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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designed to estimate the effect of ethanol addition on shelf-life extension and

changes in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in fresh wet noodles. The wet noodle was made with addition of 0, 1 and

2% ethanol. During the storage at 10oC, wet noodles were monitored changes in the total numbers of aerobic bacteria.

A 6 log cfu/g was applied as a standard for microbiological quality of foods. As a result, the shelf-lifes of wet noodle

with addition of ethanol at the standard were 9.17 days at no ethanol, 15.02 days at 1% ethanol and 27.03 days at 2%

ethanol. The respective percentage increases in the shelf-life observed at both 1 and 2% ethanol addition were 63.8%

and 194.8% comparing with no ethanol treatment. Consequently, addition of ethanol into fresh wet noodle inhibited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and extended shel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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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류산업은 식품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편리성을 강조한

식품의 소비추세에 따라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는 산업이

다1). 최근에는 냉장·냉동시설의 발달, 소비자 기호의 다

양화와 함께 건강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자연지향

적인 제품을 선호하면서 건면 중심의 소비 추세에서 생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2). 

국수는 주원료인 밀가루를 비롯해 곡류, 소금과 물 등을

혼합하여 반죽하고 면대를 형성시킨 다음 일정한 크기

로 절단하여 만든 식품으로 gluten의 독특한 성질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밀 가공식품이다. 2001년도 제분 공

업현황에 의하면 밀가루 총 소비량 180만 톤 중 705,600

톤(39.2%)이 제면 가공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우리나라 식품공전상의 규격에 의하면 생면류나 숙면류

중 주정 침지 제품의 경우 일반 세균수가 1.0 × 106 log cfu/g

이하이고, 대장균은 음성으로 정해져 있다4). 그러나 생면

의 경우 수분을 70% 이상 함유하여 미생물에 의한 부패,

변패에 의한 품질손상의 우려가 크므로 제조·배송·판

매에 대하여 초기오염 방지와 저온관리에 의한 미생물의

제어가 필요하다5,6). 

생면의 저장에 관한 연구로는 세균수에 의한 국수의 저

장성 예측 연구7)를 비롯하여 구기자분말1), 폴리만뉴로닉

산3), Pediocin8), 스피루리나6), 홍고추액9), 양파즙10), 해조칼

슘11) 등 기능성물질 첨가로 인한 생면의 품질특성 강화연

구가 보고되고 있다. 식품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합성보존

료 중 체내 축적성 등의 문제로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어12),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물질을 식품보존료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품을 보관하는 저장온도와 유통기한은 가공, 포

장조건과 더불어 냉장 냉동식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인

자로, 식품의 개발 변화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포장, 보존, 제조방법, 원료 등의 제품 특성에 맞는 좀 더

과학적인 유통기한의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3,14).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는 “유통기한이라 함은 일정한 보관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으로 정

의하고 있다4). 최종 포장 단위 식품 또는 소비자가 구입 후

소비되는 식품의 경우, 마지막 소비시점까지 안전한 품질

의 식품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 후의 사용 보

관실태 등을 고려한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식품의

각 품질 인자들은 온도, 습도 및 산소 유무에 의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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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사용원료의 선도,

제조공정, 위생적 제조환경, 유통과정 등에 의해서도 차이

가 있어, 정확한 유통기한의 산출은 식품의 안전성 차원뿐

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매우 중요하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면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ethanol 첨가 농도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변

화와 유통기한 연장 효과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생면은 밀가루(큐원생면용밀가루, ㈜

삼양사, 아산, 충청남도, 대한민국), 전분(SA-1, ㈜마쯔다

니, 일본), ethanol 99% (대한주정, 서울, 대한민국), 증류

수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 무처리군은 반죽시 생면용 밀

가루에 증류수만을 반죽에 사용하였으며, ethanol 처리군

은 무처리군과 동일한 반죽에 각각 1, 2%(v/v)의 주정을

첨가하였다

생면의 제조

일반생면 제조를 위해 국수 제조업체인 ㈜면사랑(진천,

충청남도, 대한민국)의 제품생산설비를 이용하였다. 생산

라인은 70% ethanol로 세척한 후, 제면기 (사누끼제면기

주식회사, 일본)를 사용하여 완성된 반죽으로 조면대를 만

들었다. 이를 복합하여 롤을 거쳐 면대의 두께를 점차 감

소시켰으며, 최종적으로 2.8 mm 두께의 면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생면에 즉시 전분을 뿌려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

지한 후 100 g 단위로 NY/PE bag (한화폴리드리머, 서울,

대한민국)에 담아 진공포장 하였다. 포장된 시료를 10oC

의 incubator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균수의 측정

생면 10 g에 0.1% peptone water (Oxoid LTD., England)

40 ml를 첨가하여 1분 동안 stomacher (Elmex SH-II M,

Tokyo, Japan)로 마쇄한 후 1 ml을 취해 0.1% peptone

water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희석액 1 ml를 Tryptic

soy broth (TSB,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배지

에 부어 혼합한 다음, 37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형

성된 colony를 계측하고 시료 g당 colony-forming units

(cfu)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시료는 최소한 3회 반복 측정

하였다. 

유통기한 추산

유통기한 추산을 위해 저장성 실험에 의한 총균수의 변

화를 측정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지표 (총균수)의 변화

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총균수 기

준인 6 또는 7 log cfu/g11,12)가 생면의 ethanol 농도별 따른 유

통기한 추산을 위한 유효 품질지표항목으로 설정되었다.

시료 각각의 총균수의 로그값(Y), 저장기간(X)과의 회귀식

을 산출하기 위해, Y값으로 각 유효 품질지표의 한계 기

준치를 대입하여 그 때의 저장기간(X)을 유통기한으로 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주정(ethanol) 첨가 생면의 총균수 변화

10oC의 냉장온도에서 ethanol 첨가에 따른 생면 내 총균

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생면의 초기

총균수는 ethanol 무첨가군에서 1.54 ± 0.19 log CFU/g, 1%

에서 1.64 ± 0.11 log CFU/g, 2%에서 1.49 ± 0.22 log CFU/g

로 나타났다. 처리군 모두에서 4일까지는 균 수 변화가 거

의 없었으나, 그 이후 성장속도 차이가 급격히 나기 시작하

였다. 무첨가군에 비해 ethanol 1%, 2% 첨가 시 농도 증

가에 따른 급격한 성장속도 감소를 보였다. Ethanol 무첨

가군은 10oC 저장 시 8일, 1% 첨가군은 18일, 2% 첨가군

은 25일이 경과해야 식품공전상의 식품의 기준이 되는 총

균수 6 log CFU/g에 도달하여 ethanol 첨가가 생면의 유통

기한 연장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Jeong 등16) 은 김치에 ethanol 첨가시 무첨가군에 비해

ethanol 첨가군에서 약 1 log cycle 정도의 감소효과를 나

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김치에 ethanol의 첨가는 김치의 발

효 시 자연 생성되는 휘발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미

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식

품에 ethanol의 첨가는 미생물의 증식을 저해하는 보존료

작용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Lee

등5)은 생면에 젖산, 키토산 추가로 첨가 시 ethanol만 첨

가된 생면보다 3배 정도의 저장기간 연장에 효과가 있음

을 나타내었다. 이는 생면의 특성상 소량의 ethanol을 반

죽에 혼합하여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thanol 첨가 생면의 유통기한 연장효과

유효 품질지표로 선정된 항목의 저장시간에 따른 변화

값으로부터 직선의 회귀식을 유도하여, 유통기한을 계산

Fig. 1. Growth pattern of total aerobic bacteria in wet noodles

with addition of ethanol during storage at 1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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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생면의 총균수 품질 기준인 6 log cfu/g를 유효

품질지표의 한계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유통기한 계산 시

저장성 실험을 통한 생면의 총균수의 로그값(Y), 저장기

간(X)와의 관계 회귀식을 산출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 회귀식에 유효 품질지표의 한계 기준치를 대입하고, 그

때의 저장기간(X)을 도출하여 이를 유통기한으로 계산하

였다17-19).

Ethanol이 첨가되지 않은 생면을 10oC에 보관 시 총균

수가 6 log cfu/g에 도달하는데 9.17일이 소요된 반면에

ethanol 1%, 2% 생면의 경우에는 각각 15.02일, 27.03일

이 소요되었다. 이는 ethanol을 첨가하지 않았을 때 보다

각각 63.8%, 194.8%의 유통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 Park 등20)은 김밥, 어묵 등 주요 냉장식품의 온도 별

유통기한을 예측하기 위해 보관온도와 시간에 따라 총균

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묵의 경우 초기균수 1.7 log

CFU/g가 10oC 보관 시 6 log CFU/g 도달에 24일이 소요

된 반면 7oC에서는 35일, 5oC에서는 48일 소요되어 유통

기한이 각각 46%, 99% 연장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동일한 온도인 10oC에서 ethanol 첨가농도에 따라

1%, 2% ethanol 첨가가 각각 72%, 154%의 유통기한의 연

장효과를 나타내었으며, ethanol이 첨가된 생면을 10oC보

다 더 낮은 5oC에 냉장 보관 시 유통기한의 연장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정(ethanol) 첨가는 생면 등 비 가열식품 중

총균수의 생육을 저해함으로써 유통기한 연장에 효과적으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생면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정

(ethanol)의 첨가에 따른 미생물의 증식변화와 유통기한 연

장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thanol을 0, 1, 2% 첨가하였으며, 10oC 에서 저장하는 동

안에 생면의 총균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생면의 품질 기

준인 6 log cfu/g을 적용하여 유통기한을 추산하였다. 그 결

과 ethanol 첨가 생면의 유통 가능기한은 무첨가군의 경우

9.17일, 1% 첨가군의 경우 15.02일, 2% 첨가군의 경우

27.03일로 추정되어 무첨가군과 비교하여 63.8%, 194.8%

의 유통기한을 연장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생면에 주정

(ethanol)의 첨가는 유통기한 연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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