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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e single dose toxicity of pure melittin(Sweet Bee
Venom-Sweet BV) extracted from the bee venom by utilizing protein isolation method of gel filtra-
tion.  

Methods: All experiments were conducted at Biotoxtech, a non-clinical studies authorized institution,
under the regulation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Six weeks old female Sprague-Dawley rats
were chosen for the pilot study and determined 30㎎/㎏ which is 4285 times higher than the clinical
application dosage as the high dosage, followed by 15 and 7.5㎎/㎏ as mid and lose dosage, respec-
tively. Equal amount of excipient to the Sweet BV experiment groups was administered as the control
group.

Results:

1. No mortality was witnessed in all of the experiment groups.

2. Hyperemia and movement disorder were observed around the area of administration in all groups,
and higher occurrence in the higher dosage groups. Hyperemia and movement disorder diminished
with elapsed time.

3. For the weight measurement, male groups showed larger reduction in weight in accordance with
higher dosage. Female groups didn't s how significant changes.

4. To verify abnormalities of organs and tissues, cerebellum, cerebrum, liver, lung, kidney, and spinal
nerves were removed and conducted histological observation with H-E staining. No abnormalities
were detected in any of organs and tissues. 

5. One female rat in the 30㎎/㎏ group had amputated toe near the administered area and histopatho-
logical finding was hemorrhage with inflammation. This is presumed as a secondary infection after
the administration of Sweet BV. 

Conclusion: Above findings suggest Sweet BV is relatively s safe treatment medium. Further studies
on the subject should be conducted to yield more concrete ev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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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봉약침요법이란 살아 있는 꿀벌(̀Apis melifera)의 독 낭에 들어있는 독을 추출·정제하여 질병과 유관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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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혈에 주입함으로써 자침의 효과와 벌의 독이 지니고

있는 생화학적인 약리작용을 질병의 치료에 이용하는 신

침요법을말한다1).

벌의 독은 진통, 소염 효과2-3)가 우수하고 항암 및 면역

효과4)가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퇴행성 관절염5-7)이나 류마

티스 관절염8-9), 추간판 탈출증10-12), 편타 손상 등13-14)에 유

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술 후에 나타나는 알

레르기 반응, 즉 시술부위가 붓고 가려우며 시술 시의 통

증 유발 등의 국소 알레르기 반응과 벌의 독에 과민한 체

질에서 발생하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anaphylactic

shock) 등은임상에서시술자와환자들이본치료법을우

려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고, 봉약침요법의대중화에가

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연구

가 시도되었고, 그 결과로 개발된 것이 Sweet Bee

Venom(특허 제 10-0744755-이하 Sweet BV)이다15).

Sweet BV는 건조 봉독에서 약 40-50%를 차지하는 분

자량 2840의 순수 melittin으로16), gel filtration이라는

단백질 분리기법을 이용하여 벌의 독에서 정제하여 얻어

진다15). 이미 melittin은 소염, 진통, 항암 효과 등이 있음

이많은연구보고17-18)를통하여알려져있으나이러한연구

는 대부분 실험실 내에서 melittin의 미량 사용으로 이루

어진결과물로의료용치료제제로서의대중화나산업화의

개념과는거리가있다. 

이에 저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독성시험기준(식품

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0호)에 근거하여 Sweet BV

의 Sprague-Dawley계암수 6주령 rat에단회근육시술

시 나타나는 독성을 평가하고, 개략의 치사량을 구하고자

독성시험을진행한결과유의한결과를얻어보고하는바

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Sweet BV의 조제 및 조제물의 분석

동결 건조 후 무균실에서 정제된 Sweet BV를 전자저

울 (̀LA230S, CP323S, Sartorius, Germany)로측량하

여조제병에넣고, 부형제를일부넣어 vortex mixer로용

해시키고, 부형제를가하여규정농도 (̀37.5, 75 및 150㎎

/㎖)로조제하 다. 조제물은시술당일에조제하여사용하

다.

2. 실험동물

1) 실험동물및사육환경

실험에사용된동물은 6주령의 Sprague-Dawley rats

를사용하 고, 수컷의평균체중은 194.6±5.8g, 암컷은

144.9±7.3g이었다. 실험동물의 반입 시 동물의 외관 검

사를 실시하고, 전자저울 (`CP3202S, Sartorius,

Germany)로 체중을 측정하 다. 7일간의 순화기간 중에

매일 1회일반증상을관찰하 다. 순화기간종료일에체중

을측정하고, 일반증상및체중변화 (̀Appendix 1)를확인

하여모든동물에이상이없음을확인하 다.

실험실의 온도는 21.6~23.7℃, 습도는 38.7~59.3%

를 유지하 고, 실험동물용 고형사료(̀Teklad Certified

Irradiated Global 18% Protein Rodent Diet 2918C)

와 물은 충분히 공급하 다. 모든 실험은 식품의약품안전

청고시 제2005-79호(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의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규정을 준수하여 비임상시

험인증기관인(주)바이오톡스텍에서시행하 다. 

2) 군의분리

군분리는모든동물에대하여순화종료일 (군분리일)에

실시하 다. 군분리일의평균체중에가까운암수각 20마

리를 선발하 다. 선발한 동물을 각 군 평균체중이 균등하

도록무작위로암수각4군, 군당5마리로군을분리하 다. 

3) 1회시술용량의설정

Sweet BV의 임상적용 예정용량인 약 0.1~0.4㎎/hu-

man/회 (성인 60kg 기준시최대 0.007㎎/㎏)을참조하여

예비시험 (̀Study No.: B09121P)으로 30, 20 및 10㎎/

0.2㎖/㎏을암수각 1 마리에단회근육(좌측대퇴부) 시술

한결과사망한개체가관찰되지않았다. 따라서임상적용

예정용량의 약 4285배인 30㎎/㎏을 고용량으로 설정하

고, 15 및 7.5㎎/㎏을 중용량 및 저용량으로 설정하 다.

대조군에는시험물질시술군과동일한액량의부형제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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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시술용량

(㎎/㎏)
시술량
(㎖/㎏) 수컷 암컷

G1대조군 0 0.2 5 (1101~1105) 5 (2101~2105)

G2저용량군 7.5 0.2 5 (1201~1205) 5 (2201~2205)

G3중용량군 15 0.2 5 (1301~1305) 5 (2301~2305)

G4고용량군 30 0.2 5 (1401~1405) 5 (2401~2405)

동물수 (개체번호)



술하여비교관찰하 다. 

3. 관찰 및 검사

1) 일반증상관찰

시술당일(̀0일)에는 시술 후 30분까지는 빈번하게 1, 2,

4 및 6시간째에 일반상태 (독성징후의 종류, 발현시기, 회

복시기 등) 및 사망유무 관찰하 다. 시술 후 1일부터 14

일까지는매일 1회일반증상을관찰하 다.

2) 체중측정

체중은 시술당일 (시술 전), 시술 후 1, 3, 7일 및 14일

(부검일)에측정하 다. 

3) 부검

관찰기간종료후, 모든생존동물에대해서 CO2가스마

취하에배대동맥에서방혈하여안락사시키고부검하 다.

4) 조직병리학적검사

부검을 실시한 대조군 및 고용량군의 모든 동물에 대하

여 뇌(̀brain), 간(̀liver), 폐(̀lung), 신장(̀kidney), 척수신

경(̀spinal cord) 등의 장기와 육안소견이 관찰된 조직인

암컷 고용량군의 발가락을 적출하여 10% 중성완충 포르

말린용액(̀neutral buffered formalin)에고정하 다.

고정한 조직은 삭정, 탈수 및 파라핀 포매 등의 일반적

인 조직처리과정을 거쳐 조직절편을 제작하여 박절한 후,

Hematoxylin & Eosin (̀H-E) 염색을실시하 다.   

4.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체중 결과는 SAS (̀version 9.1.3,

SAS Institute Inc., U.S.A.)를 사용하여 검정하 고,

Bartlett test를 실시하여 등분산성을 검정하 다

(̀p<0.05). 그결과, 등분산인경우,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실시하여 유의성이 관찰되면

Dunnett's t-test의 다중검정을 실시하 다(`p<0.05,

p<0.01).

III.  결과

1. 개체의 사망유무 및 일반증상 관찰

관찰기간 동안, 모든 실험군에서 사망 개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일반증상의 관찰에서 Sweet BV 7.5

㎎/㎏ 시술군에서 시술당일 수컷 2마리 및 암컷 3마리에

서 시술직후부터 보행이상(̀abnormal gait) 및 좌측 후지

(시술 측)의 충혈(̀hyperemia)이 관찰되었다. 수컷 2마리

에서시술후 1일부터 14일까지충혈또는보행이상이관

찰되었고, 암컷 1마리에서시술후 1일에보행이상이관찰

되었다(̀Table 2, Appendix 2).  

Sweet BV 15㎎/㎏ 시술군에서 시술당일 수컷 5마리

및 암컷 3마리에서 시술직후부터 보행이상 및 좌측 후지

의 충혈이 관찰되었고, 수컷 3마리에서 시술 후 1일에 충

혈이 관찰되었다. 시술 후 1일부터 14일까지 1~4마리에

서 보행이상이 관찰되었고, 암컷은 시술 후 1일부터 3일

까지보행이상또는충혈이 2~3마리에서관찰되었다.  그

외, 암컷 1마리의 좌측 후지의 발가락에서 시술 후 1일에

출혈(̀hemorrhage)이관찰되었고, 시술후 2 및 3일에가

피형성(̀crust formation)이관찰되었다. 

Sweet BV 30㎎/㎏ 시술군에서시술당일수컷 4~5마

리 및 암컷 5마리에서 시술직후부터 보행이상 및 좌측 후

지의 충혈이 관찰되었다. 암수 각 4마리에서 시술 후 1일

에충혈이관찰되었으며, 시술후 1일부터 14일까지수컷

3~4마리, 암컷 4마리에서보행이상이관찰되었다. 그외,

암컷 1~2마리의좌측후지의발가락에서시술후 1일부터

산발적으로 창상(̀wound), 출혈 및 가피형성 또는 종창

(̀swelling)이 관찰되었고, 그 중 1마리에서는 창백(̀pale-

ness)이관찰되었다(̀Fig. 1). 

2. 체중변화

관찰기간동안, 수컷 7.5㎎/㎏ 시술군에서대조군과비

교시시술후 7일및 14일에서, 15㎎/㎏ 시술군에서시술

후 3일및 7일에, 30㎎/㎏ 시술군에서시술후 3, 7 및 14

일에 유의성 있는 체중감소가 확인되었고, 암컷 시술군에

서는 전 실험군에서 유의한 체중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지

만 30㎎/㎏ 시술군에서 대조군과 비교시 시술 7일 및 14

일에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2,

Table 3, Appendix 3)

3. 부검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

부검시, Sweet BV 시술군전개체에서시술부위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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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시험물질에 의한 향으로 판단되는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 암컷 30㎎/㎏ 시술군에서 좌측 후지

의 발가락 절단(̀amputation, left hindlimb)이 1례(개체

번호: 2405)에서관찰되었다.

암수 대조군 및 30㎎/㎏ 시술군의 뇌, 척수, 간, 폐, 신

장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시험물질에

의한 향으로 판단되는 이상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 3-7).

부검시 절단 소견이 관찰되었던 암컷 30㎎/㎏ 시술군

개체의 발가락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염증을 동

반한출혈 (̀hemorrhage, with inflammation) 소견이관

찰되었다(̀Table 4-5., Appendix 4-5, Fig. 8). 

IV.  고찰

毒(̀poison, toxin, toxicant)이란“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소량이체내로들어오면, 생체조직에기능적혹은

형태적으로 장애를 주거나 혹은 치사작용을 일으키는 물

질”로정의된다19). 

한의학에서도 약재에 대하여 有毒, 無毒 등의 표현으

로 독성을 분류하여 임상에 사용하고 있고, 본초학의 고

서인 神農本草經에서도 독성의 强弱에 따라 上藥, 中藥,

下藥의세가지로나누어上藥은거의無毒하면서장기간

복용하여 輕身益氣, 不 延年 등의 효능이 있는 약으로,

中藥은약간의독성을지니면서질병의예방과치료에사

용되는 약으로, 下藥은 독성이 강하여 장기간의 복용이

곤란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강한 약재로 구분하

고있다.

어떤 물질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

이일으킬수있는급성또는만성적인유해작용과이들

유해 작용 각각의 용량-반응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러한정보를얻기위해가장중요한것이바로동물을이

용한 시험성적이다. 즉, 독성실험은 의약품 등의 시험물

질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20). 독성연구의 주요목적은 신약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임상적 용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것으로, 독성실험은크게급성독성실험(단회투

여 독성시험), 아급성 독성실험(̀1개월 반복투여 독성시

험), 그리고 만성독성실험(̀3개월 이상 반복투여 독성시

험)으로나눈다19).

일반적으로화학적물질은그것자체가대사물이나생

체부위에 독성 발현을 할 정도의 농도나 충분한 시간에

도달하지않는한유해작용이나독작용을나타내지않는

다. 특이적화학물질(독성물질)로인한독성반응은물질

의물리-화학적특성이나노출경로, 생체계또는사람의

감수성(̀susceptibility)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독성의측정은다방면에서실시되어야한다. 특

이적화학물질의노출상태에따라독성에 향을미치는

주요 인자는 투여경로, 시간, 빈도 등이 있다. 노출 경로

는 독성 발현에 큰 변화를 나타내는데 생체 내에 노출되

는경로에따라정맥내> 흡입 > 복강주사 > 피하주사 >

근육주사 > 내피(경피) >경구 > 국소의 순으로 빠르고 강

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19).

노출 기간과 빈도도 독성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

자인데 동물학자들은 동물의 노출을 급성, 아급성, 아만

성, 만성의 4가지범주로나눈다. 급성은 24시간내의노

출을, 아급성은 1개월또는 1개월이내의노출을, 아만성

은 1-3개월 간, 만성 노출은 3개월 이상을 말한다. 노출

의방법도독의작용에차이를가져올수있는데, 이에따

라단회투여, 혹은반복투여로나누어평가한다.

화학물질의원치않는독성효과에대한기준을마련하

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랜 기간 독성의 성적

수집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시험계획지침서(̀testing pro-

tocol guideline)와 급·만성 도는 특수 독성 시험에 관

한지침이공포되어적용되고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도 독성시험기준21)을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고, 이러한 시험은 모두 Good Laboratory

Practice(̀GLP) 규정에 의해 평가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22)에서도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첫째, 기원및발견의경위(배합목적및용도에관

한자료포함), 둘째, 물리화학적성질, 규격에관한자료,

셋째, 안정성에 관한 자료, 넷째, 독성에 관한 자료(보존

제및타르색소의경우에는신약의첨부자료에준하며그

외에는단회투여독성, 반복투여독성, 기타필요한독성시

험자료)를제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봉약침의 원료인 봉독의 주요 성분은 크게 효소, 펩티

드, 저분자유기물질로나눌수있고현재까지약 40여개

의물질이보고되고있다16). 

봉약침은 살아있는 꿀벌(서양종 일벌-Apis mellifer-

a) 독낭에서 봉독을 추출, 가공하여 약침제제로 만든 후,

변증을통하여선정된혈위에적정량주입함으로써침자

극과 봉독의 약리학적 자극을 동시에 응용하는1)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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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의학의 한 분야이다. 그동안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봉약침은진통소염효과2-3)가있고, 면역계에작용하며8-9,

17-18) 이미 많은 임상 보고를 통하여 퇴행성 슬관절염5-6)이

나 고관절염7), 류마티스 관절염8-9), 요추간판 탈출증10-12),

중풍후유증13-14)등의질환이나다발성경화증23),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4), 그리고 근이 양증25)과 같은 난치성 질환

에도유의한치료효과가있음이보고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과 같이 벌의 독에 노출되었을 때

도과민한면역반응이나타날수있고, 특히치명적인아

낙필락시 반응은 봉약침의 임상 사용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어26-28)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봉약침의 항원

역할을 하는 효소인 phospholipase A2(이하 PLA2)나

hyaluronidase 등의 고분자 물질과 histamine 등의 저

분자물질을함께제거하고, 벌의독에서가장주된성분

인 melittin만을 분리 정제한 Sweet BV가 개발되었고
15), 선행연구를통하여봉약침에의한아나필락시반응의

위험과국소알레르기반응을낮출수있음이보고29-30)된

바있다.  

Melittin은 2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peptide로

벌의 독에서 건조 중량 40-50%를 차지하는 분자량

2840의 수용성 물질이다15)(̀Fig. 9). Melittin은 벌의 독

에서 가장 중요한 allergen인 PLA2를 활성화시키고 세

포막에구멍을뚫어파괴시키는작용이있는것으로알려

져있는데이러한작용은 melittin의구조(̀Fig. 12)와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각각의 사슬은 두 개의

나선구조로 되어 있고, 모두 휘어진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구조는세포의용해작용이용이하고, 따라

서 melittin이 암세포의 사멸이나 소염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미이전의보고18, 31)에서 melittin은 nuclear factor-κ

B(이하 NF-κB)의 활성을 조절하여 lipopolysacch-

aride(̀LPS),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그리고

sodium nitroprusside(̀SNP)의활성을저해하여염증의

활성을억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NF-κB는면역과염증에관여하는많은유전자들을조

절하는 인자이며 세포자멸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NF-κB군에는 NF-κB1(̀p50), NF-κB2(̀p52),

Rel 단백인 RelA(̀p65), RelB, c-Rel 등이있는데 NF-κ

B p50은 암세포의 발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현되는 단

백으로특히대장, 직장암의발생과정에서증가하는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33) 암의 진행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백

질이다. Melittin은 NF-κB p50의활성을저해하고이를

통해류마티스관절염과같은염증성질환을억제하는것

으로보고되고있다. 

독성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반수치사량(이하 LD50)은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전에 권 등이 보고34)한 바에 따르

면 Sweet BV는 벌의 독에서 PLA2나 hyaluronidase

등과 같은 효소(고분자 물질)만을 제거하 을 때 시술부

위별 LD50은 15-20㎎/㎏에 분포하 다. 하지만 추가적

인연구를진행하여 histamine 등의저분자물질을함께

제거하는 것이 시술시의 통증이나 국소적인 알레르기를

제거하는 데 더욱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현재에는 99.9%

melittin만으로 Sweet BV가구성되어있다(̀Fig. 11).

본연구에서는이전의결과를바탕으로 Sweet BV를

암ㆍ수 SD rat에 7.5㎎/㎏, 15㎎/㎏ 및 30㎎/㎏ 의 저,

중, 고용량으로 구분하여 단회 근육부위에 시술시 나타

나는 독성반응을 관찰하고, 개략의 치사량을 구하고자

하 다. 

실제 임상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량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고용량군에 1회 시술한 30㎎/㎏은 체중 대비

약 428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험군에서사망한개체가관찰되지않았다. 

이는 Sweet BV의 LD50이 30㎎/㎏ 이상임을 의미한

다. 즉 histamine 등의 저분자 물질 제거를 통하여

Sweet BV의독성이저분자물질을제거하기이전에비

하여많이약화되었음을알수있었다.   

실험군의 일반증상 관찰에서 모든 시술군에서 시술직

후부터보행이상및좌측후지(시술측)의충혈이공통적

으로관찰되었다. 이러한반응은 melittin의세포파괴작

용과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대부분의실험군

에서시간이경과할수록이상소견은점차감소하는것으

로나타났다. 

암컷일부개체에서관찰된창상, 출혈, 가피형성, 종창

또는 창백은 시험물질의 시술 후, 시술부위에 대한 동물

의행동(가려움)에기인하여발생한 2차적인감염증상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절단된 발가락의 부검소견을 관찰한

결과 역시 염증을 동반한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Fig.

8).

체중의 변화 관찰에서 수컷 시험물질시술군의 체중감

소가시간대별로인정되었고, 암컷 30㎎/㎏시술군의체

중감소 경향도 관찰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

았다. 이러한 체중의 감소는 Sweet BV의 시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통증, 염증 반응 등이 향을 미친 것으로 사

료된다. 

Sweet BV의 rat를 이용한 단회 근육시술 독성시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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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와 간, 폐, 신장, 척수 신경 등 장기나 조직의 이상

유무를확인하기위하여시도된고용량군의부검및조직

병리학적소견을관찰한결과 Sweet BV의시술에의한

장기나조직의이상유무는인정되지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 Sweet BV의 치사량은 암수 모두

30㎎/㎏을 상회하며 이전의 보고에 비하여 더욱 안전하

고, 장기나 조직에 조직학적 이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향후 Sweet BV에 대한 반복투여독성을

시행하여 중·장기적인 독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사려된다. 

V.  결론

본연구는단백질분리기법인 gel filtration을통하여

벌의 독에서 추출한 Sweet BV(순수 melittin)의 단회

독성을 평가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의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규정을 준수하여 시도되었

다. 그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모든실험군에서사망한개체가관찰되지않았다.

2. 모든 실험군에서 시술 부위를 중심으로 충혈 또는

보행이상 등이 관찰되었고, 고농도군일수록 발생 빈도는

높았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충혈 또는 보행이상이

감소되는경향을나타내었다. 

3. 체중의변화를측정한결과수컷실험군에서농도가

높을수록 대조군에 비하여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암컷 실험군에서는 모든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않았다.

4. 장기와 조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종료 후 소뇌, 대뇌, 간, 폐, 신장, 그리고 척수신경 등을

적출하여 H-E staining을이용한조직학적관찰을시도

하 다. 그결과어떤장기와조직에도이상유무가발견

되지않았다.

5. 시술부위와인접한발가락의절단소견이관찰되었

던암컷 30㎎/㎏시술개체의발가락에대한조직병리학

적검사결과, 염증을동반한출혈소견이관찰되었다. 이

는 Sweet BV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이 원

인인것으로추정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weet BV는 약침으로

임상에사용하기에비교적안전한치료제임을알수있었

다. 향후이에대한보다다양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

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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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Body weights of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dy
in male SD rats.

Fig 2. Body weights of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dy
in female S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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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issue of cerebellum from single dose test of Sweet Bee Venom(melittin-30㎎/㎏) in SD rats. 
SD rats were treated one time with 30㎎/㎏ dose of Sweet Bee Venom, but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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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tissue of cerebrum from single dose test of Sweet Bee Venom(melittin-30㎎/㎏) in SD rats. 
SD rats were treated one time with 30㎎/㎏ dose of Sweet Bee Venom, but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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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tissue of liver from single dose test of Sweet Bee Venom(melittin-30㎎/㎏) in SD rats. 
SD rats were treated one time with 30㎎/㎏ dose of Sweet Bee Venom, but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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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tissue of lung from single dose test of Sweet Bee Venom(melittin-30㎎/㎏) in SD rats. 
SD rats were treated one time with 30㎎/㎏ dose of Sweet Bee Venom, but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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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tissue of spinal cord from single dose test of Sweet Bee Venom(melittin-30㎎/㎏) in SD rats. 
SD rats were treated one time with 30㎎/㎏ dose of Sweet Bee Venom, but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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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tissue of left toe from single dose test of Sweet
Bee Venom(melittin-30㎎/㎏) in SD rats. 
Only one female SD rat was showed severe inflam-
mation in a left toe and pathological change was
detected by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
100) 

Fig. 9 Most probable conformations of melittin.
Melittin is a polypeptide chain of 26 amino acids,
without any S-S bridge, the N-terminal part of
which is cluster of mainly hydrophobic residues,
followed by a strongly basic C-terminal portion.   

NH2-Gly-Ile-Gly-Ala-Val-Leu-Lys-Val-Leu-Thr-Thr-Gly-

Leu-Pro-Ala-Leu-Ile-Ser-Trp-Ile-Lys-Arg-Lys-Arg-Gin-
Gin-CONH2

Fig. 10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of oligomeric
melittin.
The packing of melittin chains in the tetramer.
Chain A is the chain built into the electron density
map. Chain B is associated with chain A through
an 2-fold axis approximately perpendicular to this
page. Chain C and D are associated with chains A
and B through a percise 2-fold axis almost in the
plane of the page, as indicated.

Fig. 11 HPLC analysis of Sweet BV. Sweet BV was consist
of 99.9% pure melittin by HPL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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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rtality and approximate lethal dose of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dy in SD rats (Group summary)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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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signs of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dy in SD rats (Group Sunmmary)



Sweet BV의 rat를 이용한 단회 근육시술 독성시험 21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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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ody weights of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dy in SD rats (Group sun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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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ecropsy findings of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by in SD rats (Group summary)

Table 5. Histopathological findings of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dy in SD rats (Group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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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Body weights during an acclimation period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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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linical signs of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dy in SD rats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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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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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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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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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Body weights of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dy in SD rats (Individual)



대한약침학회지 제12권 제4호(2009년 12월)30

Appendix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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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Necropsy findings of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dy in SD rats (Individu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