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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s of this research were to determine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various salts and to compare two digestion 
methods (direct digestion without heating, and microwave digestion)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 mineral 
contents of various salts. Twelve salt sampl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of four samples each (imported, Korean 
gray, and Korean white salts). As a result, the NaCl contents of the Korean white, Korean gray, and imported 
salts were 85.1, 89.3, and 91.3%, respectively. The salts in the three groups were analyzed for their main mineral 
contents via AAS. The sodium (Na) content of the Korean white salt was found to be slightly lower than that 
of the imported salt while the magnesium (Mg) and potassium (K) contents of the Korean white salt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of the imported salt. The mineral composition (% Na:Mg) obtained using microwave-assisted 
digestion procedures, and the other dissolutions for the subsequent sample analysis, were 89:1 (for both the imported 
and Korean gray salts) and 82:3 vs. 81:3 (Korean white salt), respectively. The data regarding the mineral contents 
and composition of the sun-dried salts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method of wet digestion and the dissolution 
procedure were compared,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two datasets. Consequently, in 
this paper, a direct dissolution procedure is suggested for the analysis of the mineral composition of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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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소금은 체내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신경이나

근육의 흥분성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모든 생명

체의 필수적인 무기물로 고대 사회로부터 식품의 부패를

막고 식품의 맛, 조직감 등에 영향을 주는 조미료로서 인간

의 생활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1,2). 천일염은 염전에서 해

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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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비롯하여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국 동북부,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등

각 해양연안에 많이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

또한 소금생산에 있어 매우 적합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양의 천일염을 해수로부터 생산

해 왔다. 국내 생산되는 천일염은 세계최고의 소금으로 평

가받는 프랑스 게랑드산 소금에 비해 높은 미네랄 성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8년 3월부터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주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최근에

는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품질 우수성 및 기능성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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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3,4). 우리나라 염전에서 생산

되는 천일염은 생산방식, 즉 결정지 바닥재에 따라 장판염,

타일염, 그리고 토판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6년 대한염

업조합 자료에 의하면 식용목적 천일염의 자급률이 80%정

도인데 이들의 국내 생산량의 87%를 차지하는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장판염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 생산량의 0.1%밖에 되지 않는 토판 천일염은 그동안

적은 생산량과 생산재 부재의 이유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세계 유명 소금인 게랑드염과 생산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소금 시장에서도 주목받

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알려진 천일염에 대한 연구로는 천일염이 된장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5), 소금의 종류를 달리한 식빵의

품질특성(6), 천일염이 김치발효에 미치는 영향(7) 등이 있

으며 무기질에 대한 분석으로 천일염은 일반소금에 비해

NaCl 함량이 낮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하

다고 보고되었으며(2), 국내산 천일염이 수입산에 비해 칼

륨, 마그네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되었으나(3)

국내산 토판염, 장판염과 수입산 천일염과의 비교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천일염과 프랑스 게랑드염

의 일반성분 및 무기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특히 무기

성분은 습식분해(wet process)와 직접용해(dissolution)법을

통해 비교 실험하여 분석법에 따른 무기성분 함량 차이를

구명하여 소금시료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분해법을 모색하

고 국내산 천일염(토판염, 장판염) 및 게랑드산 천일염의

품질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준비

국내에 수입된 프랑스 게랑드산(Guerande) 천일염, 전라

남도 신안군에서 생산된 국내산 토판염(Korean gray salt),

장판염(Korean white salt) 각각 4종씩을 생산년도, 지역,

입자형태 등을 고려하여 총 12종 천일염을 분석시료로 선

정하여 사용하였다.

수분 함량 분석

식품공전(8)에 명시된 식염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110℃에서 미리 가열하여 항량이 되게

한 청량접시에 천일염시료 3 g을 취해 넣은 후 건조기에서

2시간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30분간 식힌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다시 청량접시를 2시간 건조하여 청량접시가

항량이 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수분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수분(%)＝
시료의 무게 - 건조 후 시료무게

× 100
시료의 무게(g)

pH 측정

천일염시료의 pH는 증류수로 10% 소금용액을 만들어

pH meter (Orion 3-Star, Thermo, USA)로 실온에서 측정하였

다.

염화나트륨(NaCl) 함량 분석

식품공전에 따라 천일염 시료 1 g을 취하였고 물로 희석

하여 500 mL로 한 후 여과하고 10 mL의 여액에크롬산칼륨

시액 2～3 방울을 가하고 0.02 N 질산은(AgNO3)용액으로

적정하여 완전히 적갈색으로 변하는데 소요되는 AgNO3용

액의 적정량으로 식염을 정량하였다.

식염(%)＝
b
a
×f×5.85 (w/w%, w/v%)

a: 시료 채취량

b: 적정에 소비된 0.02 N 질산은용액의 양(mL)

f: 0.02 N 질산은용액의 역가

불용분 함량 분석

천일염 시료 10 g을 취하여 200 mL의 물에 용해시켜

미리 110℃에서 건조하여 항량으로 한 유리여과기에 거르

고 염소이온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로 충분히 씻은 후

유리여과기를 110℃에서 건조한 후 무게를 달아 잔류물을

정량하여 불용분을 측정하였다. 남은 여액은 250 mL 메스

플라스크에 희석하여 총 염소, 황산이온의 시료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총 염소 함량 분석

시료용액 25 mL를 취하여 중성으로 하고 250 mL 메스플

라스크에옮겨눈금까지 희석하여 이 용액 25 mL를 비커에

취하여 10% 크롬산칼륨용액 1～2 방울을 가하고 0.1 N

AgNO3용액으로 붉은색의 침전이 나타날 때까지 적정하여

총 염소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염소(Total Cl)(%) ＝
0.1N 질산은용액의 소비량(mL)×35.45×f

시료의 무게(g)

f: 0.1 N 질산은용액의 역가

황산이온 함량 분석

시료용액 25 mL를 정확히 취하여 비커에 넣고 산성으로

되게 희석한 염산(1:1)을 가하여 50 mL되게 하고 끓인 후

5% 염화바륨용액을 서서히 가하여 물중탕에서 2시간동안

가열하고 정량용 여과지에 여과하였다. 잔류물은 염소반응

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뜨거운물로 씻어 여과지에 여과

하였다. 정량용 여과지는 건조한 후 도가니에 넣어 회화하

고 냉각시킨 후 무게를 달아 다음식과 같이 계산하여 황산

이온 양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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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이온(SO4)(%)＝
잔유물의 무게(g)×0.4115

×100
시료의 무게(g)

무기성분 분석

무기성분 분석에 사용할 시료는 식품공전 미량성분시험

법(8)을 토대로 한 습식분해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

는 직접용해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분해하여 천일염

중 무기성분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직접용해는 천일염

시료 0.5 g을 취해 메스플라스크에 채워 증류수를 가하여

500 mL로 녹인 0.1% 용액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습식분해는 천일염시료 0.5 g에 질산(HNO3) 5 mL와 과염소

산 1 mL를 가하여 microwave digestor로 분해한 후 100

mL로 정용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무기성분 함량은

원소흡광분광기(AAS,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Hitachi Z-2300, Japan)를 이용하여 천일염 중 함유된 주요

무기성분 4종(Na, Mg, K, Ca)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통 계

본 연구에 대한 자료는 SAS system(v.9.2 SAS Institute

Inc.)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일원배

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각

그룹 평균치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수입산과 국내산 천일염시료 12종에 대한 일반성분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소금의 주성분인 NaCl은 수입산에서 91.3%를 차지하였

으며 국내산 토판염에서 89.3%, 국내산 장판염에서 85.1%

를 나타내었다. Heo 등(9)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국내산 천

일염의 NaCl함량은 80.98～88.90%를 차지하였다고 보고

하여 본 실험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Lee

등(10)이 국내산 천일염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시료 중 NaCl

함량이 대부분 80～9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고, 우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1. Proximate contents of major ingredients in each salt

Sample salts1) Moisture (%) NaCl (%) Insoluble matters (%) Sulfate ion (%) Total chloride (%) pH

French salt 3.57±1.89 91.28±1.88 0.51±0.26 0.17±0.03 40.81±6.21 8.84±0.43

White salt 6.36±3.40 85.06±5.23 0.05±0.05 0.31±0.07 33.70±15.12 8.96±0.12

Gray salt 3.87±0.40 89.29±1.16 0.34±0.15 0.18±0.09 43.42±13.82 8.06±0.46

1)Number of samples in each group was n=4.

수분은 수입산 게랑드염에서 3.57%, 국내산 토판염에서

3.87%를 나타내었으며 국내산 장판염에서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ark 등(3)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염화나트륨은 국내산이 82.85%를 나타내었으

며 수입산이 89.89%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수분

함량은 국내산에서더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이상의 실험결

과와도 일치하였다.

불용분은 수입산에서 0.51%, 국내산 토판염이 0.34%를

차지하였으며 국내산 장판염에서는 0.05%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불용분 함량은 수입산이나 국내산 토판염이 국내

산 장판염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생산방식에서 결정지

바닥재가 PVC 등 장판소재를 사용한 것보다 갯벌 흙을

다져서 그 위에 그대로 소금을 생산하는 토판염에 이들

갯벌성분이 혼입되어 불용분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프랑스 식염 기준에 명시된 불용분 함량

0.2～0.5%와 우리나라 0.15%이하 규격 기준에 준하여 비교

하였을 때 장판염만 적합하여 생산방식을 고려한 불용분

함량 기준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산이온 함량은 수입산이 0.17%, 국내산 장판염이

0.31%, 국내산 토판염이 0.17%를 나타내었다. 총염소는 수

입산이 40.81%, 국내산 토판염이 43.42%, 국내산 장판염이

33.70%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천일염 시료를 10%농도로녹여 제조한 시험용액을 가지

고 pH를 측정한 결과, 수입산과 국내산 장판염에서 각각

8.84와 8.96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며 국내산 토판염에

서는 8.06을 나타내었다. Jo 등(11)은 10% 천일염의 용액의

pH는 8.0으로 약알칼리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된바 있어 본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에서도 천일염은 약알칼리성을 띰을

알 수 있었다.

무기성분 함량

습식분해와 직접용해로 천일염 시료를 분해한 후 원소흡

광분광기(AAS)를 통해 칼슘(Ca), 마그네슘(Mg), 나트륨

(Na), 칼륨(K) 등 주요 무기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소금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내는 나트륨 함량은 수

입산이 습식분해와 직접용해로 분해하여 측정한 함량은

각각 35,882 mg%와 35,924 mg%로 유사한 함량을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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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국내산 토판염에서 각각 35,180 mg%와 35,580 mg%

를 나타내었으며 국내산 장판염에서는 34,330 mg%와

32,524 mg%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Park 등(3)의

연구에서도 Na 함량이 국내산 천일염이 284,400～321,800

ppm, 수입산 천일염이 338,400～385,000 ppm으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다. 그리고 Na 함량을 비교했을 때 습식분해와 직접

용해법에 따른 큰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

Table 2. Mineral contents of various solar salts by the wet digestion

(mg%)

Sample salts
1)

Ca Mg Na K

French salt 140.7±36.0
1)ab

467.1±145.7
b2)

35,882.1±3,756.6
NS3)

141.35±24.0
b

Gray salt 71.4±13.5
b

446.8±287.8
b

35,180.3±3,140.7 107.7±78.4
b

White salt 190.9±72.8a 1,233.5±527.0a 34,329.8±2,696.9 330.3±163.0a

1)Mean±SD.
2)Values with all common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not significant.

Table 3. Mineral contents of various solar salts by the dissolution treatment

(mg%)

Sample salts1) Ca Mg Na K

French salt 230.7±56.8
1)a

417.5±111.9
b2)

35,923.6±1,199.2
a

106.0±17.8
b

Gray salt 1,000.0±15.5
b

374.4±224.1
b

35,579.9±448.6
a

789.8±51.8
b

White salt 261.5±82.8
a

1,099.1±417.7
a

32,523.6±1,068.4
b

303.5±78.3
a

1)Mean±SD.
2)
Values with all common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칼슘은 프랑스 게랑드염의 경우 습식분해와 직접용해에

서 각각 140.7 mg%와 230.7 mg%를 나타내었으며 국내산

토판염에서 71.4 mg%와 100.0 mg%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국내산 장판염은 190.9 mg%와 261.5 mg%로

높게 나타났다. 칼슘의 경우는 분해법 간에 함량 차이가

약간 발생하였고 직접용해에 의한 함량값이 약간 높았다.

마그네슘의 경우 수입산은 각각 467.1 mg%와 417.5

mg%를 나타내었으며 국내산 토판염역시 이와 비슷한농도

를 보여주었으나 국내산 장판염은 1,233.5 mg%와 1,099.2

mg%로 수입산에 비해 약 2.6배의 높은 함유량을 나타내었

고, 습식분해와 직접용해에서의 큰 차이 없이 유사한 함량

을 나타내었다.

칼륨은 수입산이 습식분해법과 직접용해법에서 각각

141.3 mg%와 106.0 mg%을 나타내었으며 국내산 토판염에

서는 107.7 mg%, 79.0 mg%을 나타내었다. 국내산 장판염은

습식분해와 직접용해에서 각각 330.4 mg%와 303.5 mg%로

유사한 함량을 보였으며 수입산이나 국내산 토판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두가지 분해법을 구분하여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국내산 장판염이 수입산 천일염에 비해

Na 함량은 낮게 나타난 반면 Mg, K의 함량은 유의적

(p<0.05)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무기성분 조성비

두 가지 분해법(습식 및 직접용해법)을 구분하여 천일염

중 무기성분을 분해하여 주요 무기성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수입산 천일염에서 Na이 차지하는

비율은 습식분해와 직접용해에서 89.4%, 89.3%를 차지하

였으며 국내산 토판염에서는 각각 88.6%와 88.9%로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국내산 장판염에서도 각각 81.6%와

80.6%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국내산

장판염이 기타 천일염에 비해 Na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Mg함량은 분해법에 따라 수입산 천일염이 1.2%와 1.0%를

차지하였으며 국내산 장판염은 2.9%와 2.7%로 수입산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K 함량도 국내산 장판염이

수입산에 비해약 2배가량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국내산

토판염은 수입산과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Ca는 습식

분해나 직접용해에서 국내산 장판염이 수입산에 비해 조금

높게 나왔으며 국내산 토판염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두가지 분해방법을 토대로 무기성분 함량을

비교한 결과 무기성분구성비는 Na, Mg 및 K 등 성분의

구성비는 습식법에서 직접용해보다 약간 높게 나왔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소금 시료의 경

우 microwave를 사용하여 분해하는 습식법에 비해 직접

용매에 용해하여 무기 성분을 측정하여도 그 함량에는 그다

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시간 단축 및 장비 유지비 절약

등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직접 용해법을 권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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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neral composition of various solar salts

(%)

Sample salts
1) Ca Mg Na K

WP
1)

DS
2)

WP DS WP DS WP DS

French salt 0.4±0.1
3)

0.6±0.1 1.2±0.5 1.0±0.3 89.4±3.8 89.3±4.4 0.4±0.1 0.3±0.0

Gray salt 0.2±0.0 0.3±0.0 1.1±0.7 0.9±0.6 88.6±1.2 88.9±1.2 0.3±0.2 0.2±0.1

White salt 0.5±0.2 0.7±0.2 2.9±0.6 2.7±1.0 81.6±9.1 80.6±8.2 0.8±0.4 0.7±0.2
1)
WP: wet process.

2)DS: dissolution.
3)Mean±SD.

요 약

12종 천일염 시료의 성분 분석을 비교한 결과, 식염함량

은 국내산 장판염이 85.1%, 국내산 토판염이 89.3%, 수입산

천일염이 91.3%로 나타났다. 국내산 장판염의 불용성분은

0.0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분함량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장판염의 Na 함량은 수입산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반면 Mg, K 함량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소금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우리는 인체에 꼭 필요한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소금을 섭취함에 있어, Na 함량이 적고 Mg, K 등

무기성분이 높게 함유된 국내산 천일염을 통한 소금 섭취를

권장하는 바이다.

습식분해 및 직접용해법에 의한 Na와 Mg의 무기성분

조성비(%)는 수입산과 토판염의 경우 두 가지 방법 모두

89 : 1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고, 장판염에서는 82 : 3 대

81 : 3로 유사한 조성 비율을 나타내어 천일염시료 분석에

있어습식분해와직접용해법간에차이가그다지크지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습식분해법에 비해 복잡한

전처리를 거치고 않고 직접용해로 천일염의 무기성분분석

을 실시하여도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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