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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ar salt is manufactured naturally, and therefore, it contains insoluble substances such as sandy 
compounds. This study is performed in order to effectively produce clean sea salt by removing the impurities in 
sea salt through filtration and evaporation in a vacuum condition. Brine was concentrated and crystallized at 90°C 
by a rotary vacuum evaporator, which was then recovered as salt crystals by filtration, and then the salt was dehydrated. 
Manufacturing yields wer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water evaporation. Brine was concentrated to 40%, 50% 
and 60% of the initial volume of brine and manufactured salt were designated as 40S, 50S and 60S, respectively. 
The salt produced by this process is called ESBS (evaporated salt with brine from salt-farm). The yield of 40S, 50S 
and 60S were 7.22%, 10.79% and 15.06%, respectively. The NaCl concentration of 40S and 50S were 90.38% and 
91.16%, respectively. From a sensory evaluation analysis, the most tasty salt was 40S and the bitter salt was 60S. 
The average contents of sand compound and insoluble substances in ESBS were 0.001∼0.012% and 0.067∼0.12%, 
respectively. The mineral compositions, such as Na, Mg, K, and Ca of 40S and 50S were similar with those of the 
natural solar salt. In solubility tests, the solubility (g of salt/100 mL H2O/sec) of 40S, 50S, and 60S was 0.69, 0.70, 
and 0.69,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solubility of natural solar salt was 0.47. By comparing the water re-
absorption rate analysis results, water reabsorption rate of 40S and 50S was about 3 to 5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solar salt. In the aspects of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such as minerals, impurities, solubility and moisture 
re-absorption rate, salt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judged to be better than that of the general solar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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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일식제조소금이란, 2011년 11월 22일 염관리법을 전

면 개정한 소금산업진흥법에 새로 추가된 소금의 유형으로 

바닷물을 염전의 증발지에서 태양열로 농축하여 얻은 함수

를 인공적인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1). 소

금은 삼투작용으로 생물체 내의 수분을 배출시키고 채소 등

의 절임이나 천연방부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식품으로서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된다

(2). 천일염은 양질의 갯벌을 기반으로 서남해안 청정해역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생산

하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의 순도가 80%~86% 정도로 낮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현대인의 미네랄 공

급원으로 손색이 없다(3). 미네랄은 주로 골격(83%)과 근육

(10.4%) 속에 집중되고 나머지 7% 정도는 전신에 분산되어 

중요한 생리작용을 나타낸다(4). 그중 K, Mg 및 Ca 등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5,6), Ca과 Mg

을 함유하고 있는 물을 섭취하면 고혈압 및 순환계질환에 

효과적이고(7,8), 혈압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대사에 중요성

이 보고된 바 있다(9-11). 풍부한 미네랄을 가진 천일염은 

염전에서 생산하는데 있어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 첫째로, 제조공정 중 외부로부터 토사, 먼지, 모래, 벌레, 

농약, 동·식물성 이물, 광물성 이물(12) 등의 유기물이 포함

될 수 있다. 둘째, 염전 결정지에서 PVC 장판 사이를 화학접

착제로 연결 시 접착제의 유해 화학 성분이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채렴 후 운반시설 중 컨베이어에서의 부식

으로 인한 이물 오염(13)이 발생된다. 넷째, 결정지에서 천

일염 채렴으로 끌개 사용 시 고무재질의 파손으로 인한 파편

이 발생된다. 다섯째, 소금창고의 지붕으로 사용되는 슬레이

트는 장기 사용으로 쉽게 부스러져 분진이 천일염에 유입 

될 수 있다(13). 여섯째, 소금창고에서 소금 보관 중 각종 

벌레 및 쥐, 박쥐 등의 배설물이 유입될 수 있다. 또한 소금창

고 장소가 협소하거나 이중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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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flow diagram of ESBS manufacturing process.
ESBS, evaporated salt with brine from salt-farm.

간수가 바닥에 고여 품질을 저하시키고(14), 생산시기가 다

른 천일염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아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 

국내 염전의 천일염 생산 방식은 대부분 소규모 가족경영방

식으로, 이물 등의 오염물질을 기계나 수작업을 통해 선별하

는데 많은 비용이 투입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

우 천일염의 품질이 저하된다. 이와 같이 천일염을 생산하는

데 유해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바람, 일조량, 해수 염

도, 수분함량, 미네랄 분포 등이 상이하고 자연 기후에 의존

하기 때문에 소금의 생산수율이 달라져 계획 생산이 어렵다. 

천일염이 2008년 3월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천일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간장, 된장, 젓갈 등의 주

요 발효식품과 각종수산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천일염을 이용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천일염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15,16). 

최근 소금 및 천일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17), 식염

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여 소금의 공급을 높이며, 

품질이 깨끗하고 일정한 미네랄 조성의 고품질의 천일염을 

생산하려는 노력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소금제조 방법으로 분무건조기 설계

를 이용하여 소금 제조하는 방법(18)과, 층 분리에 의해 농

축된 해수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를 수평 유리 판상으로 

투입하여 자연농축에 의해 결정화하는 천일염 제조에 관한 

방법(19)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MORTON 

SALT사는 소금광산에서 채취한 염수를 이용하여 소금을 

제조한 기술로써 높은 순도의 소금을 제조하는 vacuum 

evaporator method로 소금을 제조하여 제품화 하였다(20).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천일염은 계획생산이 어렵고 제조

공정에서 이물 혼입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고 일정한 생산성과 성분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천일식제

조소금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생산된 소금의 품질, 관능, 

수율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소금은 2010년 전라남도 신의도에서 

생산된 천일염(solar salt, Shinan, Korea)과 정제염(Hanju 

salt, Ulsan, Korea)을 사용하였다. 천일식제조소금(ESBS)

에 사용된 함수는 2011년 8월에 전라남도 무안군 염포염전

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천일식제조소금 제조 및 수율

천일식제조소금은 함수를 NO. 5C filter paper(Advan-

tec, Vernon Hills, IL, USA)로 여과한 후 회전식진공농축

기(N-11110, SB-1200, A-3S, W2V10, Eyel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시료로 제조하였다. 함수를 원형 플라스

크에 넣고, 항온수조(SB-1200, Eyela)로 온도를 90°C로 

유지시켜 주면서 회전식진공농축기를 이용하여 증발 농축 

시켰다. 증발되어 얻은 물의 양을 백분율로 계산 후 기준점

으로 하였다. 농축이 끝난 후 원형 플라스크에 남아있는 함

수와 결정이 만들어진 소금을 부직포로 여과 후 가정용 탈수

기(WS-6600, Hanie, Seoul, Korea)로 20분간 탈수하였다

(Fig. 1).

항온수조 90°C에서 회전식진공농축기의 감압은 aspi-

rator(Ultimate Vacuum, A-3S, Eyela)를 사용하였으며 증

발량의 백분율은 증발량을 기준으로 각각 40%(40S), 50% 

(50S), 60%(60S)로 하였다. 

수율(%)=(W1/W2)×100

W1: 제조 후 소금 무게(g)

W2: 제조 전 함수 무게(g)

소금의 성분분석

소금의 음이온 및 무기질 분석을 위하여 정제염과 천일

염, 천일식제조소금을 증류수에 0.1%(w/v)가 되도록 녹인 

다음 0.25 μm syringe filter(Minisart, Sartorius Stedim, 

Heidelberg, BW, Germany)로 여과한 후 분석시료로 사용

하였다. 음이온 분석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861 Advance 

Compact IC, Metrohm, Herisau, AAR, Switzerland)를 이

용하였고, 무기질 분석은 유도결합 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

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Agilent 7500 cx Series,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소금에 함유된 매크로 이온

인 Ca, K, Mg, Na의 분석은 원자 흡광광도계(AAS, Z- 

3200, 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였다. 수은(Hg)은 

Direct mercury analyzer(DMA-80, Milestone, Berga-

mo, LO, Italy)로 측정하였다. 염화나트륨 함량은 식품공전

(21)의 염화나트륨 측정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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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yield of ESBS1) obtained from brine by evaporation
at 90°C in the vacuum of 933 Pa                       (%)

Group Content 
Yield Time (min)

ESBS
40S2)

50S
60S

 7.22±0.19a

10.79±0.41b

15.06±1.82c

27±5
35±5
58±6

1)ESBS means that evaporated salt with brine produced in salt-
farm.

2)40S, 50S and 60S refer to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D (n=3). 
a-c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수분은 105°C 상압가열건조법(22)으로 분석하였다. 불용

성분 및 사분의 함량은 식품공전(21)에 명시된 식염 분석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분 재흡수 실험

시료 3~5 g을 습도와 온도를 70% RH(20°C), 80% RH 

(20°C), 70% RH(30°C), 그리고 80% RH(30°C)의 조건으

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항온항습기(SJ-TH-S50, SJ sci-

ence, Seoul, Korea)에 넣고, 70% RH(20°C) 처리구는 

120시간, 80% RH(20°C) 처리구는 21시간, 70% RH(30°C) 

처리구는 90시간, 그리고 80% RH(30°C) 처리구는 15시간 

방치하면서 소금의 수분 재흡수율을 분석하였다. 수분 재흡

수율은 다음 식으로 분석하였다.

재흡수(%)=[{W0-(W1+W2)}/W2]×100

W0: 시험 후 무게(g)

W1: 수기의 무게(g)

W2: 시료의 무게(g)

시료의 구조

각 시료의 구조 분석은 시료를 60°C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분석금속플레이트에 전도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일정 크

기의 시료를 놓아 금속코터(E-1010 Ion sputter, Hitachi)

로 15 mA 조건에서 4~5회 코팅한 다음, 주자전자현미경

(S-3500N, Hitachi)을 이용하여 50~100배로 관찰하였다. 

용해속도 분석

시료 25 g을 상온(20±2°C)에서 증류수 100 mL에 넣고 

교반가열판(PC-420D, Corning, Corning, NY, USA)으로 

200 rpm 30초 동안 교반하여 용해시킨 후, 거즈를 이용하여 

용해되지 않은 시료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시료는 105°C에

서 건조 후 소금이 녹은 무게를 녹인 시간으로 나누어 소금

의 용해속도를 구하였다.

용해속도(%)=(W0+W1+W3-W2)/S

W0: 수기의 무게(g)

W1: 시료의 무게(g)

W2: 시험 후 무게(g)

W3: 거즈 무게

S: 용해 시간(초)

관능검사

천일식제조소금의 관능검사는 목포대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10점 척도법으로 3반복 실시하였다. 대조구로 전

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서 2010년에 생산된 천일염과 정제

염을 사용하였다. 관능검사 시 시료는 종류별로 약 10 g씩을 

접시에 담아 제공하였고, 앞서 평가한 소금의 맛이 다음 소

금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생수를 제공하였다. 짠맛

(salty taste), 쓴맛(bitter taste), 단맛(sweet taste), 부드

러운 맛(smoothy taste)은 객관적 평가에 의한 소금의 특성

을 나타내었고,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평가자의 기호도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점수는 1점

(매우 나쁨), 5점(보통), 10점(매우 좋음)으로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20 statistics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고, 각 변수에 대한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사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소금의 수율

천일식제조소금을 제조하면서 조건에 따라 생산수율과 

생산시간을 확인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회전식진

공농축기로 제조한(933 Pa/90°C) 천일식제조소금의 증발

량에 따른 수율은 40S는 7.22%, 50S는 10.79%, 60S는 

15.06%의 나타냈다. 이는 수율 40S에 비해 50S와 60S가 

각각 3.57%, 7.84% 많이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일

식제조소금은 증발량이 높을수록 수율과 소금 제조 시간이 

증가하였다. 

소금의 NaCl 함량 및 수분 

염화나트륨 함량은 천일염과 정제염은 각각 85.18%, 

98.95%로 정제염이 천일염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천일식제

조소금 40S, 50S 그리고 60S의 염도는 각각 90.38%, 

91.16%, 68.16%를 나타냈다(Table 2). 소금의 수분함량 

분석(Table 2) 결과는 천일염이 9.53%, 정제염이 0.04%을 

나타냈으며, 천일식제조소금 40S, 50S, 60S 각각 5.12%, 

5.01%, 18.02%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천일염의 염도는 

84~86%로 나머지는 수분 및 미량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정제염은 약 99% NaCl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천일식제조소

금 40S, 50S 소금은 약 90%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 Park 

등(23)에서 국내산 천일염 8종을 분석한 결과 염도가 

80.31~89.84%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입산 천일염 3

종은 91.59~97.66%로 높게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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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neral contents in solar salt, refined salt and ESBS                                                    (ppm)

Element Solar salt Refined salt
ESBS1)

40S2) 50S 60S

Anion

Cl
Br
NO3

SO4

 588,460.87±8,646.29b

       522±16.42b

     129.59±6.19a

  50,412.91±5,998.73c

 660,214.59±25,029.09c

     387.39±13.22a

     134.54±19.26a

       0.00±0.00a

550,036.53±7911.70b

   603.56±0.50c

   138.67±47.86a

 22,930.32±2365.52b

544,085.48±8082.12b

   637.37±14.72c

   213.56±19.35a

 25,971.15±283.82b

417,442.37±2223.50a

   688.92±4.52d

   175.98±15.63a

102,229.00±1093.11d

Cation

Li
Al
Cr
Mn
Fe
Co
Ni
Cu
Zn
As
Se
Sr
Ag
Cd
Pb
U
Hg3)

K
Mg
Na
Ca

       0.28±0.16b

      21.35±1.94c

       0.48±0.53a

       2.49±0.51b

       1.47±0.24a

       0.01±0.00a

       0.00±0.00a

       0.10±0.13a

       3.85±1.22c

       0.00±0.00a

       0.03±0.04a

      49.00±12.10b

       0.18±0.03a

       0.01±0.00c

       0.39±0.19b

       0.01±0.00ab

       0.05±0.01a

   1,939.45±244.80b

   9,981.05±787.65c

 357,995.00±4,278.00b

   1,311.90±80.19b

       0.05±0.02a

      13.37±2.13b

       0.01±0.02a 
       0.06±0.01a 
       2.76±1.47b

       0.00±0.00a 
       0.00±0.01a 
       0.07±0.03a 
       6.75±2.73d 
       0.00±0.00a

       0.13±0.05a 
       0.70±0.04a 
       1.62±0.44b

       0.01±0.00bc

       0.30±0.19b

       0.00±0.00a

       0.11±0.02b 
     598.55±58.12a 
       0.00±0.00a

 397,635.00±6,851.86c 
      52.95±32.03a 

     0.32±0.13b

     1.94±0.90a

     0.15±0.21a

     9.34±0.31d

     2.34±0.21ab

     0.01±0.01a

     0.00±0.00a

     0.00±0.00a

     0.59±0.83a

     0.01±0.00ab

     0.10±0.13a

    98.86±18.27d

     0.00±0.00a

     0.00±0.00ab

     0.02±0.03a

     0.01±0.00bc

     0.13±0.00b

  2,270.95±81.11c

  6,816.55±126.36b

340,460.00±4893.18b

  1,800.40±0.00c

     0.33±0.02b

     0.60±0.00a

     0.15±0.14a

     9.47±0.40d

     2.09±0.35ab

     0.02±0.02a

     0.70±0.99a

     9.66±13.66a

     0.88±0.09ab

     0.01±0.01ab

     0.18±0.06a

    89.07±5.30cd

     0.21±0.30a

     0.00±0.00a

     0.06±0.07a

     0.01±0.00cd

     0.04±0.01a

  2,476.50±250.17c

  6,752.95±392.51b

338,700.00±975.81b

  1,192.80±91.64b

     0.25±0.04b

     0.78±0.71a

     0.00±0.00a

     5.78±0.98c

     1.21±0.77ab

     0.00±0.00a

     0.00±0.00a

     0.00±0.00a

     1.61±0.28bc

     0.03±0.02b

     0.01±0.01a

    77.86±12.60c

     0.00±0.00a

     0.00±0.00ab

     0.01±0.02a

     0.01±0.00d

     0.14±0.02b

  3,509.20±290.76d

 27,531.50±355.67d

255,415.00±6569.02a

  1,082.75±12.80b

Total 1,010,833.32±20,075.37 1,059,049.96±32,010.74 925,170.79±15,447.26 920,143.28±10,131.57 808,162.42±10,580.49
1)ESBS means that evaporated salt with brine produced in salt-farm.
2)40S, 50S and 60S refer to Materials and Methods.
3)The unit of Hg content is ppb.
Data are mean±SD (n=3). 
a-dDifferent letters with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소금의 무기질 및 중금속 함량

소금 내 음이온과 양이온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Cl 함량은 정제염에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SO4는 

정제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천일염은 50,412 mg/kg

으로, 천일식제조소금 40S, 50S, 60S에서는 각각 22,000 

mg/kg, 26,000 mg/kg, 102,229 mg/kg으로 검출되었다. 

해수 중의 염이 일반적으로 NaCl, MgCl2, MgSO4, CaSO4, 

K2SO4, CaCO3, MgBr 순으로 조성되어 있어 Cl 음이온 다

음으로 SO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24)와 

같이, SO4의 경우 천일염과 천일식제조소금에서 Cl 다음으

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Jo와 Shin(25)은 천일염의 음이

온을 분석한 결과 SO4 함유량이 19,300~37,200 mg/kg으

로 보고하였고, Park 등(23)은 천일염의 SO4 함량이 2,100 

~5,500 mg/kg을 함유한다고 보고한바 있어, 천일염의 경

우는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천일식

제조소금 40S와 50S의 SO4 함량은 기존의 천일염과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천일식제조소금의 Br 함량은 천일염이

나 정제염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소금에 함유된 미량 미네랄인 Li, Mn, Fe, Sr 이온 함량은 

천일식제조소금이, Al, Cr, Zn, Na 이온은 천일염에서 높게 

검출되었다. Mg 이온은 천일식제조소금 40S, 50S보다는 

천일염이 높았으나, 천일식제조소금 60S보다는 낮았다. Mg 

이온은 소금의 쓴맛에 영향을 미치지만 P, Ca과 함께 인체

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필수 무기질로 알려져 있다(24, 

25). 또한 K이온과 Ca이온의 경우 천일염은 1,939 mg/kg, 

1,312 mg/kg, 정제염은 599 mg/kg, 53 mg/kg 검출되었으

며, 천일식제조소금 40S는 2,271 mg/kg, 1,800 mg/kg, 

50S는 2,477 mg/kg, 1,193 mg/kg, 60S는 3,509 mg/kg, 

1,083 mg/kg 검출되어, 천일식제조소금이 천일염보다 K 

함량은 높고 Ca 함량은 높거나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무기

이온들 중 Mg, K, Ca 등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Ca는 체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원소

로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근육의 수축이완, 신경전달 등에 

관여한다(25). 

천일식제조소금에 함유된 중금속(Hg, Pb Cd, As) 함량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Hg, Pb Cd, As: 0.1, 2.0, 0.5, 0.5 

mg/kg) 이하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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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solar salt, refined salt and ESBS                                                (%)

Element Solar salt Refined salt
ESBS1)

40S2) 50S 60S
NaCl
Moisture
Insoluble 
Sand

85.18±0.92b

 9.53±0.25c

0.023±0.00c

 0.05±0.03b

98.95±0.63d

 0.04±0.01a

0.000±0.00a

0.000±0.00a

90.38±1.21cc

 5.12±0.18b

0.002±0.00a

0.061±0.03b

91.16±0.16c

 5.01±0.22b

0.003±0.00a

0.068±0.03b

68.16±0.04a

18.02±1.66d

0.013±0.01b

0.127±0.02c

1)ESBS means that evaporated salt with brine produced in salt-farm.
2)40S, 50S and 60S refer to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D (n=3). 
a-dDifferent letters with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소금의 불용분 및 사분 함량

천일염은 불용분이 0.023%로 천일식제조소금보다 높게 

검출되어, 천일식제조소금 제조공정이 불용물 함량이 적은 

소금을 제조하는데 적합한 공정이라 판단된다(Table 3). 천

일염과 40S와 50S의 사분함량은 유의적 차이가 없으나, 

60S는 0.127%로 천일염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이는 함수에 

포함된 사분이 미세하여, 여과 시 사용한 filter paper가 함

수속의 사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데 기인한 결과로 판단

된다. 그러나 각 소금에 함유된 사분 함량은 식품공전에 명

시된 규격(사분, 불용분: 0.2, 0.15%) 이하로 검출되었다

(Table 3). 

천일염은 개방형 환경에서 생산되므로 외부로부터 이물

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불용분이 많고, 큰 이물질을 수작

업으로 선별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

다. 그러나 천일식제조소금은 밀폐된 환경에서 소금을 제조

하기 때문에 불용분이 낮으며, 이물이 없어 불필요한 인건비

를 감소할 수 있다. 사분은 모래펄, 암석펄 갯벌보다 진흙형 

갯벌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적게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6). 이렇게 염전이 위치한 갯벌의 성분과 환경에 

따라 천일염의 품질이 달라지지만, 천일식제조소금은 이러

한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시켜 품질이 일정한 소금을 제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분 재흡수

NaCl의 평형상대 습도는 75%(27)로 습도가 그 이상이 

될 경우 수분이 흡습되어 평형점까지 조해되는 현상을 보인

다(28). 특히 천일염과 같이 NaCl 이외에 다량의 조해성 성

분을 지닌 소금은 수분의 재흡수가 소금의 품질 및 사용 용

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연중 습도가 가장 높은 7월, 

8월의 평균 습도와 온도는 각각 70~85%, 23~26°C이므로

(27), 이를 고려하여 70% RH(20°C), 80% RH(20°C), 70% 

RH(30°C) 그리고 80% RH(30°C)의 조건으로 일정시간 저

장하면서 수분의 재흡수율을 분석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

다. 70% RH(20°C)에서 120시간 저장의 경우, 정제염의 수

분함량은 0.04%에서 1.36%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천일

염은 4.52%에서 66.2%로 증가하여 천일염의 수분 흡수속

도가 더 컸으며, 천일식제조소금 40S와 50S는 각각 1.10%

에서 27.39%, 1.41%에서 40.19%로 천일염에 비해서 낮았

으나 정제염보다는 높았다. 60S는 초기 수분도 9.82%로 높

았을 뿐 아니라 30시간 이후 수분함량이 70.30%로 저장성

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각 소금에 들어 있는 Mg 

함량과 거의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금의 조해성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80% RH(20°C)에서

의 수분 흡수 속도는 70% RH/20°C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

되었고 저장 21시간 이후 정제염을 제외한 모든 시료가 조

해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조해현상은 포화용액의 수

증기압이 대기 중의 수증기압보다 낮을 때 잘 일어난다고 

보고되어 있다(29). 동일 습도에서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수

분 흡수속도가 증가한다는 보고(30)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

서도 70% RH와 80% RH 저장에서 20°C보다는 30°C 저장

시료의 수분 흡수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소금저장 시에는 습도와 온도를 낮추어 보관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금의 형태특성

주자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소금의 외형 및 표면

구조를 50~100배로 관찰하였다(Fig. 2).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일염(Fig. 2a)은 미네랄이나 이물질에 의해 결

정구조 핵이 중복되면서 겹을 이루는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

나, 정제염(Fig. 2b)은 NaCl 이온으로만 이루어져 소금의 

전형적인 육면체 결정구조를 보여주고 있다(5). Fig. 2c부터 

Fig. 2e까지는 천일식제조소금의 결정구조로 작은 소금 결

정이 비정형으로 모여 있으며, 각 소금 결정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천일염의 피라미드 결정 구조

는 크기가 1.5~2.9 mm까지 다양하며 정제염은 0.6~0.7 

mm인 반면, 천일식제조소금은 작은 알갱이들이 뭉쳐져서 

0.5~1.5 mm 크기를 이루고 있다.

정제염은 표면이 균일하고 매끄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며, 단단한 정육면체 형태로 결정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나 

천일염은 NaCl이 정육면체 결정 형태로 적층되어 이루어져, 

입방구조로서(31) 결정입자의 크기가 다양하며 정제염보다 

수백 배 큰 특징을 나타낸다(32). 천일식제조소금은 진공을 

가해 소금을 빠르게 결정화함으로써, 단일 결정 성장보다는 

결정과 결정이 응집하여 다양한 형태의 결정구조를 형성한

다. 40S, 50S가 구조적으로 명확한 정육면체의 결정의 응집

구조를 보이는 반면 60S의 결정 구조가 뭉쳐진 형태를 보이



Table 4. The amount of moisture re-absorption of solar salt, refined salt and ESBS1)

A: storage at 20°C in 70% RH                                                                                 (%)

Type of salts
Water content

0 h 6 h 12 h 18 h 24 h 30 h 43 h 48 h 54 h 66 h 120 h

Solar salt 4.52
±0.59

10.56
±1.99

16.38
±2.14

20.38
±2.48

24.21
±2.86

26.18
±3.29

32.87
±5.18

38.09
±4.93

41.10
±5.20

45.32
±4.90

66.02
±5.89

Refined salt 0.04
±0.01

0.87
±0.12

0.96
±0.02

1.11
±0.04

1.18
±0.03

1.10
±0.09

1.09
±0.09

1.29
±0.03

1.29
±0.07

1.18
±0.14

1.36
±0.04

40S2) 1.10
±0.05

9.75
±0.40

11.36
±0.45

13.54
±0.51

14.79
±0.55

16.40
±0.55

19.87
±0.54

18.49
±0.65

19.80
±0.70

21.60
±0.72

27.39
±0.79

50S 1.41
±0.17

12.55
±0.48

14.59
±1.02

17.89
±0.81

19.26
±1.29

21.98
±0.98

26.85
±1.24

25.48
±1.72

27.43
±1.33

30.40
±1.22

40.19
±2.01

60S 9.82
±0.37

27.50
±2.05

34.21
±1.71

46.17
±2.77

53.28
±3.92

70.30
±2.60

98.06
±5.69

99.76
±6.64

108.43
±6.94

123.14
±6.14

162.59
±8.81

B: storage at 30°C in 70% RH                                                                                 (%)

Type of salts Water content
0 h 2 h 4 h 6 h 8 h 12 h 18 h 24 h 30 h 42 h 90 h

Solar salt 4.52
±0.59

6.48
±0.32

10.07
±0.53

15.65
±0.61

24.31
±2.02

31.10
±2.65

41.42
±3.47

45.36
±4.08

52.99
±4.59

68.75
±5.28

122.50
±4.17

Refined salt 0.04
±0.01

0.44
±0.03

0.64
±0.02

0.89
±0.03

1.20
±0.03

1.47
±0.05

2.02
±0.04

1.78
±0.06

2.06
±0.11

2.54
±0.19

4.84
±0.44

40S2) 1.10
±0.05

5.67
±0.21

7.96
±0.42

9.86
±0.57

15.05
±0.72

18.70
±1.01

20.34
±0.95

22.87
±1.25

23.76
±1.32

24.65
±1.71

31.87
±4.58

50S 1.41
±0.17

6.18
±0.37

8.84
±0.68

11.51
±0.93

18.46
±2.10

23.52
±2.83

25.57
±3.16

29.41
±3.63

30.48
±3.76

32.74
±4.46

43.45
±9.14

60S 9.82
±0.37

8.59
±0.33

14.25
±0.53

20.21
±1.51

43.77
±2.51

66.50
±3.80

76.71
±3.45

92.43
±3.45

98.23
±2.83

110.96
±3.64

149.97
±7.32

C: storage at 20°C in 80% RH                                                                                 (%)

Type of salts Water content
0 h 3 h 6 h 9 h 12 h 15 h 18 h 21 h

Solar salt 4.52
±0.59

18.11
±2.80

27.68
±3.87

51.20
±6.64

65.31
±9.20

80.06
±8.83

97.29
±7.23

114.34
±6.96

Refined salt 0.04
±0.01

15.29
±1.63

25.27
±1.36

42.55
±5.37

53.54
±5.62

68.09
±5.74

85.40
±5.87

101.82
±7.09

40S2) 1.10
±0.05

21.77
±3.95

32.43
±1.79

43.74
±0.92

61.78
±1.69

79.80
±5.74

102.44
±8.01

112.57
±9.29

50S 1.41
±0.17

25.19
±2.72

36.61
±2.63

45.25
±5.26

65.36
±7.07

88.19
±7.69

112.88
±8.09

123.61
±6.67

60S 9.82
±0.37

36.69
±4.21

58.90
±3.52

81.34
±8.89

112.80
±12.06

141.98
±7.72

166.62
±10.73

180.98
±7.18

D: storage at 30°C in 80% RH                                                                                 (%)

Type of salts
Water content

0 h 3 h 6 h 9 h 12 h 15 h

Solar salt 4.52
±0.59

22.50
±4.69

43.42
±3.22

61.28
±4.33

100.12
±15.88

120.70
±6.12

Refined salt 0.04
±0.01

12.92
±1.78

27.10
±2.80

41.56
±5.82

66.51
±9.41

85.49
±8.98

40S2) 1.10
±0.05

29.82
±5.91

47.04
±4.82

78.43
±3.19

95.48
±4.18

112.43
±3.55

50S 1.41
±0.17

33.12
±3.85

48.43
±5.09

84.39
±7.77

93.32
±7.83

116.19
±9.56

60S 9.82
±0.37

39.99
±5.48

67.25
±10.16

116.17
±8.19

128.07
±6.96

158.83
±8.75

1)ESBS means that evaporated salt with brine produced in salt-farm.
2)40S, 50S and 60S refer to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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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s of solar salt, refined salt and ESBS. (a) solar salt, (b) refined salt, (c) ESBS 40S, (d) ESBS 50S, (e) ESBS 
60S. 

Table 5. Solubility of solar salt, refined salt and ESBS
Type of salt Solubility (g of salt/100 mL H2O/sec)
Solar salt
Refined salt
ESBS  40S2)

       50S
       60S

0.49±0.04b

0.37±0.03a

0.69±0.02d

0.68±0.03cd

0.62±0.04c

1)ESBS means that evaporated salt with brine produced in salt-
farm.

2)40S, 50S and 60S refer to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D (n=3). 
a-d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Table 6. Sensory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solar salt, refined salt and ESBS

Solar salt Refined salt
ESBS1)

40S2) 50S 60S

Taste

Salty taste
Bitter taste
Sweety taste
Smoothy taste

6.07±1.70a

3.67±2.04ab

3.40±1.89b

3.39±1.98b

7.90±1.50d

3.10±2.28ab

2.40±1.22a

4.58±2.44bc

7.05±1.38bc

2.95±1.68a

3.35±1.81b

5.20±1.93c

7.27±1.52cd

3.92±1.79b

3.08±1.53b

4.49±1.94bc

6.52±1.84ab

6.10±2.20c

2.19±1.36a

2.98±2.01a

Preference test Overall acceptability 6.40±1.29cd 4.78±1.59b 6.53±1.51d 5.84±1.54c 3.33±1.69a

1)ESBS means that evaporated salt with brine produced in salt-farm.
2)40S, 50S and 60S refer to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D (n=3). 
a-dDifferent letters with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는 것은 과포화된 기타 미네랄 중 Mg, SO4 이온 등의 무기 

이온들이 NaCl 결정구조에 결합한 결과라 판단된다. 이는 

미네랄분석 결과 60S의 Mg, SO4 이온이 40S, 50S보다 4

배, 3.9배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소금의 용해속도 실험

식염의 용해속도는 식품 가공이나 조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금의 구조에 따른 용해속도 분석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천일염의 용해속도(solubility: g of salt/ 

100 mL H2O/sec)는 0.47, 정제염은 0.37로 천일염이 정제

염보다는 빠르게 용해되었으나, 천일식제조소금은 0.69~ 

0.70으로 천일염이나 정제염보다 빠른 용해 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천일식제조소금 간의 용해속도 유의차는 없었다.

정제염의 용해도가 낮은 이유는, 입자크기는 천일식제조

소금보다 2.1배 작지만 결정 구조가 단단하기 때문이며

(33), 이에 반해 천일염과 천일식제조소금은 용해도가 높은 

다량의 미네랄이 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34) NaCl 결정

보다 용해속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천일식제조소금이 천일염보다 용해도가 높은 이유

는 천일식제조소금의 결정구조가 작은 결정이 비정형으로 

결합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전체적으로 결정 표면적이 커져 

용해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식탁염으로 식생

활에 적용할 때 큰 장점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소금의 관능검사

천일염과 정제염, 천일식제조소금에 대하여 짠맛, 쓴맛, 

단맛, 부드러운 맛,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관능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6). 짠맛은 정제염과 천일식제조소금 

50S가 높게 나왔으며, 소금에 들어 있는 NaCl 함량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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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쓴맛은 Mg 함량이 가장 높은 

천일식제조소금 60S가 높았으며, 천일식제조소금 60S> 

50S≥천일염≥정제염≥40S 순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Na+ 

이외에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미네랄 함량이 고미와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5). 단맛은 천일염, 천일식제조

소금 40S와 50S가 정제염이나 천일식제조소금 60S보다 높

았으며, 부드러운 맛은 천일식제조소금 40S가 가장 좋았고 

다음으로 정제염과 천일식제조소금 50S, 천일염 그리고 천

일식제조소금 60S 순이었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천일식제

조소금 40S≥천일염≥천일식제조소금 50S>정제염>천일식

제조소금 60S 순으로 평가되어, NaCl 함량이 높은 정제염

보다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소금에 대한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Mg, Ca 등 고미와 관련된 미네

랄 함량이 높은 소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요   약

천일염은 자연 환경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불용분 사분과 같

은 이물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여과와 증발을 

통하여 소금의 불순물 등 이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면서

도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함수

를 여과한 후 90°C에서 회전식진공농축기를 이용하여 소금 

결정을 제조한 후에 탈수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소금을 천일

식제조소금이라 명명하였다. 소금의 수율은 물의 증발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증발량이 40%, 50%, 60%일 때 각각 40S, 

50S, 60S로 표기하였다. 천일식제조소금의 수율은 40S, 

50S, 60S가 각각 7.22%, 10.79%, 15.06%로 일반 천일염

의 제조 수율인 4~8%보다 유사하거나 높았다. 천일식제조

소금의 염도는 40S, 50S, 60S가 각각 90.38%, 91.16%, 

68.16%를 나타냈다. 관능검사 결과 전체기호도가 가장 높

은 소금은 40S이며, 쓴맛이 강함 소금은 60S를 나타냈다. 

Na, Mg, K, Ca의 미네랄 함량은 40S와 50S가 Mg 함량이 

낮다는 것을 제외하면 천일염과 유사하였다. 불용분 함량은 

천일염이 0.023%로 천일식제조소금보다 높고, 사분분석 함

량은 천일염과 40S, 50S는 유의차가 없었다. 용해속도(g 

of salt/100 mL H2O/sec)는 40S, 50S, 60S가 각각 0.69, 

0.70, 0.69로 천일염의 용해속도(0.47)보다 높았고, 상대습

도 70%, 저장온도 20°C에서의 수분 재흡수 속도는 천일식

제조소금 40S, 50S가 정제염보다는 빠르지만 천일염보다

는 약 3~5배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천일식제조소금은 미네랄, 불순물 함량, 용해속도 및 수분 

재흡수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천일염에 비해 우수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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