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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effect of aging on solar salts produced in Korea,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solar salts, 
including their heavy metal contents, were analyzed after they were aged for one-year (OA) and for three years 
(TA). The average contents of the components were: sodium chloride; 81.4% (OA) and 90.9% (TA), chloride; 
57.7% (OA) and 65.0% (TA), moisture content; 4.7% (TA) and 12.0% (OA), insoluble solids; 0.03% (OA) and 
0.04% (TA), and SO4 ions; and 0.57% (TA) and 0.85% (OA).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however, in 
the heavy metal contents. Heavy metals such as As, Pb, and Hg were detected with values far below the maximum 
permissible limit, and Cd was not detected in the salts. The TA solar salts showed higher values of sodium chloride, 
chloride, and insoluble solids than the OA solar salts, but the TA solar salts had lower moisture and SO4 values. 
These results clearly indicate that the levels of heavy metals in the OA and TA solar salts that are produced in 
Korea are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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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소금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무기물 소재로서, 짠맛

을 내는 조미료와 방부력을 갖는 보존료로 이용되기도 하

며, 생체내의 신경이나 근육 흥분성을 조절하여 신진대사

를 왕성하게 한다. 특히, 체액과 세포의 삼투압성을 유지하

고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는 생체조절 물질로서도 중요하다(1-4).

식염원료는 암염, 염토, 해수 등으로 해수는 암염에 비해

제염 원료로 염도가 낮고 타 염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지구상 최대의 염 저장고이며 그 양이 막대

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식염생산에 좋은 자연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많은 양의 식염을 해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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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생산해 오고 있다. 염전에서의 천일염은 3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주로 생산되고,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류

등의 우리 전통발효식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천일염

은 아주 중요한 식자재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5).

식용 소금은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구분되고, 천일염은

태양열과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하

여 바닷물을 단계적으로 농축시켜서 염의 결정으로 얻은

소금이다(6). 반면 정제염은 다시 기계적으로 대량생산되

는 기계염과 가열공정을 거친 구운 소금, 볶은 소금, 죽염

등의 가공염으로 구분된다(1). 원료소금을 정제수, 해수 또

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재제소금이라 하며,

원료소금을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가공소금이라고 한다(7).

천일염은 2008년부터 국내에서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천

일염에 대한 식품산업에서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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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식품

으로 천일염을 사용해 왔으며, 다양한 종류의 천일염이 사

용되어 왔다(8). 특히 민간에서는 전통적으로 김치나 장류

담금 시 3년 이상 숙성된 천일염을 사용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어 왔다(9).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었으나, 3년 이상

숙성된 천일염이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나 장류의 품질을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라고 믿는 전통 민간방식

이 이어져, 오늘 날에도 시판되는 천일염 중 숙성 천일염은

숙성되지 않는 천일염보다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10). 이에 숙성한 천일염과 숙성안 한 천일염과의 과학적

성분 분석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천일염은 해수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비

롯된 함유하는 무기질이 다를 수 있고, 최근에는 해양의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연안 오염요인이 증가하여 소금에서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오염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6,11). 또한 천일염의 수입개방으로 외래산 소금이 국내에

자유롭게 반입되고 있어 국내 염업종사자는 큰 위협에 직면

하고 있어, 시판중인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성분이나 품질에 관한 연구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시판되고 있는 1년

산 및 3년산 천일염의 성분 및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 함량 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시료는 국내의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무안군 청계면,

신안군 중도면 및 도초면 그리고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등에서 채취한 총 24종의 천일염을 사용하였다. 이때 12종

은 1년 묵은 천일염이고, 나머지 12종은 3년 묵은 천일염을

사용하였다.

천일염의 염화나트륨 및 총 염소 함량 측정

천일염에 대하여 식품공전(7)에 따라 염화나트륨 및 총

염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염화나트륨은 각각의 천일염 1

g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후 회화시켜 500 mL의

증류수로 용해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 용액 10 mL를

취하여 크롬산칼륨 시약 2~3 방울을 가한 후 0.02 N 질산은

용액으로 적정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식염함

량으로 표시하였다.

식염(%) = 


× f × 5.85

a: 검체채취량(g)

b: 적정에 소비된 0.02 N 질산은 용액(mL)

f: 0.02 N 질산은 용액의 역가

천일염에 대한 총염소(Cl) 함량은 불용분에서의 시료용

액 25 mL을 취하여 중화(알칼리성일 때는 질산으로, 산성

일 때는 암모니아수로)시킨 후, 250 mL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희석한 후, 이용액 25 mL에 10% 크롬산칼륨용액 2방

울을 가한 후 0.1 N 질산은 용액으로붉은색의 침전이 나타

날 때까지 적정하여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하여 총염소 함량

으로 표시하였다.

총염소(Cl)(%)＝
0.1 N 질산은용액의 소비량(mL) × 35.45 × f

시료의 무게(g)

f: 0.1 N 질산은용액의 농도계수

천일염의 수분, 불용분 및 황산이온 측정

천일염의 수분, 불용분 및 황산이온 함량은 식품공전(7)

에 따라 측정하였다. 먼저 수분함량은 105℃ 상압건조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불용분은 시료 10 g을 칭량하여 비이커에 넣고 약 200

mL의 증류수에 용해시켜 미리 100～110℃에서 건조하여

항량을 구한 유리여과기에 여과하고 이 액에서 염소이온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로 충분히 세척하였다. 씻은 유리여

과기는 100～110℃에서 건조한 후 항량을 구하여 정량하였

다.

황산이온은 불용분에서의 시료용액 25 mL를 정확히 비

이커에 넣고 50 mL 되게 희석한 염산(1∶1)을 가하여 산성

으로 하고, 끓인 후 5% 염화바륨용액을 서서히 가하여 물중

탕에서 가열한다. 약 2시간 가열하고 정량용 거름종이에

여과한다. 잔류물은 더운물로 염소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씻고 잔류물을 여과지와 함께 건조한다. 이

를 도가니에넣고탄화시켜강열, 회화하고냉각한 후 무게

를 달아 아래 식에 따라 황산이온을 계산하였다.

황산이온(SO4)(%)＝
잔사의 무게(g) × 0.4115

×1000
시료의 무게(g)

천일염의 중금속 함량측정

천일염의 비소(As)함량은 식품공전(7)에 따라, 시료 20

g을 회화시켜 얻은 회분을 물로 녹이고, 염산 4 mL을 가하

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한 후, 잔류물에 염산 2 mL을 가하

여 가온해서 녹여 여과 후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그

중 20 mL을 취하여 브롬페놀블루시액 1 방울을 가하고

암모니아수로 중화시킨 후 염산 5 mL, 요오드화칼륨용액

5 mL 및 산성 염화제일주석시액 5 mL을넣고 10분간 방치

한 다음 물을 가하여 40 mL로 한다. 이에 아연 2 g을 넣고

즉시 비소시험 장치에 연결하여 25℃의 물에 1시간 방치한

후 비색하였다. 표준용액 및 공시험용액은 위와 동일한 방

법으로 행하여 비교하였다.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19권 제4호 (2012)556

천일염의 납(Pb) 및 카드뮴(Cd) 원소의 분석에 필요한

시험용액은 천일염 일정 양을 Microwave acid digestion

system(MARS 5, CEM Corp., Matthews, NC, USA)에 넣고

70% 질산으로 처리하여 분해한 후, 100 mL로 정용하고

표준용액을 얻은 검량선을 이용하여 ICP-OES(Optima

7000DV, Perkin-Elmer, Shelton, CT, USA)로 정량하였다.

이때 분석은 nebulizer gas flow: 0.6 L/min, plasma gas flow:

15 L/min, auxiliary gas flow: 0.2 L/min, power: 1500 watts,

viewing distance: 15.0, plasma view type: axial의 조건에서

납 및 카드뮴은 각각 220.4 nm 및 228.8 nm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수은(Hg)은 Mercury analyzer(MA-2, NI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준용액으로 얻은 검량

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18.01(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 P/C

package를 이용하여 모든 자료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결과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로 나타냈으며, 각 변수에 대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천일염 성분분석

국내에서 시판되는 천일염 24종의 식염 및 총염소 함량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년산

및 3년산의 식염 함량은 각각 81.4±2.83%, 90.9±1.35%로

나타났고, 1년산 및 3년산의 총염소 함량은 각각

57.7±3.20%, 65.0±5.14%로 나타났다. 즉 1년산 천일염에

비해 3년 묵은 천일염에서 식염 및 염소함량이 높게 나타났

다.

Ha와 Park(1)에 의하면 정제염은 99.8%의 NaCl을 함유

하고 있으나 천일염과 가공염은 92.4~94.4%의 NaCl를 함유

한다고 보고되고, Park 등(12)은 국내 천일염의 NaCl 함량

은 80.31~89.84%로 보고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천일염에

존재하는 NaCl 함량은 생산되는 지역이나 자연 환경 등에

의해 다소 차이를 보이는것으로 보인다. 본실험에서 분석

한 천일염의 NaCl 함량은 81.4～90.9%로 1년산, 3년산 차이

없이 Park 등(12)의 보고와 유사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천일염에 함유된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및황산칼

슘 등의 황화합물 관련 불용분은 천일염의 맛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4). 또한 이들 불용분이 충분

히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 유통 중습기를빨아들여녹아내

리는 조해현상이 발생하며, 염소와 황산이온 그리고 사분

함량이 높아지는 등 천일염의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14).

천일염 24종의 수분, 불용분 및 황산이온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총 24종 천일염의 수분함량

을 비교해보면 1년산은 12.0±1.30%, 3년산이 4.7±1.51%로

나타났다. 이는 1년산 천일염에 비해 3년산 천일염의 수분

함량이 낮아 식염함량이 높아졌음(Table 1)을 알 수 있었으

며, 수분함량의 차이가 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Jo와

Shin(5)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불용분의 경우 1년산 천일염은 0.03±0.03%, 3년산 천일

Table 1. Comparison of NaCl and chloride contents in solar salts
based on aging period

(unit: %)

Year Sample1) NaCl Chloride

1

S1 75.1 60.7

S2 84.1 61.3

S3 82.4 59.8

S4 78.3 62.8

S5 78.3 52.3

S6 82.5 55.4

S7 81.6 55.1

S8 80.7 55.1

S9 83.0 57.2

S10 83.9 56.2

S11 82.1 60.5

S12 84.5 56.4

Mean±SD2) 81.4±2.83 57.7±3.20

3

L1 90.8 70.4

L2 88.7 68.1

L3 90.6 69.9

L4 88.6 60.8

L5 89.6 59.2

L6 91.2 71.2

L7 90.5 59.0

L8 91.8 60.0

L9 92.6 71.2

L10 92.6 65.8

L11 91.8 60.7

L12 91.5 62.2

Mean±SD 90.9±1.35 65.0±5.14

F value3) 110.172 17.049

p 0.000 0.000
1)S1-S3, Docho; S4-S5, Muan; S6-S9, Taean; S10, Dangjin; S11, Andong; S12, Jongro;
L1-L3, Yeulchon; L4-L12, Jeungdo; 2)Mean±standard deviation; 3)F value and p value
analysis of variance shown as a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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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moisture, insoluble solid and SO4 ion
contents in solar salts based on aging period

(unit: %)

Year Sample
1)

Moisture Insoluble solid SO4 ion

1

S1 13.1 0.02 0.1

S2 11.8 0.07 0.8

S3 12.7 0.01 2.0

S4 13.9 0.00 0.1

S5 11.8 0.01 1.7

S6 12.1 0.03 0.1

S7 12.4 0.02 0.0

S8 13.9 0.02 0.0

S9 11.3 0.05 0.3

S10 10.0 0.08 0.5

S11 11.0 0.01 0.9

S12 10.0 0.01 3.7

Mean±SD
2)

12.0±1.30 0.03±0.03 0.85±1.12

3

L1 2.8 0.05 0.9

L2 4.4 0.06 0.6

L3 2.8 0.04 0.4

L4 7.8 0.07 0.4

L5 6.4 0.00 0.4

L6 6.0 0.04 0.2

L7 5.2 0.05 1.3

L8 4.9 0.01 1.1

L9 4.3 0.05 0.3

L10 3.0 0.01 0.1

L11 4.9 0.03 1.0

L12 4.1 0.03 0.1

Mean±SD 4.7±1.51 0.04±0.02 0.57±0.41

F value3) 159.515 0.902 0.680

p 0.000 0.352 0.418
1)S1-S3, Docho; S4-S5, Muan; S6-S9, Taean; S10, Dangjin; S11, Andong; S12, Jongro;
L1-L3, Yeulchon; L4-L12, Jeungdo;

2)
Mean±standard deviation;

3)
F value and p value

analysis of variance shown as a one-way ANOVA.

염이 0.04±0.02%로 비슷한 값을 나타났다. 소금 중의 불용

분은 국내산 천일염이 0.01～1.24%로 보고된 자료(12)에

비해 0.03～0.04%로 소량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황산이온 함량은 1년산 천일염이 0.85±1.12%, 3년

산 천일염은 0.57±0.41%로 나타났다. 1년산 천일염에 비해

3년산 천일염에서 황산이온 함량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

였는데, 이는 천일염의 숙성기간음이온의변화로 인해 4년

숙성 천일염은 1년 숙성 천일염보다 SO4 이온이 감소한다

는 결과(9)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

의 황산이온 함량은 0.21～0.55%로 보고(12)된 자료보다는

본 천일염에서 좀 더 많은 황산이온 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천일염내 함유된불용성분 및황산이

온 함량은 각각 식품공전의 천일염 기준치 0.15%이하 및

5% 이하를 만족하였다.

천일염내 존재하는 Cl 이온은 천일염의 쓴맛을 mellow

palate로 바꾸어 주며, SO4는 쓴맛을 부여하는데(15), 4년

숙성 천일염은 1년 숙성 천일염보다 Cl 이온함량은 증가하

고, SO4 이온함량은감소하여 숙성기간이 증가할수록천일

염의 맛이향상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9). 따라서 본 결과에

서도 3년 숙성 천일염은 1년 숙성 천일염보다 염소이온

함량은 증가하고 황산이온 함량은 감소하여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좋지 않은 맛이 다소 감소되리라 사료된다.

천일염 중금속함량

천일염 24종의 중금속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년산 및 3년산 천일염에서 As 함량은

기준치 0.5 mg/kg이하로 나타났다. As는 다양한 형태의 화

합물로 환경 중에 널리 분포하는 금속물질로서강한독성을

가지고 있는 주요 환경오염물질이다. As는 유기와 무기로

나누어지는데인체에 대한 위해성은 이온의 상태나 화합물

의 형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유기 As는

자연식품에 존재하는것으로 체내에서배설되어 거의 독성

이 없지만, 무기 As의 경우는 체내에 축적되어 오심, 설사,

빈혈, 위장장애, 피부 각질화 등과 함께 호흡기 계통 및

비뇨생식기 계통에서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6-19). 하지만 1년산 및 3년산 천일염에서 분석된 As는

모두 식품공전 규격인 0.5 mg/kg이하로 나타나 해수오염에

의한 As의 오염에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수의 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유해 중금속 중의 하나

인 Pb는 인체에서 쉽게 배설되지 않으며 체내에 축적되어

영양소 대사 이상과 조직의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급, 만성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반응시

간 단축·기억력 감퇴 등과 같은 신경 장해, 과민반응, 뇌

손상, 정신장해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20).

천일염에서 Pb은 1년산이 0.12±0.13 mg/kg, 3년산이

0.09±0.11 mg/kg을 나타내었다. 분석된 모든 천일염은 식품

공전 규격인 2.0 mg/kg이하로 측정되어 해수 오염에 의한

Pb의 오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국내산 천일

염의 Pb 함량은 0.39～1.30 mg/kg으로 보고(12)되었는데

본 시료의 Pb 함량은 0.09～0.12 mg/kg으로 극미량이 함유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Cd은 최근 들어 오염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

은 문제가 되는 중금속 중 하나이다. Cd은 체내에서 10~30

년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지니고 있어 먹이연쇄에 의하여

축적될 경우 독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Cd은 효소와

영양소의 활동을 방해하며 신장과 간장의 장해를 일으키

고, 만성중독의 경우 칼슘대사의 장해를 일으켜 골연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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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과 같은 골격계 병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1-25). 국내산 천일염의 Cd 함량은 0.05～0.31 mg/kg으로

보고(12)되었는데 본 시료에서 Cd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수에 의한 천일염의 Cd 오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Table 3. Comparison of As, Pb, Cd and Hg contents in solar salts
based on aging period

(unit: mg/kg)

Year Sample
1)

As Pb Cd Hg

1

S1 <0.5 0.1 0.00 0.00

S2 <0.5 0.0 0.00 0.06

S3 <0.5 0.0 0.00 0.01

S4 <0.5 0.1 0.00 0.01

S5 <0.5 0.1 0.00 0.02

S6 <0.5 0.3 0.00 0.01

S7 <0.5 0.3 0.00 0.02

S8 <0.5 0.3 0.00 0.00

S9 <0.5 0.2 0.00 0.10

S10 <0.5 0.0 0.00 0.00

S11 <0.5 0.0 0.00 0.00

S12 <0.5 0.0 0.00 0.00

Mean±SD
2)

<0.5 0.12±0.13
1)

0.00±0.00 0.02±0.03

3

L1 <0.5 0.1 0.00 0.04

L2 <0.5 0.1 0.00 0.02

L3 <0.5 0.1 0.00 0.02

L4 <0.5 0.1 0.00 0.04

L5 <0.5 0.0 0.00 0.04

L6 <0.5 0.0 0.00 0.04

L7 <0.5 0.0 0.00 0.03

L8 <0.5 0.1 0.00 0.04

L9 <0.5 0.0 0.00 0.04

L10 <0.5 0.3 0.00 0.04

L11 <0.5 0.3 0.00 0.03

L12 <0.5 0.0 0.00 0.03

Mean±SD <0.5 0.09±0.11 0.00±0.00 0.03±0.01

F value3) - 0.270 - 2.704

p - 0.609 - 0.114
1)S1-S3, Docho; S4-S5, Muan; S6-S9, Taean; S10, Dangjin; S11, Andong; S12, Jongro;
L1-L3, Yeulchon; L4-L12, Jeungdo;

2)
Mean±standard deviation;

3)
F value and p value

analysis of variance shown as a one-way ANOVA.

Hg은 인체에 누적될 경우 신경계통 등에 치명적인 피해

를 주는 인체에 유해한 가장 대표적인 중금속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유기 및 원소형태의 수은은 지용성으로 중추

신경계에 분포하고 신경장애를 유발하며, 무기 수은은 주

로콩팥에 상해를준다. 또한, Hg은 신장독성 및 면역독성을

지녀세포의배양 및 증식을억제하고 DNA합성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었다(25-28). Chang 등(9)에 의한

연구에서는 1년 숙성 천일염에서는 Hg 함량이 0.04 mg/kg

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4년 숙성 천일염에서는 전

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Hg은

1년산이 0.02±0.03 mg/kg으로 3년산은 0.03±0.01 mg/kg으

로 나타나 식품공전 규격 0.1 mg/kg이하로 나타나 해수에

의한 천일염의 Hg 오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국내에서 주로 시판되고 있는 1년산 및 3년산 천일염의

일반 성분 및 As, Pb, Cd, Hg 등 유해 중금속 함량 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총 24종 천일염의 식염함량은 1년

산 천일염의 경우 81.4%, 3년산은 90.9%로 나타났으며, 총

염소 함량은 1년산이 57.7%, 3년산은 65.0%이었고, 수분함

량은 1년산이 12.0%, 3년산이 4.7%이었다. 또한 불용분 함

량은 1년산이 0.03%, 3년산이 0.04%이었고, 황산이온함량

은 1년산이 0.85%, 3년산은 0.57%이었다. 모든 천일염에서

As는 기준치 0.5 mg/kg이하로 나타났으며, Pb은 1년산이

0.12 mg/kg, 3년산은 0.09 mg/kg이었고, Cd는 모든 천일염

에서 0.00 mg/kg으로 나타났으며, Hg는 1년산이 0.02 mg/kg

으로 3년산은 0.03 mg/kg으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국내 생

산되는 천일염의 일반성분의 함량은 시료별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As, Pb, Cd, Hg 등의 중금속함량은 식품규격 기준

치 이하로 매우 적은 함량을 나타내어 중금속오염이 식품

규격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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