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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noliae Flos, Xanthii Fructus and Menthae Herba have long been used for treatment of nasal disease in 

Korea. The 70%-ethanol extracts of Magnoliae Flos, Xanthii Fructus and Menthae Herba were used externall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a few strains of microbe, nasal alergy and inflammation, rhinitis and sinusitis. When the 

proportion of Magnoliae Flos : Xanthii Fructus : Menthae Herba was 2 : 2 : 1, the results showed great significanc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non-extracts) in treatment of various nas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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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鼻炎이란 鼻腔內 鼻粘膜의 炎症性 病變으로 인하여 卑漏, 재

채기, 騷癢症  鼻閉塞中 한 가지 이상의 症狀을 同伴하는 鼻粘

膜의 炎症性 疾患을 의미한다. 普通은 急性과 慢性으로 分類되는

데, 기타 肥厚性鼻炎이나 萎縮性鼻炎, 알 르기성鼻炎 등이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現在 人口의 10 내지 20% 정도가 鼻炎患

로 推定되고 있으며, 近 環境汚染의 增加로 그 숫자는 더욱 增

加되고 있는 趨勢이다. 한 鼻炎의 適切한 治療가 뒤따르지 않

으면 副鼻洞炎이 발생한다2). 이와 같은 각종 鼻炎이나 副鼻洞炎

을 效果的으로 治療하기 해서는 適切한 藥物療法이 優先되어

야 하며, 補助的으로 效果가 있는 鼻腔洗淨劑를 이용하여 鼻腔을 

適切히 洗淨함으로써 豫防  治療에 萬全을 기하여야 한다.

    재 여러 종류의 鼻炎治療用 服用藥과 鼻腔 洗淨器具는 開

發되어 있으나, 補助的으로 使用되는 洗淨劑로는 生理食鹽水나 自

家用으로 만든 食鹽水 정도이므로, 韓藥材를 利用하여 副作用 없

이 治療效果를 볼 수 있는 鼻腔洗淨劑의 開發이 時急한 實情이다.

    그 동안 鼻炎 治療에 한 韓藥은 주로 內服에 의한 治療이

며 外用藥에 의한 治療法은 별로 開發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外

用에 의하여 優秀한 藥效를 나타내는 韓藥材가 많이 있다. 그 

에서 豫備實驗을 통하여 消炎作用  抗菌作用이 優秀한 辛夷, 

蒼耳子  薄荷를 利用한 鼻腔洗淨效果를 연구하 다.

    辛夷에 한 연구로는 Kimura 등3)이 辛夷中 neolignan의 抗

炎症效果를 보고하 고, Kim 등4)
은 辛夷抽出物이 compound 

48/80으로 誘 한 실험쥐의 耳介浮腫反應과 anti-dinitorphenyl 

IgE로 誘 한 受動皮膚아나필락시스 反應을 抑制하며 한 腹腔

肥滿細胞의 히스타민 分泌도 抑制한다고 報告한 바 있으며, 蒼耳

子에 한 硏究로 Hong 등5)은 蒼耳子의 抽出物은 compound 

48/80에 의한 全身性 아나필락시스, 腹腔肥滿細胞의 히스타민 

分泌 그리고 IgE를 利用한 受動皮膚아나필락시스反應 등을 抑制

한다고 하 으며, Kuo 등6)은 人間 絲球體間質細胞를 利用한 實

驗에서 細胞의 增殖을 抑制하고 IL-1β  TNF-α의 生成도 減

시킨다고 보고하 다. 한 薄荷에 한 연구로는 Imai 등7)이 薄

荷抽出物은 S. aureus, Shigella dysenteriae, E. coli 등의 成長을 抑

制한다고 보고하 고,  Runnie 등8) 은 아세틸콜린으로 誘 한 

血管收縮을 弛緩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硏究에서 鼻腔에서 가장 問題가 되는 細菌感染으로 인한 

炎症, 알 르기 症狀, 鼻炎등으로 인한 不便呼訴 등에 하여 抗

菌試驗, 항알 르기試驗, 鼻腔浮腫試驗, 鼻炎症狀改善試驗을 통

하여 辛夷, 蒼耳子  薄荷 抽出物의 鼻腔洗淨效果에 하여 알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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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1. 재료  실험환자군 

    본 實驗에 使用한 材料로 辛夷, 蒼耳子, 薄荷는 全州에 있는 

보화당 건재상으로부터 購入하여 精選한 것을 사용하 다. 본 臨

床實驗에 參 한 患 는 본 學科 學生中 鼻炎  鼻炎알 르기

가 있다고 呼訴한 志願 中 外樣 觀察과 面談을 통하여 選拔한 

후 參 하도록 하 다.

2. 추출물 제조

    上記 材料를 細切하고, 각 500 g씩에 70% ethanol, 30% 

ethanol, 70% methanol  蒸溜水를 각기 10배량을 가하여, 각각 

3시간 동안 加熱하면서 冷却裝置下에서 還流抽出한 뒤, 300 

mesh 濾過 로 濾過한 후,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抽出하여 濾液

을 混合하고, Whatmat #2 濾過紙로 濾過한 뒤, 減壓濃縮  凍

結乾燥하여 乾燥 抽出物을 製造하 다.

3. 사용균주  배지

    使用菌株  培地는 Table 1과 같다. 菌株는 食藥廳으로부터 

分讓받아 培養하여 사용하 다.

Table 1. List of strains and cultivation condition used for 

antimicrobial activity test.

Strain Cultivation condition

Gram(+)

Staphilococcos aureus 
IFO 12732

Micrococcus luteus 
ATCC 11880

Nutrient agar broth, 37℃

Gram(-)
Pseudomonas fluorescens IAM 

12001
Escherichia coli ATCC 10536

Nutrient agar broth, 37℃

Fungus Penicillium nalgiovens Potato dextrose agar broth, 27℃

4. 항균활성 시험

    上記 각 抽出物을 0.9% 竹鹽水에 溶解하여 濃度를 100 

mg/ml로 稀釋한 후, 0.45 ㎛ membrane filter로 除菌하여 試料로 

사용하 다. 抗菌活性 測定은 paper disc method를 사용하 다.  

滅菌된 培地를 petri dish에 15 ml 씩 分注하여 凝固시키고, 培養

液 (broth)에서 細菌은 37℃에서 24시간, 眞菌은 27℃에서 48시간 

前培養한 試驗菌液을 無菌的으로 添加하여 잘 混合한 重層用 培

地를 5 ml씩 基層用 培地 에 分注하여 2 의 平板 培地를  만

들었다. 각 抽出物을 滅菌된 paper disc(8 mm)에 5 mg(50 ㎕)씩 

吸收시킨 후, 培地에 올려놓고 난 다음, 細菌은 37℃, 곰팡이는 

27℃의 培養器에서 24 내지 48시간 培養하여 disc 周邊의 

inhibition zone (mm)을 測定하 다.

5. 항알 르기 시험

    辛夷 抽出物, 蒼耳子 抽出物  薄荷 抽出物의 알 르기 抑

制 效果를 確認하기 하여, Hayakawa9)의 방법에 하여 리

세린에 각각의 抽出乾燥物을 0.5%의 濃度로 溶解시킨 후 被試驗

 10명의 등의 上側 部位에 Finn Chamber on Scanpor Tape를 

이용하여 24 시간 閉鎖貼付한 후, 이를 除去하고 prick-lancetter

를 이용하여 1 mm 깊이로 穿刺한 뒤, 1 시간 동안 放置한 후, 알

르기 誘發 物質인 compound 48/80 1% 溶液을 한 방울씩 떨

어뜨린 후, 15 분 후에 反應程度를 測定하 다. 反應程度는 發赤

의 크기를 測定하여, 發赤의 가장 큰 直徑과 照群( 리세린 도

포)의 크기를 비교하 다.

6. 비강부종 억제 시험

    鼻腔 消炎效果 測定은 鼻腔이 腫脹으로 부풀어 오른 患 를 

각 實驗群에 7명씩 配定하고 1일 3회씩 (아침 起床時, 午後 2시, 

녁 就寢前) 20 ml 注 器를 이용하여 머리를 숙이고 鼻腔 안에 

Table 2와 같은 液狀組成物을 注入하고 1분 정도씩 기다린 뒤 흘

려보내도록 한다. 10일 동안 反復하게 하고 5일째와 10일째에 

digital inner micrometer (TESA, Swiss)를 이용하여 동일한 깊이

의 양쪽 鼻腔內側 直徑을 左右方向으로 測定하 으며, 消炎 程度

는 前後 內徑 差異로 變化率을 計算하 다. 이때 Sample의 含量

은 豫備實驗을 통하여 그 反應 成績이 가장 優秀한 0.5 w/w%로 

決定하 고,  Sample 4의 比率은  多樣한 比率調整 試驗結果 

適의 比率을 適用하여 試驗하 다. 鼻腔 浮腫 變化率은 다음 식

으로 計算하 다. 이때 A는 抽出物 洗淨液 投  直前의 鼻腔의 

內徑 數値이며, B는 抽出物 洗淨液 投  5일(혹은 10일) 후의 數

値이다(단 ; %).

變化率 (%) = (B-A)/A ×100

Table 2. Composition of samples used for rhinal inflammation.

Control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MFX - 0.5 - - 0.2

XFX  - - 0.5 - 0.2

MHX - - - 0.5 0.1

Solvent Bamboo salt 0.9 + glycerin 5 + distilled water

Each number indicates w/w % of contents. MFX: Extract of Magnoliae Flos, XFX: 
Extract of Xanthii Fructus, MHX: Extract of Menthae Herba.

7. 비염  부비동염 증상 개선시험

    각종 鼻炎  副鼻洞炎 症狀 改善 效果를 確認하기 하여 

鼻炎患 를 각 實驗群에 7명씩 選拔하여 1일 3회씩(아침 起床時, 

午後 2시, 녁 就寢前) 20 ml 注 器를 이용하여 머리를 숙이고 

Table 3과 같은 液狀組成物을 鼻腔內에 注入하고 1분정도씩 기

다린 뒤 흘려보내도록 하 다. 10일 동안 反復하게 하고 5일째와 

10일째에 改善된 狀態를 Kanerva10)
의 5  尺度法을 準用하여 評

價하 다.

Table 3. Composition of samples used for rhinitis and sinusitis.

Control Sample 4 Sample 5 Sample 6 Sample 7

MFX - 0.2 0.25 - 0.25

XFX - 0.2 0.25 0.25 -

MHX - 0.1 - 0.25 0.25

Solvent Bamboo salt 0.9 + glycerin 5 + distilled water

Each number indicates % of contents. MFX: Extract of Magnoliae Flos, XFX: Extract of 
Xanthii Fructus, MHX: Extract of Menthae Herba.

    0 :  개선 없음 - 콧물과 재채기가 아주 심함

    1 : 약간 개선됨 - 코막힘과 재채기가 자주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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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등도 개선됨- 코막힘과 재채기가 가끔 발생함

    3 : 많이 개선됨- 코막힘과 재채기가 거의 없음

    4 : 완 히 개선됨- 코막힘과 재채기가  없음 

8. 통계처리

    實驗成績의 統計處理는 student's t-test로 하 으며 有意水

準은 0.01以下로 하 다

결    과

1. 건조 추출물의 용매별 수득량

    溶媒別 藥材의 乾燥抽出物 收得量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extraction yields from crude drugs in various solvents.

Crude drug Solvent Yields(g)

Magnoliae Flos

70% ethanol 31.6

30% ethanol 37.1

70% methanol 32.4

distilled water 36.2

Xanthii Fructus 

70% ethanol 45.2

30% ethanol 46.7

70% methanol 44.5

distilled water 47.0

Menthae Herba

70% ethanol 22.1

30% ethanol 24.5

70% methanol 23.1

distilled water 25.3

    上記 抽出物中 豫備實驗을 통하여 70% 에탄올 抽出物이 比

的 抗菌  消炎效果가 優秀하 으므로, 본 實驗에서는 70% 

에탄올 抽出物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이하 추출물은 모두 70%

에탄올 추출물임).

2. 추출물별 항균 억제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辛夷, 蒼耳子  薄荷抽出物에

서 Gram positive균, Gram negative균  Fungus에 비교  고르

게 抗菌效果가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Table 5. Antimicrobial activity of various extracts of the crude drugs.

Strains Inhibition zone (diameter: mm)

Group Species MFX XFX MHX

Gram positive

Staphilococcos aureus  
IFO 12732

Micrococcus luteus 
ATCC 11880

15

12

14

13

12

11

Gram negative 

Pseudomonas 
fluorescens
IAM 12001

Escherichia coli
ATCC 10536

12

11

13

11

11

9

Fungus Penicillium nalgiovens 13 12 10

MFX: Extract of Magnoliae Flos, XFX: Extract of Xanthii Fructus, MHX: Extract of 
Menthae Herba.

3. 抽出物別 항알 르기 效果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辛夷, 蒼耳子  薄荷抽出物을 

24 시간 閉鎖貼付한 후, 알 르기 誘發 物質인 compound 48/80

를 穿刺投 하여 生成된 發赤이 의 藥材 抽出物에서 모두 有

意性있게 抑制하는 效果를 나타냈다.

Table 6. Antiallergic effects of various extracts from the crude drugs.

MFX XFX MHX Glycerin

Contents (w/w%) 0.5 0.5 0.5 -

Rubefaction (%) 64.4* 65.8* 67.2* 100.0

Each content of crude drug is solved in glycerin. MFX: Extract of Magnoliae Flos, XFX: 
Extract of Xanthii Fructus, MHX: Extract of Menthae Herba. *p<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4. 비강부종 억제 효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注 器를 이용하여 매일 鼻腔 

안에 辛夷, 蒼耳子  薄荷抽出物을 주입한 경우 모든 抽出物에

서 상당한 改善效果가 있었으나, 辛夷 : 蒼耳子 : 薄荷 抽出物의 

比가 2 : 2 : 1의 混合液을 使用하 을 때 有意性있는 浮腫 治療

效果가 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Table 7. The effects of crude drugs on rhinal inflammation. 

Control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5th day 7.3 14.6 12.1 10.3 16.9*

10th day 9.1 16.1 14.2 11.5 19.5*

Each number indicates the variation rate(%) of rhinal inflammation. Sample 1: 0.5% 
MFX, Sample 2: 0.5% XFX, Sample 3: 0.5% MHX, Sample 4: 0.2% MFX + 0.2% XFX + 
0.1% MHX. *p<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5. 비염  부비동염 증상 개선효과 

    注 器를 이용하여 每日 鼻腔 안에 辛夷, 蒼耳子  薄荷抽

出物을 注入한 境遇, 5일째와 10일째에 改善된 狀態를 5  尺度

法으로 評價한 結果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辛夷, 蒼耳子  

薄荷抽出物의 比가 2 : 2 : 1의 混合液을 使用하 을 때 有意性 

있는 鼻炎  副鼻洞炎 症狀 改善效果가 있음을 確認하 다.

Table 8. The effects of crude drugs on rhinitis and sinusitis.

Control Sample 4 Sample 5 Sample 6 Sample 7

1st day 0.1 0.1 0.1 0.2 0.1

5th day 0.6 2.0* 1.5 1.3 1.1

10th day 1.4 3.1* 2.8* 2.2 2.1

Each number indicates score of 5 points dimensional scaling in the improvement effects 
on rhinitis and sinusitis. Sample 4: 0.2% MFX + 0.2% XFX  + 0.1% MHX, Sample 5: 
0.25% MFX + 0.25% XFX, Sample 6: 0.25% XFX + 0.25% MHX, Sample 7: 0.25% MHX 
+ 0.25% MFX. *p<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고    찰

    鼻炎 에서 急性鼻炎은 소  코감기라 불리는 것으로서, 感

氣와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空氣의 濕氣나 溫度가 갑자기 변화

할 때에 많이 나타나고, 바이러스나 細菌에 의한 鼻粘膜의 急性

感染症으로 취 된다. 慢性鼻炎은 急性鼻炎이 되풀이됨으로써 

慢性化한 것으로 치료가 비교  어려우며, 虛弱하거나 알 르기 

체질인 어린이, 는 鼻中隔彎曲症이나 副鼻腔炎을 放置해 두었

던 사람, 나아가서는 먼지가 많거나 刺戟臭가 강한 직장에서 마

스크를 하지 않은 채 長期間 作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萎縮性鼻炎은 코의 粘膜이나 骨質이 萎縮되는 慢性 疾病으

로 臭鼻症이라고도 하며, 콧속의 粘膜이 萎縮되어 콧속이 텅 비



신이, 창이자  박하추출물 혼액의 비강세정 효과

- 1609 -

어 버리는 疾病이다. 알 르기 鼻炎은 알 르겐이 되는 먼지, 꽃

가루, 동물의 털 등을 콧속에 吸入함으로써 생기는 急性 鼻炎으

로서, 코 알 르기 는 알 르기성 鼻炎이라고도 한다11-19)
.

    韓醫學的으로 鼻炎은 鼻鼽. 鼻淵, 鼽嚏 등으로 표 되어지

며, 鼻鼽는 急性鼻炎, 鼻淵은 慢性 鼻炎 혹은 副鼻洞炎, 鼽嚏는 

알 르기성 鼻炎으로 크게 응되어 설명되고 있다
20)

.

    鼻炎의 原因을 韓醫學的으로 살펴보면 運氣에서 火攻肺虛

하면 鼻鼽가 되고 陰司天에 熱氣가 下臨하고 肺氣가 上從하면 

鼽衄鼻塞이 된다 하 다. 陰司天에 熱淫所勝하면 鼽衄嚏嘔라 

하 고, 陽司天에 火淫이 所勝하고 甚하면 鼽衄이 된다 하

고, 歲金不及하여 火炎이 유행하면 鼽嚏한다고 하며  陽明所

至에 鼽嚏가 된다하 다21)
. 여기에서 모두가 火熱司令으로 말하

는데 火克金하여 熱이 肺를 損傷한 것이다. 그러나 陰, 陽

의 熱火가 司令한 時期라 하더라도 이 疾患이 꼭 發生하는 것이 

아니고, 腸胃에 痰火나 積熱이 있을 때, 이 時期를 만나거나 感

觸되어야만 發病한다. 그 이유는 大腸은 肺의 腑이며, 胃는 五臟

의 氣를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 內經에서 九竅不利는 腸胃

에서 생긴다 하 고,  淸氣가 天에 通하고 鼻는 天氣를 主管한

다 하 으므로 腸胃에 痰火나 積熱이 없으면 上昇하는 氣가 淸

氣로서 發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風寒이 자주 感觸되거나 本

來부터 鬱熱이 있는 사람이 風寒에 感觸되면 鼻塞과 噴嚏가 일

어난다.20)

    臟腑學的으로는 肺脾腎의 虛損으로 크게 三類型으로 分類하

는데 첫째는 肺氣虛弱으로 感受風寒하는 型으로 肺主宣發 外合

皮毛라 하여 肺와 皮毛의 生理機能이 風寒邪의 侵襲으로 病理變

化가 일어나 發生되며 溫補肺臟 祛風散寒하는 藥物이 必要하며, 

둘째는 脾氣虛弱型으로 肺中의 필요한 津氣는 脾의 水穀精微의 

運化로 되는 것이므로 肺氣의 充實은 後天水穀精氣의 부단한 充

養에 依支한다. 그러므로 脾氣가 虛弱하면 肺氣不足에 이르러 肺

의 宣降作用이 失調되어 津液이 停滯하므로 寒濕이 脾部에 오랫

동안 凝結되어 發生하므로 健脾補肺斂氣 祛風利竅의 藥物이 必

要하다. 셋째는 腎元虛損型이다. 腎은 主水之臟이고 肺는 水之上

源이며, 肺는 呼吸을 主管하여 氣之主가 되고 腎은 納氣를 主管

하여 氣之根이 되어 命門之火를 主管한다. 이로 인하여 腎中의 

精氣가 充盛하여야만 肺를 비로소 溫養할 수 있고 吸入된 氣는 

肺의 肅降作用에 의하여 腎에 下納할 수 있다. 그런데 腎의 精氣

가 不足하면 氣는 歸元하지 못하여 腎은 攝納作用을 失調하게 

되어 氣가 浮上하게 되므로 噴嚏가 빈번히 일어나며, 腎의 陽氣

가 不足하면 寒水가 上犯하여 鼻流淸涕가 멈추지 않게 되므로 

益腎壯陽 補腎納氣하는 藥物이 必要하다22). 

    辛夷는 木蓮科(Magnoliaceae)에 속하는 白木蓮(Magnolia 

denudata Desrousseaux)  그 밖의 同屬 近緣植物의 꽃 오리이

며, 辛溫하며 肺, 胃經으로 들어가 散風寒, 通鼻竅의 效能이 있

고, 主要 成分으로는 精油를 3 내지 4% 含有하고 있다. 精油中에

는 α-pinene, cineole, citral, methylchavicol, eugenol, capric 

acid, oleic acid 등이 含有되어 있으며, 鼻炎, 蓄膿症, 齒痛에 效

果가 있다. 

    蒼耳子는 菊花科(Compositae)에 속하는 도꼬마리(Xanthium 

strumarium L.)의 成熟한 果實을 乾燥한 것으로서, 辛苦溫하며 肺

經으로 들어가 祛風解表, 通鼻竅, 祛風濕의 效能이 있으며, 主要 

成分으로는 xanthostrumarin, tannin 등을 包含하며, 消炎, 鎭痛, 

抗菌 作用이 있어 急慢性 鼻炎, 副鼻洞炎에 效果가 있다.

    薄荷는 꿀풀과(Labiatae)에 속하는 薄荷(Mentha arvensis L. 

var. piperscens Malinvaud)의 地上部를 使用하며, 辛凉하여 肺, 

肝經으로 들어가 疏散風熱, 淸頭目利咽喉 등의 效能이 있으며, 

menthol, menthone 등의 成分을 包含하고, 消炎, 抗菌, 平滑筋弛

緩 作用이 있어 感氣, 呼吸器 疾患에 使用된다23)
. 

    上記와 같이 治療藥物을 使用하면서 그 效果를 極大化하기 

해서는 補助的으로 鼻腔에 直接 適用할 수 있는 外用藥物이 

必要한데, 이를 해 肺經에 作用하여 그 藥效가 뛰어난 辛夷, 蒼

耳子  薄荷抽出物을 使用하여 藥效를 檢定한 結果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辛夷, 蒼耳子, 薄荷 모두 그람음성, 그람양성  

眞菌類에 하여 상당한 抑制效果를 나타냈고, Table 6에서 보면 

세 약물 모두 64.4%, 65.8%  67.2%의 有意性있는 항알러지 效

果를 나타냈으며, Table 7에서는 특히 Sample 4(辛夷 : 蒼耳子 : 

薄荷 抽出物의 比가 2 : 2 : 1의 混合液)에서 5일째  10일째 에 

16.9%  19.5%의 有意성있는 浮腫變化率을 보 고, Table 8에서

는 Sample 4  5에서 각기 3.1  2.8의 有意性있는 改善 點數를 

보여 이는 外用에 의해서도 상당한 治療效果가 있음을 確認할 

수가 있었다. 이때 個別 藥材에서도 모두 效果가 있었으나 둘 혹

은 셋씩 混合하는 境遇에 더욱 그 效果가 뚜렷하 다. 특히 辛夷 

: 蒼耳子 : 薄荷 抽出物의 比가 2 : 2 : 1의 混合液에서 有意性있

는 抗浮腫效果  症狀改善效果를 보인 것으로 보아 이는 韓方

的으로 오랜 經驗을 통하여 藥物을 配合하는 七情  單行보다

는 相 나 相使의 境遇가 더욱 效果가 있음을 알 수 있다24,25).

    이처럼 同效의 藥物을 抽出한 후 適切하게 混合하여 昨今 

氾濫하고 있는 洋方的 化合物로 인한 副作用을 念慮함이 없이 

韓藥材를 利用한 多樣한 外用 洗淨劑를 開發 할 수 있음은 바람

직 한 일이며, 재 生理食鹽水 외에는 특별한 鼻腔洗淨劑가 없

는 實情에 비추어 번 硏究에서 이러한 優秀한 效果가 있는 韓

方藥物은 此後 實用製品으로도 開發할 必要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辛夷, 蒼耳子, 薄荷를 이용한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Gram 

positive균, Gram negative균  Fungus에 비교  고르게 抗菌

效果가 있었고, compound 48/80을 穿刺投 하여 生成된 發赤이 

의 藥材 抽出物을 미리 貼付한 境遇 모두 有意性있게 抑制되

었으며, 辛夷 : 蒼耳子 : 薄荷 抽出物의 比가 2 : 2 : 1의 混合液을 

使用하 을 때 鼻腔浮腫, 鼻炎  副鼻洞炎에 有意性있는 症狀 

改善效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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