 외(2005). 림프계통과 면역, 세포의 구조와 기능, 알기쉬운 사람해부

학, p286-301, 서울: 현문사

28. Berne, Robert M.(1992) Principles of Physiology, Mosby, 12th Ed.

29. Gropper, Sareen S.(2001) Biochemistry of Human Nutrition, Wadsworth, 

2nd Ed.

30. 이홍재(2004). 임맥, 구미, 거궐, 침술 14경락지도, p99-121, 임맥서울: 21세

기의정활동출판사

31. Marieb, Elaine.(2002) Anatomy and Physiology, Benjamin Cummings,  

1st Ed.

32. Mader, Sylvia S.(2004) Understanding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McGrow-Hill, 4th Ed.

33. Arthur C. Guyton(2001) Textbook of Medical physiology W.B. Saunders 

com. 

34. HB29 Lymph capillary. http://bh.kyungbook.ac.kr/~sdsong/images/ 

HB29-lymph.gif

35. Marika von Viczay. Human Lymph system Diagram, Move your lymph, 

http://www.daternativemedice.com/digest/issue/i09a22.shtml

36. The Lympatic system. Lymph flow.jpg. http://www.unm.edu/~jimmy/lymph 

notes htm


	제1장 서론
	제2장 실험 및 방법
	제1절 연구대상자 선정
	제2절 실험절차 및 방법
	제3절 혈액분석방법
	1. 부항발포액 채취
	2. 부항발포액의 성분분석
	가) 전해질 Na+, K+, Ca++, Cl 측정
	나) Glucose, T protein, T cholesterol, Triglyceride 측정


	제4절 평가방법

	제3장 실험결과
	제1절 부항발포시의 음압
	제2절 부항발포시 출혈 및 발포액의 성상
	제3절 혈액분석결과
	1. 전해질 Na+, K+, Ca++, Cl 측정결과
	2. 발포액중의 Glucose, T protein, T cholesterol, Triglyceride 측정결과
	3. 부항발포액과 세포외액 및 세포내액의 성분비교


	제4장 고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