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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batch and continuous high-frequency (HF) thawing methods 
on frozen fish blocks. Samples were thawed by natural air convection thawing (NCT), or batch (1kW), or 
continuous (7kW) HF (27.12 MHz) thawing methods.

The quality aspects of the thawed samples were evaluated by measuring drip loss, water holding 
capacity, extractive-nitrogen, and viable cell count. The drip loss was similar between the two HF thawing 
modes (0.47-0.87 g/100 g [batch], 0.1-0.74 g/100 g [continuous]). The water holding capacity did not 
differ between the two methods. The extractive-nitrogen content significantly differed between the two 
methods (276.8-420.3 mg/100 g [batch] vs 307.1-485.6 mg/100 g [continuous], p < 0.05). The viable cell 
count range was 102 to 103 CFU/g (batch) and <20 to 102 CFU/g (continuous).

Our findings indicate that HF thawing provides rapid defrosting with minimal quality deterioration of 
frozen fish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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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 수산물의 총 소비량은 2014년 기준으

로 약 1억4,600만톤으로 수산물 총 생산량의 87%
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용으로 소비된 수산물의 

46%(6,700만톤)는 활어, 선어, 냉장 형태로 시장

에 유통되며, 나머지는 건조·염장·훈제(12%), 보존

처리(13%), 냉동(30%) 등 형태로 가공되어 유통

된다(FAO, 2016). 우리나라는 2017년 어업 총 생

산량은 약 375만톤, 총 생산액은 약 8조 6천억 

규모이다.(KOSIS, 2018). 이들 수산물은 대부분 

냉동품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전체 수산가공품 

중의 생산비중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냉동품은 

수산물의 보존과 품질유지, 적정가격의 유지, 원

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수적이다(Son et al., 2011). 
특히 수산식품 산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

료 공급이 가능하게 하며, 계획 생산 수립과 안

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장 및 가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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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이러한 냉동은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

동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냉동수산물의 품질은 

동결속도와 저장 중 냉동온도 변화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해동과정 또한 최종제품의 품

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Hong et al., 2005). 해

동은 물과 얼음의 열전도와 열확산 차이에 의해 

냉동보다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냉동식품은 해

동시 냉동처리보다 더 많은 품질변화가 발생한다

(Hong et al., 2007). 그리고 어류의 해동속도는 근

육의 조직구조와 수분, 지방 등 구성성분이 종류

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근육의 수분과 지방 

비율도 해동속도 등을 좌우하게 된다(Haugland, 
2002).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해동과정은 

자연해동, 유수해동, 폭기해동, 열풍해동이 사용

되는데, 이러한 해동방법은 긴 해동시간과 해동 

시 사용되는 물로 인한 2차 오염 등이 발생하게 

된다(Jung et al., 2016). 긴 해동시간은 드립발생

량이 증가하며 유용성분이 유출되어 식감, 맛 등

이 저하되고 중량감소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동방법에 비

하여 해동시간이 단축되어 드립발생량이 적은 고

주파해동장치가 개발되어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

다(Jung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보(Jung et al., 2016)에 

이어, 박스포장된 냉동수산물을 배치식 및 연속

식 고주파해동장치로 해동 시 이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품질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고등어(Scomber 
japonicus), 명태(Theragra chalcogramma), 삼치

(Scomberomorus niphonius), 조기(Larimichthys 
crocea)를 사용하였으며, 포장규격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량으로 포장되었다. 

고등어는 300~600 g 개체가 10 kg 단위로 동결된 

block, 명태는 700~800 g 개체가 20 kg 단위로 동

결된 block, 삼치는 700~900 g 개체가 15 kg 단위

로 동결된 block, 조기는 300~400 g 개체가 5 kg 
단위로 동결된 block을 시료로 각각 사용하였다. 
각 시료는 1차적으로 비닐로 포장한 후 박스포장

된 상태이며, 대략 6개월 동안 –18℃ 냉동 창고

에 보관된 것이었다(<Table 1>). 

Mackerel Alaska 
pollack

Japanese 
Spanish 
mackerel

Yellow 
croaker

Block 
weight (kg) 10 20 15 5

Body 
weight (g) 300~600 700~800 700~900 300~400

Country of 
Origin Korea Russia Korea Korea

Harvested 
date

2015.
3.31.

2015.
3.31.

2015.
3.31.

2015.
4.25.

<Table 1> Weight of frozen fish block, body 
weight, origin and harvested date of 
fishes used in this experiment

2. 해동방법

고주파해동기는 ㈜참코청하에서 개발된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주파수는 27.12 MHz의 고주파를 

이용하였다. 배치식은 시간당 60~80 kg을 해동할 

수 있는 용량이며, 전력은 1 kW이었다. 연속식은 

시간당 500~600 kg을 해동할 수 있는 용량을 가

졌으며, 전력은 7 kW이었다. 전극 간격 설정은 

150~180 mm 이었고, 블록의 상부표면과 상부 전

극 사이 거리는 50mm 설정되어 있었으며, 전극

과 전극사이에  각 시료를 박스 포장된 상태 그

대로 해동하였다. 이 때 해동 종료 온도는 어체 

중심부가 -3℃가 되는 온도로 설정하여 운전하였

다. 이러한 온도를 설정한 이유는 완전히 해동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공적성이 가장 좋은 상

태이기 때문이다(Koray Palazoğlu and Mir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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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조구로는 각 시료를 상온에서 자연해

동하여 해동 후 시료의 품질을 비교하였다.

3. 실험 방법

가. 해동소요시간

해동소요시간은 냉동수산물을 해동을 시작하고

부터 중심부 온도가 –3℃에 도달하였을 때까지 

소요된 시간으로 하였다. 냉동수산물의 해동 종

료 온도(-3℃)까지의 온도변화는 블록형태로 된 

냉동수산물의 어체 중심부에 온도센서를 설치하

여 온도자동기록장치(GTDL-620, Green Tech, 
Korea)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온도

측정부위는 블록의 가장자리 4군데와 중심의 한 

군데를 선정하여,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어체에

서 온도를 확인하였다.
단, 고주파해동 시 고주파에 의하여 온도센서

가 손상되기 때문에 온도 측정 시 5분 간격으로 

고주파장치를 멈추고 직접 어체의 표면부 5개체, 
중심부 5개체에 온도계(TPI 330, Misumi, Korea)
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나. 드립량 측정

해동 직후의 시료를 일정크기(1×1×1 cm)로 절

단하여 여과지(No.5, Adventec, Japan) 사이에 놓

아둔 후 물성측정기(Compac-100, Sun Sciencific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10 kg/cm3 하중으로 

20초 동안 가압하여 여과지중량 변화를 근육 중

에서 빠져나온 드립 함량으로 측정하였다.

다. 수분보유력 측정

5 g으로 절단한 시료를 항온수조에서 98℃, 30
분간 가열한 후 원심분리(1,628×g, 30 min)하여 

상층액에 대한 무게를 측정하고, 아래와 같이 계

산하였다.

Water 
Holding 
Capacity 

(WHC, %)

=

해동 전 시료무게(g) × 시료의 
수분의 함량(%) - 

이탈된 수분의 무게(g)

해동 전 시료무게(g)/100

라. 엑스분질소 함량 측정

균질화된 시료 5 g과 20% TCA (Trichloroacetic 
acid) 20 mL를 원심관에 넣고 균질기 (PD-MR 
3100D, Kinematica, Switzerland)로 시료가 골고루 

분쇄되도록 한 후 원심분리(916×g, 10분)하여, 상

층액 10 mL를 A.O.A.C(1995)법 에 따라 

Semimicro Kjeldahl 법으로 측정하였다.

마. 일반세균수 측정

각각의 시료는 20 g씩 취하여 멸균 stomacher 
bag에 넣은 후 멸균된 0.85% 식염수 180 mL를 

가하여 stomacher (BagMixer 400, Interscience, 
France)를 이용해 2분간 균질화 시켰다. 균질화된 

용액을 멸균된 0.85% 식염수를 이용하여 연속적

으로 희석한 후 희석액 1 mL를 각각의 건조필름

배지 중앙에 접종한 뒤 건조필름배지를 35±1℃의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액

화 현상이 없고 배지 당 30~300개 colony를 생성

한 평판을 선택하여 일반세균의 경우는 생성된 

붉은 집락수를 계산하여 CFU/g으로 나타내었다.

바. 통계분석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 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처리 간의 차이 유

무를 ANOVA(analysis of variation)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Steel and Torrie., 
1980)를 이용하여 95% 유의수준 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해동 소요시간 비교

실험에 사용된 각 어종의 해동 종료 온도까지  

소요된 시간은 자연해동의 경우 고등어와 삼치가 

10시간, 명태가 9시간, 조기가 8시간이 소요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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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식 고주파해동은 배치식에 비해 -3℃까지 

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등어는 약 30분에서 

약 2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삼치는 약 40분에서 

30분으로, 명태는 약 40분에서 30분, 부세는 약 

20분에서 15분이 소요되었다([Fig. 1]). 이를 통하

여 연속식 고주파해동장치를 이용 시 빠르고 균

일한 해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The comparison of thawing time until -3℃ 
of frozen fish block thawing using batch 
and continuous HF thawing.

Mean valuses in the same group that are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동결 보리새우 (23.0 × 16.8 ×5.0 cm)를 포장된 

상태로 500 W와 1 kW 용량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22℃ 시료를 -3℃~ -5℃까지 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10분과 4분이었다

(Koray Palazoğlu and Miran, 2017). 그리고 동결된 

무, 돼지고기, 소고기, 참치, 닭을 고주파 용량

(0~400 W)에 따라 -30℃에서 0℃까지 해동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00 W에서는 15~20분 소요된다

고 보고하고 있어, 용량의 증가와 해동시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Kim et al., 2013).
일반적으로 냉동은 유통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운송 및 보관 중에 원료 보존에 사용

된다. 그리고 냉동된 육류, 가금류 및 해산물 등

을 섭취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해동은 가장 안전

하고 신속하게 -5℃~ -2℃로 해동하는 것이다

(Bedane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사용된 고주파(27.12 

MHz)는 침투력이 다른 주파수 보다 우수하여 신

속하게 해동이 가능하며, 배치식보다 연속식에서 

사용된 고주파 전력이 높기 때문에 해동시간이 

더 단축되었다.

2. 드립(Drip) 발생량

고등어, 삼치, 명태, 조기 4종 어류의 냉동포장 

블록을 자연해동, 배치식, 연속식 고주파해동한 

후 드립(drip)량을 측정하였다. 자연해동 시 각 어

종의 드립발생량은 고등어가 3.46 g/100 g, 삼치

가 1.91 g/100 g, 명태가 4.42 g/100 g, 조기가 

3.01 g/100 g이었다. 그러나 고주파해동에서는 배

치식과 연속식 모두가 어종에 관계없이 1 g/100 
g 이하였는데, 배치식은 0.47~0.87 g/100 g이었으

며, 연속식은 0.10~0.74 g/100 g로, 연속식이 배치

식에 비하여 드립발생량이 다소 낮았다([Fig. 2]). 

[Fig. 2] The comparison of loss of drip of 
frozen fish block thawing using batch 
and continuous HF thawing.

Mean valuses in the same group that are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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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hoi et al.(2016)과  Xia et al.(2012)은 동

결 돼지고기 loin을 20℃에서 수중 침지해동에 의

한 해동 시 드립량은 6.33%이었고, 4℃ 강제대류

해동과 고주파해동에 의한 해동된 드립량은 

1.42~1.98%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3. 수분보유력

실험에 사용된 4종의 냉동어류인 고등어, 삼치, 
명태, 조기의 블록을 자연해동, 배치식, 연속식 

고주파해동한 후 각 시료의 수분보유력을 측정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수분보유력은 드립

(drip)량 결과와는 반비례하였으며, 이는 해동 후 

드립(drip)량의 차이에 의해서 육이 가지고 있는 

보수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종 냉동어류블록의 자연해동에 의한 수분보유

력은 고등어의 경우 71.13 g/100 g, 삼치의 경우 

70.98 g/100 g, 명태의 경우 72.75 g/100 g, 조기의 

경우 70.84 g/100 g이었다. 이에 반하여 4종 냉동

어류블록의 배치식 및 연속식 고주파 해동에 수

분보유력은 고등어의 경우 각각 76.63 g/100 g, 
및 69.31 g/100 g, 삼치의 경우 각각 79.47 및 

74.21 g/100 g, 명태의 경우 각각 78.29 및 70.56 
g/100 g, 조기의 경우 각각 76.37 및 71.59 g/100 
g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해동 어

류의 수분보유력은 자연해동에 비하여 고주파해

동이 모든 어종에서 높았으나, 용량에 따른 차이

는 어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수분보유력의 감

소로 인한 동결제품의 직접적인 영양소 손실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식감변화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품질에는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Lan 
et al., 2016). 이러한 육류에서의 수분보유력은 근

원섬유단백질의 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온

강도, pH, 보관온도의 변동에 의한 변성, 수분의 

결합형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Ali et al., 2015; 
Huff-Lonergan et al., 2005).

[Fig. 3] The comparison of water holding capacity 
of frozen fish block thawing using batch 
and continuous HF thawing.

Mean valuses in the same group that are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4. 엑스분질소 함량

일반적으로 동결어류의 해동 중 발생하는 드립

에는 수용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경우 냉동품의 품질, 특히 맛이 저하하게 된다. 
해동방법에 따라 해동된 4종의 냉동어류의 근육

에서 엑스분질소 함량을 살펴본 결과는 [Fig. 4]
와 같다.

자연해동처리한 냉동어류의 엑스분 질소 함량

은 고등어의 경우 420.3 mg/100 g, 삼치의 경우 

307.1 mg/100 g, 명태의 경우 177.2 mg/100 g, 조

기의 경우 275.7 mg/100 g이었다. 배치식과 연속

식으로 각각 달리하여 고주파해동 처리한 냉동어

류 의 엑스분질소 함량은 고등어가 각각 452.9 
및 485.6 mg/100 g, 삼치가 각각 351.8 및 375.2 
mg/100 g, 명태가 각각 276.8 및 324.7 mg/100 g, 
조기가 각각 322.2 및 348.9 mg/100 g이었다. 따

라서 엑스분질소 함량은 어류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자연해동법보다 고주파해동법이 높았고, 고

주파해동법 간에는 연속식이 배치식보다 높았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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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omparison of extracitve nitrogen 
content of frozen fish block thawing 
using batch and continuous HF thawing.

Mean valuses in the same group that are not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P<0.05).

5. 일반세균수

4종의 냉동어류 블록을 자연해동, 배치식과 연

속식 고주파해동장치로 해동한 후 근육 중의 일

반세균수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자연해동한 어류의 일반세균수는 고등어가 

2.43×105 CFU/g, 명태가 2.08×105 CFU/g, 삼치가 

5.90×103 CFU/g, 조기가 7.55×104 CFU/g이었다. 
반면 배치식 고주파해동장치를 이용하여 해동된 

시료의 일반세균수는 1.0×102~1.20×103 CFU/g이었

으며, 연속식 고주파해동장치를 이용하여 해동된 

시료의 일반세균수는 <20~2.01×103 CFU/g이었다. 
자연해동은 해동시간이 길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온도대에 장시간 방치하므로 세균에 대한 

오염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그리고 고주파해동에 

의하여 해동된 냉동어류 근육의 일반세균수 농도

는 <20~1,000 CFU/g으로, 고주파해동기의 용량과 

상관없이 일반세균수 함량은 자연해동에 비하여 

월등히 낮았다. 이러한 동결과 해동 과정의 살균 

효과는 수분이 농축된 세포외액의 노출이나 삼투

압에 의한 탈수에 의한 박테리아 세포막 파괴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Sriket et 
al., 2007).

Fish 
block

Room 
temperatur
e thawing

High 
frequency 
thawing

(batch type)

High frequency 
thawing

(Continuous 
type)

Mackere
l 2.43×105 1.00×102 <20

Alaska 
pollack 2.08×105 3.50×102 1.06×102

Japanese 
Spanish 
mackerel

5.90×103 6.00×102 2.01×103

Yellow 
croaker 7.55×104 1.20×103 <20

<Table 2> The comparison of viable cell count 
capacity of frozen block fishes by 
various thawing methods (CFU/g).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블

록형태의 냉동포장 수산물을 배치식과 연속식 고

주파해동기를 이용하여 해동 시 냉동수산물의 품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주파 해

동은 자연해동에 비해 가공적성이 가장 좋은 -
3℃까지의 해동완료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

었다. 그리고 고주파해동장치의 시간당 처리 용

량이 증가된 연속식 고주파해동기는 배치식 고주

파해동기에 비해 해동속도가 단축됨으로 인하여 

드립발생량이 감소하였으며, 수분보유력과 엑스

분질소 잔존량이 높았다.
따라서 고주파해동 장치를 이용하여 냉동 수산

물을 해동하면 품질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해동시간 또한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해동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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