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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weet Bee Venom to the abdominal fat accumulation

clinically. 

Methods The 20 healthy women volunteers who showed the notice of this study by the home page of Sangji University were

treated with Sweet Bee Venom(SBV) during twenty time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weet Bee Venom of the

abdominal fat accumulation, abdominal CT, LFT, Thermography, BMI, Inbody 3.0 etc. were performed during clinical

trial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data of 10 volunteers who performed all the schedule of this study.  

Results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clinical studies Sweet Bee Venom showed the effect of decreased the body

weight, thickness of abdominal skin and fat layer, BMI, and increased abdominal heat, but they are not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t.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reatment Sweet Bee Venom on the abdomen was effective to decrease fat tissue but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was performed with right diet program and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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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緖論

비만은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남성의 경우 체지방량이 체중의 25%이상, 여성은 30%

이상인 경우에 비만이라고 한다1).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향상과 신체 활

동량의 감소,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 비만의 발생률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 국민 양조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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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체중을 측정한 결과 각각 68.1±17.3, 67.6

±17.1, 67.5±16.6, 67.1±16.3kg을 나타내어 5회 시

술 구간에서 약간의 체중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모든 구간에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Fig. 1).

2. 칼리프 측정 결과

복부의 지방 두께를 고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배꼽 양방

에서 칼리프(Skynex system, Germany)로 좌우의 두께

를 측정한 후 2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 다. 그 결과 시

술 전 임상자원자의 평균 두께는 50. 9±11.6mm 다.

시술 과정에서 5회, 10회, 15회, 그리고 20회 시술 후 칼

리프를 이용하여 복부를 측정한 결과 48.9±11.3,  41.3

±9.40, 38.4±8.01, 그리고 39.0±8.03mm를 나타내

어 복부의 두께가 줄어듦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Fig. 2-3). 

3. 복부 C T측정 결과

복부 지방층의 두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술 전과

시술 종료 후 복부 CT를 촬 하여 비교하 다. 촬 부위

는 지방층이 풍부한 배꼽아래 1.0cm에 직경 0.5cm의 작

은 금속판을 붙여 동일한 부위를 촬 하 다. 촬 결과

가장 지방층이 얇은 자원자는 2.86cm 고, 가장 두꺼운

자는 6.05cm 으며 평균은 3.79±0.92cm 다. 시술 종

료 후 가장 지방층이 얇은 자원자는 2.59cm 고, 가장 두

꺼운 자는 5.80cm 으며 평균은 3.77±0.84cm를 나타

내었고, 시술전후에유의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Fig. 4).

4. BMI측정 결과

비만 정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BMI(body mass index)

를 이용하여 SBV의 시술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 다.

BMI는 체질량지수라고도 하며 신체지방과 연관성이 높

고 키에 향을 받지 않는다. 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12). 그 결과 시술 전 임상자원자

의 BMI는 27.33±6.44 다. 시술 과정에서 5회, 10회,

15회, 그리고 20회 시술 후 BMI를 측정한 결과 27.55±

6.54, 27.36±6.44, 27.29±6.20, 27.20±6.10을 나타

내어 시술이 진행될수록 비만의 지표를 나타내는 BMI의

값이 줄어듦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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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의 성인 중 34.9%(남성 30.4%, 여성 39.4%)

가 자신이 비만이거나 약간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자신의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

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비만은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의 선행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외형적 자신감 결여는 우

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작용하여 인관계에 부정

적 향을 미칠 수 있다3). 

봉약침은 봉독을 추출 가공하여 질병과 유관한 부위나

혈위에 주입함으로써 자침 효과와 봉독의 생화학적 특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약리작용을 동시에 이용하는 신침

요법4)이다. 봉약침은 그동안의 임상 연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나 제반 난치병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독과 같이 봉독에 노출되었을

때도 과민한 면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치명적인

아낙필락시 반응은 봉약침의 임상 사용에 중요한 걸림돌

이 되고 있다5).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봉약침의 항원역할을

하는 효소를 봉독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한 효소제거봉독

(Sweet Bee Venom-이하 SBV)이 개발되었고6), 선행

연구를 통하여 봉약침에 의한 아나필락시 반응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7) 각종 질환에 봉약침과 동등한 혹은 더욱 우

수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8-10) 있다.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하여 SBV가 Rat에서 지방세포의

분화능 억제효과와 성숙지방세포 파괴에 유의한 작용을

하며, 돼지의 지방조직에서도 조직학적으로 세포 파괴작

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11).

이에 저자들은 과연 SBV가 국소 비만 치료제로 적절한

가를 알아보고자 복부의 비만을 호소하는 여성을 상으

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II. 方法

1. 임상자원자의 모집

먼저 상지 학교 홈페이지와 병원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과거의 병력이 없고 신체 건강하면서 복부가 비만한 여성

으로서 본 시험에 임해줄 자원자를 모집하 다. 복부의 비

만은 칼리프로 복부를 측정하여 30mm이상인 자를 상

으로 총 20명으로 제한하여 시험에 임하 다. SBV의 국

소 비만 치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원자 모두에게 음

식물의 섭취 제한이나 운동량의 인위적인 증가를 하지 않

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시험을 진행하 다.  

2. 검사항목 및 SBV의 시술

복부비만 임상시험에 자원한 자원자들은 시험 시작 전

CBC, LFT 등의 혈액검사와 비만의 지표가 되는 칼리프

를 이용한 복부의 지방 두께, 체지방 측정, 복부 CT를 이

용한 지방 두께 측정 등과 Thermography를 이용한 복부

의 온도 등을 측정하 고, 이 중 간 기능이나 빈혈 등 검사

상에 약간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거나 현재 고혈압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자 등은 시험에서 제외하 다. 시험을 진

행하면서중간검사와시험종료후최종검사를시행하 다. 

SBV의 시술은 처음에는 1.0mL, 2회에는 2.0mL, 3

회에는 5.0mL, 그리고 4회부터는 10.0mL씩 복부에 총

20회를 시술하 다. 시술 방법은 배꼽을 중심으로 지방이

많이 축적된 부위에 깊이 15mm주사침을 모두 삽입하여

한 부위에 0.2mL씩 10% SBV를 여러 부위에 나누어 주

입하 다.  

시술시의 통증이나 가려움, 그리고 장기간의 시험 과정

등으로 중도에 탈락한 10명을 제외하고 총 20회의 시술과

abdominal CT, LFT, Thermography, BMI, Inbody

3.0 등의 검사를 모두 이수한 최종 10명의 자원자를 상

으로 그 유의성을 검토하 다.

3. 통계 분석

SPSS version 12.0(USA)을 이용하여 일반선형모형

(GLM)에서 반복측정법으로 p<0.05에서 개체간의 차이

를 검증하 다.

III. 結果

1. 시험군의 연령 및 체중의 변화

본 시험에 참여한 여성 자원자의 연령 분포는 20 부터

40 까지로 40 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중은 51.7kg

에서부터 108.1kg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시험

군의 평균체중은 67.5±17.2kg을 나타내었다. 시술 과정

에서 5회, 10회, 15회, 그리고 20회 시술 후 Inbod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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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ange of body weight during

treated with 

Sweet Bee Venom for 20 times.

Fig. 3. The thickness of abdominal skin and

fat layer

measured by kalif. 

Fig. 2. The thickness of abdominal skin and

fat layer

measured using kalif, sky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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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체중을 측정한 결과 각각 68.1±17.3, 67.6

±17.1, 67.5±16.6, 67.1±16.3kg을 나타내어 5회 시

술 구간에서 약간의 체중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모든 구간에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Fig. 1).

2. 칼리프 측정 결과

복부의 지방 두께를 고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배꼽 양방

에서 칼리프(Skynex system, Germany)로 좌우의 두께

를 측정한 후 2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 다. 그 결과 시

술 전 임상자원자의 평균 두께는 50. 9±11.6mm 다.

시술 과정에서 5회, 10회, 15회, 그리고 20회 시술 후 칼

리프를 이용하여 복부를 측정한 결과 48.9±11.3,  41.3

±9.40, 38.4±8.01, 그리고 39.0±8.03mm를 나타내

어 복부의 두께가 줄어듦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Fig. 2-3). 

3. 복부 C T측정 결과

복부 지방층의 두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술 전과

시술 종료 후 복부 CT를 촬 하여 비교하 다. 촬 부위

는 지방층이 풍부한 배꼽아래 1.0cm에 직경 0.5cm의 작

은 금속판을 붙여 동일한 부위를 촬 하 다. 촬 결과

가장 지방층이 얇은 자원자는 2.86cm 고, 가장 두꺼운

자는 6.05cm 으며 평균은 3.79±0.92cm 다. 시술 종

료 후 가장 지방층이 얇은 자원자는 2.59cm 고, 가장 두

꺼운 자는 5.80cm 으며 평균은 3.77±0.84cm를 나타

내었고, 시술전후에유의한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Fig. 4).

4. BMI측정 결과

비만 정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BMI(body mass index)

를 이용하여 SBV의 시술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 다.

BMI는 체질량지수라고도 하며 신체지방과 연관성이 높

고 키에 향을 받지 않는다. BMI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12). 그 결과 시술 전 임상자원자

의 BMI는 27.33±6.44 다. 시술 과정에서 5회, 10회,

15회, 그리고 20회 시술 후 BMI를 측정한 결과 27.55±

6.54, 27.36±6.44, 27.29±6.20, 27.20±6.10을 나타

내어 시술이 진행될수록 비만의 지표를 나타내는 BMI의

값이 줄어듦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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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의 성인 중 34.9%(남성 30.4%, 여성 39.4%)

가 자신이 비만이거나 약간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자신의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

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비만은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의 선행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외형적 자신감 결여는 우

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작용하여 인관계에 부정

적 향을 미칠 수 있다3). 

봉약침은 봉독을 추출 가공하여 질병과 유관한 부위나

혈위에 주입함으로써 자침 효과와 봉독의 생화학적 특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약리작용을 동시에 이용하는 신침

요법4)이다. 봉약침은 그동안의 임상 연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나 제반 난치병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독과 같이 봉독에 노출되었을

때도 과민한 면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치명적인

아낙필락시 반응은 봉약침의 임상 사용에 중요한 걸림돌

이 되고 있다5).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봉약침의 항원역할을

하는 효소를 봉독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한 효소제거봉독

(Sweet Bee Venom-이하 SBV)이 개발되었고6), 선행

연구를 통하여 봉약침에 의한 아나필락시 반응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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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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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본 시험에 임해줄 자원자를 모집하 다. 복부의 비

만은 칼리프로 복부를 측정하여 30mm이상인 자를 상

으로 총 20명으로 제한하여 시험에 임하 다. SBV의 국

소 비만 치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원자 모두에게 음

식물의 섭취 제한이나 운동량의 인위적인 증가를 하지 않

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시험을 진행하 다.  

2. 검사항목 및 SBV의 시술

복부비만 임상시험에 자원한 자원자들은 시험 시작 전

CBC, LFT 등의 혈액검사와 비만의 지표가 되는 칼리프

를 이용한 복부의 지방 두께, 체지방 측정, 복부 CT를 이

용한 지방 두께 측정 등과 Thermography를 이용한 복부

의 온도 등을 측정하 고, 이 중 간 기능이나 빈혈 등 검사

상에 약간의 이상 소견을 나타내거나 현재 고혈압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자 등은 시험에서 제외하 다. 시험을 진

행하면서중간검사와시험종료후최종검사를시행하 다. 

SBV의 시술은 처음에는 1.0mL, 2회에는 2.0mL, 3

회에는 5.0mL, 그리고 4회부터는 10.0mL씩 복부에 총

20회를 시술하 다. 시술 방법은 배꼽을 중심으로 지방이

많이 축적된 부위에 깊이 15mm주사침을 모두 삽입하여

한 부위에 0.2mL씩 10% SBV를 여러 부위에 나누어 주

입하 다.  

시술시의 통증이나 가려움, 그리고 장기간의 시험 과정

등으로 중도에 탈락한 10명을 제외하고 총 20회의 시술과

abdominal CT, LFT, Thermography, BMI, Inbody

3.0 등의 검사를 모두 이수한 최종 10명의 자원자를 상

으로 그 유의성을 검토하 다.

3. 통계 분석

SPSS version 12.0(USA)을 이용하여 일반선형모형

(GLM)에서 반복측정법으로 p<0.05에서 개체간의 차이

를 검증하 다.

III. 結果

1. 시험군의 연령 및 체중의 변화

본 시험에 참여한 여성 자원자의 연령 분포는 20 부터

40 까지로 40 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중은 51.7kg

에서부터 108.1kg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시험

군의 평균체중은 67.5±17.2kg을 나타내었다. 시술 과정

에서 5회, 10회, 15회, 그리고 20회 시술 후 Inbod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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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ange of body weight during

treated with 

Sweet Bee Venom for 20 times.

Fig. 3. The thickness of abdominal skin and

fat layer

measured by kalif. 

Fig. 2. The thickness of abdominal skin and

fat layer

measured using kalif, sky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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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부의 체온 측정 결과

SBV의 시술을 통하여 복부의 온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술 전과 10회 시술 후,

그리고 20회 시술 후에 복부의 체온을 적외선 체열

측정기(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System,

IRIS 5000)로 측정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 다(Fig. 8).

체열 측정 부위는 배꼽아래 3cm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

다. 그 결과 시술 전에는 35.86±1.26℃ 고, 10회 시

술 후에는 35.26±1.49℃, 최종에는 36.00±1.36℃를

나타내어 많이 시술받으면 복부의 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성은 나타내지 않았다(Fig.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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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혈액학적 분석 결과

Sweet BV의 복부 시술이 인체에 어떠한 향을 나타

내는지를 알아보고자 시술 전, 시술 10회 후, 그리고 시술

20회 후에 혈액 분석을 실시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 다.

조사 항목은 간 기능을 관찰하기 위하여 AST와 ALP를,

그리고 혈중 지질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otal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 그리고 triglyceride

를 측정하 다. 

그 결과 Sweet BV의 처치는 모든 검사항목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IV.考察 및 結論

비만은 유사 이래 사회, 문화, 경제적인 특성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질병의 한 부분

으로 인식하기 시작하 다. 비만은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

킬 뿐만 아니라 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심ㆍ혈

관계질환이나 당뇨, 간경변증 등 만성질환의 빈도를 증가

시키고, 퇴행성 관절염, 전립선 질환, 유방암 등의 발병 위

험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특히 외모에 한 미의 기준이 사회적 현상으로 특징되

어질 정도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고, 비만 체형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적 우울증이나

Before AfterAfter

▶
▶

▶

▶

Fig. 4. The change of thickness of fat layer treated with Sweet Bee Venom for 20 times by the

Fig. 5. The change of body mass index(BMI)

t r e a t e d

with Sweet Bee Venom for 20 times.

Fig. 8. The change of abdominal heat treated

with Sweet

Bee Venom for 20 times measured by

Blood Item Before after 10 after 20

21.6±8.6 20.8±4.8 21.4±8.0  

21.4±13.0 22.2±12.1 23.6±15.4  

186.9±25.6 191.0±28.5 186.7±23.5 

53.4±7.9 53.8±9.4 54.2±8.2 

139.4±45.3 125.0±56.9 126.5±52.1 

AST(U/L)

ALT(U/L)

Total
Cholesterol(mg/

H D 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mg

Table 1. Comparison of serum biochemical

values after 

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P<0.05.

Before

Fig.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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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부의 체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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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System,

IRIS 5000)로 측정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 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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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kg)÷키(m)의 제곱)를 이용하여 SBV의 시술에 따

른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시술 전에 임상자원자의 BMI는

27.33±6.44 고, 최종에는 27.20±6.10을 나타내어

시술이 진행될수록 비만의 지표를 나타내는 BMI의 값이

줄어듦을알수있었으나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는않았다. 

SBV의 시술을 통하여 복부의 온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술 전과 10회 시술 후,

그리고 20회 시술 후에 복부의 체온을 적외선 체열 측정

기(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System, IRIS

5000)로 측정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 다. 그 결과 시술 전

에는 35.86±1.26℃ 고, 최종에는 36.00±1.36℃를

나타내어 복부의 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성

은 나타내지 않았다.

Sweet BV의 복부 시술이 인체에 어떠한 향을 나타

내는지를 알아보고자 간 기능을 관찰하기 위하여 AST와

ALP를, 그리고 혈중 지질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otal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 그리고

triglyceride를 시술 전과 시술 10회 후, 그리고 최종 20

회 시술 후에 3회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그 결과 Sweet

BV의 처치는 모든 검사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SBV가 복부비만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래의 의도에 비하여 시험

군의 숫자가 적었고, 변화가 크지 않아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둘째, 시술과정에서 SBV를 고용량으로 시술하다보니

SBV가 유발하는 통증이 비교적 심하여 50%의 자원자가

중도에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 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적게는 주 1회, 많게는 주 3회의 시술과 SBV의

총 시술량이 1인당 178mL에 이르는 고용량 요법을 통해

서도 환자들의 간 기능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아 이

는 향후 혹시 제기될 SBV의 간 독성에 한 소중한 자료

로 제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SBV가 국소비만 치료에 유효할 가능성이 있음

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예를 들면 지방전구

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차단하고, 지방세포

를 분해하여 복부의 두께가 줄고, 지방층이 감소하는 등의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의 섭취제한이나 운동 등

을 통한 추가 열량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비

만치료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상식적인 결론을 본 연구

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한 후향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소 비

만 치료가 한방의 우수한 의료행위로 자리 잡길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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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결여 등은 자아 상실이나 자살 등의 극단적 사회

병리로 작용할 수 있다14). 또한 외모지상주의와 웰빙 열풍

으로 인하여 현재 다이어트 시장은 매년 40% 이상 성장

하고 있고15), 이에 한 시 적 요구를 외면하기에는 너무

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의학에서는이미前漢時代의醫書인<黃帝內經�樞 �

衛氣失常編>에서 사람의 체형을 肥人, 膏人, 肉人으로 분

류하 고16), <東醫寶鑑>에서도“凡人之形, 長不及短, 大不

及小, 肥不及瘦”라 하여17) 오래 전부터 비만에 한 병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질병의 치료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

은 물론이다. 

비만의 치료를 위하여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법은 식이

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행동교정요법 등18,19)

이 있고, 국내에서도 한약20-25)이나 이침26), 전침27), 약침28,29)

등을 이용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들은 국소비만 치료제 개발의 일환으로 현재 임상

에서 사용되고 있는 봉독과 봉독에서 allergen으로 작용

하는 효소성분을 제거한 Sweet BV6-7)가 비만치료제로 가

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기획하 다.

SBV는 그동안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전신즉시형 과

민반응이나 국소 즉시형 allergy반응을 유의하게 억제하

음이 보고된 바 있다7,30).

또한 퇴행성 슬관절염이나 염좌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봉약침과 차이가 없거나 더욱 우수한 효능이 있음

이 보고되고 있다8-10).  저자들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하여

SBV가 국소 비만 치료제로 적절한 지를 알아보고자 Rat

의 지방 전구세포를 이용하여 지방세포의 분화능 억제효

과와 성숙지방세포의 분해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고,

돼지의 지방조직에서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우수

한 분화능 억제효과와 성숙지방세포의 분해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11).

본 연구는 인체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 국소 비

만 치료제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한

검증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의 광고를 통

한 공개 모집 방법으로 복부의 비만을 호소하는 건강한 임

상자원자들의 지원을 받아 SBV의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진행과정에 한 설명과 지원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시

험을 진행하 다.

현 병력이 있거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등에 이상소견

이 있는 자, 벌의 독에 과민 반응의 과거력이 있는 자 등은

시험에서 제외되었고,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총 20

명의 자원자를 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단 본 연

구는 SBV의 국소 비만 치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으로 기획되었으므로 자원자 모두에게 음식물의 섭취 제

한이나 운동량의 인위적인 증가가 본 연구의 결과에 향

을 미치지 않도록 생활에 변화를 주지 말 것을 협조 요청

하 다.  

시술 전 검사로는 비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Inbody 3.0

을 이용한 체중, 체지방, 복부 지방 등을 측정하 고,  복

부의 지방 두께를 고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배꼽 양방에서

칼리프(Skynex system, Germany)로 좌우의 두께를 측

정한 후 2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 다. 혈액학적 검사로

는 AST, ALT 등의 간 기능 검사와 혈중 지질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otal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

그리고 triglyceride를 측정하 다. 

복부 지방층의 정확한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복부

CT검사를 시행하 고, 복부 체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하여 적외선 체열 측정기(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System, IRIS 5000)로 복부의 온도를 측정하

다. 

각각의 검사들은 모두 20회의 시술 과정에서 적게는 1

회, 많게는 4회 추적 관찰되었고, 그 변화를 분석하 다. 

시험 과정에서 시술 시 복부의 통증이나 가려움, 개인적

인 사정 등으로 총 20회의 치료를 수행하지 못한 10명의

자원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시술과 검사를 모

두 수행한 10명만이 분석의 상이 되었다.

그결과시험군의평균체중은시술전에는67.5±17.2㎏

에서 최종에는 67.1±16.3kg을 나타내어 5회 시술 구간

에서 약간의 체중 증가를 나타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지만모든구간에서유의한결과를나타내지는않았다.

복부의 지방 두께에 SBV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칼리프(Skynex system, Germany)를 이용

하여 복부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시술 전 임상자원자의 평

균 두께는 50. 9±11.6mm 으나 시술 과정에서 48.9±

11.3, 41.3±9.40, 38.4±8.01, 그리고 39.0±8.03mm

를 나타내어 복부의 두께가 줄어듦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복부 지방층의 두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술 전과

시술 종료 후 복부 CT를 촬 하여 비교한 결과 시술 전 평

균은 3.79±0.92cm 고, 시술 종료 후에는 3.77±0.84

cm를 나타내어 지방층이 0.2mm감소하 으나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만정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BMI(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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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kg)÷키(m)의 제곱)를 이용하여 SBV의 시술에 따

른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시술 전에 임상자원자의 BMI는

27.33±6.44 고, 최종에는 27.20±6.10을 나타내어

시술이 진행될수록 비만의 지표를 나타내는 BMI의 값이

줄어듦을알수있었으나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는않았다. 

SBV의 시술을 통하여 복부의 온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술 전과 10회 시술 후,

그리고 20회 시술 후에 복부의 체온을 적외선 체열 측정

기(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System, IRIS

5000)로 측정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 다. 그 결과 시술 전

에는 35.86±1.26℃ 고, 최종에는 36.00±1.36℃를

나타내어 복부의 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성

은 나타내지 않았다.

Sweet BV의 복부 시술이 인체에 어떠한 향을 나타

내는지를 알아보고자 간 기능을 관찰하기 위하여 AST와

ALP를, 그리고 혈중 지질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otal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 그리고

triglyceride를 시술 전과 시술 10회 후, 그리고 최종 20

회 시술 후에 3회를 측정하여 비교하 다. 그 결과 Sweet

BV의 처치는 모든 검사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SBV가 복부비만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래의 의도에 비하여 시험

군의 숫자가 적었고, 변화가 크지 않아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둘째, 시술과정에서 SBV를 고용량으로 시술하다보니

SBV가 유발하는 통증이 비교적 심하여 50%의 자원자가

중도에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 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적게는 주 1회, 많게는 주 3회의 시술과 SBV의

총 시술량이 1인당 178mL에 이르는 고용량 요법을 통해

서도 환자들의 간 기능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아 이

는 향후 혹시 제기될 SBV의 간 독성에 한 소중한 자료

로 제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SBV가 국소비만 치료에 유효할 가능성이 있음

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예를 들면 지방전구

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을 차단하고, 지방세포

를 분해하여 복부의 두께가 줄고, 지방층이 감소하는 등의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의 섭취제한이나 운동 등

을 통한 추가 열량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비

만치료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상식적인 결론을 본 연구

를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한 후향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소 비

만 치료가 한방의 우수한 의료행위로 자리 잡길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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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결여 등은 자아 상실이나 자살 등의 극단적 사회

병리로 작용할 수 있다14). 또한 외모지상주의와 웰빙 열풍

으로 인하여 현재 다이어트 시장은 매년 40% 이상 성장

하고 있고15), 이에 한 시 적 요구를 외면하기에는 너무

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의학에서는이미前漢時代의醫書인<黃帝內經�樞 �

衛氣失常編>에서 사람의 체형을 肥人, 膏人, 肉人으로 분

류하 고16), <東醫寶鑑>에서도“凡人之形, 長不及短, 大不

及小, 肥不及瘦”라 하여17) 오래 전부터 비만에 한 병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질병의 치료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음

은 물론이다. 

비만의 치료를 위하여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법은 식이

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행동교정요법 등18,19)

이 있고, 국내에서도 한약20-25)이나 이침26), 전침27), 약침28,29)

등을 이용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들은 국소비만 치료제 개발의 일환으로 현재 임상

에서 사용되고 있는 봉독과 봉독에서 allergen으로 작용

하는 효소성분을 제거한 Sweet BV6-7)가 비만치료제로 가

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기획하 다.

SBV는 그동안의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전신즉시형 과

민반응이나 국소 즉시형 allergy반응을 유의하게 억제하

음이 보고된 바 있다7,30).

또한 퇴행성 슬관절염이나 염좌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봉약침과 차이가 없거나 더욱 우수한 효능이 있음

이 보고되고 있다8-10).  저자들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하여

SBV가 국소 비만 치료제로 적절한 지를 알아보고자 Rat

의 지방 전구세포를 이용하여 지방세포의 분화능 억제효

과와 성숙지방세포의 분해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고,

돼지의 지방조직에서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우수

한 분화능 억제효과와 성숙지방세포의 분해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11).

본 연구는 인체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 국소 비

만 치료제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한

검증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의 광고를 통

한 공개 모집 방법으로 복부의 비만을 호소하는 건강한 임

상자원자들의 지원을 받아 SBV의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진행과정에 한 설명과 지원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시

험을 진행하 다.

현 병력이 있거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등에 이상소견

이 있는 자, 벌의 독에 과민 반응의 과거력이 있는 자 등은

시험에서 제외되었고, 본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총 20

명의 자원자를 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단 본 연

구는 SBV의 국소 비만 치료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으로 기획되었으므로 자원자 모두에게 음식물의 섭취 제

한이나 운동량의 인위적인 증가가 본 연구의 결과에 향

을 미치지 않도록 생활에 변화를 주지 말 것을 협조 요청

하 다.  

시술 전 검사로는 비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Inbody 3.0

을 이용한 체중, 체지방, 복부 지방 등을 측정하 고,  복

부의 지방 두께를 고르게 측정하기 위하여 배꼽 양방에서

칼리프(Skynex system, Germany)로 좌우의 두께를 측

정한 후 2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 다. 혈액학적 검사로

는 AST, ALT 등의 간 기능 검사와 혈중 지질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otal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

그리고 triglyceride를 측정하 다. 

복부 지방층의 정확한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복부

CT검사를 시행하 고, 복부 체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하여 적외선 체열 측정기(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 System, IRIS 5000)로 복부의 온도를 측정하

다. 

각각의 검사들은 모두 20회의 시술 과정에서 적게는 1

회, 많게는 4회 추적 관찰되었고, 그 변화를 분석하 다. 

시험 과정에서 시술 시 복부의 통증이나 가려움, 개인적

인 사정 등으로 총 20회의 치료를 수행하지 못한 10명의

자원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시술과 검사를 모

두 수행한 10명만이 분석의 상이 되었다.

그결과시험군의평균체중은시술전에는67.5±17.2㎏

에서 최종에는 67.1±16.3kg을 나타내어 5회 시술 구간

에서 약간의 체중 증가를 나타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지만모든구간에서유의한결과를나타내지는않았다.

복부의 지방 두께에 SBV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칼리프(Skynex system, Germany)를 이용

하여 복부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시술 전 임상자원자의 평

균 두께는 50. 9±11.6mm 으나 시술 과정에서 48.9±

11.3, 41.3±9.40, 38.4±8.01, 그리고 39.0±8.03mm

를 나타내어 복부의 두께가 줄어듦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복부 지방층의 두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술 전과

시술 종료 후 복부 CT를 촬 하여 비교한 결과 시술 전 평

균은 3.79±0.92cm 고, 시술 종료 후에는 3.77±0.84

cm를 나타내어 지방층이 0.2mm감소하 으나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만정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BMI(body ma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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