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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e single dose toxicity of Sweet Bee Venom(Sweet
BV) extracted from the bee venom in Beagle dogs.  

Methods : All experiments were conducted under the regulation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at Biotoxtech Company, a non-clinical study authorized institution. Male and female  Beagle dogs of
5-6 months old were chosen for the pilot study of single dose toxicity of Sweet BV which was admin-
istered at the level of 9.0 ㎎/㎏ body weight which is 1300 times higher than the clinical application
dosage as the high dosage, followed by 3.0 and 1.0 ㎎/㎏ as midium and low dosage, respectively.
Equal amount of excipient(normal sa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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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eriment groups, and higher occurrence in the higher dosage treatment. 

3. For weight measurement, Neither male nor female groups showed significant changes.

4. To verify abnormalities of organs and tissues, thigh muscle which treated with Sweet BV, brain,
liver, lung, kidney, and spinal cords were removed and histologocal observation using H-E staining
was conducted. In the histologocal observation of thigh muscle, cell infiltration, inflammation, degen-
eration, necrosis of muscle fiber,  and fibrosis were found in both thigh tissue. And the changes
depend on the dose of Sweet BV. But the other organs did not showed in any abnormality. 

5. The maximum dose of Sweet BV in Beagle dogs were over 9 ㎎/㎏ in this study.  

Conclusions : The abov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weet BV is a relatively safe treatment
medium. Further studies on the toxicity of Sweet BV should be conducted to yield more concrete evi-
dences.

※ Corresponding author : Ki Rok Kwon.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283, Woosan-dong, Wonju-si, Kangwon-do, 220-955, South Korea. 
Tel:+82-33-741-9257   E-mail:beevenom@paran.com

Key Words:
Melittin, Sweet Bee
Venom, 

single dose toxicity,
Beagle dog

Received : 10. 08. 23

Revised : 10. 11. 09

Accepted : 10. 11. 11

윤휘철ㆍ이광호ㆍ권기록*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I. 서론

봉약침요법이란살아있는꿀벌(Apis melifera)의독낭

에 들어있는 독을 인위적으로 추출·정제하여 질병과 유

관한부위및경혈에주입함으로써자침의효과와벌의독

이 지니고 있는 생화학적인 약리작용을 질병의 치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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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신침요법을말한다1).

벌의 독은 진통, 소염 효과2-3)가 우수하고 항암 효과4)가

있음이보고되었으며퇴행성관절염5-7)이나류마티스관절

염8-9), 추간판 탈출증10-12), 편타 손상 등13-14)에 유효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술 후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

응, 즉 시술부위가 붓고 가려우며 시술 시의 통증 유발 등

의국소알레르기반응과벌의독에과민한체질에서발생

하는전신알레르기반응(anaphylactic shock) 등은임상

에서 시술자와 환자들이 본 치료법을 경계하는 주요 원인

이되고있고, 봉약침요법의대중화에가장큰걸림돌로작

용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연구

가 시도되었고, 그 결과로 개발된 것이 Sweet Bee 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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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BV는건조봉독에서약 40-50%를차지하는분자

량 2840의 순수 melittin으로16), gel filtration이라는 단

백질 분리기법을 이용하여 얻고 있다15). 이미 melittin은

소염, 진통, 항암효과등이있음이많은연구보고17-18)를통

하여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실험실 내에서

melittin의미량사용으로이루어진결과물로의료용치료

제제로서의 의미 있는 연구 자료나 산업화의 개념과는 거

리가있었다. 

이에 저자는 최근 김 등19)이“Sweet BV의 rat에 대한

단회근육시술독성시험”을보고한연속연구의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0호)에근거하여비설치류인비 견을대상으로

Sweet BV를근육시술하여단회독성을평가한바, 유의

한결과를얻었기에보고하는바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Sweet BV의 조제

Sweet BV를 전자저울 (LA230S, CP323S, Sartori-

us, Germany)로 측량하여 조제병에 넣고, 부형제(nor-

mal saline)를일부넣어 vortex mixer로용해시키고, 실

험에 필요한 농도로 만들어 사용하 다. Sweet BV는 시

술당일에조제하여사용하 다.

2. 실험동물

2.1. 실험동물 및 사육 환경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5∼6개월령의 Beagle 견

(Beijing Marshall Biotechonology, China)으로 암·

수각각 3마리씩입수하여사용하 다. 입수시수컷의체

중은 7.14∼7.54 ㎏이었고, 암컷은 6.79∼6.97 ㎏이었

다. 입수 후 14일간의 검역·순화 기간 중 매일 1회씩 일

반증상을관찰하 고, 주 1회체중을측정하 으며검역기

간 종료 후에도 건강상태를 확인하 다. 실험실의 온도는

19.1∼22.6 °C, 습도는 39.0∼68.3%를 유지하 고,

실험동물용개사료(Agribrands Purina, Korea)는마리

당 250 g씩, 물은충분히공급하 다. 모든실험은식품의

약품안전청고시 제2005-79호(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의

Good Laboratory Practice(이하 GLP) 규정을준수하여

비임상시험인증기관인(주)바이오톡스텍에서시행하 다.

실험개시시수컷의체중은 7.99∼8.34 ㎏이었고, 암

컷은 7.47∼7.83 ㎏이었다.    

2.2. 군의 분리

군분리는검역·순화기간종료후체중을기초로하여

암·수각각대조군 1마리, Sweet BV 시술군 2마리씩분

리하 다.

2.3. 1회 시술 용량의 설정 및 시술

Sweet BV의 임상적용 예정용량이 약 0.1∼0.4 ㎎/1

회 (성인 60 kg 기준시최대 0.007 ㎎/㎏)인것을참조하

여 임상적용 예정용량의 약 1300배인 9 ㎎/㎏을 고용량

으로 설정하고, 1 및 3 ㎎/㎏을 저용량 및 중간 용량으로

설정하 다. 대조군에는시험물질시술군과동일한액량의

부형제(normal saline)를 시술하 다. 먼저 모든 실험군

의 좌측 대퇴부에 1 ㎎/㎏을 시술한 후 저용량으로 인한

변화를 1주일간관찰하 고, 관찰이끝난후 3 ㎎/㎏을우

측대퇴부에시술한후 1주일간관찰하 으며, 고용량으로

설정된 9 ㎎/㎏을 좌측 대퇴부에 시술한 후 최종 13일까

지매일체중측정을, 14일까지일반증상을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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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G1대조군

G2   Sweet   BV 군

시술용량

(㎎/㎏)

0→0→0

1→3→9

시술량

(㎖/마리)

0.1

0.1

수컷

1 (1101)

2 (1201, 1202)

암컷

1 (2101)

2 (2201, 2202)

동물 수 (개체번호)



3. 관찰 및 검사

3.1. 일반증상 관찰

시술당일 (0일)에는시술후 30분과 1, 2, 4 및 6시간째

에 운동성, 자율신경계의 기능 및 배설물 등에 대한 일반

증상을 관찰하 다. 시술 후 2일째부터는 1일 2회 관찰하

고, 빈사나사망동물의유무를확인하 으며, 최종시술

후 14일까지매일 1회일반증상을관찰하 다. 

3.2. 체중측정

체중은시술당일(시술전), 시술후 1, 3일째, 그리고최

종시술후 1, 3, 7 및 13일에측정하 다. 

3.3. 부검

관찰기간종료후, 모든개체는마취하(thiopental sodi-

um, 중외제약)에방혈하여안락사시킨후부검하 다.

3.4. 조직병리학적 검사

부검을 실시한 대조군 및 실험군의 모든 동물에 대하여

뇌(brain), 간 (liver), 폐(lung), 신장(kidney), 척수 (spi

nal cord) 등의장기와시술부위인대퇴부의조직을적출

하여 10% 중성완충 포르말린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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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처리

실험군을 암수 각각 2마리로 하여 모든 결과에 대한 통

계처리는시행하지않았다. 

III. 결과

1. 일반증상 관찰

실험기간동안, Beagle의암·수모두에서사망개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증상의 관찰에서 Sweet BV의 저

용량인 1.0 ㎎/㎏ 시술 후 실험군 모두에서 약 5-10초간

심각한 통증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었고, 그 후 체온의 하

강, 경도의창백, 약간의보행이상, 그리고시술부위의종

창이 관찰되었다(Table 1). 시술 후 약 6시간이 경과하자

종창이외의모든증상은소실되었고, 종창은 5일간지속

되었다. 

Sweet BV 3 및 9 ㎎/㎏ 시술후역시통증에대한예

민한반응과, 보행이상, 그리고시술부위의종창이관찰되

었고, 종창은 5-7일간 지속되었다. 단, 암컷 1례(2202)에

서 9 ㎎/㎏ 시술 후 상기한 증상 이외에 활동성의 저하와

구토증상이관찰되었다.  

2. 체중변화

관찰기간 동안 실험군에서 암·수 모두 대조군과의 유

의한차이는관찰되지않았다(Fig. 1, Table 2.).  

3. 부검 및 조직병리학적 검사

부검에서 암·수 모든 실험군에서 Sweet BV 시술 부

위인좌·우대퇴근육에국소성황색, 혹은분홍색의병소

(focus, yellowish or pink)가 관찰되었다. 그 외에는 이

상소견이관찰되지않았다.  

암수대조군과비교하여 Sweet BV 시술군에서는시술

부위인대퇴부의근육에근섬유의괴사(necrosis), 위축성

병변(degenerative, atrophic change) 및재생(regener-

ation), 염증성세포침윤(cell infiltration, inflammato-

ry response), 혈관염(vasculitis), 출혈(hemorrhage),

혈철소 침착(deposit, hemosiderin), 섬유화(fibrosis)

및 지방층염(panniculitis) 등이 관찰되었고 농도 의존적

경향을나타내었다(Fig. 2, Table 3.). 

그외수컷의 1례에서폐의종말세기관지주위에국소성

폐포 대식세포 침착(deposit, alveolar macrophage) 소

견이관찰되었다(Fig. 3).

뇌와간, 폐, 신장, 척수신경등장기나조직의이상유

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된 실험군의 부검 및 조직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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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소견을 관찰한 결과 Sweet BV의 시술에 의한 장기

나조직의이상은관찰되지않았다(Fig. 4-8, Table 4.).

IV. 고찰

毒(poison, toxin, toxicant)이란“여러가지경로를통

해서소량이체내로들어오면, 생체조직에기능적혹은형

태적으로 장애를 주거나 혹은 치사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로정의하고있다20). 

한의학에서도 약재에 대하여 有毒, 無毒 등의 표현으로

독성을 분류하여 임상에 사용하고 있고, 본초학의 고서인

神農本草經에서도독성의强弱에따라上藥, 中藥, 下藥의

세 가지로 나누어 上藥은 거의 無毒하면서 장기간 복용하

여 輕身益氣, 不老延年 등의 효능이 있는 약으로, 中藥은

약간의 독성을 지니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약으로, 그리고下藥은독성이강하여장기간의복용이곤

란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강한 약으로 구분하고

있다21).

어떤 물질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일으킬수있는급성또는만성적인유해작용과이들유해

작용각각의용량-반응관계를확인해야하는데이러한정

보를얻는데가장중요한것이바로동물을이용한시험성

적이다. 즉, 독성실험은의약품등의시험물질안전성평가

를하기위하여중요한기초자료이며, 필수적이라할수있

다22). 

독성연구의주요목적은신약의안정성을평가하여임상

적용약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시행하는것으로, 독성실

험은크게급성독성실험(단회투여독성시험), 아급성독성

실험(̀1개월반복투여독성시험), 그리고만성독성실험(̀3개

월이상반복투여독성시험)으로나눈다20).

일반적으로 화학적 물질은 그것 자체가 대사물이나 생

체부위에독성발현을할정도의농도나충분한시간에도

달하지않는한유해작용이나독작용을나타내지않는다.

특이적화학물질(독성물질)로인한독성반응은물질의물

리-화학적 특성이나 노출경로, 생체 또는 사람의 감수성

(susceptibility)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

로독성의측정은다방면에서실시되어야한다. 특이적화

학물질의노출상태에따라독성에 향을미치는주요인

자는투여경로, 시간, 빈도등이있다. 노출경로는독성발

현에큰변화를나타내는데생체내에노출되는경로에따

라정맥내> 흡입> 복강주사(i.p) > 피하주사(s.c) > 근육

주사(i.m) > 내피(경피) >경구 > 국소(topical)의 순으로

빠르고강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다.

노출 기간과 빈도도 독성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인데 동물학자들은 동물의 노출을 급성, 아급성, 아만성,

만성의 4가지범주로나눈다. 급성은 24시간내의노출을,

아급성은 1개월 또는 1개월 이내의 노출을, 아만성은 1-3

개월간, 만성노출은 3개월이상을말한다. 노출의방법도

독의 작용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단회 투

여, 혹은반복투여로나누어평가한다.     

화학물질의 원치 않는 독성효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

기위하여우리나라에서도이미오랜기간독성의성적수

집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시험계획지침서(testing proto-

col guideline)와 급·만성 도는 특수 독성 시험에 관한

지침이공포되어적용되고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도 독성시험기준23)을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고, 이러한 시험은 모두 GLP 규정에 의해 평

가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심사 규정24)에서도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첫째, 기원 및 발견의 경

위(배합목적및용도에관한자료포함), 둘째, 물리화학적

성질, 규격에 관한 자료, 셋째, 안정성에 관한 자료, 넷째,

독성에 관한 자료(보존제 및 타르색소의 경우에는 신약의

첨부자료에 준하며 그 외에는 단회투여독성, 반복투여독

성, 기타 필요한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있다. 

봉약침의 원료인 봉독의 주요 성분은 크게 효소, 펩티

드, 저분자 유기물질로 나눌 수 있고 현재까지 약 40여개

의 물질이 보고되고 있다16). 봉약침은 살아있는 꿀벌(서양

종일벌-Apis mellifera) 독낭에서봉독을추출, 가공하여

약침제제로만든후, 변증을통하여선정된혈위에적정량

주입함으로써 침 자극과 봉독의 약리학적 자극을 동시에

응용하는1) 전문적침구의학의한분야이다. 

그동안의연구보고에의하면봉약침은진통소염효과2-

3)가있고, 면역계에작용하며8-9, 17-18) 이미많은임상보고를

통하여 퇴행성 슬관절염5-6)이나 고관절염7), 류마티스 관절

염8-9), 요추간판 탈출증10-12), 중풍 후유증13-14)등의 질환이나

다발성경화증25), 근위축성측삭경화증26), 그리고근이 양

증27)과같은난치성질환에도유의한치료효과가있음이보

고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과 같이 벌의 독에 노출되었을 때도

과민한면역반응이나타날수있고, 특히치명적인아낙필

락시 반응은 봉약침의 임상 사용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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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28-30)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봉약침의 항원역할을

하는 효소인 phospholipase A2(이하 PLA2)나 hyaluro

nidase 등의 고분자 물질과 histamine 등의 저분자 물질

을함께제거하고, 벌의독에서가장주된성분인 melittin

만을 분리 정제한 Sweet BV가 개발되었고15), 선행 연구

를 통하여 봉약침에 의한 아나필락시 반응의 위험과 국소

알레르기반응을낮출수있음이보고31-33)된바있다.  

Melittin은 26개의아미노산으로구성된 peptide로벌

의독에서건조중량 40-50%를차지하는분자량 2840의

수용성 물질이다16)(Fig. 9). Melittin은 벌의 독에서 가장

중요한 allergen인 PLA2를 활성화시키고 세포막에 구멍

을뚫어파괴시키는작용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이

러한 작용은 melittin의 구조(Fig. 10)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알려져있다34). 각각의사슬은두개의나선구조로되

어있고, 모두휘어진막대기모양을하고있다. 이러한구

조는 세포의 용해 작용이 용이하고, 따라서 melittin이 암

세포의사멸이나소염효과를나타내는것과 접한관련이

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미이전의보고18, 31)에서 melittin은 nuclear factor-κ

B(이하 NF-κB)의 활성을 조절하여 lipopolysac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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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dium nitroprusside(SNP)의 활성을 저해하여 염증의

활성을억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NF-κB는 면역과 염증에 관여하는 많은 유전자들을 조

절하는인자이며세포자멸사를억제하는것으로알려져있

다33). NF-κB군에는 NF-κB1(p50), NF-κB2(p52), Rel

단백인 RelA(p65), RelB, c-Rel 등이 있는데 NF-κB

p50은암세포의발현에서가장빈번하게발현되는단백으

로특히대장, 직장암의발생과정에서증가하는것으로알

려져있으며34) 암의진행에중요하게작용하는단백질이다.

Melittin은 NF-κB p50의활성을저해하고이를통해류

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있다35). 

독성의정도를평가하는데반수치사량(이하 LD50)은중

요한 지표가 된다. 이전에 권 등36)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Sweet BV는벌의독에서 PLA2나 hyaluronidase 등과

같은 효소(고분자 물질)만을 제거하 을 때 시술부위별

LD50은 15-20 ㎎/㎏에 분포하 다. 하지만 histamine

등의저분자물질을효소와함께제거하고나서진행한실

험19)에서는 1회에 30 ㎎/㎏을시술하 을때에도단한개

체의 사망이 발견되지 않아 Sweet BV의 LD50은 30 ㎎/

㎏을 훨씬 상회하는, 즉 독성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

되었다(Fig. 11).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결과19)를 바탕으로 Sweet BV의

단회독성을비설치류인비 견암·수각각 3마리를대조

군과실험군으로나누어 1.0 ㎎/㎏, 3.0 ㎎/㎏ 및 9.0 ㎎

/㎏의저, 중, 고용량으로구분하여단회근육부위에시술

시나타나는독성반응을관찰하고자하 다. Rat를이용한

Sweet BV의 단회 독성시험에서 LD50이 30 ㎎/㎏을 훨

씬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고, 본연구에서는시술시에나

타나는일반적인증상의관찰이주목적이므로저용량은비

견의좌측대퇴부에, 중용량은우측대퇴부에, 그리고고

용량은다시좌측대퇴부에시술하 다. 

실제임상에서환자에게사용하는용량에비하여본연구

에서고용량군으로설정한9.0 ㎎/㎏은체중대비약1,300

배에해당하는엄청난양이고한마리당 3주간시술한총량

이 14.0 ㎎/㎏ 임에도불구하고모든실험군에서사망하거

나심각한부작용을호소한개체는관찰되지않았다.

일반증상의 관찰에서 Sweet BV의 저용량인 1.0 ㎎/

㎏ 시술 후 실험군 모두에서 약 5-10초간 심각한 통증에

대한반응을나타내었고, 그후체온의하강, 경도의창백,

약간의보행이상, 그리고시술부위의종창이 관찰되었다.

시술후약 6시간이경과하자종창이외의모든증상은소

실되었고, 종창은 5일간지속되었다. 

Sweet BV 3 및 9 ㎎/㎏ 시술후역시통증에대한예

민한반응과,  보행이상, 그리고시술부위의종창이 관찰

되었고, 종창은 5-7일간 지속되었다. 단, 암컷 1례(2202)

에서 9 ㎎/㎏ 시술 후 상기한 증상 이외에 활동성의 저하

와 구토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인체에서 나타나는 과

민반응과유사하 다. 

관찰기간 동안 실험군 암·수 모두에서 대조군과의 유

의한체중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다만암컷실험군에서

대조군에비하여시간이경과할수록체중이증가하는경향

을 나타낸 것이 이전의 연구 보고19)와 차이점이었다(Fig.

1, Table 2.).  

실험 종료 후 비 견을 치사하고 부검을 시행한 결과

암·수 모든 실험군에서 Sweet BV 시술 부위인 좌·우

대퇴근육에국소성황색, 혹은분홍색의병소(focus, yel-

lowish or pink)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Sweet

BV 시술로인한국소적인염증과종창, 그리고출혈반응

으로인한것으로추정되었다. 

시술부위인대퇴부의근육과뇌와간, 폐, 신장, 척수신

경 등 장기나 조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H-E

staining하여조직병리적관찰을시도하 다. 그결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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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부의 근육에서는 암수 대조군과 비교하여 Sweet BV

시술군에서근섬유의괴사(necrosis), 위축성병변(degene

rative, atrophic change) 및 재생(regeneration), 염증

성세포침윤(cell infiltration, inflammatory response),

혈관염(vasculitis), 출혈(hemorrhage), 혈철소 침착

(deposit, hemosiderin), 섬유화(fibrosis) 및 지방층염

(panniculitis) 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melittin

의 세포파괴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2, Table 3.).

그 외에 뇌와 간, 폐, 신장, 척수 등의 장기조직에 대한

관찰에서는 Sweet BV의 시술에 의한 장기나 조직의 이

상유무는인정되지않았다(Fig. 4-8, Table 4.). 

단, 수컷의 1례(1202)에서 폐의 종말세기관지 주위에

국소성 폐포 대식세포 침착(deposit, alveolar macroph

age) 소견이 관찰되었는데(Fig. 3), 그 정도가 경미하고

다른사례에서이와같은반응이관찰되지않아개체차이

에의해나타난우발소견으로추정되었고, Sweet BV 시

술로인한것은아닌것으로추정되었다. 

이상의연구결과 Sweet BV는과량주입할때에시술

부위를중심으로국소적인근육조직의염증과파괴, 그리

고이로인한섬유화를발생시킬수있으며장기나조직에

는특별한이상을유발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벌의 독에서 추출한 Sweet BV(melittin)의

비설치류(비 견)에 대한 단회 독성을 평가하고자 식품의

약품안전청고시의 Good Laboratory Practice (GLP)

규정을준수하여시도하 다. 그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

얻었다.

1. 모든실험군에서사망한개체가관찰되지않았다.

2. 시술후일반증상의관찰에서 1 ㎎/㎏ 이상을시술하

을때실험군은대조군에비하여시술시에심한통증을

호소하 다. 또한시술부위를중심으로충혈, 부종또는보

행이상등이관찰되었고, 부종을제외한제반증상은 6시간

가량 지속되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반응은 약해졌다. 시

술 부위의 부종은 약 5일간 지속되었다. 전신 증상은 약간

의 체온저하와 경도의 창백이 나타났으며 심각한 반응은

아니었다.

3. 체중의변화를측정한결과암·수모두에서대조군과

유의한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4. 장기와 조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종

료후시술부위의근육과뇌, 간, 폐, 신장, 그리고척수신

경 등을 적출하여 H-E staining을 이용한 조직학적 관찰

을 시도한 결과 시술 부위의 대퇴부의 근육에서는 근섬유

의 괴사, 위축성 병변 및 재생, 염증성 세포 침윤, 혈관염,

출혈등이관찰되었다. 기타장기와조직에는이상소견이

관찰되지않았다.

5. Sweet BV의 비 견에 대한 최대내성용량은 9 ㎎/

㎏을휠씬상회하는것으로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weet BV는 약침으로

임상에사용하기에안전한치료제임을알수있었다. 향후

이에대한보다다양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으로사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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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dy weight changes of male and female in dose- escalating single intramuscular toxicity
study of Sweet Bee Venom in Beagle dogs.

Male Female 

Fig. 2. The tissue of left and right thigh muscle from single dose toxic test of Sweet Bee Venom in Beagle dogs. 
Left thigh was treated with 10(1+9) ㎎/㎏, and right thigh was treated with 3 ㎎/㎏ dose of Sweet Bee Venom, so
left thigh(A & B)  showed more severe changes of degeneration, fibrosis, inflammatory and necrosis of muscle
fiber compared with right thigh(C & D).  
These results showed that Sweet Bee Venom has influenced to the muscle fiber under the dose dependence.
Pathological change was detected by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40(A & C), ×100(B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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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issue of lung and alveolar which showed abnormal changes from single dose toxic test of Sweet Bee Venom in
Beagle dogs. 
In one case of experimental group, we found some change of deposit and alveolar macrophage in lung tissue, but
the relationship of Sweet Bee Venom was not certain. Beagle dogs were treated three times with 14 ㎎/㎏ dose(1,
3 and 9 ㎎/㎏) of Sweet Bee Venom, and pathological changes were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
ing(×100)  

Fig.  4 The tissue of brain from single dose toxic test of Sweet Bee Venom in Beagle dogs.  
There were not detected in any abnormalitie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eagle dogs were treated three times
with 14 ㎎/㎏ dose(1, 3 and 9 ㎎/㎏) of Sweet Bee Venom, but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A×40, B×100). 



Sweet Bee Venom의 비 견을 이용한 단회근육시술 독성시험 53

Fig. 5 The tissue of liver from single dose toxic test of Sweet Bee Venom in Beagle dogs.  
There were not detected in any abnormalitie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eagle dogs were treated three times
with 14 ㎎/㎏ dose(1, 3 and 9 ㎎/㎏) of Sweet Bee Venom, but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A×40, B×100). 

Fig. 6 The tissue of lung from single dose toxic test of Sweet Bee Venom in Beagle dogs.  
There were not detected in any abnormalitie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eagle dogs were treated three times
with 14 ㎎/㎏ dose(1, 3 and 9 ㎎/㎏) of Sweet Bee Venom, but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A×40, B×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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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tissue of kidney from single dose toxic test of Sweet Bee Venom in Beagle dogs.  
There were not detected in any abnormalitie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eagle dogs were treated three times
with 14 ㎎/㎏ dose(1, 3 and 9 ㎎/㎏) of Sweet Bee Venom, but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A×40, B×100). 

Fig. 8 The tissue of spinal cord from single dose toxic test of Sweet Bee Venom in Beagle dogs.  
There were not detected in any abnormalitie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Beagle dogs were treated three times
with 14 ㎎/㎏ dose(1, 3 and 9 ㎎/㎏) of Sweet Bee Venom, but pathological changes were not observed in
Hematoxylin & Eosin (H-E) staining(A×40, B×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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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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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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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
c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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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