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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농도(0.1㎎/㎖)의Sweet Bee Venom과

봉약침의퇴행성슬관절염에 한임상연구

Ⅰ. 緖論

퇴행성 슬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질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관절염으로 중년 또는 노년에서 주로 발생되고 전

체 근골격계의 40-6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운동기 질

환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중요한 질환

이다1). 또한 퇴행성 슬관절염은 통증과 육체기능을 제한하

여 환자의 육체적, 정신사회적 건강에 심 한 향을 미치

게 된다2).

우리 나라의 경우 55세 이상의 약 80%에서, 75세 이상

에서는 거의 모든 노인들이 방사선 검사상 osteoarthritis

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유병율은 45세 이하에서

는 남성이, 45세 이후에는 여성이 더 높지만 전체 인구에

서 보면 성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반면, 연령이 증가할

때 또는 여성일 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3).

봉약침요법(Bee Venom Pharmacopuncture

Therapy)이란 살아있는 꿀벌(서양종 일벌-Apis

mellifera) 독낭에서 봉독을 추출, 가공하여 약침제제로

만든 후, 변증을 통하여 선정된 혈위에 적정량 주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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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슐린주사를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

(14)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저하, 족부괴사, 신경병증성

말초신경염의 합병증을 앓고 있는 자

(15) 중풍의 병력이 있거나 현재 반신불수로 인해 치료

중인 자

(16)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는 자

(17) 결핵을 앓고 있는 자

(18) 천식치료를 받고 있는 자

(19) 현재 장티푸스, AIDS 등 법정전염병을 앓고 있는

자

(20) 전염성 간염과 간경화를 앓고 있는 자

5. 침술 치료방법

1) SBV(0.1㎎/㎖의 Sweet BV 약침치료군, n=15)

취혈은 陽陵泉[GB34], 陰陵泉[SP9], 犢鼻[ST35], 鶴頂

[EX-LE2], 膝眼[Ex-LE5], collateral ligament 주위에

서 통증 부위를 지나가는 경락 상에 있는 阿是穴 등을 위

주로 하여 Sweet BV 약침치료를 시행하 다.

2) BV(0.1㎎/㎖의 농도 봉약침치료군, n=15)

SBV 군과 같은 맞춤형 슬관절염에 한 임상프로토콜

에 따라 봉약침치료를 시행하 다.

6. 처치방법

봉약침과 Sweet BV의 조제 농도는 모두 0.1㎎/㎖로 통

일하 고, 한약침학회 무균실에서 정제 및 조제과정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약침은 인슐린 1cc 주사기를

사용하여 각 혈위당 총 1cc양을 각 등분하여 각혈위당

0.1cc-0.5cc를 피내 주입하 다. 모든 환자가 맞는 1일 총

량은 1cc를 주입함을 원칙으로 하 다. 치료기간은 2주이

며 1주일에 3회, 2일 간격으로 시행하고 만일 맞는 횟수에

결손이 생기면 1주일의 시간 내에 재차 치료하여 총 2-3

주 내에 총 6회를 다 맞은 사람은 인정하 다.

7. 평가측정방법(Outcome Measures)

1) Primary outcome: 100mmVAS

(Visual Analog Scale).

자각적 통증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100mmVAS(Visual

Analog Scale)를 사용하여 몸 전체의 상태와 환부통증정

도를 측정하 다. 평가 방법은 치료 시작시와, 치료 종료

후(2주째)로 규정하 다.

2) 안전성 측정평가

약침치료 과정 중 부작용 내용을 상세히 기록 측정하

다.

3) 기타조사

임상시험 상이 되는 환자는 임상연구 중 양약이나 한

약 등의 약을 일체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설문조사를 통

해서 약물복용여부를 2주째에 조사하 다.

4) 통계분석 방법

실험결과는 SPSS� 12.0 for windows program을 이

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 다. 도출된 자료는 Mann-

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치료성적에 Sweet BV군과

BV군의 유의성을 검정하고, 치료가 VAS에 도움을 주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전의 VAS에서 실험 후의 VAS를

뺀 값을 paired-t test로 분석하 다. 유의수준은 0.05로

하 다.

8. STRICTA 권장안에 따른 침치료 임상프로토콜

(다음 페이지 내용 참조) 

Ⅲ. 硏究結果

1. 실험군의 연령 및 성별 분포

최종까지 실험에 참여한 30명의 임상참여자를 상으

로 하 다. Sweet BV군은 남 6명, 여 9명으로 총 15명이,

BV군은 남 4명, 여 11명으로 총 15명이 참여하 다. 실험

군의 연령은 Sweet BV군이 62.0±5.0세, BV군이 63.3±

4.2세를 나타내어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2. VAS

2주후에 치료전후로 두 군은 모두 유의한 결과가 있었

으나 SBV군이 BV군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1) 몸 전체상태

(1) 실험 전∙후에 따른 실험군 전체의 VAS(몸 전체의

상태)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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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침 자극과 봉독의 약리학적 자극을 동시에 응용하는 전

문적 침구학의 한 분야이다4).

봉약침의 원료인 봉독의 주요 성분은 크게 효소, 펩티

드, 저분자 유기물질로 나눌 수 있고 현재까지 약 40여개

의 물질이 보고되고 있다5-6).

봉약침은 진통 소염효과가 있고7-8), 면역계에 작용하며
9) 이미 많은 임상 보고를 통하여 퇴행성 슬관절염10-11)이나

고관절염12), 류마티스 관절염13-14), 요추간판 탈출증15-17)

등의 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18), 근위축성 측삭경화증19)같

은 난치성 질환에도 유의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독과 같이 봉독에 노출되었을 때도 과

민한 면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치명적인 아나필락

시스 반응은 봉약침의 임상 사용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20).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봉약침의 항원역할을

하는 효소를 봉독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한 효소제거 봉독

(Sweet Bee Venom-Sweet BV)이 개발되었고21), 선행

연구를 통하여 봉약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위험

을 낮출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22-23). 

이에 50세 이상의 임상자원자 30명을 선택해서 동일농

도(0.1㎎/㎖)의 Sweet BV 약침치료군(SBV) 15명과 Bee

Venom 약침치료군(BV) 15명을 상으로 임상연구를 2주

간 1주일에 3회 약침시술하여 각각의 치료군에 따른 퇴행

성 슬관절염의 통증감소 정도와 안전성을 비교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硏究方法

1. 연구 상

50세 이상으로 임상기관에서 X-ray상 퇴행성 슬관절

염으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동

의서를 작성한 후 최종까지 설문지 작성을 수행한 30명의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2. 임상자원자

본 원광 광주한방병원 침구과에 내원한 50세 이상의

임상자원자 30명을 선택해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Sweet BV 약침치료군(SBV) 15명과

Bee Venom 약침치료군(BV) 15명으로 무작위 배정하

다.

3. 포함기준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소견에 의해 무릎의 퇴행성 관

절염소견을 보이는 환자로서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을 만족

시키는 환자를 선정하 다.

(1) 50세 이상으로 임상기관에서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

을 받은 자

(2) 최근 1개월동안 슬관절통이 임상적으로 매일 있는자

(3) 방사선 소견상 tibiofemoral joint에 1개이상의 골

극(osteophyte)이 있는 자(kellgren-Lawrence grade≥

2)

(4)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

(5) 임상의료기관(방사선과, 정형외과 병원급)에서 X-

ray상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진단받았거나 수술권유 받은

자

4. 제외기준

(1)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요인이 되는 어떤

심한 질환을 가진 자(예, 침자로 출혈을 동반할 수 있는 질

환) 

(2) 지난 6개월 이내에 관절강 내 주사를 맞은 자

(스테로이드, 하이알루론산)

(3) 지난 3개월 이내에 침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 자

(4) 26주 이내에 슬관절치환술등이 예정되어 있는 자

(5) 류마티스관절염이나 통풍성관절염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6) 퇴행성관절염 이외에 기타 종양이 동반된 환자

(7) 사고 등의 외상 후 2차적으로 유발된 퇴행성관절염

환자

(8) 치매, 정신질환 등 연구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의사전달이 불가능한 환자

(9) simple analgesic, NSAIDS, COX-2, opioid 등

양약을 복용하고 향후 계속해서 복용계획이 있는 자

(10) 슬관절염과 관련한 한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향후

한약을 계속 복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자

(11) 맥박수 100회 이상의 부정맥환자

(12) 심장병 병력이 있거나 현재 심장병 관련 약을 복용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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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슐린주사를 맞고 있는 당뇨병 환자

(14)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저하, 족부괴사, 신경병증성

말초신경염의 합병증을 앓고 있는 자

(15) 중풍의 병력이 있거나 현재 반신불수로 인해 치료

중인 자

(16)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는 자

(17) 결핵을 앓고 있는 자

(18) 천식치료를 받고 있는 자

(19) 현재 장티푸스, AIDS 등 법정전염병을 앓고 있는

자

(20) 전염성 간염과 간경화를 앓고 있는 자

5. 침술 치료방법

1) SBV(0.1㎎/㎖의 Sweet BV 약침치료군, n=15)

취혈은 陽陵泉[GB34], 陰陵泉[SP9], 犢鼻[ST35], 鶴頂

[EX-LE2], 膝眼[Ex-LE5], collateral ligament 주위에

서 통증 부위를 지나가는 경락 상에 있는 阿是穴 등을 위

주로 하여 Sweet BV 약침치료를 시행하 다.

2) BV(0.1㎎/㎖의 농도 봉약침치료군, n=15)

SBV 군과 같은 맞춤형 슬관절염에 한 임상프로토콜

에 따라 봉약침치료를 시행하 다.

6. 처치방법

봉약침과 Sweet BV의 조제 농도는 모두 0.1㎎/㎖로 통

일하 고, 한약침학회 무균실에서 정제 및 조제과정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약침은 인슐린 1cc 주사기를

사용하여 각 혈위당 총 1cc양을 각 등분하여 각혈위당

0.1cc-0.5cc를 피내 주입하 다. 모든 환자가 맞는 1일 총

량은 1cc를 주입함을 원칙으로 하 다. 치료기간은 2주이

며 1주일에 3회, 2일 간격으로 시행하고 만일 맞는 횟수에

결손이 생기면 1주일의 시간 내에 재차 치료하여 총 2-3

주 내에 총 6회를 다 맞은 사람은 인정하 다.

7. 평가측정방법(Outcome Measures)

1) Primary outcome: 100mmVAS

(Visual Analog Scale).

자각적 통증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100mmVAS(Visual

Analog Scale)를 사용하여 몸 전체의 상태와 환부통증정

도를 측정하 다. 평가 방법은 치료 시작시와, 치료 종료

후(2주째)로 규정하 다.

2) 안전성 측정평가

약침치료 과정 중 부작용 내용을 상세히 기록 측정하

다.

3) 기타조사

임상시험 상이 되는 환자는 임상연구 중 양약이나 한

약 등의 약을 일체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설문조사를 통

해서 약물복용여부를 2주째에 조사하 다.

4) 통계분석 방법

실험결과는 SPSS� 12.0 for windows program을 이

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 다. 도출된 자료는 Mann-

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치료성적에 Sweet BV군과

BV군의 유의성을 검정하고, 치료가 VAS에 도움을 주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전의 VAS에서 실험 후의 VAS를

뺀 값을 paired-t test로 분석하 다. 유의수준은 0.05로

하 다.

8. STRICTA 권장안에 따른 침치료 임상프로토콜

(다음 페이지 내용 참조) 

Ⅲ. 硏究結果

1. 실험군의 연령 및 성별 분포

최종까지 실험에 참여한 30명의 임상참여자를 상으

로 하 다. Sweet BV군은 남 6명, 여 9명으로 총 15명이,

BV군은 남 4명, 여 11명으로 총 15명이 참여하 다. 실험

군의 연령은 Sweet BV군이 62.0±5.0세, BV군이 63.3±

4.2세를 나타내어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2. VAS

2주후에 치료전후로 두 군은 모두 유의한 결과가 있었

으나 SBV군이 BV군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1) 몸 전체상태

(1) 실험 전∙후에 따른 실험군 전체의 VAS(몸 전체의

상태)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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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침 자극과 봉독의 약리학적 자극을 동시에 응용하는 전

문적 침구학의 한 분야이다4).

봉약침의 원료인 봉독의 주요 성분은 크게 효소, 펩티

드, 저분자 유기물질로 나눌 수 있고 현재까지 약 40여개

의 물질이 보고되고 있다5-6).

봉약침은 진통 소염효과가 있고7-8), 면역계에 작용하며
9) 이미 많은 임상 보고를 통하여 퇴행성 슬관절염10-11)이나

고관절염12), 류마티스 관절염13-14), 요추간판 탈출증15-17)

등의 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18), 근위축성 측삭경화증19)같

은 난치성 질환에도 유의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독과 같이 봉독에 노출되었을 때도 과

민한 면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치명적인 아나필락

시스 반응은 봉약침의 임상 사용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20).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봉약침의 항원역할을

하는 효소를 봉독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한 효소제거 봉독

(Sweet Bee Venom-Sweet BV)이 개발되었고21), 선행

연구를 통하여 봉약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위험

을 낮출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22-23). 

이에 50세 이상의 임상자원자 30명을 선택해서 동일농

도(0.1㎎/㎖)의 Sweet BV 약침치료군(SBV) 15명과 Bee

Venom 약침치료군(BV) 15명을 상으로 임상연구를 2주

간 1주일에 3회 약침시술하여 각각의 치료군에 따른 퇴행

성 슬관절염의 통증감소 정도와 안전성을 비교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硏究方法

1. 연구 상

50세 이상으로 임상기관에서 X-ray상 퇴행성 슬관절

염으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동

의서를 작성한 후 최종까지 설문지 작성을 수행한 30명의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다. 

2. 임상자원자

본 원광 광주한방병원 침구과에 내원한 50세 이상의

임상자원자 30명을 선택해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Sweet BV 약침치료군(SBV) 15명과

Bee Venom 약침치료군(BV) 15명으로 무작위 배정하

다.

3. 포함기준

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소견에 의해 무릎의 퇴행성 관

절염소견을 보이는 환자로서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을 만족

시키는 환자를 선정하 다.

(1) 50세 이상으로 임상기관에서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

을 받은 자

(2) 최근 1개월동안 슬관절통이 임상적으로 매일 있는자

(3) 방사선 소견상 tibiofemoral joint에 1개이상의 골

극(osteophyte)이 있는 자(kellgren-Lawrence grade≥

2)

(4)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

(5) 임상의료기관(방사선과, 정형외과 병원급)에서 X-

ray상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진단받았거나 수술권유 받은

자

4. 제외기준

(1)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요인이 되는 어떤

심한 질환을 가진 자(예, 침자로 출혈을 동반할 수 있는 질

환) 

(2) 지난 6개월 이내에 관절강 내 주사를 맞은 자

(스테로이드, 하이알루론산)

(3) 지난 3개월 이내에 침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는 자

(4) 26주 이내에 슬관절치환술등이 예정되어 있는 자

(5) 류마티스관절염이나 통풍성관절염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6) 퇴행성관절염 이외에 기타 종양이 동반된 환자

(7) 사고 등의 외상 후 2차적으로 유발된 퇴행성관절염

환자

(8) 치매, 정신질환 등 연구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의사전달이 불가능한 환자

(9) simple analgesic, NSAIDS, COX-2, opioid 등

양약을 복용하고 향후 계속해서 복용계획이 있는 자

(10) 슬관절염과 관련한 한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향후

한약을 계속 복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자

(11) 맥박수 100회 이상의 부정맥환자

(12) 심장병 병력이 있거나 현재 심장병 관련 약을 복용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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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몸 전체의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를 10으로 하

여 0부터 10까지 수치화하여 VAS형태로 나타냈을 때 두

약침법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전

의 VAS에서 실험 후의 VAS를 뺀 값을 paired-t test로

분석하 다. 치료 후의 VAS(몸 전체)는 치료 전과 비교하

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t=12.00, p=.000). 몸 전체의

VAS를 낮추는 데에 약침치료는 효과가 있었다(Table 1). 

(2) 실험 전후에 따른 각 군 간의 VAS(몸 전체)의 변화

치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후와 실험 전의 VAS의 차이를 t-test로 비교하 다. 분석

결과 VAS(몸 전체) 변화는 SBV군이 BV군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고,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동일했다(t=4.652, p=.002)(Table 2). 

2) VAS(환부통증)

(1) 실험 전∙후에 따른 실험군 전체의 VAS(환부통증)

차이 비교

치료가 VAS(환부)에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

험 전의 VAS에서 실험 후의 VAS를 뺀 값을 paired-t

test로 분석하 다. 치료 후의 VAS(환부)는 치료 전과 비

교하여 유의하게 낮았다(t=18.243, p=.000). 환부의 VAS

를 낮추는 데에 약침 치료는 효과가 있다(Table 3).

(2) 실험 전후에 따른 각 군 간의 VAS(몸 전체)의 변화

치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후와 실험 전의 VAS의 차이를 t-test로 비교하 다. 분석

결과 VAS(환부) 변화는 SBV군이 BV군보다 더 우수한 효

과를 나타내었고,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동

일했다(t=6.563, p=.000)(Table 4).

3. 안전성 평가

국소∙즉시형 과민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술 부위

의 통증과 발적, 부종, 소양감을, 전신∙즉시형 과민반응

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신소양감, 상열감, 오심∙구토를,

전신∙지연형 과민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신통, 두통,

현훈, 피로감을 항목으로 선정하여 시술 직후부터 2주일

간 평가하게 하 다. Sweet BV 군 15명과 BV 군 15명을

관찰한 결과 전신∙즉시형 과민반응 및 전신∙지연형 과

민반응은 어느 사례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 반해 국

소∙즉시형 과민반응 항목에서는 두가지 군이 명백한 차

이를 보 다. 시술 부위의 통증을 관찰한 결과 약침 시술

시에 나타나는 통증은 Sweet BV 군과 BV 군이 거의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BV 군에서는 시술부위의 통증이

6~24시간까지 지속되었고 Sweet BV 군에서는 1~6시간

내에 통증이 소멸되었다.

시술부위의 부종 및 발적은 BV 군 15명 중 3명에게서

시술시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부종 및 발적을 볼 수 있었

고, BV 군 중 4명에서는 초기 1, 2회 시술시에는 부종 및

발적이 발견되지 않다가 후기 5,6회 시술시 중등도의 부종

및 발적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Sweet BV 군에서는

거의 부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5명 중 2명에서 초기 1,

2회 시술시에 미약한 부종 및 발적이 있었다가 후기 치료

시에는 완전히 소멸됨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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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처치내용

Acupuncture

rationale

침치료에 한

논거

Needling

details

자침에 한상

세한내용

Treatment

regimen

처치내용

Co-

interventions

함께처치한

내용

Practitioner

background

시술자의배경

Control

intervention(s)

조군처치

IItem

항목

1

2

3

4

5

6

Description

기술

침(법)의종류: 봉약침, 무알러지봉약침(Sweet BV)

치료법에 한근거(증후양상, 척수분절, 방아쇠점등)와만약개별치료를하 다면그에 한근거:

연구결과에따르면효소제거봉독인Sweet BV는봉약침에비하여시술부위의통증에서유의한감소를나타냈

을뿐아니라국소ㆍ즉시형과전신ㆍ지연형allergy 반응을유의하게감소시켰다.

이론을정당화할수있는문헌적근거: 봉약침(Bee venom)과Sweet Bee Venom의Allergy 반응에 한비

교연구. 한약침학회지. 2006: 9(3) 이진선

사용혈 (단측/양측): 취혈은陽陵泉[GB34], 陰陵泉[SP9], 犢鼻[ST35], 鶴頂[EX-LE2], 膝眼[Ex-LE5],

collateral ligament 주위에서통증부위를지나가는경락상에있는阿是穴등을위주로하여Sweet BV 약침

및봉약침치료를시행함. 0.1㎎/㎖로조제농도통일.

사용한경혈의개수: 환측5~7개혈위. 1회총1cc를각혈위에나누어시술함. 양측이아프다면통증이더심한

일측만시술함.

자침깊이(조직, mm나촌): 0.3-2.4mm의진피층으로피내주입

침자극의형태(수기침이나전침): 봉독

유침시간: 유침시키지않음

침의형태(두께, 길이, 생산회사및재질): 1cc 인슐린주사기

치료횟수: 6회

치료빈도: 침치료군과 조군의시술은총2주동안에일주일에3회치료

다른처치: 현재관절염에관해복용하는약은모두복용중단을시키며만약복용시에는탈락시킴.  생활습관은쪼

그려앉기, 계단오르기주의

관련분야훈련의기간: 6년학사수료후한의사면허를받은자

임상경험기간: 임상경험2년이상

조군에서기 하는효과와연구에있어서선택한 조군이적당한지여부및적당한경우참가자의맹검여부:  

BV군: 실질적비교를하는0.1㎎/㎖의봉약침치료군

환자에게치료군과 조군처치에 해설명: 임상시험동의서를받는과정에서환자에게설명함.

조군처치에 한자세한설명: 치료군은동일농도봉독의2가지형태인데이두가지약침의효능과안전성을평

가하는연구입니다. 

조군선택을정당화할수있는근거: 현재일반적으로사용하는순수봉독중알러지를일으키는효소제거함

8. STRICTA 권장안에 따른 침치료 임상프로토콜

(Table 1) 실험 전∙후에 따른 VAS(몸 전체) 차이 비교

(paired t-test)

변수

VAS(몸전체)

(실험전-실험후)

실험전
(n=30)

x±S.D

44.70±20.38

실험후
(n=30)

x±S.D

27.80±13.11

t(p)

12.00 (.000)***

(Table 2) 치료법에 따른 VAS(몸 전체) 차이 비교

변수

VAS(몸전체)의

변화

SBV
(n=15)

x±S.D

18.20±15.15

BV
(n=15)

x±S.D

15.60±16.26

t(p)

4.652 (.002)

(Table 3) 실험 전∙후에 따른 VAS(환부) 차이 비교

(paired t-test)

변수

VAS(환부)

(실험전-실험후)

실험전
(n=30)

x±S.D

77.00±9.50

실험후
(n=30)

x±S.D

47.40±14.23

t(p)

18.243 (.000)***

(Table 4) 치료법에 따른 VAS(환부) 비교

변수

VAS(환부)의변화

SBV
(n=15)

x±S.D

33.33±8.30

BV
(n=15)

x±S.D

25.86±15.26

t(p)

6.56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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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몸 전체의 상태를 가장 좋은 상태를 10으로 하

여 0부터 10까지 수치화하여 VAS형태로 나타냈을 때 두

약침법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전

의 VAS에서 실험 후의 VAS를 뺀 값을 paired-t test로

분석하 다. 치료 후의 VAS(몸 전체)는 치료 전과 비교하

여 유의한 차이를 보 다(t=12.00, p=.000). 몸 전체의

VAS를 낮추는 데에 약침치료는 효과가 있었다(Table 1). 

(2) 실험 전후에 따른 각 군 간의 VAS(몸 전체)의 변화

치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후와 실험 전의 VAS의 차이를 t-test로 비교하 다. 분석

결과 VAS(몸 전체) 변화는 SBV군이 BV군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고,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동일했다(t=4.652, p=.002)(Table 2). 

2) VAS(환부통증)

(1) 실험 전∙후에 따른 실험군 전체의 VAS(환부통증)

차이 비교

치료가 VAS(환부)에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

험 전의 VAS에서 실험 후의 VAS를 뺀 값을 paired-t

test로 분석하 다. 치료 후의 VAS(환부)는 치료 전과 비

교하여 유의하게 낮았다(t=18.243, p=.000). 환부의 VAS

를 낮추는 데에 약침 치료는 효과가 있다(Table 3).

(2) 실험 전후에 따른 각 군 간의 VAS(몸 전체)의 변화

치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후와 실험 전의 VAS의 차이를 t-test로 비교하 다. 분석

결과 VAS(환부) 변화는 SBV군이 BV군보다 더 우수한 효

과를 나타내었고,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동

일했다(t=6.563, p=.000)(Table 4).

3. 안전성 평가

국소∙즉시형 과민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 시술 부위

의 통증과 발적, 부종, 소양감을, 전신∙즉시형 과민반응

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신소양감, 상열감, 오심∙구토를,

전신∙지연형 과민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신통, 두통,

현훈, 피로감을 항목으로 선정하여 시술 직후부터 2주일

간 평가하게 하 다. Sweet BV 군 15명과 BV 군 15명을

관찰한 결과 전신∙즉시형 과민반응 및 전신∙지연형 과

민반응은 어느 사례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 반해 국

소∙즉시형 과민반응 항목에서는 두가지 군이 명백한 차

이를 보 다. 시술 부위의 통증을 관찰한 결과 약침 시술

시에 나타나는 통증은 Sweet BV 군과 BV 군이 거의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BV 군에서는 시술부위의 통증이

6~24시간까지 지속되었고 Sweet BV 군에서는 1~6시간

내에 통증이 소멸되었다.

시술부위의 부종 및 발적은 BV 군 15명 중 3명에게서

시술시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부종 및 발적을 볼 수 있었

고, BV 군 중 4명에서는 초기 1, 2회 시술시에는 부종 및

발적이 발견되지 않다가 후기 5,6회 시술시 중등도의 부종

및 발적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Sweet BV 군에서는

거의 부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5명 중 2명에서 초기 1,

2회 시술시에 미약한 부종 및 발적이 있었다가 후기 치료

시에는 완전히 소멸됨을 발견하 다.

동일 농도(0.1㎎/㎖)의 Sweet Bee Venom과 봉약침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한 임상연구 3534 한약침학회지 제11권 제1호(2008년 3월)

Intervention

처치내용

Acupuncture

rationale

침치료에 한

논거

Needling

details

자침에 한상

세한내용

Treatment

regimen

처치내용

Co-

interventions

함께처치한

내용

Practitioner

background

시술자의배경

Control

intervention(s)

조군처치

IItem

항목

1

2

3

4

5

6

Description

기술

침(법)의종류: 봉약침, 무알러지봉약침(Sweet BV)

치료법에 한근거(증후양상, 척수분절, 방아쇠점등)와만약개별치료를하 다면그에 한근거:

연구결과에따르면효소제거봉독인Sweet BV는봉약침에비하여시술부위의통증에서유의한감소를나타냈

을뿐아니라국소ㆍ즉시형과전신ㆍ지연형allergy 반응을유의하게감소시켰다.

이론을정당화할수있는문헌적근거: 봉약침(Bee venom)과Sweet Bee Venom의Allergy 반응에 한비

교연구. 한약침학회지. 2006: 9(3) 이진선

사용혈 (단측/양측): 취혈은陽陵泉[GB34], 陰陵泉[SP9], 犢鼻[ST35], 鶴頂[EX-LE2], 膝眼[Ex-LE5],

collateral ligament 주위에서통증부위를지나가는경락상에있는阿是穴등을위주로하여Sweet BV 약침

및봉약침치료를시행함. 0.1㎎/㎖로조제농도통일.

사용한경혈의개수: 환측5~7개혈위. 1회총1cc를각혈위에나누어시술함. 양측이아프다면통증이더심한

일측만시술함.

자침깊이(조직, mm나촌): 0.3-2.4mm의진피층으로피내주입

침자극의형태(수기침이나전침): 봉독

유침시간: 유침시키지않음

침의형태(두께, 길이, 생산회사및재질): 1cc 인슐린주사기

치료횟수: 6회

치료빈도: 침치료군과 조군의시술은총2주동안에일주일에3회치료

다른처치: 현재관절염에관해복용하는약은모두복용중단을시키며만약복용시에는탈락시킴.  생활습관은쪼

그려앉기, 계단오르기주의

관련분야훈련의기간: 6년학사수료후한의사면허를받은자

임상경험기간: 임상경험2년이상

조군에서기 하는효과와연구에있어서선택한 조군이적당한지여부및적당한경우참가자의맹검여부:  

BV군: 실질적비교를하는0.1㎎/㎖의봉약침치료군

환자에게치료군과 조군처치에 해설명: 임상시험동의서를받는과정에서환자에게설명함.

조군처치에 한자세한설명: 치료군은동일농도봉독의2가지형태인데이두가지약침의효능과안전성을평

가하는연구입니다. 

조군선택을정당화할수있는근거: 현재일반적으로사용하는순수봉독중알러지를일으키는효소제거함

8. STRICTA 권장안에 따른 침치료 임상프로토콜

(Table 1) 실험 전∙후에 따른 VAS(몸 전체) 차이 비교

(paired t-test)

변수

VAS(몸전체)

(실험전-실험후)

실험전
(n=30)

x±S.D

44.70±20.38

실험후
(n=30)

x±S.D

27.80±13.11

t(p)

12.00 (.000)***

(Table 2) 치료법에 따른 VAS(몸 전체) 차이 비교

변수

VAS(몸전체)의

변화

SBV
(n=15)

x±S.D

18.20±15.15

BV
(n=15)

x±S.D

15.60±16.26

t(p)

4.652 (.002)

(Table 3) 실험 전∙후에 따른 VAS(환부) 차이 비교

(paired t-test)

변수

VAS(환부)

(실험전-실험후)

실험전
(n=30)

x±S.D

77.00±9.50

실험후
(n=30)

x±S.D

47.40±14.23

t(p)

18.243 (.000)***

(Table 4) 치료법에 따른 VAS(환부) 비교

변수

VAS(환부)의변화

SBV
(n=15)

x±S.D

33.33±8.30

BV
(n=15)

x±S.D

25.86±15.26

t(p)

6.56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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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관절염12), 류마티스 관절염13-14), 요추간판 탈출증15-17)

등의 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18), 근위축성 측삭경화증19)같

은 난치성 질환에도 유의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봉약침으로 인한 부작용에 한 보고들도 이루

어지고 있는데20-21) 그 이유가 바로 이종단백질의 항원-항

체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allergy 반응이다. 봉약침의

allergy 반응은 시술 부위의 붓고, 가렵고, 아픈 국소∙즉

시형 allergy 반응뿐만 아니라 전신두드러기, 호흡장애,

심∙혈관계의 증상 등의 전신∙즉시형 과민 반응 등이 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allergy 반응은 봉약침의 우수한 치

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시술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시술자가 기피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봉약침의 allergy 반응에 한 적극적인 처

가 필요한 실정에서 봉독의 가장 큰 allergen인 PLA₂를

포함한 효소를 제거한 봉독(Sweet BV)이 개발되었다. 이

는 PLA₂를 비롯한 효소들의 분자량이 10,000 이상이라는

데 착안하여 단백질의 분자량에 따라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와 propionic acid/urea  polyacrylam

-ide gel electrophoresis를 이용21)하여 분자량 10,000

이상의 성분을 제거한 것으로 전신∙즉시형 과민반응을

현저히 억제하 음이 보고된 바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는 Sweet BV의 퇴행성슬관절염에

한 통증감소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봉약침과 비교 검토하

여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

었다.

본 원광 광주한방병원 침구과에 내원한 임상자원자

중 최종 30명의 환자를 모집하여 각각 Sweet BV 약침치

료군 15명, BV 약침치료군 15명으로 무작위 배정하 다.

임상 상자 포함기준은 50세 이상으로 임상기관에서 퇴행

성 슬관절염 진단을 받은 자로서 최근 1개월동안 슬관절통

이 임상적으로 매일 있고 방사선 소견상 tibiofemoral

joint에 1개이상의 골극(osteophyte)이 있는 자를 선정했

다. 

취혈은 陽陵泉[GB34], 陰陵泉[SP9], 犢鼻[ST35], 鶴

頂[EX-LE2], 膝眼[Ex-LE5], collateral ligament 주위

에서 통증 부위를 지나가는 경락 상에 있는 阿是穴 등을

위주로 하여 Sweet BV 약침 및 봉약침 치료를 시행하

다. 환측에만 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양측성 관

절염이더라도 통증이 더 심한 쪽을 선정하여 단측에만 시

술하 다.

봉약침과 Sweet BV의 조제 농도는 모두 0.1㎎/㎖로 통

일하 고, 한약침학회 무균실에서 정제 및 조제과정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약침은 인슐린 1cc 주사기를

사용하여 각 혈위당 총 1cc양을 각 등분하여 각혈위당

0.1cc-0.5cc를 피내 주입하 다. 모든 환자가 맞는 1일 총

량은 1cc를 주입함을 원칙으로 하 다. 치료기간은 2주이

며 1주일에 3회, 2일 간격으로 시행하고 만일 맞는 횟수에

결손이 생기면 1주일의 시간 내에 재차 치료하여 총 2-3

주 내에 총 6회를 다 맞은 사람은 인정하 다.

평가측정도구는 자각적 통증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100mmVAS(Visual Analog Scale)를 사용하여 치료 시

작시와, 치료 종료후(2주째)에 몸 전체의 상태와 환부통증

정도를 측정하 다. 또한 약침치료 과정 중 allergy 반응

등의 부작용 내용을 상세히 기록 측정하 다.

성별분포는 30례의 환자 중에서 Sweet BV군은 남 6

명, 여 9명으로 총 15명이, BV군은 남 4명, 여 11명으로 총

15명이 참여하 다. 실험군의 연령은 Sweet BV군이 62.0

±5.0세, BV군이 63.3±4.2세를 나타내어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Sweet BV군, BV군 각 군에 있어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몸 전체의 VAS 및 환부의 VAS 수치에서 유의한 감

소를 나타내었으므로 퇴행성 슬관절염의 경우는 두 군에

서 모두 호전에 유의하게 도움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몸 전체의 VAS의 경우 치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후와 실험 전의 VAS의 차이를 t-

test로 비교하 는데, 분석 결과 VAS(몸 전체) 변화는

SBV군이 BV군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

다.(p<0.05)(Table 2). 

또한 VAS(환부) 변화도 SBV군이 BV군에 비해 치료

성적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동일했다(p<0.05)(Table 4).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퇴행성 슬관절염의 통증감소효과에 있어서는

SBV군이 BV군에 비해 치료효과와 예후가 양호함을 시사

한다. 

안전성 검사에서는 국소∙즉시형 과민반응을 비교하

기 위해서 시술 부위의 통증과 발적, 부종, 소양감을, 전

신∙즉시형 과민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신소양감, 상

열감, 오심∙구토를, 전신∙지연형 과민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신통, 두통, 현훈, 피로감을 항목으로 선정하여

시술 직후부터 2주일간 평가하게 하 다. 

Sweet BV 군 15명과 BV 군 15명을 관찰한 결과 전

신∙즉시형 과민반응 및 전신∙지연형 과민반응은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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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부위의 소양감에서도 Sweet BV 군과 BV 군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BV 군 15명 중 3명이 시술 매

회마다 24~48시간까지도 지속되는 중등도의 소양감을 호

소하 고 4명은 초기 1, 2회 시술시에는 소양감이 없다가

후기 5, 6회 시술시에 소양감이 발생하여 12~24시간까지

지속됨을 호소하 다. 그에 반해 Sweet BV 군에서는 거

의 소양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2명에서 총 6회 시

술 중 1~2회에서 시술 후 2~3시간까지 지속되는 미약한

정도의 소양감을 호소하 다.

4. 기타조사

관절염치료를 취해 치료도중 양약이나 한약복용 조사

에서 처음 복용을 금하라는 지시 로 전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總括 및 考察

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노쇠현상이나 과다한

체중과 관계가 깊으며 퇴행성 관절질환, 골관절염이라고

도 불리워진다. 이 질환에서는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일차적으로 나타나고 진행되면 연골하골의 경화, 관절 주

변에 골의 과잉 형성, 관절의 변형 등이 발생하고 방사선

상에서 55세 이상의 약 80%, 75세에서는 거의 전 인구에

서 그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약 1/4정도에서 임상

증세를 나타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에게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난다1).

퇴행성관절염은 골관절염의 호발 부위로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고령에 기인하는 것 외에도 슬관절부의 병

변이나 손상, 비만증, 내반슬, 외반슬 등 기계적 부하 축의

이상, 감염증 또는 여러 가지 관절염 등에 의해서도 발병

된다. 조기 증상으로는 슬관절의 동통과 이상음이 들리고,

계단 오르내리기, 기립하기가 힘들게 된다. 활막액의 비

후, 관절액의 증가, 근육 경련 등이 오고 결국 근육 위축,

운동 제한, 관절 잠김과 같은 소견이 나타난다24).

관절연골은 노인성 혹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므로 이를

완전히 정지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관절에 해

국소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의 기

능을 유지, 기형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이미 발생된 기

형은 교정하도록 하고 기능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재

활에 도움을 주는데 치료 목적이 있다25).

서양의학에서는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적당한 휴식과

운동의 배합, 약물요법, 문제가 되는 관절에 한 국소적

치료 등이 쓰이나, 이런 치료 방법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

으며, 관절의 변화가 계속 진행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극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법을 사용한다1).

韓醫學에서는 膝關節을 <素文. 脈要精微論>에“膝者,

筋之府, 屈伸不能, 行則 附, 筋將憊矣”라 하 고 <素問.

�節藏象論>에“肝者, ……其充在筋, 以生血氣……”라하

으며 <素問.經脈別論>에“食氣入胃, 散精于肝, 淫氣于

筋”이라 하고 <素問.五藏生成論>에서“諸筋皆屬於節”이라

하여 膝病과 筋脈, 肝臟이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 다
26). 

또한 張27)은 �年에 肝腎의 氣가 부족하여 筋骨이 不

利해지고 外邪가 乘虛侵襲하여 氣血運動이 不暢해지고 오

래되어 經脈氣血이 瘀滯되어 不通하면 痛한다고 하고 �28)

은 본병의 발생 원인을 노년에 腎衰한데 蔓性虛損으로 傷

骨한 것과 氣血運行이 風寒濕 등의 外邪로 인해 閉阻된 2

가지로 보고 그 治法을 祛風勝濕, 溫經通絡, 消腫止痛을

위주로 한다고 하 다.

퇴행성 슬관절염에 한 임상적 연구로는 김29)이 호침

치료를 통하여 양호한 효과를 보았고, 김30), 왕11)이 봉약침

치료를 통하여 양호한 효과를 보았고, 박31)이 녹용약침치

료, 황32)이 표고버섯 약침, 허33)가 홍화약침으로 양호한 효

과를 보았다고 보고하 다. 현재까지 임상연구를 종합해

보면 퇴행성 슬관절염에 임상효과는 봉약침치료(82.9%-

89.5%), 녹용약침치료(73.2%), 체침치료(55%-68%) 순으

로 임상효과가 나타났다. 기타 홍화약침은 유효율이

87.5%, 표고버섯약침은 78.8% 으나 한약물,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타 치료와 병행하 다. 

봉독은 벌이 자신과 봉군의 방어를 위하여 몸에서 침

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이종단백질로 이를 정제하여 사용하

는 봉약침은 서양종 일벌(Apis mellifera)의 독낭 안에 들

어있는 독을 추출∙정제하여 사용한다. 以毒治病이라는

말과 같이 벌의 독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봉약침은 이

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신침요

법이다34). 

봉약침의 원료인 봉독의 주요 성분은 크게 효소, 펩티

드, 저분자 유기물질로 나눌 수 있고 현재까지 약 40여개

의 물질이 보고되고 있다5-6).

봉약침은 진통 소염효과가 있고7-8), 면역계에 작용하

며9) 이미 많은 임상 보고를 통하여 퇴행성 슬관절염10-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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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관절염12), 류마티스 관절염13-14), 요추간판 탈출증15-17)

등의 질환이나 다발성 경화증18), 근위축성 측삭경화증19)같

은 난치성 질환에도 유의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봉약침으로 인한 부작용에 한 보고들도 이루

어지고 있는데20-21) 그 이유가 바로 이종단백질의 항원-항

체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allergy 반응이다. 봉약침의

allergy 반응은 시술 부위의 붓고, 가렵고, 아픈 국소∙즉

시형 allergy 반응뿐만 아니라 전신두드러기, 호흡장애,

심∙혈관계의 증상 등의 전신∙즉시형 과민 반응 등이 나

타날 수 있다. 이러한 allergy 반응은 봉약침의 우수한 치

료 효과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시술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시술자가 기피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봉약침의 allergy 반응에 한 적극적인 처

가 필요한 실정에서 봉독의 가장 큰 allergen인 PLA₂를

포함한 효소를 제거한 봉독(Sweet BV)이 개발되었다. 이

는 PLA₂를 비롯한 효소들의 분자량이 10,000 이상이라는

데 착안하여 단백질의 분자량에 따라 gel filtration

chromatography와 propionic acid/urea  polyacrylam

-ide gel electrophoresis를 이용21)하여 분자량 10,000

이상의 성분을 제거한 것으로 전신∙즉시형 과민반응을

현저히 억제하 음이 보고된 바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는 Sweet BV의 퇴행성슬관절염에

한 통증감소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봉약침과 비교 검토하

여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

었다.

본 원광 광주한방병원 침구과에 내원한 임상자원자

중 최종 30명의 환자를 모집하여 각각 Sweet BV 약침치

료군 15명, BV 약침치료군 15명으로 무작위 배정하 다.

임상 상자 포함기준은 50세 이상으로 임상기관에서 퇴행

성 슬관절염 진단을 받은 자로서 최근 1개월동안 슬관절통

이 임상적으로 매일 있고 방사선 소견상 tibiofemoral

joint에 1개이상의 골극(osteophyte)이 있는 자를 선정했

다. 

취혈은 陽陵泉[GB34], 陰陵泉[SP9], 犢鼻[ST35], 鶴

頂[EX-LE2], 膝眼[Ex-LE5], collateral ligament 주위

에서 통증 부위를 지나가는 경락 상에 있는 阿是穴 등을

위주로 하여 Sweet BV 약침 및 봉약침 치료를 시행하

다. 환측에만 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양측성 관

절염이더라도 통증이 더 심한 쪽을 선정하여 단측에만 시

술하 다.

봉약침과 Sweet BV의 조제 농도는 모두 0.1㎎/㎖로 통

일하 고, 한약침학회 무균실에서 정제 및 조제과정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약침은 인슐린 1cc 주사기를

사용하여 각 혈위당 총 1cc양을 각 등분하여 각혈위당

0.1cc-0.5cc를 피내 주입하 다. 모든 환자가 맞는 1일 총

량은 1cc를 주입함을 원칙으로 하 다. 치료기간은 2주이

며 1주일에 3회, 2일 간격으로 시행하고 만일 맞는 횟수에

결손이 생기면 1주일의 시간 내에 재차 치료하여 총 2-3

주 내에 총 6회를 다 맞은 사람은 인정하 다.

평가측정도구는 자각적 통증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100mmVAS(Visual Analog Scale)를 사용하여 치료 시

작시와, 치료 종료후(2주째)에 몸 전체의 상태와 환부통증

정도를 측정하 다. 또한 약침치료 과정 중 allergy 반응

등의 부작용 내용을 상세히 기록 측정하 다.

성별분포는 30례의 환자 중에서 Sweet BV군은 남 6

명, 여 9명으로 총 15명이, BV군은 남 4명, 여 11명으로 총

15명이 참여하 다. 실험군의 연령은 Sweet BV군이 62.0

±5.0세, BV군이 63.3±4.2세를 나타내어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Sweet BV군, BV군 각 군에 있어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몸 전체의 VAS 및 환부의 VAS 수치에서 유의한 감

소를 나타내었으므로 퇴행성 슬관절염의 경우는 두 군에

서 모두 호전에 유의하게 도움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몸 전체의 VAS의 경우 치료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후와 실험 전의 VAS의 차이를 t-

test로 비교하 는데, 분석 결과 VAS(몸 전체) 변화는

SBV군이 BV군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

다.(p<0.05)(Table 2). 

또한 VAS(환부) 변화도 SBV군이 BV군에 비해 치료

성적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동일했다(p<0.05)(Table 4).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퇴행성 슬관절염의 통증감소효과에 있어서는

SBV군이 BV군에 비해 치료효과와 예후가 양호함을 시사

한다. 

안전성 검사에서는 국소∙즉시형 과민반응을 비교하

기 위해서 시술 부위의 통증과 발적, 부종, 소양감을, 전

신∙즉시형 과민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신소양감, 상

열감, 오심∙구토를, 전신∙지연형 과민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신통, 두통, 현훈, 피로감을 항목으로 선정하여

시술 직후부터 2주일간 평가하게 하 다. 

Sweet BV 군 15명과 BV 군 15명을 관찰한 결과 전

신∙즉시형 과민반응 및 전신∙지연형 과민반응은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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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부위의 소양감에서도 Sweet BV 군과 BV 군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BV 군 15명 중 3명이 시술 매

회마다 24~48시간까지도 지속되는 중등도의 소양감을 호

소하 고 4명은 초기 1, 2회 시술시에는 소양감이 없다가

후기 5, 6회 시술시에 소양감이 발생하여 12~24시간까지

지속됨을 호소하 다. 그에 반해 Sweet BV 군에서는 거

의 소양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2명에서 총 6회 시

술 중 1~2회에서 시술 후 2~3시간까지 지속되는 미약한

정도의 소양감을 호소하 다.

4. 기타조사

관절염치료를 취해 치료도중 양약이나 한약복용 조사

에서 처음 복용을 금하라는 지시 로 전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總括 및 考察

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노쇠현상이나 과다한

체중과 관계가 깊으며 퇴행성 관절질환, 골관절염이라고

도 불리워진다. 이 질환에서는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일차적으로 나타나고 진행되면 연골하골의 경화, 관절 주

변에 골의 과잉 형성, 관절의 변형 등이 발생하고 방사선

상에서 55세 이상의 약 80%, 75세에서는 거의 전 인구에

서 그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약 1/4정도에서 임상

증세를 나타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에게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난다1).

퇴행성관절염은 골관절염의 호발 부위로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고령에 기인하는 것 외에도 슬관절부의 병

변이나 손상, 비만증, 내반슬, 외반슬 등 기계적 부하 축의

이상, 감염증 또는 여러 가지 관절염 등에 의해서도 발병

된다. 조기 증상으로는 슬관절의 동통과 이상음이 들리고,

계단 오르내리기, 기립하기가 힘들게 된다. 활막액의 비

후, 관절액의 증가, 근육 경련 등이 오고 결국 근육 위축,

운동 제한, 관절 잠김과 같은 소견이 나타난다24).

관절연골은 노인성 혹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므로 이를

완전히 정지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관절에 해

국소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의 기

능을 유지, 기형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이미 발생된 기

형은 교정하도록 하고 기능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의 재

활에 도움을 주는데 치료 목적이 있다25).

서양의학에서는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적당한 휴식과

운동의 배합, 약물요법, 문제가 되는 관절에 한 국소적

치료 등이 쓰이나, 이런 치료 방법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

으며, 관절의 변화가 계속 진행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극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법을 사용한다1).

韓醫學에서는 膝關節을 <素文. 脈要精微論>에“膝者,

筋之府, 屈伸不能, 行則 附, 筋將憊矣”라 하 고 <素問.

�節藏象論>에“肝者, ……其充在筋, 以生血氣……”라하

으며 <素問.經脈別論>에“食氣入胃, 散精于肝, 淫氣于

筋”이라 하고 <素問.五藏生成論>에서“諸筋皆屬於節”이라

하여 膝病과 筋脈, 肝臟이 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 다
26). 

또한 張27)은 �年에 肝腎의 氣가 부족하여 筋骨이 不

利해지고 外邪가 乘虛侵襲하여 氣血運動이 不暢해지고 오

래되어 經脈氣血이 瘀滯되어 不通하면 痛한다고 하고 �28)

은 본병의 발생 원인을 노년에 腎衰한데 蔓性虛損으로 傷

骨한 것과 氣血運行이 風寒濕 등의 外邪로 인해 閉阻된 2

가지로 보고 그 治法을 祛風勝濕, 溫經通絡, 消腫止痛을

위주로 한다고 하 다.

퇴행성 슬관절염에 한 임상적 연구로는 김29)이 호침

치료를 통하여 양호한 효과를 보았고, 김30), 왕11)이 봉약침

치료를 통하여 양호한 효과를 보았고, 박31)이 녹용약침치

료, 황32)이 표고버섯 약침, 허33)가 홍화약침으로 양호한 효

과를 보았다고 보고하 다. 현재까지 임상연구를 종합해

보면 퇴행성 슬관절염에 임상효과는 봉약침치료(82.9%-

89.5%), 녹용약침치료(73.2%), 체침치료(55%-68%) 순으

로 임상효과가 나타났다. 기타 홍화약침은 유효율이

87.5%, 표고버섯약침은 78.8% 으나 한약물,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타 치료와 병행하 다. 

봉독은 벌이 자신과 봉군의 방어를 위하여 몸에서 침

과 함께 가지고 있는 이종단백질로 이를 정제하여 사용하

는 봉약침은 서양종 일벌(Apis mellifera)의 독낭 안에 들

어있는 독을 추출∙정제하여 사용한다. 以毒治病이라는

말과 같이 벌의 독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봉약침은 이

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신침요

법이다34). 

봉약침의 원료인 봉독의 주요 성분은 크게 효소, 펩티

드, 저분자 유기물질로 나눌 수 있고 현재까지 약 40여개

의 물질이 보고되고 있다5-6).

봉약침은 진통 소염효과가 있고7-8), 면역계에 작용하

며9) 이미 많은 임상 보고를 통하여 퇴행성 슬관절염10-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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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두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그에 반해 국소∙즉시형 과민반응 항목에서는 두가지

군이 명백한 차이를 보 다. 시술 부위의 통증을 관찰한

결과 약침 시술시에 나타나는 통증은 Sweet BV 군과 BV

군이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BV 군에서는 시술부

위의 통증이 6~24시간까지 지속되었고 Sweet BV 군에

서는 1~6시간 내에 통증이 소멸되었다.

시술부위의 부종 및 발적은 BV 군 15명 중 3명에게서

시술시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부종 및 발적을 볼 수 있었

고, BV 군 중 4명에서는 초기 1, 2회 시술시에는 부종 및

발적이 발견되지 않다가 후기 5, 6회 시술시 중등도의 부

종 및 발적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Sweet BV 군에서

는 거의 부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5명 중 2명에서 초기

1, 2회 시술시에 미약한 부종 및 발적이 있었다가 후기 치

료시에는 완전히 소멸됨을 발견하 다.

시술 부위의 소양감에서도 Sweet BV 군과 BV 군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BV 군 15명 중 3명이 시술 매

회마다 24~48시간까지도 지속되는 중등도의 소양감을 호

소하 고 4명은 초기 1, 2회 시술시에는 소양감이 없다가

후기 5, 6회 시술시에 소양감이 발생하여 12~24시간까지

지속됨을 호소하 다. 그에 반해 Sweet BV 군에서는 거

의 소양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2명에서 총 6회 시술

중 1~2회에서 시술 후 2~3시간까지 지속되는 미약한 정

도의 소양감을 호소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효소제거봉독인 Sweet BV

가 봉약침의 시술에서 나타나는 국소∙즉시형 과민 반응

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퇴행성 슬관

절염의 통증감소효과에 있어서도 동일농도의 봉약침 치료

효과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임상시험은 Sweet BV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한

치료효과에 국한되었으나, 향후 Sweet BV를 이용한 질환

별 치료 효능에 한 연구 등이 많이 수행되어 Sweet BV

에 한 효능과 적응증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란

다.

Ⅴ. 結論

봉약침과 비교하여 Sweet BV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한 통증감소효과와 allergy 억제작용을 확인하기 위하

여 본 임상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자 최종 30명의 환자

를 상으로 동일농도(0.1㎎/㎖)의 Sweet BV군(15명) 또

는 봉약침군(15명)으로 나누어 치료성적을 비교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최종까지 실험에 참여한 임상참여자는 Sweet BV군

은 남 6명, 여 9명으로 총 15명이, BV군은 남 4명, 여 11명

으로 총 15명이 참여하 다. 실험군의 연령은 Sweet BV

군이 62.0±5.0세, BV군이 63.3±4.2세를 나타내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Sweet BV군, 봉약침군 각 군에 있어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몸 전체 상태 및 환부의 통증의 변화에서 VAS

수치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므로 퇴행성 슬관절염의

경우는 두 약침 군에서 모두 호전에 유의하게 도움을 주었

음을 시사한다.

3. 몸 전체 변화와 환부 통증의 변화 두 가지 항목 모두

에서 Sweet BV군이 봉약침군에 비해 VAS의 치료성적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동일했다. 

4. 국소∙즉시형 과민반응 항목에서는 두가지 군이 명

백한 차이를 보 다. Sweet BV군이 봉약침군에 비하여

시술부위의 통증, 부종, 소양감 항목에서 모두 유의한 감

소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효소제거봉독인 Sweet BV

가 봉약침의 시술에서 나타나는 국소∙즉시형 과민 반응

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퇴행성 슬관

절염의 통증감소효과에 있어서도 동일 농도의 봉약침의

치료효과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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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두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었다. 

그에 반해 국소∙즉시형 과민반응 항목에서는 두가지

군이 명백한 차이를 보 다. 시술 부위의 통증을 관찰한

결과 약침 시술시에 나타나는 통증은 Sweet BV 군과 BV

군이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BV 군에서는 시술부

위의 통증이 6~24시간까지 지속되었고 Sweet BV 군에

서는 1~6시간 내에 통증이 소멸되었다.

시술부위의 부종 및 발적은 BV 군 15명 중 3명에게서

시술시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부종 및 발적을 볼 수 있었

고, BV 군 중 4명에서는 초기 1, 2회 시술시에는 부종 및

발적이 발견되지 않다가 후기 5, 6회 시술시 중등도의 부

종 및 발적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반해 Sweet BV 군에서

는 거의 부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5명 중 2명에서 초기

1, 2회 시술시에 미약한 부종 및 발적이 있었다가 후기 치

료시에는 완전히 소멸됨을 발견하 다.

시술 부위의 소양감에서도 Sweet BV 군과 BV 군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BV 군 15명 중 3명이 시술 매

회마다 24~48시간까지도 지속되는 중등도의 소양감을 호

소하 고 4명은 초기 1, 2회 시술시에는 소양감이 없다가

후기 5, 6회 시술시에 소양감이 발생하여 12~24시간까지

지속됨을 호소하 다. 그에 반해 Sweet BV 군에서는 거

의 소양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2명에서 총 6회 시술

중 1~2회에서 시술 후 2~3시간까지 지속되는 미약한 정

도의 소양감을 호소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효소제거봉독인 Sweet BV

가 봉약침의 시술에서 나타나는 국소∙즉시형 과민 반응

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퇴행성 슬관

절염의 통증감소효과에 있어서도 동일농도의 봉약침 치료

효과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임상시험은 Sweet BV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한

치료효과에 국한되었으나, 향후 Sweet BV를 이용한 질환

별 치료 효능에 한 연구 등이 많이 수행되어 Sweet BV

에 한 효능과 적응증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란

다.

Ⅴ. 結論

봉약침과 비교하여 Sweet BV의 퇴행성 슬관절염에

한 통증감소효과와 allergy 억제작용을 확인하기 위하

여 본 임상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퇴행성 슬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자 최종 30명의 환자

를 상으로 동일농도(0.1㎎/㎖)의 Sweet BV군(15명) 또

는 봉약침군(15명)으로 나누어 치료성적을 비교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최종까지 실험에 참여한 임상참여자는 Sweet BV군

은 남 6명, 여 9명으로 총 15명이, BV군은 남 4명, 여 11명

으로 총 15명이 참여하 다. 실험군의 연령은 Sweet BV

군이 62.0±5.0세, BV군이 63.3±4.2세를 나타내어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Sweet BV군, 봉약침군 각 군에 있어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몸 전체 상태 및 환부의 통증의 변화에서 VAS

수치가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므로 퇴행성 슬관절염의

경우는 두 약침 군에서 모두 호전에 유의하게 도움을 주었

음을 시사한다.

3. 몸 전체 변화와 환부 통증의 변화 두 가지 항목 모두

에서 Sweet BV군이 봉약침군에 비해 VAS의 치료성적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동일했다. 

4. 국소∙즉시형 과민반응 항목에서는 두가지 군이 명

백한 차이를 보 다. Sweet BV군이 봉약침군에 비하여

시술부위의 통증, 부종, 소양감 항목에서 모두 유의한 감

소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효소제거봉독인 Sweet BV

가 봉약침의 시술에서 나타나는 국소∙즉시형 과민 반응

을 억제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퇴행성 슬관

절염의 통증감소효과에 있어서도 동일 농도의 봉약침의

치료효과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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