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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photometer

FTIR을 이용한 알코올 손소독제의 에탄올함량 분석 및
간단한 Pass/Fail 판정(Determination of Ethanol 

Content in and Simple Fail/Pass Judgment of 

Alcohol Hand Sanitizer by FTIR) 
No. A637K

알코올을 함유한 손소독제의 효과는 제품에 사용된

알코올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 60 – 95 %의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가장 효과적인 조성으로

추천했다.

살균능력을 가지고 있는 에탄올은 시중에서

판매가능한 알코올성 손소독제의 최적 농도로

만들어진다. USP(미국약전)에서는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류법 또는 가스크로마토

그래피(GC)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샘플당

20 분 이상의 분석시간이 소요되며 , 희석과 같은

전처리 또한 필요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퓨리에변환

적외선 분광광도계(이하 FTIR)을 사용할 경우, 전처리

단계의 생략이 가능하며, 알코올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량을 약 1분 내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뉴스레터에서는 Lab Solutions™ IR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측정 기능을 사용하여 시판되고 있는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량에 대해 간단한 Pass/Fail 을

판정한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 실험

무수에탄올을 물에 첨가하여 70 vol %, 82 vol %

농도의 표준물질을 조제하였다. 샘플은 <그림 1>과

같이 QATR™-S (diamond crystal)가 장착된 단일반사

ATR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IRSpirit™로 측정하였다.

분석조건은 <표 1>과 같으며 , <그림 2>와 같이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샘플의 양이 20 - 30 µL 가

되게 ATR crystal 위에 올리고, 농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시료의 휘발을 최소화 하기위해 즉시 휘발방지

커버를 덮었다. 에탄올 표준용액의 IR 스펙트럼은

<그림 3>과 같으며, 1086 cm-1과 1044 cm-1(초록

선)에서의 에탄올 피크 높이와, 3340 cm-1과 1650

cm-1(파란 선)에서의 물의 피크 높이가 농도에 따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nstrument : IRSpirit,QATR-S(Diamond)

Resolution : 4 cm-1

Accumulation : 20

Apodization :Sqr-Triangle

Detector :DLATGS

표 1.  분석 조건

그림 1. QATR™-S가장착된 IRSpirit™ FTIR

그림 2. 휘발방지커버가장착된 QATR™-S

표 2. 에탄올 손소독제의표시함량및 측정결과 pass/fail 판정

□ Labsolutions IR을 이용한 Pass/Fail 판정

알코올 소독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독제 내
성분들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농도를 알고 있는 시료와 농도를
관리해야 하는 시료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피크의
높이나 면적으로 관리대상 시료의 농도를 추정한다.
또한 측정된 농도는 분석자가 직접 pass/fail 판정을
해야한다 .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분석자의 실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샘플 제품에 표기된 에탄올 함량 Pass/Fail 판정

A 58 vol% Fail

B 65 vol% Fail

C 70 vol% Pass

D 76.9 ~ 81.4vol%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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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Solutions IR에 기본으로 설치된 측정 기능은 특정

파수/파장에서 흡광 또는 투과도를 결정하여, pass/fail

판정 수식을 통해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작업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표 2>와 같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A-D) 4 종류의 에탄올 손소독제를 판정하였으며,

샘플은 전처리나 희석없이 분석하였다 . 측정 기능

화면은 <그림 4>와 같다. pass/fail 판단기능의 수식은

<그림 4>와 같이 “Equation tab(빨간색 테두리)”에

설정되어 있다. 이 분석에서는 에탄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Baseline에서 1044cm-1(C-O 스트레칭 진동)까지의

높이를 사용했다. (Baseline 위치: 1110cm-1 - 1020cm-1).

Pass/fail 판정 수식은 농도 70 vol%(Baseline에서
피크까지의 높이 : 0.301) – 82 vol%(Baseline에서
피크까지의 높이 : 0.348)의 샘플이 pass로 판정되고
나머지는 fail로 판정하도록 설정하였다. 샘플 스펙트럼
측정 후, 측정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데이터는 <그림
4>에 보여지는 sample table(파란색 테두리)”에
자동으로 추가된다 . <표 2>와 같이 설정된 기준
농도보다 낮은 시료 A와 B가 Fail로 판정되었다 .

그림 3. 에탄올 표준용액의 IR 스펙트럼(70, 82 vol%)

IR 스펙트럼의측정결과(확대뷰)는 <그림 5>와 같다. 
에탄올(검정색선)의 피크높이를이용하여에탄올
농도 또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 IR 스펙트럼측정결과(확대뷰)

IRSpirit과 QATR-S를 이용하면, 시료 단 한방울로
소독제 내 에탄올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탄올 함량은 Labsolutions IR 소프트웨어의
측정기능을 이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pass/fail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을 이용하면 판정을 포함한
분석시간을 줄일 수 있다. 소독제 내의 주요 성분인
에탄올 품질 관리를 통해 제품사기나 가짜 물질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다.

그림 4. 측정프로그램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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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측정프로그램화면

□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