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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otential for hand sanitizer through 

anti-bacterial test on virulent Eshcherichia coli by ginger extract.  In each concentration range 

(0 – 0.9%w/v) of ginger extract, the antimicrobial inhibiting effect of E. coli wasn't shown to 

be statistically distinct mutually (p<0.05). However, in the concentration of 0.7 – 0.9%w/v in 

ginger extract, the growth inhibiting activity on E. coli was detected to be 0.21±0.03 and 

0.37±0.07 (mm), respectively. Thus, it is judged that the higher concentration in ginger extract 

leads to have the antimicrobial inhibiting effect. As a result of measuring growth inhibiting 

activities on E. coli after carrying out heat treatment of ginger extract at 60, 70, 80, 90 and 

100℃, respectively, in order to obtain physical and chemical stability of ginger extract, it was 

indicated (p<0.05) to have statistically distinct influence upon growth inhibiting activities. Also, 

ginger extract, which was treated by pH degree (pH 2. 4. 6. 8. 10 and 12), did not indicated 

(p<0.05) statistical influence upon growth inhibiting activities.  Hand Sanitizer in the experimental 

group 1 with the addition of D.W, hydrogenated castro oil, alcohol and ginger extract was 

measured to be the highest in the antimicrobial inhibiting effect. Also, the result of analyzing 

(+)ESI (Electroospray Ionization)-HPLC/MS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of gingerol compound in the ginger extract was shown by gingerol compound 

of ginger on scan 8-gingerol=305[M+H-H2O]m/z were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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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기관에서의 관련 종사자는 질병감염의 과정과 그 예방

법을 숙지하여 감염성 미생물의 수준을 최 한 줄이는 것이 

감염방지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병원성 미생

물의 직접적인 전파양식에서 의료종사자의 손에 의한 교차감

염이 감염성 질환의 전파에서 매우 중요한 감염사슬의 단계

에 속한다[1]. 이러한 병원성 감염은 환자의 가족, 사회, 그리

고 국가 차원에서도 적지않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되는

데,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 소독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병원성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염증이 발생한 

후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이 매우 크다

[2]. 의료종사자의 손 위생은 병원성 감염을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며, 알코올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손위생의 수행률을 증가시켰다[3]. 
손 위생 수행률 향상과 손위생 방법의 개선은 병원성 전파

의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2010년 World Health 
Organization(WHO)에서는 Hand Hygiene Self Assessment 
Framework를 개발하여 의료기관의 손위생 증진체계를 제시하

였다[4]. 



Evaluation of Possibility for Hand Disinfectant using Ginger Extract

25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 제7조 다목에 의하면 의약품외

품으로 외피용 소독제, 외형 소독제로서 살서제에 속하고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살균, 소독제제나 희석하여 사

용하는 제제를 포함하며 알코올류, 크레졸, 알테히드, 비누

제제, 액체, 젤 형태의 살균 소독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러한 규정에 따라 정의한 의약품외품에 손소독제에 해당하

는 “감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서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그 범주

를 정해 놓았다[5].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약재, 항신료 등의 식용 식물류 중에

는 생체 조절기능이나 방어기능 등 생리적 효능을 가지는 성

분들이 함유되어 있다[6]. 식물에는 다양한 항균물질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flavonoid, alkaloid, 
terpenoid, phenolic, compound, quinone 및 volatile oil 등의 2차 

사산물이거나 그 유도체들이다[5]. 최근에는 천연 항균물질

에 한 관심이 증 되어 알로에베라, 땃두릅, 약초, 항신료 

등 각종 육상식물 추출물의 항균에 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

고 있다[7-8].
그리고 생강(Ginger, Zingiber officinale Rosc.)은 생강과

(Zingiber-aceae)에 속하는 아열 의 다년생 초본식물의 근경

으로서, 특유의 매운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는 주요 향신료 

중의 하나이다[9]. 생강의 생리활성 성분으로 항균작용, 항염

작용,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0-11], 특히 특유의 자극성 맛을 가지

는 gingerol, shogaol, zingerone, citral, zingeperone 등을 함유하

고 있어 살균제와 치료제로 사용되기고 한다[12]. 또한, 천연 

생강 정유는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균인 Vibrion속 균주인 V. 
parahaemolyticus에 해서 증식억제율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

되었다[13].
생강추출물의 생리활성 기능에 한 선행연구에서 생강추

출물의 총 페놀 화합물이 0.3mg/mL로 나타났으며, 생강추출

물의 전자공여능 효과는 조군의 흡광도와 비교한 결과 87%
정도의 감소효과를 보여 polyphenol의 산화작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
이처럼 천연물은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예방과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유효한 

성분을 분리후 정제하는 많은 연구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화학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아니라 불안정하여 

추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10, 13].
최근 소비자의 건강 지향적 성향과 함께 화학적합성품에 

한 거부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할 천연물 소

재의 손소독제에 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천연항균성 물질에 한 연

구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천연물과 관련

된 연구보고서를 토 로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손소독

제의 제품과 병원소독제의 현황 등을 검토하여 천연물인 생

강의 추출물을 이용한 손소독제 제품개발에 기초자료로 삼고

자 생강추출물의 물리･화학적 안정성과 항균활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재료구입

본 연구에 사용된 생강을 부산시 소재 H시장에서 구입하여 

세척, 탈수한 후 그 로 천연추출물에 적용하였다.

2. 시료추출

원물을 적절한 크기로 분쇄하여 100g 평항한 후 삼각플라스

크에 넣고 시료가 잠기도록 증류수 1ℓ를 가한 후 90℃에서 60
분간 열수 추출하였다. 이 추출물을 여과(No 2, Whatman 
International Ltd., Maldstone, England)하여 여과액을 취하고 잔

사는 다시 추출과 여과과정을 거쳐 여액을 얻은 후 최종 30㎖을 

농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1][14].

 Sample
       

Filtration(2 times)


Debris


Supernatant


Concentaration


Standard extract


Sample for screening

<Fig. 1> Standard preparation of ginger extract 

3. 실험균주 및 배지

항균측정에 적용된 공시 균주는 (사)한국종균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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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hcherichia coli, Gram(+), KCCM No. 11234를 사용하였다. 균
주배양은 Trypticalse soy agar(Pancereatic Digest of Casein, 
17.0g/ Pancreatic Digest of Soybean meal, 3.0g/ NaCl 5.0g/ 
K2HOP4, 2.5g/ Glucose, 2.5g/ Agar, 15.0g/ Distilled water, 1.0g)
조성하여 37℃에서 배양하였다. 이 균주는 사면배지 상태로 

4℃ 냉장고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실험 전 접종된 사면

면지에서 1 백금이를 취하여 액체배지 상에서 1, 2차 배양하

여 활성화 시킨 후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13].

4. 항균관련 물질 분석

생강추출물의 항균관련 물질인 Gingerol 화합물을 검정하기 

위해서 High perfomance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HPLC-MS/MS, Agilent 1200) System로 측정하였다

[15].
작동조건은 Sperlcowax 20TM(0.325mmX60m, film thickness 

1.8μm) column 장착이 된 Perkin Elmer Clarus 600T을 사용하

였다. 주입기 온도는 200℃이고 carrier gas로는 He을 1.0 
mL/min의 흐름속도로 적용하였다.

5. 항균효과 측정

1) 생육 저해환 측정 

평판배지에 배양된 장균 1백금이 량을 취해서 액체배지

인 nutrient broth(NAB)에 균액을 접종하여 배양한 후 평판배지

에 멸균면봉으로 균일하게 도말 처리하였다. 멸균된 저해환을 

평판배지상에 올려놓은 다음 시료를 농도별 부착시켜 37℃, 
36시간 배양하여 생육 저해환의 직경을 측정하였다[16].

Plate culture medium
                          E. coli, 37℃, 36hrs.

Nutrient broth culture
                   36℃, 36hrs.

Spread culture medium


Steaking


Disk diffusion test


Measurement of inhibition zone

<Fig. 2> Method for measurement of antimicrobial activity

2) 추출물의 안정성

생강추출물의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강

추출물을 여과한 후 60, 70, 80, 90 및 100℃에서 각각 15분 간 

열처리하여 상온에서 서서히 식힌 후 생육저해환 측정을 실

시하였다. 또한, 산도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0.1N HCl, 
pH 2. 4. 6. 8. 10 및 12로 조정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후 

다시 초기의 pH로 중화한 다음 배양기내에서 37℃, 36hrs. 배
양하여 생육저해환을 분석하였다[16].

6. 실험군과 대조군의 손 소독 제조

본 실험에 적용된 손소독제의 제조방법은 여[5]의 연구방법

을 응용하였다. 즉, 조군의 손 소독제의 제조는 용매제로 

D.W 70%, 보습제로 glycerin 10% 및 항균제인 에탄올(99.9%) 
20%를 상온에서 교반시켰다. 실험군은 sampel 1와 sample 2로 

나누어 조군과 비교 분석하는데 적용하였다. 실험군 sample 
1은 용매제로 D.W 70%, 가용제인 hydrogenated castro oil 0.5%, 
항균제인 에탄올(99.9%) 20% 및 ginger extract 9.5%를 전자와 동

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고, 실험군 sample 2는 용매제로 D.W 
70%, 가용제인 hydrogenated castro oil 0.5%, 항균제인 에탄올을 

제외한 ginger extract 25%를 각각 혼합하여 교반후 제조하였다.

Name Fuction Content(%)

Distilled water Solvent 70.0

Glycerin Moisturizer 10.0

Alcohol Antibiotics 20.0

<Table 1> Hand sanitizers for control group

Name Fuction Content(%)

Distilled water Solvent 70.0

Hydrogenated castro oil Solubilization   0.5

Alcohol Antibiotics  20.0

Ginger extract Natural Additives   9.5

<Table 2> Hand sanitizers for experiment group 1

Name Fuction Content(%)

Distilled water Solvent 70.0 

Hydrogenated castro oil Solubilization   0.5

Ginger extract Natural Additives  25.0

<Table 3> Hand sanitizers for experiment gro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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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소독제의 항균효과

Eshcherichia coli을 3 x 104cfu/ml의 농도로 조절하여 

peridish상에 1ml 씩 분주하여 도말하였다. 여기에 paper disk를 

놓고 손소독제의 조군과 실험군 1과 2의 용액을 1% w/v가
하여 37℃ 배양기에서 각각 6, 12 및 24시간의 배양시간 별 

항균저해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생육저해환 측정

생강추출물의 최종 농도를 각각 0. 0.1, 0.3, 0.5, 0.7 및 

0.9%w/v으로 조절하여 생육저해환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Eshcherichia coli에 해 생강추출물의 0 – 0.9%w/v 농
도별 생육저해에는 뚜렷한 변화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생강추출물의 0.7 – 0.9%w/v 농도에서 E. coli에 

한 생육저해도가 각각 0.21±0.03와 0.37±0.07(mm)인 것으로 

나타났다.

Concentration(% w/v) Inhibition zone diameter (mm) p

0 - 0.003

.1 -

.3 -

.5 -

.7 0.21±0.03

.9 0.37±0.07

Unit: Mean±S.D.

<Table 4>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ginger extract 

against Eshcherichia coli

2. 생강추출물의 물리･화학적 안정성

<Table 5>와 같이 생강추출물의 물리적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온도 별 열탕처리 후 Eshcherichia coli에 한 

생육저해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열처리 온도 가 

각각 60, 70 및 80℃에서의 E. coli의 생육저해도(mm)는 각각 

0.39±0.08, 0.31±0.11 및 0.14±0.04(mm)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에 열처리 온도 가 90와 100℃에서의 E. coli에 한 생육저해

도(mm)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온도 별 열처리한 생강추

출물은 E. coli에 해 생육저해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생강추출물의 화학적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pH
별 0.1N HCl 로 조정한 후 pH 2. 4. 6. 8. 10 및 12에서 E. 

coli에 한 생육저해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즉, 0.1N HCl를 적용한 pH 2. 4. 6. 8. 10 및 12에서 각각 E. 
coli의 생육저해도(mm)는 0.31±0.05, 0.35±0.09, 0.35±0.02, 
0.33±0.05, 0.34±0.06 및 0.39±0.05(mm)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pH 별 0.1N HCl로 처리한 생강추출물은 E. coli에 해 

생육저해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Heating treatment (℃) Clearzone Diameter mm) p

60 0.39±0.08

70 0.31±0.11

80 0.14±0.04 0.031*

90 -

100 -

Unit: Mean±S.D.

<Table 5> Effect of heat treatment on growth inhibiting activites of 

ginger extract against Eshcherichia coli

pH treatment pH) Clearzone Diamter mm) p

2 0.31±0.05

0.053

4 0.35±0.09

6 0.35±0.02

8 0.33±0.05

10 0.34±0.06

12 0.39±0.05

Unit: Mean±S.D.

<Table 6> Effect of pH treatment on growth inhibiting activites of 

ginger extract against Eshcherichia coli

3. 손소독제의 항균억제 효과

<Table 7>는 일반 소독제인 조군과 생강추출물이 첨가된 

실험군 1과 2의 용액에 해 Eshcherichia coli(1% w/v)가하여 

배양기간 별 항균저해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즉, 조군

의 경우 배양기간 별 E. coli의 개체 수는 각각 6시간

(0.46x102CFU/1% w/v), 12시간 (0.98x102CFU/1% w/v) 및 24시
간 (1.72x103 CFU/1% w/v)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군 1에서는 배양기간 별 6, 12 및 24시간에서 각각 0.35x102, 
0.79x102 및 1.36x103CFU/1% w/v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험

군 2에서는 각각 배양기간 6시간 에서 1.95x102, 12시간  

2.17x102 
및 24시간  1.96x104CFU/1% w/v으로 검출되어 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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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3> HPLC/MS/MS total ion chormatogram analysis of ginger extracts <A> chromatographic characteristics of gingerol 

        305[M+H-H2O]m/z detected by ESI-MS in ginger extract <B>

hydrogenated castro oil, alcohol 및 ginger extract가 첨부가 된 

실험군 1 손소독제가 E. coli의 개체에 해 가장 항균억제 효

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Samples
Incubati on time (37℃/hrs.)

6 12 24

Control groupa) 0.46x102 0.98x102 1.72x103

Experiment group 1b) 0.35x102 0.79x102 1.36x103

Experiment group 2c) 1.95x102 2.17x102 1.96x104

Unit: viable cell( No., CFU/l% w/v)

a) D.W+Glycerin+Alcohol

b) D.W+Hydrogenated castro oil+Alcohol+ Ginger Extract

c) D.W+Hydrogenated castro oil+Ginger Extract

<Table 7> Effect of hand sanitizers among control and experiment 

group 1 & 2 against concentration(% w/v) of Eshcherichia coli

4. 생강 추출물의 유용성분 함량

생강추출물의 유용성분으로 알려진 gingero 화합물이 항균효

과 관련물질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HPLC/ MS/MS로 함량분석한 

후 (+)ESI(Electroospray Ionization)- HPLC/MS(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기기분석으로 생강추

출물에서 gingerol 화합물을 305[M+H-H2O]m/z에서 확인하였다.
즉, 기존문헌에 따르면 Gingerol 화합물의 구조는 벤젠고리

에 메틸기와 수산기가 결합하고 페놀기 구조를 가지는데, 메틸기

의 수소 원자수에 따라 6-gingerol, 8-gingerol 및 10-gingerol로 구분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따라서 HPLC/MS chromatograms상에

서 각각 6-gingerol=27[M+H-H2O]7m/z, 8-gingerol=305[M+ H-H2O]m/z 
및 10-gingerol=333[M+H-H2O]m/z로 나타내는데[17], 본 연구결

과에서는 8-gingerol=305 [M+H-H2O]m/z이 확인되어 8-gingerol 
유용성분이 생강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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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손 소독제의 다양한 종류가 국내 뿐 만아니라 해외에서 개

발되거나 수입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소독제에 한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2]. 특히 손 소독제는 손과 팔에 다양

한 상주성 미생물을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빠른시간내에 

제거하거나 억제하여 소독의 유용성이 가급적 오래동안 유지

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편, 의료기관이나 가정에서도 웰빙인 상태의 안정한 소

독제를 추구함에 따라 화학적합성품에 한 거부감이 급격히 

증가함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체할 천연물 소재의 손 소

독제에 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의 살균소독제의 주요성분으로는 glutaraldehyde, alcohol, 

sodium hypochlorite, ammonium bicarbonate 등의 chlorine 계통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다[18]. 이러한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제

한기준 이상으로 적용시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천연물

의 추출성분에서의 천연 항균성 물질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생강 추출물을 이용한 손 소독제 제품개발의 일

환으로 생강추출물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안

정성과 항균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강의 gingerol, shogaol, 
oleoresin 등의 생리활성물질은 자연살해 세포의 기능을 활성

화시켜 면역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고[10], 특히 생강의 특

유한 매운맛 성분인 6-gingerol은 살균효과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Gingerol 화합물의 구조는 6-gingerol, 8-gingerol 및 

10-gingerol로 구분되는데, 본 실험에서 (+)ESI-HPLC/ MS 기기

분석에 의한 생강추출물의 유용성 분석에서 gingerol 화합물증

의 8-gingerol=305[M+H-H2O]m/z이 확인되었다. 생강 분획의 

gingerols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생강의 유용성분 중 

6-gingerol의 함량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동결 건조한 생강 

에탄올 추출물을 n-hexane으로 반복하여 추출했을 경우 

6-shogaol 보다 7배 이상 높게 확인되었다[10].
천연물에서의 유용 성분은 그 화학적 구조가 복잡하고 물리

적 자극에 의해 유용성분이 분해되거나 불안정 화학구조로 변

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추출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

이다[19]. 본 연구의 생강추출법에 있어 저온에서 널리 적용되

는 초임계 유체 추출법을 사용하지 않고 고온에서 적용되는 수

용성 추출법을 적용하여 상호간의 유용성분을 비교 검토하였

다. 전자의 경우 생강의 유용성분 중 6-gingerol 이 주로 검출되

었으나 후자의 경우 8-gingerol 이 확인되었다. 생강추출물을 이

용한 병원성 Eshcherichia coli에 한 항균실험결과에서 생강추

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항균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기존 연구보고에서 Vibrio균에 해 천연 생강 정유를 처리

했을 경우 V. parahaemolyticus에 하여 22.5-85.7%의 증식억제

율을 나타내었고, 겨자의 정유를 처리했을 경우 100% 증식억제

율를 나타내었다[13]. 이러한 결과로부터 생강, 겨자, 마늘 등의 

휘발성 정유는 일부 병원성미생물에 해 항균효과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온도 별 열처리한 생강추출물은 E. coli에 해 생육저해

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H 별 0.1N HCl
로 처리한 생강추출물은 E. coli에 해 생육저해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천연추출물에 고

온이나 산도처리를 함에 따라 gingerol류의 유용성분이 분해되

거나 파괴되어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까지 추출법에 따른 천연물 유용성분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한 체계적인 연구보고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

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손 소독제 

공정에서 천연향균제인 생강추출물은 첨가되는 용매제에 쉽

게 용해되어 단일 분자성분으로 제조가 쉬운 점은 있다. 그러

나 손 소독제로써의 유효성 평가를 할 때 반복적인 실험을 통

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

구는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생강추출물을 이용하여 병원성 Eshcherichia coli에 

한 항균실험을 통해 손소독제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

다. 생강추출물의 각각 농도범위(0 – 0.9%w/v)에서 E. coli의 항

균억제효과는 통계학적으로 상호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p<0.05), 생강추출물의 0.7 – 0.9%w/v 농도에서는 E. coli에 해 

생육저해도가 각각 0.21±0.03와 0.37±0.07(mm)인 것으로 검출되

어 생강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항균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강추출물의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강

추출물을 각각 60, 70, 80, 90 및 100℃에서 열처리한 후 E. 
coli에 해 생육저해도를 측정한 결과 생강추출물이 E. coli에 

해 통계학적으로 생육저해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pH 별(pH 2. 4. 6. 8. 10 및 12) 0.1N 
HCl로 처리한 생강추출물은 E. coli에 해 생육저해도에 통

계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일반 소독제인 조군과 생강추출물이 첨가된 실험군 1과 

2의 용액에 해 E. coli(1% w/v)를 반응시켜 배양기간 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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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저해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 D.W, hydrogenated castro oil, 
alcohol 및 ginger Extract가 첨가된 실험군 1 손소독제가 가장 

항균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생강추출물

의 유용성분으로 알려진 gingerol 화합물이 항균효과 관련물질

임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된 (+)ESI(Electroospray Ionization)- 
HPLC/MS(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기기분석에서 8-gingerol=305[M+H-H2O]m/z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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