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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ether geographical variation affects the antibacterial component properties of honeybee 

(Apis mellifera L.) venom in Korea. Honeybee venom samples were collected from May to September, during 2010 and 2011, from 35 

different sites, and were analyzed for major components, including melittin, apamin and phospholipase A2 were determined by a liquid

chromatography using ammonium formate, acetonitrile, trifluoracetic acid. On average, melittin, apamin and phospholipase A2 were

determined 55.2±2.07%, 22.57±0.103%, and 12.51±0.37%, respectively. The ratio of the major components, including melittin, apamin 

and phospholipase A2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ccording to flower or temperature during collections (One way-ANOVA, Duncan’s

tes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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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양종 꿀벌 독의 채집시기와 지역에 따른 봉독의 성분 변화 및 약리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채집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 채집지

역은 전국 35개 지역으로부터 채취한 봉독을 대상으로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봉독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봉독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멜리틴과 아파민 그리고 포스포리파아제 A2의 성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채집시기와 지역에 따른 성분

에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One way-ANOVA, Duncan’s test (α=0.05)). 봉독의 성분은 채집시기와 지역에 관계없이 멜리틴 55.2 

±2.07%, 아파민 2.57±0.103% 그리고 포스포리파아제 A2는 12.51±0.37%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봉독은 채취시기에 따른 주요 성

분은 차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꿀벌의 먹이, 사육온도 등 외부 환경이 봉독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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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Apis mellifera L.)의 봉독은 여왕벌이나 일벌의 독낭세

포에서 분비된 액체물질로 생식기관이 변형되어 형성된 독낭

에 저장되었다가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으로부터 종족을 보호

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벌침을 통해 봉독을 쏘아 상대방을 마

비시키거나 죽이는 기능을 한다(Piek, 1986). 갓 출방한 꿀벌의 

독량은 매우 적으나, 일령이 증가하면서 그 양이 증가되어 15일

령의 벌에서는 약 0.3 mg에 이르며, 그 화학적 성분 함량 또한 

일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나 15일령 이후에는 성분이 일정하

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iek, 1986). 지금까지 밝혀진 

꿀벌의 봉독 성분은 40여 가지로,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는 멜

리틴(melittin), 아파민(apamin), 엠씨디-펩타이드(MCD-peptide)

와 같은 활성펩타이드, 히아루로니다제(hyaluronidase), 포스

포리파아제 A2(phospholipase A2)와 같은 효소와 도파민(dopamin), 

히스타민(histamine) 등과 같은 아민류 등이 있다(Piek, 1986; 

Ameratunga et al., 1995; Rybak-chmielewska and Szezesna, 

2004; Kokot and Matysiak, 2009). 봉독은 벌목(Hymenoptera) 

곤충의 자기방어 물질로 인체나 동물에 일시적이나 영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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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e collection areas of present study.

로 해를 끼치기 위해 갖고 있는 화학적 물질이다. 장수말벌(Vespa 

mandarinia) 독의 주요성분은 Mastoparan으로 사람과 같은 포

유류에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물질이며, 호박벌(Megabombus 

pennsylvanicus) 독은 Bombolitin이 주성분으로 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봉독의 성분은 대상이 되는 천

적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iek, 1986). 

다양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꿀벌의 봉독은 봉침요법으

로,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의 하나로 관절염, 통풍 등의 질환에 

사용되어 오고 있다(Kim et al., 2003). 또한, 봉독은 강한 항균

효과 뿐만 아니라 항암, 항치매, 피부 재생 효과 등이 보고되었

다(Fennell et al., 1968; Somerfield et al., 1984; Kwon et al., 

2002; Tu et al., 2008). 최근, 봉독은 상처 및 자외선에 의해 손

상된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내는 물론 해외

에서도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Han et al., 2007b; Han 

et al., 2010a).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돼지, 한우, 젖소와 같은 

가축에 기존항생제 대체 물질로서 사용되고 있다(Han et al., 

2007a; Han et al., 2009; Han et al., 2010b). 과거 봉침요법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봉독이 최근 봉독채집장치의 보급으로 

다량의 봉독이 채취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식의약품 개

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원료에 대한 성분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

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육중인 꿀벌의 봉독이 채집시

기와 지역에 따른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의 원료와 가축적용항생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봉독의 규격설정을 위하여, 전기충격

법을 이용한 봉독 채집장치를 사용하여 채집한 봉독의 채집시

기 및 지역에 따른 성분 변화를 분석하여 봉독의 의약품 원료 

등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봉독 시료 수집

봉독 시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33개 지역에서 (Fig. 1) 

2010년, 2011년 각각 2년간 6월부터 9월까지 봉독 채집장치를 

이용하여 채집한 봉독을 구입하여 시험 전 까지 냉장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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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Seasonal determinations of melittin(A), apamin(B) and 
phospholipase A2(C) in bee venom (2010 and 2011).

주요성분 분석

봉독의 주요성분 분석용으로 멜리틴(Melittin, From bee 

venom. Sigma, Sigma M1407), 아파민(Apamin, From bee venom, 

Sigma A1289), 포스포리파아제 A2(Phospholipase A2, From 

bee venom, Sigma P9279)를 사용하였다. 분석용매로는 ammonium 

formate(Sigma), acetonitrile(Sigma), trifluoracetic acid(Sigma)

와 물은 HPLC용 등급을 사용하였다. 

정제 봉독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AKTA explorer, Pharmacia, 

USA)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Sephadex TM75 및 Source 15RPC 

ST 컴럼을 사용하였으며, 봉독 성분중에 멜리틴, 아파민, 포스

포리파아제 A2 함량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하였다.

표준품취한 양mg ×


표준품의순도

×
표준품의피이크면적

봉독중의원하는 성분피이크면적
×
봉독 취한양



통계 분석

실험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처리구간의 유의성은 One way-ANOVA, Duncan’s 

test (α=0.05)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봉독 채집시기에 따른 봉독 성분 분석

꿀벌 일벌의 봉독은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주성분으로 일령

에 따라 조성 및 함량에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iek, 1986). 봉독은 액체 상태로 독낭에 저장되어 있으며 20

일령 이후 봉독은 액체 상태에서는 1-2 mg, 건조중량은 0.3 mg 

이며 건조봉독의 약 50%를 차지하는 펩타이드 멜리틴은 항균, 

항염증 등 다양한 약리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봉독은 아파민은 

2-3%, 효소인 포스포리파아제 A2는 10-12% 등 펩타이드, 효

소와 극미량의 아민류, 아미노산, 지질, 탄수화물 등의 성분으

로 이루어져 있다(Piek, 1986). 독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봉독

은 밀원이나 사육환경에 따른 성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서양종꿀벌 이탈리안

계통으로부터 봉독 채집장치를 사용하여 꿀벌이 왕성하게 활

동하는 채취시기와 지역에 따른 봉독 성분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년간 분석 결과 채집시기에 따른 멜

리틴, 아파민 그리고 포스포리아제 A2의 함량은 유의할 만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p<0.05). 또한 2010년과 2011년에 채

집된 봉독을 분석한 결과 채집년도에 따라 봉독의 주요성분인 

멜리틴, 아파민 그리고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함량 차이도 없

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국내 꿀벌에서 채취된 봉독의 경우 

주요성분인 멜리틴, 아파민 그리고 포스포리파아제 A2의 함량

이 각각 55.2±2.07%, 2.57±0.103% 그리고 12.51±0.37%를 차

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국내 꿀벌 봉독은 채취시기

에 따른 주요 성분의 차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꿀벌의 

먹이, 사육온도 등 외부 환경이 봉독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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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Ratio of major components, including melittin(A), apamin(B) and phospholipase A2(C) of bee venom by sampling location (2010 and 
2011).

봉독 채집지역에 따른 봉독 성분 분석

봉독 채집장치를 사용하여 지역에 따른 봉독 성분에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1에서와 같이 제주도를 

제외한 강원, 충남 ․북, 전남 ․북, 경남 ․북 35개 지역에서 채집

한 봉독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채집 지역의 밀원은 시기에 따라 

아카시아, 밤나무, 벚나무 등 다양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독의 주요 성분인 멜리틴, 아파민, 포스포리파아제 A2

의 함량은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10년과 2011

년 채취된 봉독 모두 구성 성분의 변화는 없었다(α=0.05).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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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로 미루어 봉독 성분은 꿀벌의 서식지에 따른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봉독 채집장치를 사용하여 채집한 서양종 

꿀벌 독은 채집시기와 채집지역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벌꿀이나 프로폴리스와는 달리 봉독

은 꿀벌의 생리활성 물질로서 밀원 종류에 따라 성분이 달라지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벌의 종류에 따른 봉독의 성분 

차이는 존재하나(Nentwig, 2003) 동일 종의 봉독은 밀원과 환

경에 따른 성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벌꿀, 프로폴리스 그리고 로열젤리와 더불어 주요 양봉산물로

서 다양한 약리효과를 갖고 있는 봉독은 채집지역과 채집시기

에 따른 주요성분의 차이 없이 균일한 성분 규격을 유지할 수 

있어 화장품과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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