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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근해에서 잡은 고등어의 신선도유지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수 슬러리얼음(SS), 해수 
큐브얼음(SC), 수돗물 슬러리얼음(TS), 수돗물 큐브얼음(TC)에 저장하며, 신선도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얼
음 성분 중 세균수는 음용수 기준 이하였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해수 기준치인 11 mg/L를 초과했다. 민물
에 비해 바닷물의 탁도가 심했다. 고등어의 일반성분 분석결과 수분 함량이 72.7%, 단백질 20.5%, 지질 
5.25%, 회분 함량이 1.3%로 나타났다. 해수 슬러리 얼음은 수돗물 얼음과 비교하여 pH가 낮게 유지되었
다. 저장 초기에는 모든 저장소에서 VBN 증가가 억제되었다. 전반적으로 해수빙이 담수 얼음보다 휘발성
염기질소(VBN) 값이 낮게 유지 되었다. 

주제어 : 해수슬러리얼음, 고등어 신선도, 수질, pH, 휘발성 염기질소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 the effect of maintaining the freshness of mackerel 
caught offshore, through the chemical analysis method in seawater slurry ice(SS), sea water cube 
ice(SC), tap water slurry ice(TS) and tap water cube ice(TC). Among each ice mass, bacteria were 
below the drinking water standard and ammonia nitrogen was over the threshold of 11 mg/l in sea 
water. The turbidity of the seawater  was severe compared to that of fresh water. Proximate 
compositions showed 72.7% moisture content, 20.5% protein, 5.25% lipid, and 1.3% ash content. Sea 
slurry ice was kept low in pH compared with fresh water ice. VBN increases were inhibited in all 
reservoirs at the beginning of the storage. Generally Sea ice was kept lower VBN value than the fresh 
water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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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산 가공원료인 어획물은 축육에 비하여 부
패, 변질하기 쉽고 또한 이의 억제에도 많은 어
려움이 따른다. 또한, 어패류에는 일부 양식 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예기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 다
량 어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하
기가 쉽다[1].  수산물은 약간의 취급 부주의만으
로도 품질 및 안전성이 훼손되는 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부문에서는 어획 
직후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신선도를 잘 유
지할 수 있는 기술 및 관리가 필요하다[2]. 따라
서 선도저하가 급격히 진행되며 품질이 빠른 속
도로 떨어지며, 때로는 식중독과 같은 중대한 문
제를 일으키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식품위생상 안
전하고, 선도가 좋은 어패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획에서 소비까지의 어획물 취급, 관리 및 선도
유지에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며, 이에 앞서 선도유지 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2]. 
  연근해 어장에서 주로 어획된  오징어, 고등어, 
멸치, 정어리 등 일시 다획성 어류의 육상으로 
운반 시 저장방식은 주로 빙장에 의존하고 있다
[1,3].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어류의 저온유통 수
단은 주로 쇄빙에 의하고 있지만, 쇄빙을 어류냉
각에 이용할 때는 특히 알맞는 사용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쇄빙에 의한 냉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금 등과 같은 기한제를 병용하기도 한
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육상에서 만들어진 얼음
의 원수의 오염과 어창의 비위생적인 관리로 인
하여 선도보존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빙
수(담수)에 의한 다획성 어류의 표피색의 백탁화
로 상품적인 가치가 상실된다[1]. 또한, 운반선에
서 빙장한 어체의 실제온도는 얼음의 융해온도인 
0℃보다 높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0℃ 전후에서 근소한 온도차이가 미생물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3].
  최근에 연구가 많이 진행된 빙점부근에서의 연
구들 즉, 육중에 함유되어있는 수분의 일부만 얼
려서 저장하는 부분 동결법 및 육에 빙점 강하제
를 첨가하여 육의 빙점을 임의로 조정하여 저장
하는 빙온 저장법 등의 연구보고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빙장법으로는 얼음의 온도에 
의하여 0℃까지 육온을 내려도 저장에는 한계성
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

  고등어는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
획되며 오래전부터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
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기호
에 따라 70% 이상이 선어로, 냉동으로 약 27%, 
통조림으로 5%，염장품 등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4]. 선어로 유통될 때의 수송은 거의 빙장에 
의존하고 있고, 그 유통량이 7∼10월 까지 하계 
4개월에 50∼60%가 집중 되므로 선어의 선도유
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5,6].
  본 연구에서는 연안에서 어획되는 고등어의 선
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비위생적인 요소들을 근본
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하여, 최근에 연구되어지고 
있는 해수 슬러리 얼음을 이용하여 연안의 어종
인 고등어를 해수 슬러리 얼음(Sea Water Slurry 
Ice : SS), 해수 각 얼음(Sea Water Cube Ice : 
SC), 담수 슬러리 얼음(Tap Water Slurry Ice : 
TS ) 및 담수 각 얼음(Tap Water Cube Ice : 
TC)에 각각 저장하면서 화학적 선도변화를 조사
하여 각각의 저장 방식에 따른 선도변화 차이를 
조사하여 향후 연안산 해산어류의 빙장 적용 자
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해수 슬러리와 담수 얼음의 제조

  슬러리형 얼음은 눈(雪)과 같은 0.1∼0.5㎜크기
의 구형 미세 얼음을 포함한 액체를 말한다. 슬
러리형 해수제빙장치는 해수를 그 원수로 하여, 
해수의 일부를 얼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만들어진 얼음 자체에는 염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수 중의 얼음 비율(빙충전율 : 
IPF)이 증가함에 따라, 얼음을 제외한 해수 부분
의 염분농도는 짙어진다. 또한, 염분 농도가 짙어
짐에 따라 해수의 동결점은 낮아진다[7]. 
  해수 염분농도 3.4%를 이용하여 제빙을 할 경
우 빙충전율이 0%인 경우 약 -1.9℃, 30%인 경
우 약 -2.7℃까지 슬러리형 얼음의 온도가 떨어
지게 된다[6]. 염분농도 2.0%의 경우 빙충전율이 
0%인 경우 약 -1.1℃, 30%에서 -1.5℃의 슬러
리형 얼음의 온도가 된다고 보고되었다[7].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화시 이용 가능한 염 농도 
3.5±0.2%의 일반해수를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구덕포의 맑은 해수 원수를 이용하였으며, 
담수빙은 일반 수도수를 이용하여 동결 시킨 후 
저장 실험 시에 슬러리상과 큐빅상으로 파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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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awater slurry ice 
(SS)

(b) Seawater Cube 
Ice(SC)

(c) Tapwater cube 
ice(TC)

(d) Tapwater slurry 
ice(TS)

Fig. 1. Storage of experiment material.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1)[7]. 
  
2.2.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고등어((Mackerel, Scomber 
japonicus, 300±50g) 활어는 전보[7]에서와 같이 
활어차로 공수 받아서 곧바로 얼음박스내에 일반 
담수 각얼음(Tap Water Cube Ice : TC)과 담수 
슬러리 얼음(Tap Water Slurry Ice : TS ) 그리
고 해수 각얼음(Sea Water Cube Ice : SC)과 슬
러리 얼음(Sea Water Slurry Ice : SS)으로 채우
고 어체를 시료구로서 저장하면서 경시적으로 실
험에 사용하였다(Fig. 1).

2.3. 실험 방법

  수질분석은 부산시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소
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음용수 수질기준 분석법을 
이용하여 7가지의 미생물학적인 검사와 16가지의 
이화학적인 검사를 하였다.
  일반성분분석은 A.O.A.C.법에 따라 수분은 
105℃에서 상압가열 건조법, 회분은 550℃에서 
건식회화법, 지질함량은 diethyl ether를 이용한 
soxhlet법, 단백질함량은 Kjeldahl법으로 측정하였
다[8].
  VBN(volatile base nitrogen)은 고등어 몸통육 
일정량(5g)을 4% TCA 20㎖와 함께 1∼2분간 
마쇄 후 30분간 방치하여 제 단백 한 것을 여과
하여 Conway 미량 확산 법으로 시험하였다
[9,10]. pH는 고등어의 측면 근육 조직을 이용하
여 껍질 부위와 가시를 모두 제거한 후 실험하였
으며, 측정한 방법은 고등어의 속질 10g에 5℃의 
증류수 100 mL를 넣고 마쇄한 다음 원심분리

(3000rpm/20min)후 상등 액을 취하여 pH meter
를 이용하여 3회 반복측정 하였다.[11] 통계처리
는 SPSS program(SPSS Inc., Chicago, IL, USA)
을 사용하여 One-way ANOVA-test를 실시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평균 간의 유
의성을 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질검사 및 일반성분

  각각의 빙질을 7가지의 미생물학적인 검사와 
16가지의 이화학적인 검사를 한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다. 미생물학적인 검사의 경우 모든 
검사과정에서 먹는 물 기준 이하 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검사 요목별 검토사항을 비교해보면 먼저 
수도수의 경우 거의 미생물학적인 검사에서 음성
의 결과를 나타냈으나, 해수의 경우 일반 저온세
균과 중온 세균이 수도 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해수 빙이 어체를 오염시킬 정도의 수
준은 아니었다.
  중금속의 경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철분은 수도수와 해수의 경우 각각 
1.3, 1.4 mg/ℓ로 기준치 1.5 mg/ℓ를 넘지는 
않았으며, 중금속인 카드뮴 값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연의 경우도 수도수와 해수의 경우 
각각 0.003, 0.005 mg/ℓ로 기준치 3.0 mg/ℓ을 
넘지는 않았으며, 염소이온의 경우 해수에서 높게 
18,100 mg/ℓ로 나타났으며, 철분은 수도수와 해
수의 경우 각각 ND, 0.003 mg/ℓ로 기준치 0.3 
mg/ℓ을 넘지는 않았으며, 황 이온은 수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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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ater quality analysis before tap water and sea water

Parameter Tap Water Sea water Tap water standard

Total Colony 
Counts

low temp. bacteria 0 16 100 CFU/㎖ ↓

med. temp. bacteria 0 18 20 CFU/㎖↓
coliform group ND ND ND/250㎖
Fecal Streptococcus ND ND ND/250㎖
salmonella ND ND ND/250㎖
Psudomonas ND ND ND/250㎖
shegella ND ND ND/250㎖
Pb ND ND 0.05㎎/ℓ↓
Cl- 15 18,100 250㎎/ℓ↓
Sulfur ion 15 928 200㎎/ℓ↓
ammonia nitrogen ND 11 0.5㎎/ℓ↓
nitrate 1.9 29 10㎎/ℓ↓
water hardness 80 1,748 300㎎/ℓ↓
pH 7.1 8.2 5.8～8.5
evaporation residue 84 220 500㎎/ℓ↓
turbidity 0.13 1.81 1 NTU ↓

경우 15 mg/ℓ 해수의 경우 928 mg/ℓ로 해수
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 
  유기물의 지표가 되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수도 
수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수의 경우 11 mg/ℓ
로 기준치 0.5 mg/ℓ를 휠씬 넘는 수준으로 이
결과는 음용 수인 수돗물기준에 따라볼 때 상당
히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산성 질소 또
한 비슷한 경향이었는데 수도 수 와 해수의 경우 
각각 1.9 와 29 mg/ℓ로 기준치 10 mg/ℓ을 비
교해볼 때 수도 수는 그 기준치 이하였으나 해수
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였다. 물의 경도
(water hardeness)또한 유사한 경향이었다. 즉, 
수도수의 경우 80 mg/ℓ를 해수는 1,748 mg/ℓ
로 기준치 300 mg/ℓ를 넘어서는 경우였다. 이
것으로 보아 해수는 수도 수에 비하여 마그네슘
과 칼슘의 함량이 수도 수에 비해 휠씬 높은 결
과라고 생각된다.
  냄새는 수도 수에서는 ND였으며, 해수에서는 
비린성분이 나타났으며 맛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
과였다. 색도는 수도 수에 비해 해수가 높은 색
도를 나타내었으며 기준치 5도에 비해 높은 8도
를 나타내었다. pH는 수도수의 경우 7.1 로서 중
성을 나타내었으며, 해수의 경우  8.2로 약알칼리 
영역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의 경도와 
유사한 경향 이었다.

  증발 잔류물의 경우 수도수가 84 mg/ℓ, 해수
가 220 mg/ℓ로 수돗물 기준인 500 mg/ℓ를 모
두 넘지는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탁도는 수도
수의 경우 0.13NTU를 해수는 1.81로서 수도 수
에 비해 탁한 경향이었다. 
  고등어육의 일반성분 검사결과 수분함량은 
72.7%였으며, 단백질함량은 20.5%, 지질의 함량
은 5.25%, 회분함량은 1.3%로 나타났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인 고등어의 성분변화와
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체구가 작은 고등어로서 
대체로 지방함량이 낮은 경향 이었다.  
  본 연구에 이용되어진 고등어는 양식장에서 축
양되어진 활어를 이용하여 실험에 썻으며 이때 
고등어의 어체는 다소 작은 체구를 사용하였다.
  어패류의 주요 성분은 어종, 암수, 크기, 어획
시기, 어획 장소, 선도, 어체 부위 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
  어패류의 일반 성분 함량은 수분이 70∼85%, 
단백질이 5∼25%, 지방이 1∼10%, 탄수화물이 
0.5∼1.5%, 그리고 회분이 1∼2%정도이다[9]. 
  어패류 일반성분 중에서 계절변화에 따라 지방
의 함유량 변동이 가장 심하고, 단백질, 탄수화
물, 무기질 등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어패류는 수분이 70∼85%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90%를 넘는 경우도 있고, 축육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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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pH of chub mackerel(Scomber japonicus) muscle 

during tap water cubic ice and tap water slurry ice storage.

다소 많다.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s of live chub 
mackerel(Scomber japonicus) muscle 
(wt %)

sample
compositions live chub mackerel

Moisture 72.7±1.26

Crude Protein 20.5±2.15

Crude Fat 5.25±0.41

Ash 1.3±0.13

  어패류 중의 단백질 함량은 종류에 따른 차이
가 많다. 어류는 약 20%로 가장 많고, 붉은살 생
선이 흰살 생선보다 약간 많다. 그리고 오징어, 
조개류 등의 연체동물은 15% 전후며, 굴, 멍게, 
해삼 등은 5% 전후로 대단히 낮다[9].
  어패류의 지방 함량은 어종에 따라 차이가 많
고, 같은 어종이라도 어획시기, 연령, 영양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산란기 전후에는 
지방 함유량의 변동이 크다. 지방의 분포위치는 

어종에 따라서 다른데, 고등어, 정어리, 꽁치 등
과 같은 붉은 살 생선은 주로 피하, 근육, 복강 
등에 지방을 축적하고, 대구, 상어 등과 같이 간
장에 축적하는 형은 근육에 지방 함량이 대단히 
적다. 그리고 전갱이, 다랑어, 고등어, 꽁치 등의 
회유성(回遊性) 어류는 피하 지방층이 두껍고 세
포 사이에 다량의 지방을 축적하지만, 넙치, 가자
미, 돔 등의 지방 함량이 적은 어류는 세포 사이
에 지방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피하 지방층에 존
재하고 있다[11]. 

3.2. 고등어육의 pH변화

  TC 처리 구는 저장 18시간까지 pH가 저하하
며, 그 값이 최저 6.2까지 저하하여 이후, 36시간
째에 반등하여 저장 120시간대에 알칼리로 넘어 
그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Fig. 1 TC). TS 처
리 구는 TC처리 구에 비해 pH등락이 없이 저장 
18시간까지 pH가 저하 하여 그 값이 최저 6.0까
지 저하하여 이후, 72시간째에 반등하여 저장 
168시간대에 알칼리로 넘어 그 이후 증가하는 경
향이었다(Fig. 1 TS). 
  SC 처리 구는 저장 24시간까지 pH가 저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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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pH of chub mackerel(Scomber japonicus) muscle during 

sea water cubic ice and sea water slurry ice storage.

여 그값이 최저 5.8까지 저하하여 이후, 144시간
째에 반등하여 저장 192시간대에 알칼리로 넘어 
그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Fig. 2 SC). 
  SS 처리 구는 저장 48시간까지 pH가 저하 하
여 그 값이 최저 5.5까지 저하하여 이후, 144시
간째에 반등하여 저장 168시간대에 6.8로 최고치
를 나타내다 그 이후 유지는 경향이었다(Fig. 2 
SS). 
  사후초기의 근육 중에는 글리코겐(glycogen)이 
해당계에 의하여 분해되어 어류, 갑각류(새우 및 
게류)에서는 유산으로, 연체류(오징어, 문어, 패
류)에서는 옥토핀(octopine) 및 유산(lactate)으로 
분해되는 당대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ATP 
(adenosine tri-phosphate)가 내인성 효소에 의하
여 분해되어서 HxR(inosin) 및 Hx(hypoxanthin)
으로 되는 ATP 및 그 관련 화합물의 대사도 일
어난다[12,13].
 어패류의 근육 중에는 다당류인 글리코겐
(glycogen)이 있으며, 사후 혐기적 해당계에 의하
여 분해되며, 이때 생기는 ATP가 energy가 된다. 

다랑어와 같은 회유 성 붉은 살 어류에는 글리코
겐(glycogen)함량이 많으며, 흰살 어류에서는 적
다. 또, 무척추동물에서는 연체동물 특히 패류(굴, 
가리비등)는 체내에 다량(1~8%)의 글리코겐
(glycogen)이 축척되어 있다[13]. 육중에 함유되
는 글리코겐(glycogen)은 혐기적인 분해, 즉 해당
작용(解糖作用)에 의해서 젖산으로까지 분해된다. 
해당계의 최종 생성물인 L-유산은 회유 성 붉은 
살 어류에는 함량이 높고, 저서성의 흰살 어류에
서는 낮으나, 어류의 상태, 처리방법 등에 따라서
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13]. 휴식 어 보다 피로어
가 유산 량이 높으며, 천연어보다 양식어가 높고, 
어체가 클수록 높다. 어육중의 유산 량과 pH사이
에는 높은 상관이 있으며, 생성된 유산 때문에 
pH가 저하되는데, 최적도달 pH(ultimate pH)는 
붉은살 어류는 5.6~5.8, 저서성 흰살 어류는 
6.0~6.2이다[13].
  저장시간이 경과 할수록 pH가 저장구별로 다
양한 상승시점을 보였던 것은 저온에서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된 글리코겐(glycogen)이 젖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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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VBN content of chub mackerel(Scomber japonicus) 
muscle during tap water cubic ice and tap water slurry ice 

storage.

로 전환되면서 pH가 서서히 떨어지다가 내외부
의 다양한 요인으로 pH의 변화폭이 저장구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14].

3.3. 고등어육의 VBN(volatile base nitrogen) 

변화

  어패류의 사후변화는 복잡하고, 또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가 많다. 선도판정법에는 관능적 
방법, 세균학적 방법,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10, 13, 15].
  본 실험에서는 화학적인 판정법으로는 휘발성 
염기질소(VBN)를 이용하였다.
  암모니아를 주로 하여 TMA(tri-methyl amine), 
DMA(di-methyl amine)등으로 된 휘발성염기
(volatile base)는 어획직후의 어육 중에는 극히 
적으나, 선도저하와 더불어 증가하므로, 이들 휘
발성염기질소량을 측정하여 선도를 판정하는 방
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15].
VBN의 증가는 사후변화의 초기에는 주로 AMP 
(adenosine mono-phosphate)의 탈아미노 반응에 
따른 암모니아의 생성에 의한 것이고, 이어서 

TMAO(tri-methyl amine oxide)의 분해에 의한 
TMA나 DMA의 생성, 아미노산 등의 함 질소 
화합물의 분해에 의한 암모니아 및 각종 아민류
의 생성 때문이다[16]. 
  VBN함량은 일반적으로 극히 신선한 어육에서
는 5~10 mg/100g, 보통선도의 어육에서는 
15~25 mg/100g, 초기부패의 어육에서는 30~40 
mg/100g, 부패한 어육에서는50 mg/100g 이상으
로 알려져 있다[15,16].
  VBN 측정은 어패류의 선도판정법 중에서 신
선한 어육에는 없거나 미량 함유되어 있던 것이 
선도저하에 따라 생성되어 증가하는 물질을 지표
로 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어획 수 시간이 경과
할수록 계속 증가한다[16,17].
  저장 중에 VBN 생성의 경시적 변화를 Fig. 3, 
4에 나타내었다. 
  저장직전 1.4 ㎎/100g이었으며, 저장 초기에 
모든 저장구에서 VBN 증가가 억제되었다.  
  TC에서의 VBN 증가는 24시간까지 보통의 선
도를 유지하다 저장 48시간에 초기부패값을 약간 
상회하는 31 ㎎/100g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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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VBN content of chub mackerel(Scomber japonicus) 
muscle during tap water cubic ice and tap water slurry ice 

storage.

  TS에서의 VBN 증가는 48시간까지 보통의 선
도를 유지하다 저장 약 96시간에 초기 부패값을 
약간 상회하는 33 ㎎/100g을 나타내었다.
  SC에서의 VBN 증가속도는 72시간까지 보통의 
선도를 유지하다 저장 약 120시간에 초기 부패값
을 약간 상회하는 32 mg/100g를 나타내었다.
  SS에서의 VBN 증가속도는 96시간까지 보통의 
선도를 유지하다 저장 약 165시간에 초기 부패값
에 가까운 29 mg/100g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해수빙이 담수빙보다 휘발성
염기질소(VBN) 값이 낮게 유지 되었으며 큐빅 
얼음형태의 저장보다 슬러리 얼음형태의 저장방
식이 선도유지에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안에서 어획되는 고등어의 선
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비위생적인 요소들을 근본
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하여, 고등어를 각저장구에 
저장하면서 선도변화를 조사하여 각각의 저장 방

식에 따른 선도변화 차이를 조사하였다.

  1. 각각의 빙질중 세균학적으로는 먹는 물 기
준 이하였으며, 암모니아성 질소는 해수에 
11 mg/ℓ로 기준치 0.5 mg/ℓ를 휠씬 넘
는 수준이었다. 탁도는 해수에서 1.81로서 
수도수에 비해 탁한 경향이었다. 고등어육
의 일반성분 검사결과 수분함량은 72.7%였
으며, 단백질함량은 20.5%, 지질의 함량은 
5.25%, 회분함량은 1.3%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일상적인 고등어의 성분변화와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체구가 작은 고등어로
서 대체로 지방함량이 낮은 경향 이었다.

  2. TC 처리구는 저장 18시간까지 pH가 저하
하며, 그값이 최저 6.2까지 저하하여 이후, 
36시간째에 반등하여 저장 120시간대에 알
칼리로 넘어 그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었으
며, TS 처리구는 TC처리구에 비해 pH등락
이 없이 저장 18시간까지 pH가 저하 하여 
그값이 최저 6.0까지 저하하여 이후, 72시
간째에 반등하여 저장 168시간대에 알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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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 그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SC 
처리구는 저장 24시간까지 pH가 저하 하여 
그값이 최저 5.8까지 저하하여 이후, 144시
간째에 반등하여 저장 192시간대에 알칼리
로 넘어 그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SS 처리구는 저장 48시간까지 pH가 저하 
하여 그값이 최저 5.5까지 저하하여 이후, 
144시간째에 반등하여 저장 168시간대에 
6.8로 최고치를 나타내다 그 이후 유지는 
경향이었다

  3. 저장직전 1.4㎎/100g이었으며, 저장 초기에 
모든 저장구에서 VBN 증가가 억제되었다. 
TC에서의 VBN값은 저장 48시간에 초기부
패값을 나타내었고, TS에서는 저장 약 96시
간에 초기 부패값을, SC에서는 저장 약 120
시간에, SS에서의 VBN 값은 저장 약 165시
간에 초기 부패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연근해 고등어 어획 시
에 해수 슬러리 얼음은 수돗물 얼음과 비교하여 
pH가 낮게 유지되었으며, 저장 초기에는 모든 저
장소에서 VBN 증가가 억제되었으나 저장 시간이 
경과될수록 전반적으로 해수 빙이 담수 빙보다 휘
발성염기질소(VBN) 값이 낮게 유지 되었다. 따라
서 해수를 이용한 고등어 빙장 방법은 담수 빙으로 
저장한 방법에 비하여 또한 큐빅 형태보다 슬러리
형태가 선도유지저장에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생
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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