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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origin, standard compound, and structur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honeybee venom which used as natural antibiotic ingredients to animal. We com-
pared the nucleotide sequence of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gene (COI) of honey-
bees were collected from Gangwon, Gyeonggi, Chungnam, Gyeongbuk, Gyeongnam province and 
Suwon. As major constituent of honeybee venom, melittin was assayed by liquid chromatography. 
X-ray,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and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were 
utilized to examine the structur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honeybee venom. Based on the 627bp se-
quence of COI, Apis mellifera ligustica was determinated honeybees collected from all six regions. 
Melittin content varied from 50.7 to 68.6 and averaged 59.8%. According to XRD analysis, honeybee 
venom showed regular crystal structure peaks at 2θ=8.5° and 21.5°. DSC showed that the maximum 
degration temperature of powder was around 230°C. Through FT-IR analysis, we could identify 
cross-linking by the presence of peptide peak at 1,500∼1,600 cm−1. In conclusion, the origin of honey-
bee venom was Apis mellifera ligustica and effective ingredient standards was melittin content varied 
from 50.7 to 68.6 as natural antibiotic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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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축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양 관리 중 사료 첨

가용 항생제의 사용은 자돈 및 육계, 산란계의 성장 

촉진, 사료 효율 개선 및 질병 예방 등에 뛰어난 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Hays와 Muir, 1979). 그러나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

한 축산물의 잔류 항생제는 소비자들로의 전이 가능

성과 더불어, 분뇨를 통한 내성 강화 병원균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

되었다(Burgat, 1991; Jung, 2006). 따라서 가축의 생산

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던 항생제의 사용이 2011년 

7월 이후 전면 금지됨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항생제의 개발에 대한 관심

이 증가되고 있다.
  순수 천연물질이면서 강력한 항균, 항염증 및 면역

증강 등의 효과를 갖는 봉독은 부작용과 잔류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 봉침요법으로 오래전부터 관절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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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 of COI gene

Gene Sequence

COI Forward 3'-GGTCAACAAATCATAAAGATATTGG-5'
Reverse 3'-TAAACTTCAGGGTGACCAAAAAATCA-5'

풍 등의 질환에 사용되어 오고 있다(김, 1992; Curcio- 
Vonlanthen, 1997). 봉독은 다양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펩타이드가 항염증과 항균작

용, 강력한 진통작용, 면역증강 등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Habermann과 Reiz, 1965; Piek, 1986). 최근 

봉독채집장치와 봉독정제법의 개발로 고순도의 정제

봉독이 생산됨에 따라 동물 및 인체적용 의약품 개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봉독을 자돈 및 양

계에 처리했을 때 체중 및 생존율 증가와 같은 생산

성 향상과 질병 감소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

다(Han 등, 2009a, 2009b; Han 등 2010a). 또한, 봉독

을 분만 전 교소혈에 투여한 경우 분만 소요시간 단

축과 후산 정체율 감소 등 분만효율이 개선되었으며, 
발정 재귀일수와 분만간격의 단축과 봉독을 투여한 

어미소로부터 출생한 신생송아지의 체중 증가와 질

병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n 등, 2010b). 뿐
만 아니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등 

유방염 원인균에 의해 유발된 젖소 유방염의 경우 봉

독 투여로 체세포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봉독은 유방염에 걸린 젖소로부터 채유한 원유

에서 분리한 균에 대해 항균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된바 있다(Han 등, 2007). 그러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봉독관련 동물약품은 해외에서 수입된 봉독이며, 국
내산 봉독에 대해서는 동물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규격 및 기원 등에 대한 자료가 아직까지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축산농가에서 기존항생제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산 봉독의 기원,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지표물질을 선정하여 

천연항생제로 사용하기 위한 동물약품원료 등록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꿀벌 시료 및 DAN 염기서열 분석

  국내에서 봉독을 생산하는 농가의 꿀벌 품종 분석

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100 g 이상의 봉

독을 대량 채취하는 양봉농가(강원, 경기, 충남, 경북, 
경남)와 연구소 내 양봉장으로부터 일벌과 수벌을 각

각 20마리 채집하였다. 채집한 일벌 및 수벌은 ZR 
Tissue & insect DNA Kit (Zymo Research, Irvine, 
USA)를 이용하여 genomic DNA 추출하였다. 추출한 

DNA는 Beckman spectrophotometer로 정량한 후 1 
ng/ul로 희석하여 PCR을 위한 template DNA로 사용

하였다. DNA 증폭은 DNA Thermal Cycler (Takara, 
Japan)로 수행하였으며,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gene (COI)의 증폭을 위한 primer는 

Table 1과 같다(Lunt 등, 1996). PCR 조건은 94°C에서 

1분 동안 pre-denaturation 시킨 후 94°C에서 1분, 45°C
에서 1분 30초, 72°C에서 1분 30초로 5회, 94°C에서 1
분, 50°C에서 1분 30초, 72°C에서 1분으로 35 cycle, 
마지막으로 72°C에서 5분간 실행하였다. 증폭된 DNA
는 1.0%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여 확인하였으며, 
Wizard PCR Preps DNA Purification System (Promega 
Co., USA)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은 

Macrogen (Seoul, Korea)에 의뢰하였고, 분석된 nucle-
tide sequence들을 BLAST를 사용하여 GenBank에 등

록된 다른 염기서열들과 비교하였다. Phylogeny test 
및 tree 제작은 분석 프로그램인 MEGA6 (Tamura 등, 
2013)를 이용하였으며, reference sequence는 Apis mel-
lifera ligustica (L06178.1)와 outgroup으로 근연종인 

Apis cerana의 염기서열을 참고하였다.

봉독 시료 및 주요성분 분석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강원,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의 양봉농가 및 연구소 내 양봉장에서 봉독

채집장치를 사용하여 봉독을 채취한 후 봉독의 간이

정제방법(한 등 2007)을 이용 정제하였다. 봉독의 주

요성분 분석용으로 멜리틴(Melittin, From bee venom. 
Sigma, USA)을 사용하였고, 표준품 봉독으로(From 
Apis mellifera, Sigma, USA) 사용하였다. 분석용매로

는 ammonium formate, acetonitrile, trifluoracetic acid와 

물은 HPLC용 등급을 사용하였다. 정제 봉독은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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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 and construction of maximum likelihood (ML) tree based on partial nucleotide sequence of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from Apis 
mellifera samples. Honeybee samples were collected in six local apiaries of South Korea. The mitochondrial nucleotide sequeces of Apis mellifera
ligustica and Apis cerana, which were used for reference sequences of ingroup and outgroup on the ML test, were obtained from GenBank. 
GenBank accession numbers were L06178 and GQ162109, respectively. Aligned nucleotide sequences of the gene were 627 base pairs long and 
Jones-Taylor-Thornton with Frequencies (JTT+F) method was chosen by amino acid substitution model test. In the substitution model, standard ge-
netic code was selected for translation of tested nucleotide sequences. Test of phylogeny was conducted by bootstrap method with 1,000 replication 
and all gap were used in the analysis. Tree construction method was Neighbor-Joining. 

크로마토그래피(AKTA explorer, Pharmacia, USA)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Sephadex TM75 및 Source 
15RPC ST 컬럼을 사용하였으며, 봉독성분 중에 멜리

틴 함량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구하였다.

표 품 취한 양 

(mg) ×
표 품의 순도

100

×
독 의 원하는 성분 피이크 면

×
100

표 품의 피이크 면 독 취한 양 

봉독의 물리적 성질 구명

  국내산 봉독의 물리적 구조분석을 위하여 시차열분

석(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적외선 분

광광도분석(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X선 산란 분석을 수행하였다. 봉독의 시차열

분석은 미국 TA instrument사의 DSC TA 2910을 이용

하여 질소 기류하에서 10°C/min의 승온 속도로 50∼
450°C의 온도 범위내에서 분석하였다. 적외선 분광분

석기 Paragon 1000 FT-IR (Perkin Elmer, USA)을 사용

하여 적외선 분광분석을 행하였다. 국내산 정제봉독

의 결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X선 산란 분석기

(Small-Angle X-ray scattering with general area detector 

diffraction system, Bruker, USA)를 이용하여 X-선 회

절 특성을 분석하였다.

멜리틴 함량에 따른 항균력 검정

  봉독의 멜리틴 함량에 따른 항균력 측정을 위하여 

최소성장억제농도(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균주는 다양한 

가축질병의 원인균인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를 한국미생물균주은행(서울, 한국)으로부터 분

양받아 사용하였다. S. aureus는 trypticase soy (TS) 
broth (Difco Laboratories, USA)를 사용하여 37°C에서 

18시간동안 호기조건으로 배양하여 시험에 사용하였

다. 액체배지 희석법에 의한 S. aureus에 대한 최저 

성장억제농도를 구하였다. 멜리틴 함량이 다른 정제

봉독은 멸균 증류수로 희석한 후 무균 여과하여 액체

배지희석법에 준하여 단계적으로 희석하였다 (Wu와 

Hancock, 1999). 대조군으로 페니실린(penicillin, Sigma, 
USA)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접종 균은 봉독 시료와 

함께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흡수파장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순수배양액의 흡광도 값과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을 최소억제농도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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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littin contents (%) of honeybee venom sampled in the areas (mean±SE, n=10)

Sigma Gangwon Kyonggi Chungnam Kyeongbuk Kyeongnam Suwon Average

48.7±5.6 68.6±2.3 58.5±6.5 63.8±3.6 58.7±4.9 57.8±5.6 50.7±8.9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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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SC thermograms (A), FT-IR spectra (B) and X-ray dif-
fractogram (C) of honeybee venom.

결    과

염기서열 분석 

  시그마산 봉독과 동물약품으로 등록된 봉독은 서

양종꿀벌(Apis mellifera)로부터 채집된 봉독이다. 본 

연구에서는 봉독을 대량 채취하는 5개 지역 농가와 

시험 양봉장으로부터 채집한 꿀벌의 일벌과 수벌의 

total DNA를 순수분리하고 동물의 global bioidenti-
fication을 위한 ‘taxon barcode’ gene으로 이용되는 mi-
tochondrial COI gene을 증폭하여 627 bp의 염기서열

을 분석하였다. 봉독채집장치를 사용하여 봉독을 채

집하는 전국 농가 및 연구소 내 양봉장에서 사육되는 

서양종꿀벌은 A. ligustica, 이탈리안 품종으로, 시그마

산 봉독과 천연물신약으로 등록된 봉독의 기원인 A. 
mellifera ligustica와의 유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된 시료들의 염기서열과 GenBank에 등록되어 있

는 A. mellifera ligustica의 COI 염기서열을 확보하여 

MEGA6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염기서열 상에서는 

99.9% 일치하며, 아미노산 서열상으로는 100% 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은 maximum likelihood 
test를 수행한 결과를 이용하여 Neighbor-Joining tree
를 제작한 결과이다. Outgroup으로 사용된 동양종 꿀

벌(A. cerana)과는 독립된 branch로 갈라지며 국내 봉

독생산 농가로부터 채집된 시료들 모두가 A. mellifera 
ligustica와 같은 branch로 묶이며 유전적 거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멜리틴 함량 분석 

  꿀벌로부터 채취한 시그마산 봉독과 국내에서 봉독

채집장치로부터 채취한 봉독의 멜리틴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시그마산 봉독의 멜리틴 함량은 48.7±5.6, 
시그마산 봉독의 멜리틴 함량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

났다(Table 2). 멜리틴 함량은 50에서 68% 범위 내에

서 확인되었고, 평균 59.6%였다. 

물리적 구조 및 열 특성 분석

  봉독의 시차열분석 곡선은 Fig. 2A와 같았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0°C 부근에서 degradation 흡
열 피크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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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honeybee venom ac-
cording to various concentrations of melittin against S. aureus.

다. 적외선 분광광도분석 결과 1,500∼1,600 cm−1 대
에서 double peak을 보여 peptide 구조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B). 봉독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 결과, 2θ=8.5° 부근과 2θ
=21.5° 부근에서 규칙적인 배열의 결정 피크를 나타

내는 특성이 확인되었다(Fig. 2C).

멜리틴 함량에 따른 항균력 검정

  천연항생제로서 봉독의 지표물질 설정을 위하여 

멜리틴 함량이 다른 봉독에 대한 항균력을 검정하였

다. 그 결과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멜리틴 함량

이 51∼65%범위인 봉독에서는 페니실린 보다 우수한 

항균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1∼50% 및 

66∼70% 범위의 멜리틴 함량을 갖는 봉독 역시 페니

실린과 유사한 항균력을 보였다. 그러나 41∼45% 및 

66∼70%에서는 다소 항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고    찰

  봉독은 오래 전부터 인체 및 가축의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져 왔으며, 현재에는 천연생리 활성물질로서 

만성 염증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우수

하다는 임상연구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Vick과 

Shipman, 1972; Lin, 1987; Kim 등 2012). 현재까지 밝

혀진 봉독을 조성하는 물질은 건조봉독의 40% 이상

을 차지하는 멜리틴을 비롯한 펩티드 11종, 효소 5종, 

생리학적 활성 아민 3종 그리고 비펩티드 성분이 4종
으로 알려져 있다(Piek, 1986). 봉독의 주요 생리활성

작용으로 항균작용, 항염증 작용, 진통 작용, 면역기

능 강화 및 방사선으로부터 보호 작용 등이 보고되어

져 있다(Habermann과 Reiz, 1965; Curcio-Vonlanthen, 
1997). 주로 한방과 민간요법으로 봉독은 살아있는 

꿀벌에서 벌침을 발침하여 환부에 시술하는 생봉독

을 직접 활용하는 봉침요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에서는 봉독을 채취하여 주사제나 제제화는 제한적

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Choi 등, 1999). 지금까

지 봉침요법의 경우 숙련된 사용자만이 시술이 가능

하며, 일령에 따라 성분과 독량에 차이를 갖고 있어 

일정한 성분 및 정량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살아있는 벌을 사용해야하므로 겨울철과 같이 

벌의 사육이 어려운 시기에는 시술에 제한이 따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축산농가 보급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 봉독채집장

치를 사용하여 봉독 채취가 가능해짐에 따라 채취한 

봉독을 가축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주사했을 

경우 신생돼지의 면역력 증강 및 젖소의 유방염 개선 

등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축산농가에

서 직접 가축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봉독을 사용하고 

있다(Han 등 2007; Han 등, 2009a; Han 등, 2009b). 또
한, 봉독은 천연항생물질로서 포유동물의 면역계를 

자극해서 질병과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한다고 알

려져 있는데 이는 유기체의 생체계를 자극하는 것이

고, 다음 순서로는 생체의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Lin과 Roger, 1980). 한우 사육농가에서 봉독을 분

만 전 어미소의 교소혈에 투여한 경우 분만 소요시간 

단축과 후산정체율 감소 등 분만효율이 개선되었으

며, 발정재귀일수와 분만간격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

타나 기존의 항생제 대체제로서 이용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Han 등, 2010b). 봉독은 축산물에서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으로 항생제의 효력 저하

뿐만 아니라 잔류된 항생제가 인체에까지 축적이 되

는 심각한 문제를 극복함으로서 안전한 고품질의 축

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 대

체제 및 면역촉진제로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따라서 국내에서 채취한 정제봉독을 이용한 사료 

첨가제 또는 동물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정

제봉독의 기원 및 지표성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봉독채집장치를 사용하여 봉독을 

채취하는 양봉농가에서 사육하는 꿀벌은 서양종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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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안품종으로 확인되었다. 꿀벌의 품종 구분을 

위해 사용한 COI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전체 중에서 비교적 빠른 진화율

을 보이고 있어 생물종들 간의 분자 계통, 특정 종을 

구성하는 개체군들 간의 유전적 변이, DNA 바코드 

제작 등과 같은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

내에서 인체 및 동물약품으로 허가,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봉독의 기원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봉독의 주요성분인 멜리틴의 함량에 있어서도 기존

의 연구보고와 같이 43∼78% 범위 내에 존재하였다. 
멜리틴은 봉독의 항균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주

요물질로 알려져 있다. 자연상태에서도 멜리틴의 함

량은 채집시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나, 특
히 봉독채집장치를 사용하여 채취한 봉독을 정제하

는 과정에서 봉독의 성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봉독채집장치를 사용하여 채집한 

봉독을 정제한 이후 정제봉독에서의 멜리틴 함량은 

천연항생제로 사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가축용 동물항생제로 봉

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멜리틴 함량이 41∼70% 범
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멜리틴 

함량의 범위에서의 봉독은 기존의 항생제로 사용되

는 penicillin 보다 강하거나 유사한 항균력을 갖는 것

으로 화인되었다. 국내산 정제봉독의 물리적 구조 및 

열적특성으로 시차열 분석을 통해 230°C 부근에서 

degradation 흡열 피크가, 1,500∼1,600 cm−1 대에서 

double peak을 보여 peptide 구조 특성을 적외선 분광

광도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2θ=8.5° 부근과 2θ=21.5° 부근에서 규칙적인 배열의 

결정 피크를 보이는 봉독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사료첨가제 또는 동물의약

품 원료로 국내산 정제봉독을 사용할 경우 서양종꿀

벌 이탈리안계통 일벌로부터 채취한 봉독으로, 멜리

틴 함량은 41∼70% 범위에서, 물리적 구조 및 열적

특성이 안정화된 정제봉독을 사용하고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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