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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꿀벌(Apis mellifera L.)의 봉독은 여왕벌이나 일벌의 독낭세포에서 분비된 액체물질로

생식기관이 변형되어 형성된 독낭에 저장되었다가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으로부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벌침을 통해 봉독을 쏘아 상대방을 마비시키거나 죽이는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봉독.의 성분은 40여 가지로,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는 멜

리틴(melittin), 아파민(apamin), 엠씨디-펩타이드(MCD-peptide)와 같은 활성펩타이드, 히

아루로니다제(hyaluronidase), 포스포리파아제 A2(phospholipase A2)와 같은 효소와 도파

민(dopamin), 히스타민(histamine) 등과 같은 아민류 등이 있다.

봉독은 봉침 요법으로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의 하나로 관절염, 통풍 등의 질환에 사용되

어오고 있으며 강한 항균효과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항암, 항치매, 효과 등이 보고되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봉독으로부터 Column Chromatography을 이용하여 분리 및

동정하여 그 화합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생리활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써 봉독

의 의약품 개발 등과 같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Column chromatography용 silica gel은 Kiesel gel 60(Merck, Darmstadt, Germany)을

octadecyl silica (ODS) gel은 LiChroprep RP-18(Merck)을 사용하였다. Thin layer

chromatography(이하 TLC라고 함)는 Kieselgel 60 F254와 RP-18 F254S(Merck)를 사용하

였고, 실험에 이용한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NMR 스펙트럼은 Varian

Inova AS 400 (Varian, Palo alto, CA)으로 측정하였고, IR spectrum은 Perkin model

599B (Waltham, MA)로 측정하였다. GC/MS는 GC/MS-QP2010 및 EI/MS는

JMS-700(JEOL, Tokyo, Japan)으로 측정하였으며, UV lamp는 Spectrolone (Model

ENF-240 C/F, Spectronics Corporation, Westbury, NY)을 사용하였다.

◦ 실험방법

건조봉독(Bee Venom) 20g을 80% MeOH 수용액으로 실온에서 추출하고 이 추출물을

MeOH-acetone분획, n-BuOH분획, H2O분획으로 나누었다. MeOH-acetone, n-BuOH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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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대하여 silica gel 및 ODS column chromatography를 반복 실시하여 화합물을 분리,

정제하였고 NMR, GC-EI/MS 기기분석을 통하여 구조를 결정하였다.

GC/MS 분석. 시료 11(Z)-Eicosen-1-ol (화합물 1, 1 mg/1 ml, CHCl3)로부터 각 3 μl를

취하여, MSD가 설치된(GC/MS-QP2010, Shimadzu, Tokyo, Japan) 기기로 분석하였다.

분석용 컬럼은 CP-sil8(30 m × 0.25 mm ID × 0.25 μm, J & W, Folsom, California,

USA)를 사용하였으며, GC의 injector 온도는 280℃, oven 온도는 처음 3분 동안 60℃ 로

유지하였고, 분당 승온 속도를 7℃로 하여 최종온도가 250℃ 가 되도록 한 후 5분간 유지

하도록 하였다. 분석한 화합물 1의 retention time(min)은 23.069으로 나타났다. GC/MS로

분석한 각 peak의 최종 확인은, 분리하여 구조 동정된 Std 화합물 (1) 및 library (Wiley

GC/MS Library) 분석을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Results)

봉독은 항암, 항치매, 관절염 효과 등이 활성이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Apamin,
Melittin 의 항암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독의 주요성분을 HPLC 및 GC로 기
기분석이 보고가 되어 있었으나 봉독으로부터 용매추출, 용매분획 및 column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MeOH-acetone 분획에서 11(Z)-Eicosen-1-ol (1) 화합물을
분리하였고, Chrysin (2) 및 n-BuOH에서도 화합물을 분리하였으며 NMR, EI/MS 및
GC/MS 등의 기기분석을 통하여 구조를 결정하였으며, 분리한 단일물질을 생리활성 검
정을 통해 의약품 개발을 모색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