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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제어기를 이용한 개선된 하이브리드

멀티전동부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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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PI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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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per, we suggest bettered EHMECS(Enhanced Hybrid Multi Electrical Cupping System) to

regulate automatically vacuum pressure using many cupping cup at once. We controlled accurately the

pressure using S-PI control technique in pump motor to input the air inside cupping cup. S-PI control

compared constant velocity, load and velocity variance between existing PI and FLC(Fuzzy Logic Control).

The stabilization time of suggested S-PI control improve 20% of existing PI and 8% of FLC. The error

constant of normal condition improved 71% of existing PI and 62% of FLC in steady speed and 80%

of existing PI and 67% of FLC in load change. Also the error constant about velocity variance improve

45% of PI control. It is prove the suggested S-PI control technique. When use long time vacuum pressure

of cupping cup regulated the suggested S-PI control technique, can loosen knotted mus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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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u-헬스(Ubiquitous Health) 시장은 ICT(Infor-

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의료와 관

련된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한방치

료기술은 한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화가 미

비한 실정이다. 인구의 고령화라는 수요 측면과 기술

의 발전이라는 공급 측면의 요인들에 힘입어 대부분

의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이 국

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의약

은 수천 년간의 임상에 기초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

고되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표준화하여 세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은 보완대체의학의 일환으로 기초 및 임

상연구를 통한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

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의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및 세계화 시키는 노력

이 필요하다[1-4].

부항기는 고령화 친화제품 관련시장의 활성화되

고 있어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부

항요법과 관련한 기존 국내연구로는 부항요법의 역

사적 고찰, 부항을 이용한 진단방법, 부항으로 인한 

혈액성분 및 면역기능의 변화, 부항과 관련한 기공학

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부항 요법의 효과는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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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교환에 의해 신진대사와 혈액 정화(淨化)가 활

발해진다. 둘째, 혈액 순환과 조혈 작용이 증강되다.

셋째, 영양소가 각 세포로 보내지고, 노폐물이나 독

소가 배설된다. 이 밖에도 체액의 산·염기의 평형, 면

역 기능의 증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초기의 부항기는 부항컵에 불을 붙여 일순

간에 부항컵을 환부에 엎어주어 부항컵 내의 산소를 

소모시켜 부항컵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방식이

다. 이러한 시술 방법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

가 시술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 펌프를 이용해 시술하는 부항기가 개발되었

다. 기계식 부항기는 진공펌프를 손으로 여러번 잡아

당기는 수동식 방법이다. 여러 개의 부항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에 힘이 드는 것은 물론하고 탈착이 용이하

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5-8,15,16].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부항컵을 S-PI 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진공압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는 개선된 하

이브리드 멀티전동부항시스템을 제안했다. 부항컵 

내부의 공기를 입력하는 펌프모터에 S-PI 제어 기법

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압력을 제어했다. S-PI 제어

기는 종래의 PI 및 FLC(Fuzzy Logic Control)와 일

정속도, 부하 및 속도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

를 통해 S-PI 제어기법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제안

한 S-PI 제어기법으로 부항컵의 진공압을 조절하여 

이를 장시간 사용 시 근육응결을 해소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한방 수요층이 많은 고령화 사회에 IT 콘텐

츠 산업과 연계되어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한방 치

료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2. 부항의 원리 및 효능

대부분의 한방치료기기가 첨단기술이나 고도의 

의학적 원리를 기기의 핵심적 원리로 하지 않으므로 

양방치료기에 비해서 시장 진입이 용이하다. 부항은 

전신적인 조건 즉 체질을 개선하고,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며 비생리적인 체액의 정화, 전신순

환의 개선 및 신진대사의 증강 등으로 정기를 기르며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환자

의 체질 및 나이에 따라 강도와 시간을 달리해야 한

다[9-11,15,16].

부항이란 항아리를 몸에 불로 붙인다는 뜻으로 작

은 항아리인 부항단지 내부에 진공을 시켜 피부표면

에 흡착하여 존재하고 있는 어혈(瘀血)을 제거함으

로써 정혈(精血)된다. 부항의 원리는 경락(經絡)인 

국소(局所)의 표면을 일정한 진공상태로 만들어 그 

부분의 세포를 기존의 압력 세계로부터 탈출시킴으

로서 그 세포 부분이 마치 달세계나 우주 천체 사이

를 무중력 상태로 여행 할 때와 같은 전혀 다른 세계

에 대한 경험과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일단 충격

을 받은 세포 활동은 전신에 파급하는 효과가 있다.

부항요법의 습항법, 건항법, 주항법이 있다. 습항

법은 재래적인 부항요법이다. 침술의 보조 수단으로 

환부를 침으로 쪼아 그 위에 부항을 붙여 피를 뽑아

내는 요법인데 타박상, 뇌졸증과 같은 급성 질환에 

응급조치 치료 요법으로 침술에 허가증이 있는 전문 

한의사만이 시술하는 방법이다. 건항법은 피를 한 방

울도 뽑지 않고 경혈자리 요소요소에 부항 충격만을 

주는 요법으로서 체내의 가스교환 모세혈관청소, 혈

액순환, 정혈작용을 하는 요법이다. 이 방법이 순수

한방 불부항법이며 일명 네거티브 요법이라고 한다.

주항법은 피부에 오일을 바르고 적은 음압으로 살갗

에 문지르는 물리적인 미용요법으로, 요즘 피부 비만 

관리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썩션요법(suction

therapy)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항법은 어디가 아플 

때 뿐만 아니라 보건이나 미용에 효과가 크며 부작용

은 전혀 없다. 마비, 근육위축, 근육통증, 불면증, 소

화불량 등에 쓰인다. 군살이 빠지고 피부가 튼튼해지

며 얼굴 주름을 펴는데도 효과가 있다. 부항요법의 

효능에 대한 근거로는 균형에 영향을 미치며, 피하일

혈반(皮下溢血班)의 재흡수 과정에서 면역체 형성에 

영향을 주며, 피부면의 음압적 충격으로 부신피질계

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조혈계

통에 자극을 주어 조혈 기능이 왕성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Fig. 1은 부항요법의 대한 신체적 반응을 나타

낸다. 검붉은 피부색소 반응이 심할수록 그 부분의 

장기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단히 

장기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12-14].

3. S-PI 제어기를 이용한 개선된 하이브리드 멀

티전동부항 시스템 설계

3.1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요

개선된 하이브리드 멀티전동부항 시스템은 S-PI

제어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부항컵을 동시에 사용

할 수 있고, 압력 센서를 이용해 환부에 신체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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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omatic responses about cupping therapy.

Fig. 2. The system diagram of EHMECS (Enhanced 

Hybrid Multi Electrical Cupping System) using 

S-PI controller.

Fig. 3. Intake, out-take, and pressure maintenance of 

EHMECS.

맞는 적정한 진공압을 유지할 수 있다.

Fig. 2는 S-PI 제어기를 이용한 개선된 하이브리

드 멀티전동부항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전원

부는 시스템의 전원공급을 조절하는 스위칭부와 전

력 변환부로 나눈다. 스위칭부는 시스템 전원 스위치

와 동작 시간을 조절하는 타임 스위치를 포함한다.

제어부는 압력 센서값에 따라 제어 신호를 출력하여 

솔레노이드 밸브 및 흡입 펌프의 구동을 제어한다.

제어부의 프로세서는 제어 신호에 따라 솔레노이드 

밸브 및 흡입 펌프의 동작을 스위칭하는 계전기를 

제어한다. 구동부는 솔레노이드 밸브와 펌프모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어 신호에 의해 작동된다[15].

시스템 제어부는 압력센서를 통해 부항컵 내부의 

압력값을 입력 받아 솔레노이드 밸브 및 흡입 펌프를 

제어함으로써 환부의 진공압을 조절한다. 제어기 내

부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노즐에 장착되어 있는 디

지털 압력센서의 출력값을 입력 받는다. 입력 받은 

압력치에 따라 솔레노이드 밸브의 동작을 제어하여 

노즐 및 부항컵 내부의 진공압을 조절한다. 솔레노이

드 밸브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제어 신호에 의해 

릴레이가 동작함으로써 제어된다. 전동 부항기는 솔

레노이드 밸브의 제어를 통해 흡기 및 배기 동작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항컵 내부의 진공압

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환부의 장시간 진공압 유

지로 인한 가려움증 및 근육응결을 해소할 수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는 열림 또는 닫힘 동작에 의해 공기

의 흐름을 열거나 막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솔레

노이드 밸브를 이용해 부항컵 내부의 진공압을 조절

할 수 있다[16]. Table 1과 같이 기호를 사용하여 솔

레노이드 밸브의 열림 및 닫힘 동작 상태를 도식화 

하였다.

개선된 하이브리드 멀티전동부항 시스템에서는 

각 노즐의 전(前)단에 두 개의 솔레노이드 밸브(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장착된다. 이 두 솔레노이드 밸브

를 제어하여 각 노즐에 연결된 부항컵 내부의 진공압

을 조절할 수 있다. 흡기 밸브가 열리고 배기 밸브가 

닫히면 노즐을 통해 부항컵 내부의 공기를 흡입한다.

흡기 밸브가 닫히고 배기 밸브가 열리면 노즐을 통해 

부항컵 내부의 공기를 배출한다.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히면 노즐에 장착된 부항컵 내부의 

진공압을 유지시켜준다.

진공 펌프 모터가 동작하여 공기를 흡입할 때 각 

노즐의 흡기 및 배기 밸브의 제어를 통해 노즐의 흡

기, 배기 및 압력 유지 동작을 수행한다. 노즐 1은 

흡기 밸브가 열리고 배기 밸브가 닫혀있으므로 노즐 

1에 장착된 부항컵 내부의 공기를 흡입한다. 노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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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ing conditions of the intake and out-take valves and the resulting behavior of the cupping machine.

Intake valve Out-take valve Cupping machine behavior

(1) (0)
Intake mode

(0) (1)
Out-take mode

(0) (0)
Pressure maintenance

(1) (1)
Intake, out-take, and pressure maintenance

Table 2. Comparison of conventional CECS with proposed EHMECS

EHMECS using S-PI controller Conventional electric cupping system

Adjustment of

pressure
Possible Possible

Separation inhaler

and Cupping Cup
Not required Required

Pressure display Possible Impossible

Changes in pressure

due to the cupping

cup-shaped

Not Change Change

Features

- Controlling each cupping cup independently

- Resolving occurred symptoms after various

procedure.

- Enable synchronous procedure by using

multiple cupping cup

- Muscles condensation, Blistering

symptoms, Pain response occurs etc.

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 상태이므로 

노즐 2에 장착된 부항컵 내부의 진공압을 유지시켜

준다. 흡기 밸브가 닫히고 배기 밸브가 열리면 노즐

에 장착된 부항컵 내부의 공기를 배출한다. 솔레노이

드 밸브의 제어를 통해 흡기, 배기 및 유지함으로써 

각 노즐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 압력 센서에서 인

지된 압력에 의해 각 노즐에 장착된 부항컵의 압력을 

조절하여 환부의 근육 응결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

다. Table 2는 기존의 전동부항시스템과 제안한 S-

PI 제어기를 이용한 개선된 하이브리드 멀티전동부

항 시스템을 비교했다.

4. 진공압 제어를 위한 S-PI 제어기 알고리즘

현대 산업용 시스템의 대부분이 PI 제어기에 의하

여 제어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광범위한 운용조건하에

서도 비교적 강인한 안정성과 제어장치 설계가 용이

하고 이해가 쉬우며, 제어장치를 조작하기에 간단하

기 때문이다. PI 제어기의 성능은 제어장치의 비례

(proportional) 게인(),적분(Integral) 게인()값

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세가지 변수값 매우 중요하

다. Fig. 4는 PI 제어기를 사용한 폐루프 제어 시스템

의 구조를 나타낸다.

Fig. 4에서 PI 제어기 ()는 비례요소(propor-

tional term) P, 적분요소(integral term) I로 구성되

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의 전달함수를 가지고 

있다.

   


(1)

식 (1)과 Fig. 4로 부터 시간영역에서 출력식(out-

put equation)은 식(2)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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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osed-loop control system using PI controller.

Table 3. Effect of response by parameter of PI controller

Closed-loop response Rising time Overshoot Settling time Steady-state error

 decrease increase minimal variation decrease

 minimal reduction increase increase elimination

(a)
1500

[rpm]

2100

wc*, wr

  

wr*,
PI

(b)
1500

[rpm]

2100

wc*, wr

  

FLC

wr*,

(c)

0.5 0.75t [sec]

1500

[rpm]

2100

wc*, wr

  

S-PI
wr*,

wc*

Fig. 6. Response characteristic with constant speed.

식 (2)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식(3)과 같다.

     (3)

PI 제어기의 비례(proportional) 게인(),적분

(integral) 게인() 제어요소가 시스템 응답에 미치

는 영향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대부분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제어시스템은 가

변속 제어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고정된 이득값을 

가지고 있는 PI 제어기로는 과도상태 및 정상상태 

모두들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I 제어기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구성하는 S-PI 제

어기를 제시한다. Fig. 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PI 제어기의 구조를 나타낸다.

PI 제어기는 오차와 오차변화에 따라 응답특성이 

달라진다. 빠른 응답성능이 요구되는 과도상태에서 

오차값을 크게 하면 제어속도는 빨라지고, 정확도가 

요구되는 과도상태에서는 오버슈트의 반대방향으로 

오차를 발생시키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정상상태 

응답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PI 1 제어기를 이용하여 

동작상태에 따라서 지령속도를 보상하고 PI 2 제어

기는 보상된 지령속도를 이용하여 제어를 수행한다.

PI 1에서 사용하는 속도오차는 식(4)와 같다.

Fig. 5. Structure of S-PI controller propose.

  
  (4)

PI 1은 응답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상값을 출력

하여 지령속도(command speed)를 수정한다.

  · ·· (5)


   

  (6)

PI2 제어기에 입력되는 오차는 다음과 같으며 


를 출력한다.

  
   (7)


   

  ··· (8)
Fig.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S-PI 제어기와 

FLC(Fuzzy Logic Controller)와 종래의 PI 제어기의 

응답특성 비교를 나타낸다. Fig. 6(a), (b)에서 는 PI

1에 의해 보상된 지령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6(c)는 제안한 S-PI 제어기가 종래의 FLC 및 PI 제

어기보다 과도상태에서 빠른 응답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4는 Fig. 6의 안정화 시간과 오버슈트 

비교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S-PI 제어기

가 종래의 PI 및 FLC에 빠르게 안정화 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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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Fig. 6

PI FLC S-PI

Settling time[sec] 0.72 0.63 0.58

Maximum error[rpm] 42.1 31.5 12

(a)
1700

[rpm]

1900

wrwc*, ^

  

wr*,
PI

(c)

1.0 1.8t [sec]

1700

[rpm]

1900

wrwc*, ^

  

S-PI

wr*,

(b)
1700

[rpm]

1900

wrwc*, ^

  

FLC

wr*,

wc*

Fig. 7. Response characteristic with load changing.

Table 5. Result of Fig. 7

PI FLC S-PI

Maximum error[rpm] 43.6 26.7 8.7

(a)

[rpm]

2200

wrwr*,

 

(c)

-2200

 0

(d)

 0

50

-50

S-PI

PI

S-PI

PI

(b)

[rpm]

2200

wrwc*,

 
-2200

 0

[rpm]
wrwr* _

 0

50

-50
[rpm]

wrwr* _

0 2t [sec]

wr*,

Fig. 8. Response characteristic with speed changing.

Table 6. Result of Fig. 8

PI S-PI

Maximum error[rpm] 33.38 18.3

오버슈트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Fig. 7은 일정속도

로 운전중에 부항컵 내부의 압력변화가 발생하여 펌

프모터의 부하가 변동하였을 때 속도응답특성을 나

타낸다. Table 5는 Fig. 7에 대한 최대오차 비교를 

나타낸다. 부하변화에 대해서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S-PI 제어기는 종래의 제어기보다 최대오차가 작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정밀한 압력제어가 가능하다.

Fig. 8은 펌프모터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서

서히 증가 및 감소하였을 때 응답특성을 나타낸다.

Fig. 8의 (c), (d)는 지령속도(command speed)와 실

제속도와의 오차를 나타낸다. Table 6은 Fig. 8에 대

한 속도오차 비교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제어기가 종래의 PI 제어기 보다 속도오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5. 결  론

일반적인 펌프모터의 제어는 PI 제어가 많이 사용

된다. PI 제어는 두 개의 이득값 조절을 통해 간단하

게 제어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이

득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변 시스템에 대해 

성능의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PI 제어기를 

대신하기 위하여 퍼지제어가 개발되었다. 퍼지제어

는 정확한 시스템 모델링 없이도 강인한 제어가 가능

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PI 제어와 마찬가지로 고정

된 이득값, 룰베이스로 인하여 성능향상에 한계가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나 제어가 간단한 S-PI 제어기

를 이용하여 동작상태에 따라서 기준값을 조절하여 

다수의 부항컵을 동시에 진공압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는 개선된 하이브리드 멀티전동부항시스템을 제

안했다. 부항컵 내부의 공기를 입력하는 펌프모터에 

S-PI 제어 기법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압력을 제어했

다. S-PI 제어기는 종래의 PI 및 FLC(Fuzzy Logic

Control)와 일정속도, 부하 및 속도변화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안정화 시간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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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기가 종래의 PI 및 FLC에 비하여 약 20%, 8%

개선되었으며, 정상상태에서 오차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S-PI가 종래의 PI 제어기에 비하여 71%,

80%, FLC 제어기에 비하여 62%, 67% 개선되었다.

또한 속도가 가변 되었을 경우에도 S-PI 제어기는 

종래의 PI 제어기에 비하여 약 45% 속도오차가 감소

하였다.

제안한 S-PI 제어기는 종래의 PI 및 FLC 제어기 

보다 정확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

밀한 압력을 제어할 수 있다. S-PI 제어기법으로 부

항컵의 진공압을 조절하고, 이를 장시간 사용한다면 

근육응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

스템은 한방 수요층이 많은 고령화 사회에 IT 콘텐츠 

산업과 연계되어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한방 치료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향후 양·한방 융합콘텐츠 

산업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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