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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가공원료 수요를 유발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또한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 활성화는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식품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후생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식품가공산업의 수입원료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발전전략 제시가 필요

하다.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전략은 국내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품질향상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 농산물 이용률을 향상시

켜 국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5년간 수행되는 장기과제의 3년차 연구로서 식품가공산업이

분석대상이며 육가공, 유가공, 채소가공(김치) 및 천일염가공 부문별 독립

된 세부과제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세부과제별로 해당 가공산업의 전후방

연계 분석을 통해서 당면문제를 도출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 가공산업 부

문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연구에 도움을 준 통계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통계진흥원, 한국신용정

보(주) 등에 감사드린다.

20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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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은 ’08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된 후 식품 대기

업의 가공산업 및 유통시장 진입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 사업이 염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가

공산업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하고 저부가가치 중심의 구조로 나타

나고 있다.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연 약 30만 톤 내외 수준이며, 이 중 전남지역이

85%(신안군 62%) 이상을 차지하는 특화정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국내

소금 수급량은 약 320～350만 톤 내외 수준이며, 국내산과 수입산의 공급

비중이 각각 약 15%와 85%이다.

국내 천일염 가공업체는 약 25개 업체 이내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전체의 약 90% 이상이 전남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

염 가공산업 ’10년도 시장규모(1차 단순가공 제외)는 매출액 기준 300억

원 내외 규모로 추정된다. 가공형태별로 보면 1차 가공 비중이 56.3%, 2차

가공 40.8%, 3차 가공 2.9%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 가공산업 시장구조의 두드러진 특성은 1차 가공 중심 산업구조

로 고부가가치 3차 가공산업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천일염 가공산업

의 경우 경쟁구조는 생산부문에서 업체의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전형

적인 과점구조이지만, 유통시장에서는 완전경쟁구조와 유사하다.

천일염 가공기업의 조사결과 원료조달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가공업체의 원료조달량 중 약 70% 이상 수준이 불안정

한 조달방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 가공산업의 생산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타산업에 비해 대부분의 지표상 영세한 규모이다. 그리고 천일

염 가공상품의 판매구조는 영세 중소업체들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가 확보되지 않아 불안정하며 복잡한 유통구조, 업체의 낮은 시장지배력과

거래교섭력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천일염과 기계염,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 제품과 수입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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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는 천일염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 제품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국내산 천일염 제품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다양하지

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내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성으로 나

타났다.

천일염 가공산업의 당면문제는 대체로 1차 가공 중심의 저부가가치 생

산구조와 산업의 영세성, 불안정적인 원료조달 구조, 가공업체의 자체 시

장개척의 어려움과 복잡한 유통구조, 낮은 가공업체의 시장지배력과 거래

교섭력, 낮은 R&D 수준과 관리․활용 부문의 비체계화, 고부가가치 천일

염 가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부족, 우수한 품질의 원료천일염

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천일염 가공산업 시장은

가정용 및 식품가공용 소금수요가 천일염 가공상품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천일염 가공제품 개발 영역이 식품 외에 의료용 또는 치료보조용 등 고부

가가치 상품개발로 연결되어 천일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천일염 가공산업의 비전과 목표는 크게 고부가가치 천

일염 가공산업의 육성, 천일염 가공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화 육성, 천일

염 가공산업의 수출산업화 육성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으로는

기존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에서 2차․3차 가공부문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

업구조로의 구조조정, 가공제품의 글로벌 명품화를 바탕으로 수출산업화

육성, 가공산업 부문의 R&D 투자확대와 관련 제도정비, 고품질․위생․

안전 원료천일염 생산기반 구축, 가공산업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될 것이다.



v

ABSTRACT

Mid to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for Solar Salt
Processing Industry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domestic solar salt processing industry has 
been rapidly changing due to the entry of large corporations into the proc-
essing industry and distribution market after solar salt was acknowledged 
as a food in 2008. However, as most policies and policy projects center 
around salt farm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solar salt processing in-
dustry has not advanced from an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around low 
value-adding businesses.
  The annual production of domestic solar salt is at approximately 300,000 
ton level with the Jeon-nam province region taking up 85% (62% from 
Sinan-gun) of total production, thus making the solar salt processing in-
dustry a regional specialty industry. The country's total annual demand and 
supply of salt is approximately 3.2~3.5 million tons, and the ratio of do-
mestic salt and imported one is 15% and 85% respectively. 
  The number of domestic solar salt processing companies is estimated to 
be not more than 25 companies, and more than 90% of them are located 
in the Jeon-nam province region. The size of the market for solar salt in 
2010 is estimated to be around 30 billion won on sales basis (excluding 
simple processing). On the basis of processing type, the proportion of 1st 
processing is 56.3%, 2nd processing is 40.8% and 3rd processing is 2.9%.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the solar salt processing industry is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is heavily focused on 1st and 2nd processing and thus 
the proportion of 3rd processing business is very low. The competition 
structure in the production sector is typically an oligopoly type in terms of 
market share but it is very similar to a perfect competition structure in the 
distribution market. 
  The result of research revealed that the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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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lar salt processing industry is highly unstable. More than 70% of total 
raw materials procured by all processing companies are secured through an 
unstable procurement method. Overall, the production structure of the in-
dustry is small in scale in most indice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And 
because stable and fixed buyers are not secured and small and medium 
companies have low market control and negotiation power as a result, the 
industry has an unstable sales structure and a complicated distribution struc-
ture for solar salt processed products. 
  As to consumers' preference for solar salt vs. machine processed salt and 
domestic solar salt products vs. imported one, preferences for solar salt and 
domestic solar salt products were absolutely high. There were many reasons 
for high preference for domestic solar salt products,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he confidence on the safety of domestic products. 
  The solar salt processing industry has various pending issues as follows: 
low value-adding production structure focused on small-scale 1st process-
ing, unstable raw materials procurement structure, complicated distribution 
structure with difficulty in market exploration by processing companies 
themselves, low market control and negotiation power of processing compa-
nies, low R&D investment level and insufficient systems in management 
and utilization areas, insufficient interest and support policy-wise on high 
value-adding solar salt processing industry and difficulty in securing superi-
or-quality solar salt. 
  The demand for solar salt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in the fu-
ture because the demand for salt for household use and food processing 
will be rapidly substituted by solar salt processed products and because the 
scope of product development will be expanded to facilitate the develop-
ment of high value-added processed solar salt products that will be used not 
only as food but also for medical or supplementary treatment purpos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judged to be desirable that the vision and 
objective of the solar salt processing industry have to be largely set on the 
fostering of solar salt processing industry as a high value-adding, globally 
reputable export industry. The basic direction and an implementation strat-
egy to accomplish the vision and objective will have to include the follow-
ing actions: restructuring from the existing low value-adding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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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to a high value-adding industrial structure focused on 2nd and 3rd 
processing sectors; fostering of the industry as an export industry based on 
globally reputable processed products; expansion of R&D investment and 
pertinent system arrangement; establishment of a production base for high 
quality, safe solar salts; and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to-
gether with policy support.

Researchers: Chang-Gon Jeon; Hong-Geun Ha
E-mail address: cgje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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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천일염산업은 1963년 ‘염관리법’ 개정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어 왔으나, ’07년 11월 천일염의 식용 허용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

으로 ’08년 3월 28일부터 천일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분류되고, 주무

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 법률안 개정으로 5

대 전통 발효식품(고추장, 된장, 간장, 김치, 젓갈)에 천일염이 식품으로 추

가됨으로써 한식세계화 자원 활용의 기반과 국내 천일염산업의 발전토대

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천일염이 식품화되고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이 점차 인식됨으

로써 가정용 식탁소금이 빠르게 가공천일염 상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

다. 이와 동시에 식품가공기업이 상품의 차별화를 위해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소금을 원료천일염이 아닌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된 1차 가공천일염으

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가공천일염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식

품가공기업의 가공천일염 수요는 전통적인 장류(대상, 사조해표, 샘표 등),

김치절임류(대상, 김치공장 등)뿐만 아니라 제과(농심 등), 제빵, 조미료류

(제일제당 산들애 등), 기타 다양한 가공식품 수요가 기계염 중심에서 가공

천일염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가공천일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천일염 가공산업 참여업체가 ’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공상품에 대한 유통경로 구성원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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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유통경로도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천일염 가공상품의 용도도 다양

화되고 있으며, 가공형태도 1차 가공형태에서 점차 2차 및 고차 가공형태

로 확장됨으로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

전 천일염 상품화 형태는 소금창고에서 가공되지 않은 원료천일염 중심의

대포장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08년 이후 많은 민간 기업이 천일염 가공

산업에 진출하면서 상품종류, 포장규격, 포장용기, 가공형태 등에서 고급

화 다양화 세분화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 규모(단순 가공상품 제외)는 ’10년 매출액 기준으

로 약 270～3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가공형태별로 보면 1차 가공

상품 매출액 비중이 약 60% 내외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0

년 현재 국내산 천일염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원료천일염 매출액(’08～

’10년 3개년 평균 매출액) 약 800억 원, 천일염 가공산업 매출액 약 300억

원을 포함하여 약 1,1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국내 식용 천일염 시장규

모는 업계추산으로 ’15년 약 2,000억 원 규모에서 ’20년 약 3,000억 원 규

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원료천일염 산업의 경우 ’10년 말 현재 염전면적 4,649ha, 업체 수

1,268개소에서 연간 평균 약 30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천일염의 수입은

연간 약 300만 톤 내외로 국내 생산량의 10배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수입 국가는 호주, 멕시코, 중국 등이다. 국내산 천일염의 수출은 연간 약

2,000톤 정도에 불과하며, 주로 해외 교포를 대상으로 식용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최근 저가의 중국산 천일염에 밀려 수출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천일염의 주관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염산

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천일염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해주창고, 소금창고, 산지종합처리장 등 천일염의 산지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안전 위생 소급 생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0

년 8월 11일부터 국내산 천일염과 비식용으로 수입한 소금은 품질검사를

받아 ‘염검사필’ 날인표시를 하고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소금에 대해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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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수 있는 검사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10년 9월 6일 식염의 지리

적표시제가 실시되었다.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천일염 생산이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2월 24일 외국인

력정책위원회에서 천일염 채취업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으로 결

정하였다.

그러나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어 정부나 지자체의 천일염 육성을 위

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부가가치 산업화와 글로벌 명품화로의 성

장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천일염산업은 생산 가공 마케

팅 부문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산

천일염의 경우 세계 유명 소금과 성분 비교 시 미네랄, 칼륨 등의 성분이

월등히 높아 웰빙식품으로의 명품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명품소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프랑스

게랑드산 천일염 가격에 비하여 50분의 1 정도로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

어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천일염산업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천일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존의 분산 단편적, 염전 중심의 육성 지원시책보다

는 가공산업의 토대인 원료천일염 산업과 가공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천일염산업의 육성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천일염 및 가공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

하여 천일염산업과 천일염 가공산업을 고부가가치 명품화 산업으로 육성

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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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주요 선행연구

천일염과 천일염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년 후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대상이나 연구내용의 대부분이 천일염 생산 등 염

전산업에 치우쳐 있으며, 천일염 가공산업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

는 실정이다.

이현정(2010)은 대한염업조합의 자료를 토대로 천일염산업 및 천일염 시

장의 현황 분석과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산 천일염산업

과 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천일염전의 체

계적인 관리를 위한 표준모델 마련, 원산지 인증제도 도입, 포장재 개발 등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고두갑(2010)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천일염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를 연구하였으며, 천일염산업의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천일염

산업 육성책 및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9년 천일염전이

지닌 다원적 기능을 공익적 가치와 에코투어리즘 관점에서의 가치로 환산

하여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배민식(2010)은 천일염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산부문에선 식

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표준모델 개발과 후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가 필요하며, 유통부문에선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등의 도입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부문에서는 비축제도의 도입과 천일염산업의

관광자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김종익 외(2009)는 개별 천일염 어가의 영세성과 노동력 부족 및 시설노

후화를 천일염산업발전의 저해요소로 보고, 생산자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와 함께 정부주도의 천일염관련 사업들의 분명한 목표 설정을 강

조하였다. 또한 기존 조직인 대한염업조합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이나 새로

운 협동조합 설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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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2008)은 천일염산업의 문제점을 천일염 관련 법령 및 재해대책

관련 법률 미비, 지자체의 천일염산업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천일염

산업의 전반적인 비효율적인 구조 등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

산화 방향을 천일염 관리 육성의 종합대책 수립과 법률제정 및 제도정비,

생산·유통구조의 합리화,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한재환 외(2010)는 천일염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에서 생산 수출입 유

통 전반에 걸친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천일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천일염 특화단지 조성, 천일염 후계자양성, 산지유통시

설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제안하였다.

주문배 외(2009)는 천일염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를 위한 정책연구에

서 천일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으로 개별 천일염 관련 사

업의 연계 추진, 수급안정을 전제로 한 명품화 전략 마련, 소금의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한 과학적 평가 공개, 시설에서부터 품질 및 인력 관리에

이르는 산업기반 시스템 구축, 단계적 발전 전략 수립을 제시하였다.

김현철 외(2008)는 전남지역의 천일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천일염 시장

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전남 천일염의 문제점 및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각종 전시회 및 홍보 행사 유치,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지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천일염 품질에 따른 등급화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2.2. 본 연구의 차별성

최근까지 천일염 관련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크게 ① 천일염의 효능 활

용, 식품관련 고부가가치화 등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의 식품공학자 또는 식

품영양학자 그룹, ② 천일염산업이 특정지역에 특화되면서 지역산업적 측

면에서 연구를 수행한 지역대학 또는 연구소(예: 목포대학교, 전남보건연

구원 등)그룹, ③ 그리고 천일염이 여전히 어업의 정책대상으로 포함되면

서 수산관련 연구소(예: 해양수산연구원) 등이 주축이 되어 왔다. 이에 따

라 천일염산업, 특히 천일염 가공산업의 구조분석, 생산과 가공산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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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가공상품에 대한 소비자 및 가공업체의 평가 등 천일염 가공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일염 가공산업의 구조와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분

석과 조사를 통하여 천일염 가공산업의 명품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접근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3.1.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

연구범위는 원료천일염 생산이 이루어지는 염전산업을 포함하여 ’08년

이후 시장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천일염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대상이 대부분

염전과 천일염 생산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천일염 가공산업

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원료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 천일염 가공업체, 천일염을 구매하는 소비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천일염 가공산업의 분야별 연구대상은 시장구조, 시장규모, 원료조달,

생산구조, 유통구조, 가공형태 및 가공제품, 상품화 등이 포함된다.

3.2. 연구방법

주요 연구방법은 먼저 천일염 가공산업의 시장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천일염 가공산업의 생산구조, 원료조달 실태, 시장규모와 경쟁구조, 유통구

조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천일염 가공산업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

는 상태에서 구조변화, 생산성분석, 재무분석 등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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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지역에 소재한 천일염 가공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가공산업 시장구조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의 협조를 받아 전남지역에 소재한 천일염 가공업

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가공산업 참여 실태,

원료조달 실태, 가공상품 판매 실태 등 가공산업의 전반적인 산업구조 실

태와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천일염 가공산업과 가공상품에 대한 경쟁력 수준이나 구매 및 소

비형태 그리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도권

에 거주하는 일반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

사내용은 소비자의 천일염 가공제품 구매 및 소비실태, 소비자가 평가하는

가공상품의 경쟁력 수준과 문제점, 가공사업 발전방안 등이 포함된다. 그

외 연구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일염 관련 연구소가 있는 대학의 교

수, 지자체의 천일염 담당자 등과의 협의회나 회의를 통하여 자료나 의견

을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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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금산업의 특성과 환경변화

1.1. 소금산업 특성과 천일염

소금은 ‘염관리법’에서 ‘염화나트륨(NaCl)을 100분의 40 이상 함유한 결

정체와 함수(鹹水)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식품공전상 소금은 원료의 출

처에 따라 천일염, 정제염, 암염으로 구분되며, 가공방법에 따라 재제염,

가공소금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 바람

과 햇빛으로 수분과 함께 유해 성분을 증발시켜 만든 가공되지 않은 소금

으로 굵고 반투명한 육각형의 염화나트륨(NaCl) 결정체이다. 천일염에는

주성분인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 철 등 다수

의 무기질인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정제염은 바닷물(심층 해양수 포함)을 전기분해하여 이온교

환막으로 불순물과 중금속 등을 제거하고 얻어낸 소금으로 천일염과 같은

다수의 미네랄이 함유되지 않은 순수한 염화나트륨(NaCl)의 결정체이다.

암염은 예전에 바다였던 곳이 융기한 산악지역이나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

의 해수나 염호(鹽湖)의 증발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내륙의 분지나 산악지

역에서 광물처럼 생산되며,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성분이 염화나트륨인 99% 이상인 등축정계(等軸晶系)에 속하는

일종의 광물로서 황산칼슘(CaSO) 염화칼슘(CaCl) 염화마그네슘(Mg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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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마그네슘(MgSO) 등과 같은 불순물이 소량 혼재해 있다. 보통 정육면

체의 결정이나 드물게는 팔면체 결정을 이루기도 하며 괴상 또는 주상의

결정체이다.

한편 가공방법에 따른 재제염(재제조염)은 원료소금을 정제수, 해수농축

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

조한 소금으로 흔히 꽃소금이라고도 부른다. 보통 천일염 20%와 정제염

80%를 섞어 115℃로 18시간 동안 가열해서 생산되며 염도는 90% 이상으

로 높다. 재제염은 부피가 크고 흰 색깔로 용해속도가 빨라 그동안 천일염

대신 일반가정 조리용으로 가장 널리 이용된 소금이다. 태움 융용소금은

원료 소금(100%)을 태움 융용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으로

가공소금의 일종이다<표 2-1>.

구 분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과정을 거친 소금

정제염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이온교환막 등의 방법으로 정제한

농축함수를 진공증발관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

재제조염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 염도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

가공염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 융용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

태움 융용소금
▪원료 소금(100%)을 태움 융용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 다만, 원료소금을세척, 분쇄, 압축의방법으로가공한것은제외

표 2-1. 소금의 종류와 정의

자료: 식품공전

대부분 소금의 경우 주성분인 염화나트륨 외에 독성물질도 다소 함유 하

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섭취해야 하는데, 식품공전상에는 천일염을

포함하여 소금의 종류별로 염화나트륨 외 독성물질의 함유량을 규격으로

정해놓고 있다<표 2-2>. 그러나 천일염의 경우 다른 소금과는 달리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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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다양한 성분의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3>.

항 목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 융용 정제소금 가공소금

염화나트륨(%) 70.0 이상 88.0 이상 88.0 이상 95.0 이상 35.0 이상

총염소(%) 40.0 이상 54.0 이상 50.0 이상 58.0 이상 20.0 이상

수분(%) 15.0 이하 9.0 이하 4.0 이하 4.0 이하 5.5 이하

불용분(%) 0.15 이하 0.02 이하 3.0 이하 0.02 이하 -

황산이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0.4 이하 5.0 이하

비소(mg/kg)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납(mg/kg)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카드뮴(mg/kg)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수은(mg/kg)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표 2-2. 소금 종류별 식품공전상의 규격

항 목 천일염 기계염 수입염

염화나트륨(NaCl) 80∼88 99 98∼99

칼슘(Ca) 0.2 0.1 0.03∼0.05

마그네슘(Mg) 0.5∼1.0 0.2 0.013∼0.03

황산이온(SO4) 1.0∼1.5 0.4 0.13∼0.15

칼륨(K) 0.1∼0.17 0.1 0.01∼0.02

수분 8∼12 0.2 2.0∼2.5

표 2-3. 소금 종류별 성분 구성비 비교

단위: %

자료: 전남보건환경연구원(2007)

천일염의 생산 과정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차례로

옮겨서 자연적으로 증발시켜 얻는다. 바닷물을 수문을 통하여 저수지로 유입

시킨 후 제1 증발지와 제2 증발지를 거쳐 점차 염도를 높여 간다. 염도가 높아

진 증발지의 함수를 결정지로 이동시켜 결정시킨 후 채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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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의 생산 시기는 대체로 3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이루어지지만, 바닷

물의 증발기간 또는 결정기간에 영향을 주는 햇빛 강도, 바람 등이 계절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절별 증발기간이 차이가 있다. 증발기간은 대체로 여

름철에는 강한햇빛으로 16일 정도이며, 봄과 가을철에는 약 20일 정도가 소요

된다<표 2-4>.

수 문
단 계

생산 과정 염 도
계절별 증발기간

여 름(16일) 봄 가을(20일)

- 저수지 1∼3 수문으로 해수 유입

11∼9단
제1 증발지

(느태)
6∼8 7 7

8∼5단
제2 증발지

(난치)
14∼18 7 10

4∼1단 결정지 23∼25 1∼2 3

- 채 염 - 오후 4∼6시 채염

- 소금창고 - 간수제거, 저장 숙성

표 2-4. 천일염 생산과정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은 결정지의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토판염전, 장

판염전, 타일판 염전, 옹판패 염전 등으로 구분된다. 염전의 형태에 따라

생산되는 천일염의 품질과 성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생산성에서 토판염

과 타 염전 간에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토판염전은 소금을 만드는 염전

의 결정지 바닥에 어떠한 인공시설도 하지 않고 자연 갯벌을 롤러로 단단

히 다져 갯벌의 흙에서 소금을 만드는 염전이다. 여기에서 생산된 소금은

천일염이지만 구별하여 토판염이라고 부른다. 토판염은 결정지 바닥에 장

판이나 타일을 깔고 생산하는 천일염과는 달리 갯벌에 생존하는 다양한 유

기화합물의 영양분과 천연 미네랄이 소금에 제대로 스며들어 있는 영양가

면에서는 고품질 소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토판염전은 결정지 바닥

고르기 등 과중한 노동력 부담, 낮은 생산성, 작업환경의 열악성과 불편성

등으로 ’8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장판염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전국 토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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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면적은 총면적의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천연 미네랄

성분과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성분이 풍부한 토판염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

되면서 토판염 면적이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아 여전히 장판

염전과 타일염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5>.

이에 비해 장판염전은 결정지 바닥에 PVC 장판을 깔아 만든 염전으로 토

판염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채취 작업의 편리성 등으로 ’80년

대 중반 이후 급속히 보급되어 현재 전체 염전면적의 95%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장판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생산성은 높으나, 상대적

으로 낮은 미네랄 함량으로 토판염보다 저품질로 인식되어 가격이 낮은 수준

이다.

구 분 특성 종류 비고

토판

염전

염전바닥의 갯벌을 평평하게 다져서

만든 결정지 염전

80년 중반 이후 대부분 장판염 전환

과중한 노동력 부담, 낮은 생산성,

작업환경의 열악성과 불편성

전국 염전면적의 5% 내외 수준

토판천일염

생산량1%내외

생산성 장판의 6

분의 1 수준

가격은 장판의 7

∼10배

장판

염전

염전용 PVC장판을 결정지 바닥에

깔아 만든 염전

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보급

높은 생산성, 채취 작업의 편리성

전체 염전면적의 약 95% 수준

장판천일염

(일반천일염)

상대적으로 낮은

미네랄함량

높은 생산성

낮은 가격

타일판

염전

80년대 중반 이후 채취 작업의 편리를

위해 검은색 타일을 결정지에 깐 염전

일사광선 흡수율이 높음

현재 일부 염전에서 사용

타일천일염

(일반천일염)

토판에 비해 높

은 생산성과 업

무의 편리성

옹판패

염전

갯벌바닥에 옹기조각을 깐 염전

1955년 이후 일부 염전에서 활용

토판보다 작업이 편리하고 높은 생산성

옹판천일염

(일반천일염)

토판에 비해 높

은 생산성과 좋

은 작업환경

표 2-5. 염전형태와 천일염의 종류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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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판 염전은 ’8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토판염전들이 장판염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일부 염전에서 채취작업의 편리와 일사광선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결정지 바닥에 검은 타일을 깐 염전이다. 현재 일부 염전에서

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옹판패염전은 타일염전이나 장판염전과 같은 목

적으로 ’95년 이후 결정지 바닥에 옹기조각을 깐 염전이다.

1.2. 천일염산업의 환경변화

1.2.1. 주요 제도 및 정책 변화

우리나라 천일염산업은 1907년 주안 염전이 관영으로 축조되고, 염산업

이 국가 전매제로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62년 전매제가 폐지되고

민영화되었으며, ’67년 염업조합법이 제정되어 천일염에 대한 검사제도가

실시되고, ’97년 소금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2008년 천일염이 식품위

생법상 식품으로 인정되었으며, 염관리 업무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면

서 천일염산업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 후 ’10년에 기존의 ‘염관리법’

일부를 개정하여 천일염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여전히 염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가공산업 육성이나 지원책 등이

미흡하여 ’11년 현재 ‘염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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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주요 내용

1907 ▪인천 주안에서 최초 관영 염전이 축조됨

1962 ▪소금 전매제 폐지

1963
▪염전의 개발과 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염관리법’ 제정(1963.10.28)

▪염전매 종료 및 염사업의 완전 민영화

1967
▪소금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인 ‘염업조합법’ 제정(‘67.3.30)

▪생산된 소금은 조합에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시행

1996
▪식용소금 관리부서를 산업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 이관(7.1)

▪식용소금 관리법률이 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1997
▪7.1일부터 소금 수입자유화

▪염 수입업자에 대한 수입 부담금 부과 징수로 소금안정기금 조성

2008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인정(2008.3.28)

▪염관리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전남 신안군을 천일염산업특구로 지정(2008.12)

2009
▪식품산업종합발전대책에 천일염을 6대 전통발효식품으로 선정

▪영광에 천일염 가공공장 준공

2010 ▪2010.1.25 ‘염관리법’ 일부 개정

표 2-6. 소금산업의 제도 및 정책 변화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신안군

1.2.2. 천일염산업의 최근 법 제도적 환경 변화

천일염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08년 천일염의 식품화와 관리부서의 이

관이라고 할 수 있다.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 개정 이후 45년간 광물

로 분류되어 왔다. 2007년 11월 천일염의 식용 허용을 위한 ‘염관리법’ 개

정으로 ’08년 3월 28일부터 천일염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분류되고, 주

관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다. 또한 ’10년 염관

리법 개정으로 천일염 품질검사의 의무화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대상을 기

존의 부산물염에서 국내산 및 수입산 소금으로 확대하였다. 이것은 수입염

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공업용염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외국산 소금과의 차별화를 통해 천일염 등 소급산업

의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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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의 안전관리 및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천일염 이력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사업 실시로 시범사업(’10.8～’11.1)을 생산단계(염전→산지종합

처리장)에 한정해 추진하였다. 천일염 이력관리제는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천일염의 생산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

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서 향후 가공부문과 유통부문 및 대상지역을 단계

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의 성분과 효능의 우

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되어 국내산 천일염의 품질향상과 국

제경쟁력 제고를 ‘염관리법(가칭 소금산업법)’을 개정해 천일염 등급화제

도의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

하기 위해 ‘10년 8월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천

일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천일염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소금산업진흥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현행 ‘염관리법’을 ‘소급산업진흥

법’으로 변경하여 전부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은

소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단체의 설립 지원,

소금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실용화 추진, 친환경 천일염 보조금제

도 도입, 염전원부제도의 도입, 소금 기준 및 규격제정, HACCP제도 도입,

품질인증제, 지리적 표시제, 이력관리제, 원산지표시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1년 8월부터는 담보능력이 낮은 천일염 생산업자도 농림수산업자신

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대상이 포함되어 저리의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되

었다. 또한 장판염과 토판염의 생산방식이 차이를 인정하여 식약청은 염화

나트륨 불용분 등 11가지 항목의 천일염 기준 함량을 동일하게 설정한 것

을 토판염의 불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용분 기준은 게랑드

소금이 1% 이하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0.15% 이하로 되어 있어 토판염

이 실제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고 천일염산업이 노동집

약적인 산업임을 고려하여 ’1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한 업종

으로의 전환되었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인 천일염산업을 식품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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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육성하기 위해 천일염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10년 11월부터 영어자

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09년부터 천일염 생산과 유통의 핵심시

설이 해주, 소금창고, 바닥재 교체, 산지종합처리장 등 천일염의 위생 안전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천일염 이력관리제 실시와

포장재 지원 추진 중이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염관리법을 ‘소급산업진흥

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중이다<표 2-7>.

구 분 주요 내용

천일염 식품분류와

주관부처 변경

▪2007.11 ‘염관리법’ 개정으로 ’08년 3월 28일식품으로분류

▪주관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소금품질검사제 시행
▪‘염관리법’개정으로 ’10년 8월 11일부터소금품질검사의무화

▪대상은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부산물염, 수입염등

천일염이력관리제도입
▪식용소금의 안전관리 및 둔갑판매 방지

▪생산단계시범사업추진(’10.8～’11.1), 가공유통부문확대추진

품질등급화제도도입추진
▪국내산우수 천일염차별화, 수입산둔갑방지, 신뢰성 제고

▪2011년까지 ‘연관리법’ 개정으로 천일염 등급화 제도 마련

천일염원산지단속실시
▪외국산소금의국내산천일염으로둔갑방지, 유통질서확립

▪’10년 8월부터 ‘농수산물의원산지운영에관한법률’의거실시

‘염관리법’전부개정 추진
▪‘염관리법’을 ‘소금산업진흥법’으로 변경 추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금산업 육성계획 수립 목적

토판천일염 기준규격완화
▪현행 장판염과 토판염의 생산 기준규격은 동일

▪’11년 하반기까지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추진

염전외국인근로자고용
▪노동집약적인 천일염산업의 원활한 노동력 공급

▪’10년 12월 24일 천일염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가능

생산업자영어자금지원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인 천일염산업의 유동성 확보

▪’10년 11월부터 저리(3%) 융자 영어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시책

▪’08년 3월이후 천일염명품화와 소금산업육성정책실행

▪생산시설 인프라구축과 위생 안전 생산기반 구축

▪천일염 이력관리제 실시와 포장제 지원

▪‘염관리법’을 ‘소금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추진 등

표 2-7. 천일염산업의 법 제도적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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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천일염산업의 시장 유통환경 변화

2008년 이후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 환경변화와 함께 시장

유통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천일염의 시장규모가 급성장

추세이다. 2008년 이후 고부가가치 천일염 가공상품의 수요 급증으로 천일

염 시장규모 급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약 500억 원 시장규모에서

2011년 현재 식품용 소금시장 전체 규모는 약 1,300억 원 규모로 추정되

며, 이 중 국내산 천일염 시장규모는 약 9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것은

천일염 가공상품의 식품가공업체 수요 및 가정용 식탁수요의 급증에 기인

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식품가공기업의 소금수요는 대부분 정제염(기

계염)이었으나 천일염의 우수한 품질이 널리 인식됨으로써 식품기업들이

제품의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염전에서 채취된 상태의 원료천일

염보다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안전성을 높인 1차 가공 천일염의 수요가 크

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식품기업인 제일제당(산들애 등 다

시다 해찬들 장류제품), 농심(새우깡 등), 사조그룹(장류), 기타 다양한 식

품가공업체들이 품질향상과 차별화 전략으로 기존의 정제염 중심에서 천

일염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가정용 외식업소용 식탁소금도 기존의 재제

염(꽃소금, 맛소금) 중심에서 점차 천일염 제품의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추

세이며, 특히 고급호텔, 고급한식당,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업체 등에서 천일

염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천일염 가공제품 수요 증가추세와 함께 용도별 상품화가 세분화되고 있

다. 과거 염전에서 생산된 원염상태의 다용도(김장 장류 젓갈용, 식품업체

제조용, 가정조리용 등) 형태에서 용도별 상품화의 빠른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용도별 시장비율은 식품업체 가공용 53.8%, 김장 장류

젓갈용 30.8%, 가정식탁용(조리용 포함) 15.4%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업계

CJ전망치).

그리고 천일염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참여자 및 유통경로 구성원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전 천일염시장 주요 참여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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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염전업자), 생산자조직(농협), 염업조합, 산지도매상이 중심이었으

며, 소비지에는 소비지 도매상과 소매상(소금전문판매점, 일반소매점) 중심

이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소금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영진그

린식품을 비롯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대상(청정원), 사조해표, 샘표, CJ제

일제당, 풀무원, 신안메이드, 솔트리, 전남개발공사 등 중소식품기업과 대

기업의 진출로 소금시장의 시장구조가 완전경쟁시장구조로 전환되었다. 이

에 따라 천일염시장 유통경로 구성원도 기존 참여주체에서 대규모 식품가

공기업, 생산자1차 가공업체, 소비지판매회사(대리점), 대형유통업체(백화

점, 대형마트 등)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품대기업이 자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원료천일염을 조달하기 위하여

천일염 1차 가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천일염 상품은 염전의 원

료천일염뿐만 아니라 식품기업의 1차 가공 원료용 천일염과 고부가가치 2

차 가공 및 3차 가공 상품으로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전

천일염 상품화 형태는 소금창고에서 30kg 포대 중심의 대포장 형태가 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08년 이후 원염형태의 천일염을 2차 3차 가공한 다

양한 상품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의 소금산업 진출로 상품종

류, 포장규격, 포장용기, 가공형태 등에서 고급화 다양화 추세가 빠르게 진

전되고 있다. 또한 가공형태는 과거의 원염, 정제염, 재제염 중심에서 점차

천일염 자체의 2차 3차 가공 비중이 증가추세이며, 상품화도 식용과 가공

용 중심에서 미용(화장품), 약용, 건강기능식품용 등으로 다양화 추세이다.

식품가공기업과 염전 생산자의 상생전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식품가공기업이 천일염시장에 참여하여 직접 고부가가치 천일염상품

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식품가공기업들은 우수한 원료확보를 위해

산지에 생산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종합처리장을 건설하는 형태가 증가

(대상, CJ제일제당 등)하고 있다. 식품가공기업들은 우수한 원료를 확보하

기 위하여 공동투자자인 생산자들과 게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

함으로써 생산자와 식품가공기업 간 상생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식품가공기업의 천일염시장이 확대되면서 산지에 자체 가공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생산자와 계약을 통해 원료를 구매하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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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지 생산자가공업체 등에 위탁생산(OEM)을 통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 생산과 가격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천일염 생

산은 생산자가 제어할 수 없는 변수인 일조량, 온도, 바람 등의 기상조건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도별 기상상태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

과 그에 따른 수급불균형과 가격변동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격의 경우 생산량 변동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의 영향뿐만 아니라 수요 및

유통환경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원염 소비 중심에서 가공수요

가 증대되면서 천일염의 가격이 상승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11년 3월

일본원전사고 요인 등도 천일염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천일염 생산량의 변동계수(최고치-최저치/

최저치)가 148.5%로 나타나 생산량의 연간변동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천일염 원염가격의 경우 2010년 생산량이 ’09년 대비 41.8% 감

소한 결과 2010년 평균가격은 8,553원/30kg으로 ’09년 6,583원/30kg 대비

30.0% 증가하였다<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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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국내소금(천일염)시장의

급성장 추세

▪천일염의 식품화 이후 고급식용소금 수요의 급증

▪2000년대중반시장규모는 500억원→ ’11년 1,300억원성장

천일염 식품가공 및

식탁소금 수요의 급증

▪식품가공용 소금이 정제염(기계염)에서 천일염으로 전환

▪식탁용 소금이 재제염(꽃소금)에서 천일염으로 전환

▪식품 외식업체의 천일염 수요 급증

천일염 용도별 상품

세분화 다양화 추세

▪기존의 정제염과 재제염 중심에서 용도별 상품세분화추세

▪가정식탁용, 절임용, 젓갈용, 장류용, 식품가공용,

어린이용, 기능성소금, 미용소금, 약용소금, 가공소금

(해조, 함초 등) 등

시장참여자 다양화와

유통경로복잡화 다원화

▪’00년대 중반까지 생산자조직, 염업조합, 산지도매상,

소비지도매상, 소금전문소매점 중심의 유통경로 구성원

▪’00년대 후반 이후 민간 식품가공기업, 생산자가공업체,

산지종합처리장, 소비지판매회사(대리점 등), 대형유통

업체 등 참여

상품다양화고부가가치화

추세

▪소금창고의 원염 대포장 상품화에서 2차 3차가공 다양화

▪상품종류, 포장용기규격, 가공형태, 가공용도등에서고급화

▪토판천일염의고부가가치화, 숙성을통한일반천일염고급화

식품가공기업과 생산자의

상생전략 증대

▪대규모식품가공기업과생산자와의가공시설공동투자증가

▪가공공장이없는참여기업은생산자와의계약으로원료확보

천일염의 수급 및

가격불안정성

▪생산자가 제어할수없는 기상조건(일조시간, 온도, 등)에

의한 심한 연간변동과 수급불균형으로 가격변동 심화

▪2000년이후 1년간생산량변동계수148.5로심한변동확인

판매처의 다양화

▪기존산지도매상, 소비지도매상을통한소비지소금전문소매점

중심에서 식품가공기업을 통한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공급증가

표 2-8. 천일염산업의 시장 유통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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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일염산업의 수급 및 유통구조

2.1. 천일염 생산기반 현황

2010년 현재 전국의 염전 허가면적은 4,649ha이며, 이 중 조업면적은

3,778ha로 가동률은 81.3%이다. 천일염 제조허가 업체 수는 1,268개소이

며, 이 중 생산 업체는 1,104개소이다. 전국의 염전 가동면적과 생산업체

수에서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지역의 비중은 각각 79.6%와 90.6%로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천일염 생산업체 당 가동 염전면적은 3.42ha로 비

교적 영세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천일염 생산의 심한 변동성을 고려

하여 최근 11년간 전국의 평균 생산량을 고려한 업체당 생산량은 269톤

(78.7톤/ha)으로 천일염의 상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영세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표 2-9>.

구 분
면 적 업체 수

‘10생산량
허 가 가 동 휴 업 허 가 생 산

전 국 4,649 3,778 871 1,268 1,104 222,448

전 남
3,330

(71.6)

3,007

(79.6)

323

(37.1)

1,134

(89.6)

1,000

(90.6)

192,608

(86.6)

경기 인천 394 158 236 40 26 5,341

충남 전북 925 613 312 94 78 24,499

표 2-9. 천일염 염전규모 및 업체 수, 2010

단위: ha, 개, 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청, 전라남도, 대한염업조합

천일염 주산지인 전남지역의 경우 천일염 생산면적과 업체 수에서 신안

군 지역이 각각 70%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60%와 70%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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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업체 수

’10생산량 ’09생산량
허 가 가 동 휴 업 허 가 생 산

신 안

2,407

(51.8)

[72.3]

2,181

(57.7)

[72.5]

226

(25.9)

[70.0]

918

(72.4)

[81.0]

818

(74.1)

[81.8]

139,562

(62.7)

[72.5]

235,420

(62.4)

[72.0]

목 포 52 38 14 13 6 2,380 3,930

무 안 80 78 2 28 27 4,883 7,820

진 도 9 0 9 4 0 - 0

완 도 30 6 24 10 3 209 380

해 남 144 131 13 29 25 8,256 14,000

영 광 581 568 13 124 119 37,192 64,900

보 성 27 5 22 8 2 176 320

전남 계 3,330 3,007 323 1,134 1,000 192,608 326,770

표 2-10. 전남지역 천일염 염전규모 및 업체 수, 2010

단위: ha, 개, 톤

* 신안군의 경우 ( )는 전국 대비, [ ]는 전남 대비 비중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남도, 대한염업조합

천일염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00년 이후 지속적

인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사업체 수와종사자 수는 각각 연평

균 1.38%와 3.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천일염 산업이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일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낮은 보수수준과 처우 및

사회적인 인식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1>.

구 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00 1,151 3,536

2005 911 2,793

2007 1,016 2,751

2008 1,023 2,892

2009 1,016 2,648

연평균 증감률 -1.38 -3.16

표 2-11. 천일염 생산 업체 및 종사자 수 추이

단위: 개, 명, %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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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업체 종사자의 규모별 제조업체 수는 1～9명 종사자의 업체

가 전체의 99.0%를 차지하여 매우 영세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

으며, 업체당 종사자 수는 2.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종

사자 수가 많은 업체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09년에는 업체당 종사자 수

가 20 이상인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2>.

구 분 1993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업체당
종사자

1∼9명 1,291 1,325 1,125 985 1,008 1,013
1,006
(99.0)

2.4

10∼19명 54 31 18 2 6 5
6

(0.6)
13.0

20∼49명 25 9 7 3 1 5
4

(0.4)
31.0

50∼99명 1 2 1 1 1 -
-

0

100명이상 3 2 - - - -
-

0

계 1,374 1,369 1,151 991 1,016 1,023
1,016
(100.0)

-

표 2-12. 업체 종사자 규모별 업체 수와 업체당 종사자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천일염 주요 생산시설에는 염전 외 해주, 소금창고 및 천일염 산지종합처

리장 등이 있다. 해주는 기상 이상 시(장마, 우천 시 등) 증발지나 결정지의

함수를 저장하는 창고로 현재 전체 해주의 70%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다. 소금창고는 결정지에서 채염 된 소금을 저장 숙성, 출하를 위한 단순

포장하는 창고로 역시 대부분 석면함유의 슬레이트 지붕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현재 현대화된 시설의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은 모두 ’08년 이후

에 설립된 시설로 전남지역에만 7개소가 있다<표 2-13 및 표 2-14>.

- 그 외 결정지에서 채염된 소금을 운반하는 레일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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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신안군 전 남 전 국 비 고

해주 3,900 5,418 6,256 신안 30%개선

소금창고 980 1,355 1,564 신안 30%개선

계 4,880 6,773 7,820

표 2-13. 주요 천일염 생산기반시설 현황

단위: 개소

* 신안군 외 지역은 추정치임.

자료: 신안군청 천일염산업과, 전남도청 천일염계

구 분 지 역 시설규모 투자규모 비 고

대상(주)청정원
신안

도초
5,000 198

▪(주)신안천일염 설립

생산자 82호 출자(25%)

CJ 제일제당
신안

신의
7,400 112

▪(주)신의도천일염 설립

생산자 83호 출자(48%)

전남개발공사

신안

비금
500 18 ▪전라남도 지원

신안

신의
500 18 ▪전라남도 지원

태평염전
신안

증도
- -

▪국내 최대 단일 염전

2006년 태평소금공장 건립

대한염업조합 목포시 1,200 58 ▪2005년 건립

지도영농조합
신안

지도
500 18 ▪공사중

임자영농조합
신안

임자
500 18 ▪공사중

표 2-14.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현황, 2011

단위: 평, 억원

자료: 전라남도(천일염계), 신안군(천일염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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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천일염 수급구조

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으나 지난 11년간

(’00～ ’10년) 평균 약 30만 톤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의 지

역별 생산량 비중은 전남지역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신안

군 지역의 생산량 비중이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천일염 생산의 특정

지역 특화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15>.

구 분 전 국 전 남 신안군
전국 대비 비중

전 남 신 안

2000 348 265 210 76.1 60.3

2001 261 173 136 66.3 52.1

2002 205 146 105 71.2 51.2

2003 155 124 94 80.0 60.6

2004 341 290 238 85.0 69.8

2005 379 288 211 76.0 55.7

2006 286 235 174 82.2 60.8

2007 296 258 193 87.2 65.2

2008 384 338 246 88.0 64.1

2009 377 327 235 86.7 62.3

2010 223 192 140 86.1 62.8

표 2-15. 연도별 천일염 생산현황

단위: 천톤,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신안군청

천일염의 생산은 기상조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연간변동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료천일염 수급뿐

만 아니라 천일염 가공산업 원료 수급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1>. 지난 11년간 연평균 생산량은 296,697톤(표준편차 75,039톤)

이며, 이 기간 중 최대생산량과 최소생산량의 변동폭 정도를 나타내는 진

폭계수(148.5)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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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생산의 불안정성 요인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생산자의 직접적인 제어가 거의 불가능한 변수인 기상조건(햇빛, 기온,

바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림 2-1. 국내산 천일염의 생산량 추이(’00〜’10년)

자료: 신안군, 농림수산식품부, 대한염업조합

국내 소금 수급구조를 보면 국내 총소금공급량과 수요량은 연도별로 어

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약 320～350만 톤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국내산과 수입산의 공급비중이 각각 약 15%

와 85%로 수입염 중심의 공급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염 공급

비중인 15% 중에서 천일염과 기계염의 공급비중이 각각 70%와 30%로 천

일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 소금의 용

도별 수요구조를 보면 식용과 공업용이 각각 약 20%와 80%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다. 식용과 공업용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천일염 비중이 각각

82와 98%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소금수요의 95% 이상이 천일염으

로 나타나고 있다<표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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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0 ’01 ’03 ’05 ’07 ’08 ’09

공

급

국내염

천일염 348 261 155 379 296 384 377

기계염 241 240 106 173 171 159 159

소계 589 501 261 552 467 543 536

수입염 2,358 2,581 2,692 2,698 2,894 3,036 2,742

부산물염 19 16 8 7 14 13 10

계 2,966 3,098 2,961 3,257 3,375 3,592 3,288

수

요

식용

천일염 432 381 547 507 486 496 537

기계염 167 172 60 115 141 120 63

소계 599 553 607 622 627 616 600

공업용

천일염 2,218 2,446 2,635 2,494 2,693 2,937 2,625

기계염 62 97 46 58 83 39 63

소계 2,280 2,543 2,681 2,552 2,776 2,976 2,688

계 2,879 3,096 3,288 3,174 3,403 3,592 3,288

표 2-16. 국내 소금 수급현황

단위: 천톤

자료: 통계청, 대한염업조합

국내 전체 소금 수요량의 96.2%를 천일염이 차지하고 있는데, 천일염 공

급원은 크게 국내 생산량과 수입으로 나누어진다. 연간(’09) 전체 천일염

공급량 3,162천 톤에서 차지하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비중은 각각 11.9%와

88.1%로 수입 천일염 중심의 수요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 천일염의 용도별 비중을 보면 국내산 천일염의 경우

식용과 비식용 비중이 각각 69.0%와 31.0%로 나타나고 있으며, 식용 비중

69.0% 중 용도를 세분하면 일반가정용과 식품공업용의 비중이 각각 39.6%

와 60.4%로 식품공업용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입 천일

염의 경우 식용 비중은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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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요

공 급

국내염
수입염

천일염 정제염 부산물염 계

식용

일반가정용 225 103 33 - 136 89

식품공업용 375 157 63 - 220 155

소계 600 260 96 - 356 244

비식용

일반공업용 267 117 63 10 190 77

화학공업용 2,421 - - - - 2,421

소계 2,688 117 63 10 190 2,498

계 3,288 377 159 10 546 2,742

표 2-17. 국내산과 수입산 소금 수급현황, 2009

단위: 천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연간 국내 천일염 공급량의 약 90% 내외 수준인 수입 천일염은 연도별로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최근 3년간 평균 약 290만 톤 정도로 국내천일염 생산량의

약 10배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0년 물량 기준 국가별 수입규모 및 금액

은 호주(57.2%), 멕시코(19.5%), 중국(13.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8>.

그리고 수입 소금 중 천일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09년 91.1%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물 량 금 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호주
1,396
(52.7)

54,638
(51.5)

1,671
(58.2)

71,457
(63.8)

1,600
(60.4)

99,203
(81.3)

1,818
(57.2)

114,414
(56.8)

멕시코
911

(34.4)
35,661
(33.6)

929
(32.4)

34,288
(30.6)

570
(21.5)

34,118
(28.0)

620
(19.5)

43,415
(21.6)

중국
279

(10.5)
13,358
(12.6)

243
(8.5)

14,786
(13.2)

291
(11.0)

15,145
(12.4)

424
(13.3)

25,452
(12.6)

기타
61

(2.3)
2,662
(2.5)

28
(1.0)

1,506
(1.3)

187
(7.1)

10,719
(8.8)

316
(9.9)

19,595
(9.7)

계
2,647
(100)

106,049
(100)

2,871
(100)

112,037
(100)

2,648
(100)

122,037
(100)

3,180
(100)

201,299
(100)

표 2-18. 천일염 수입 현황

단위: 천톤, 천불, %

자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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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소금 및 천일염 수입물량 추이

자료: 관세청

소금 종류별 수입 비중을 보면 천일염이 전체 수입량의 약 91.1%로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2-19>.

구 분 천일염 식 염 암 염
순염화
나트륨

해수(기타) 계

수입량 2,648 161 1 8 88 2,906

수입액 159,185 10,375 137 2,275 6,363 178,335

수입단가 60 64 137 284 72 61

표 2-19. 소금 종류별 수입현황, 2009

단위: 천톤, 천불, $/톤

자료: 관세청

한편 우리나라의 천일염 수출은 ’08년 이전 약 400천 달러 수준에서 천

일염이 식품화되고 식품가공기업들의 천일염산업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09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10년 1,111천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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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0년 국별 천일염 수출은 미국(38.8%), 마샬제도(13.4%), 일본

(11.7%)이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량면에서는 마샬제도

(40.1%), 미국(13.6%), 일본(6.1%)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표

2-20>.

순

위

2008 2009 2010

국가 물량 금액 국가 물량 금액 국가 물량 금액

1
아일

랜드

450

(36.6)

55

(13.8)
일본

438

(20.2)

198

(21.7)

마샬

제도

1,075

(40.1)

149

(13.4)

2
마샬

제도

210

(17.1)

25

(6.3)
미국

403

(18.6)

377

(41.4)
미국

366

(13.6)

431

(38.8)

3 일본
221

(18.0)

112

(28.1)

마샬

제도

340

(15.7)

45

(4.9)
일본

165

(6.1)

130

(11.7)

4 기타
349

(28.4)

207

(51.9)
기타

990

(45.6)

291

(31.9)
기타

1,077

(40.1)

401

(36.1)

합계 계
1,230

(100.0)

399

(100.0)
계

2,171

(100.0)

911

(100.0)
계

2,683

(100.0)

1,111

(100.0)

표 2-20. 천일염의 국별 수출실적

단위: 톤, 천불, %

자료: 관세청, 유통공사(kati)

한편 ’08년 이후 민간 식품가공기업의 천일염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천일염 가공상품의 수출이 원료천일염 수출규모보다 약 3.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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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천일염 가공염

업체 실적 비중 업체 실적 비중

1 대상(주)청청원 150,000 43.3 (주)바이오테크 391,739 29.8

2 (주)바이오닉테크 89,759 25.9 (주)청수식품 363,403 27.6

3 대한염업조합 40,000 11.6 대상(주)청정원 350,000 26.6

4 (주)신안메이드 20,500 5.9 (주)영진그린식품 177,764 13.5

5 염산농협 16,823 4.9
바이오샐리코

영농조합법인
20,524 1.6

6 (주)영진그린식품 13,000 3.8 영광천일염 5,469 0.4

7 (주)청수식품 11,094 3.2 선한세상 5,000 0.4

8 비금농협 3,700 1.1 (주)신안메이드 1,300 0.1

9 마하탑 1,300 0.4 마하탑 800 0.1

합

계
계 346,176 100.0 계 1,315,999 100.0

표 2-21. 천일염 가공업체의 업체별 수출현황, 2009

단위: $, %

자료: 전라남도, 신안군, 농림수산식품부

2.3. 천일염 유통구조

2.2.1. 천일염 유통체계

천일염이 식품화되지 않은 시기의 주요 유통경로 구성원은 생산자(단

체), 산지수집 도매상, 대한염업조합, 소비지도매상, 소금전문소매점 등으

로 한정적이며, 이에 따라 유통경로도 대체로 단순하였다. 천일염의 상품

화는 산지 소금창고에서 가공하지 않은 상태 또는 일부 단순 가공(숙성, 간

수제거, 탈수 등) 상태의 원료염을 대포장(20kg, 30kg) 형태 중심이었다.

산지도매상과 소비지도매상도 원염상태의 천일염을 일부 소분포장하여 납

품 또는 판매함으로써 전체적인 천일염의 유통과정에서의 고부가가치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일염의 가격은 산지공판장이나 소비지 전문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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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유통경로 구성원 간 수의(합의)매매 형태로 형성

되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가격형성 시스템이었다. 특히 ’97년 7월

소금수입자유화 이후 산지 또는 소비지도매상 단계에서의 국내산 천일염

으로의 둔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국내 천일염산업의 사양산업화

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지단계의 가장 중요한 유통경로 구성원(참여자)은 생산자단체(산지농

협, 작목반, 연합회), 산지도매상, 대한염업조합이었으며, 소비지 도매단계

의 경우 산지로부터 원염을 구매하여 소매점이나 가공업체에 배송하는 소

비지도매상이 가장 중요한 유통참여자였다. 그리고 소매단계의 경우 현재

와 같은 대형유통업체나 다양한 소매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의 소매기

능은 대부분 전문소매점에서 수행되었다. 주요 유통경로로는 ①생산자→생

산자단체(농협)→전국 지역농협→농민조합원(소비자), ②생산자→산지수집

도매상→소비지도매상→식품가공업체(대량수요처), ③생산자→산지도매상

→식품가공업체(대량수요처), ④생산자→소비지도매상→전문소매점→소비

자 등이 있었다<그림 2-3>.

그림 2-3. 2000년대 중반 이전의 천일염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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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천일염의 식품분류와 관리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과 함

께 생산 유통 안전성 법률체계 등 전반적인 소금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함

으로써 체계적인 유통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천일염 품질향상과 부가가

치 제고를 위해 생산과 유통의 인프라구축(해주와 소금창고 시설개선, 산

지종합처리장 건설 지원 등), 바닥재 개선 등 천일염의 안전 위생적인 생

산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천일염의 식품화 이후 식품가공기업, 소비

지 천일염 판매회사(대리점), 소비지 유통업체(대형마트, 백화점 등), 산지

가공유통기업, 산지생산자가공유통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유통과정에 참여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통경로가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

염의 상품화 형태는 이전의 저부가가치 단순가공 형태에서 고부가가치 중

심으로 상품화의 세분화 다양화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산지 생산 유통

시설 개선, 산지종합상품화 시설 확대 등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의 다양화와

함께 천일염의 품질고급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산지단계 유통주체에

는 생산자단체, 산지도매상, 산지가공기업, 산지1차 가공업체, 산지생산자

가공기업, 대한 염업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지

참여주체에는 소비지 유통업체(대형유통업체, 백화점, 일반소매점, 농협종

합유통센터 등), 소비지 판매주체, 소비지도매상 등이 참여하고 있다<그림

2-4 및 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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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최근 천일염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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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운영 형태 주요 기능 비 고

원염생산자

▪염전소유개별생산자

▪염전임차개별생산자

▪위탁생산자

▪염전소유기업생산

▪원염생산 출하

▪계약생산 납품

▪1차가공 판매

▪개별생산자는 생산 중심

▪위탁생산자는 연봉제

▪주요식품가공업체와계약

▪일부생산자가공판매법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지역농협

(시군지부)

▪생산, 판매

▪수매, 판매(수탁)

▪포장화, 상품화

▪작목반단위가공, 판매법인

▪지역농협의 가공 판매

▪단순가공 형태의 상품화

▪천일염연합사업단

▪비축 판매사업

▪소포장판매사업

▪산지유통시설설치

▪지역농협중심연합사업단

▪지역농협 공동판매사업

▪포장재 및 포장규격화

생산자 및

판매업자

▪원염생산과판매사업

▪법인형태

▪원염생산자

▪단순가공기능

▪판매(통신)기능

▪소비지판매회사공급주체

▪소금창고에서 포장상품화

▪대부분 통신판매업 허가

대규모

산지가공기

업

▪대규모식품가공업체

▪산지가공시설보유

▪계약으로원염확보

▪1차, 2차, 3차가공

▪CJ, 대상, 영진그린식품등

▪자체 식품가공기업 공급

▪직접가공 또는 OEM

산지생산자

가공기업

▪염전소유생산기업

▪가공시설소유기업

▪정밀가공, 상품화

▪자체상품직접생산

▪식품기업OEM공급

▪태평염전, 신안메이드 등

▪식품기업 OEM 공급

▪자체 브랜드 생산 판매

대한

염업조합
▪농식품부산하기관

▪소금수급조절

▪소금품질검사

▪정책사업

▪염산업관련정부정책대행

▪수급관리에서 판매사업

▪유통환경변화로사업축소

산지도매상
▪산지수집반출상

▪통신판매업

▪대규모산지원염수집

▪단순포장상품화

▪일종의대슈모중간도매상

▪소비지도매상, 유통업체공급

소비지

도매상

▪산지로부터원염조달

▪통신판매업

▪소비지원염대량수집

▪가공포장상품화

▪업체공급, 통신판매

▪일부 자체브랜드 개발

▪식품가공업체등대량공급

▪소비지유통업체 공급

소비지

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

▪농협유통시설
▪소금상품소매기능

▪대형마트, 수퍼마켓

▪농협유통시설(하나로마트)

소비지

판매회사

▪가공기업판매대행

▪가공기업 대리점

▪소매업체상품공급

▪대규모수요업체공급

▪판매물류기능

▪기업 자체판매법인

▪기공기업 판매대행

표 2-22. 천일염 유통참여 주체별 참여 형태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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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일염산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무엇보다도 먼저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한 시설인프라의 낙후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전남지역 소금창고의 61%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며,

해주, 소금창고 등 염전시설 및 환경 개선율은 현재 약 30%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정지 바닥재가 장판염 중심이

며, 염전 생산도구(비닐장갑, 장화, 채취도구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

다. 염전 시설이나 도구의 문제점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이물질 유입가능성

이 높아 안전하고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수유입 과정뿐만 아니라 사용자재, 사용 장비, 염전시설 등 다방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표 2-23>.

또한 천일염 생산자의 영세성과 가공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0년 말현재천일염 생산자의평균염전규모는 전국평

균 3.7ha, 전남지역 2.9ha, 신안지역 2.6ha로 5ha미만 생산자의 비중이 82.3%이

다. 그리고 사업체당 1～9명 종사자의 업체 수가 99.0%에 이르고 있다.

현재 천일염 생산의 기본단위는 개별생산자라고 할 수 있다. 작목반, 염

업조합, 지역농협이 있으나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를 관리 통제하는 조직

체가 아니며, 생산된 일부 원염을 수매 구매하여 판매하는 일종의 유통경

로 구성원의 입장으로 판매대행 또는 판매업체 기능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지 생산자의 조직에 의한 생산의 규모화 공동화, 산지 공동

가공시설 운영, 공동브랜드 마케팅전략 수립 운용 등이 거의 불가능한 수

준이며, 그 결과 개별생산자의 시장교섭력 및 시장지배력 약화로 실질적인

천일염산업 성장의 고부가가치 혜택이 낮은 상태이다. 특히 생산업체의 영

세성으로 인하여 천일염의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한 자체적인 가공부문

참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식품가공기업이나 천일염 가공업체와의 탄

탄하고 안정된 연계구조도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천일염산업의 특

성에 기인하는 수급 및 가격의 심한 불균형에 대처할 수 있는 산지단계의

능력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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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잠재적 위해요인

유입 해수

생산 전 과정

▪도로변 위치 염전의 차량매연, 중금속, 먼지 등의 유입

▪염전 도로포장사업 시 염분에 의한 시멘트포장 분진발생

▪해수 표면 기름의 저수지 유입 가능성

▪염전 주변 농경지의 농약과 화학비료 성분 오염 가능성

▪일부 김양식장 사용 무기산의 잔류성분 유입 가능성

▪폐염전의 양식장 사용시 항생제 유입 가능성

▪염전주변, 갯벌에 방치된 PVC장판의 소각으로 환경호르몬 유입

▪염전 주변 화장실의 오물 유입 가능성

▪염전주변 마을의 생활하수 유입 가능성

▪전체 생산과정에서 각종 벌레 및 동식물의 배설물과 분비물

사용 자재

▪재활용 PVC장판과 합판사용 시 중급속 및 화학물질 유출가능성

▪증발지 및 해주창고 염수의 결정지 투입 시 디젤유 누수 가능성

▪소금수레이동로의 부직포 사용에 의한 이물질유입 가능성

▪염수로 및 염부 이동통로, 해주, 소금창고 철못사용 부식물 유입

▪결정지 장판연결 합성접착제의 유해 화학적 성분 유출 가능성

▪결정지 장판보강재인합판, 재활용플라스틱유해성분 용출가능성

사용 장비

▪결정지 수확용밀대(끌개)의 고무타이어 재질의잠재적 위해요소

▪수확 후 소금창고 이송 시 플라스틱 중심의 운반도구

▪소금창고 내 컨베이어 사용 적재 시 부식에 의한 오물발생 가능성

해주 및

소금창고

▪해주 및 소금창고 지붕인 슬레이트, 함석판의 분진과 부식 발생

▪해주 및 소금창고철재강판과철제못의녹부스러기 유입 가능성

▪소금창고보관중각종벌레나쥐등의배설물과분비물유입가능성

표 2-23. 천일염 생산과정의 잠재적 위해요소

한편 천일염의 가공 및 유통부문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산지 천일염 가격형성 기능 부재이다. 산지 천일염가격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고 개별 생산자와 수요자와의 합의 또는 계

약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을 반영한 정확한 가격형성 메커니즘이 없어

가격형성의 공정성과 공개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금시장 개방화 이후 수입소금의 국내 천일염 둔갑이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어 국내 천일염시장의 질서교란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리고 현재 국내 천일염의 주산지가 신안군을 중심으로 전남 서남부 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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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지만, 우수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공동브랜드도 추

진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시장이나 수출부문에서도 신뢰도, 인지도, 충성

도를 향상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공동브랜드 부

재 현상은 천일염 가공산업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산 천일염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하게 상품화 브랜드화가 이루

어지고 있으나, 천일염 관련 정확한 통계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결정이나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의 의사결정 기초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다양한 형태의 중간상인(수집 도매상)이 유통과정에 참여하여

불공정거래(수입산 소금의 국내산 천일염 둔갑, 가격조작 등)의 요인이 발

생하고 있으며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신뢰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현재 산지 생산자, 산지 1차 가공업체, 산지도매상, 산지가공

기업, 산지 식품가공기업 등에서 수많은 종류의 포장규격과 포장형태와 포

장재로 출하되고 있으나 천일염 유통의 표준규격화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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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일염 가공산업의 규모와 경쟁구조

1.1. 천일염 가공상품과 참여기업

1.1.1. 천일염의 용도와 가공상품 형태

천일염의 용도는 가공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식용과 비식용(공업

용)으로 구분된다. 식용에는 일반가정용과 식품공업용이 대표적이며, 비식

용에는 일반 공업용과 화학공업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식용 중 일반가정용

에는 절임용, 장류용, 식탁용 등으로 구분되며, 식품공업용에는 수산물가공

용, 장유공업용, 식품절임용, 식품가공용 등이 대표적 용도이다<표 3-1>.

한편 천일염 상품은 염전에서 채취된 원료천일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

로 판매 이용하거나 또는 인위적 기계적 화학적 수단을 활용하여 단순한

포장상품화 작업부터 천일염의 이화학적 성질을 변형시키는 고차적인 가

공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염전에서 채취된 원료천일염

을 단순히 포장화하여 판매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상품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해 공장시설에서 세척 선별 포장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또는 다

른 성분과 혼합하여 성분이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가공하는 것을 모두 천

일염 가공산업으로 볼 수 있다.



천일염 가공산업 구조와 실태 분석42

구 분 주요 내용

식 용

일반가정용

과채류절임용 ▪김장채소(무, 배추), 장아찌, 일반채소

장류제조용 ▪간장, 된장, 고추장, 기타 장류

식탁 조리용 ▪식탁용, 국탕 찌개, 기타 조리용

식품공업용

수산물가공용 ▪생선염장, 해조류염장, 젓갈용 등

장유공업용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식품절임용 ▪김치공장, 단무지, 장아찌등절임공장

식품가공용 ▪제빵용, 제과용, 면류, 음료류 등

비식용

(공업용)

일반공업용
▪종이제조용, 염색유지용, 피혁제조용, 식육부산물용,
사료제조용, 기타농업용(청예사료 등) 등

화학공업용 ▪소다회용, 가성소다용, 염료용, 기타

표 3-1. 천일염의 일반적인 용도

원료천일염의 가공형태는 가공방법과 절차, 가공상품의 성분변화 등의

정도에 따라 크게 1차 가공, 2차 가공, 3차(고차) 가공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1차 가공은 원료천일염의 성분이나 상품형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

고 단순히 불순물 제거와 포장개선 등을 통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고부

가가치화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1차 가공에는 단순 1차 가공과 정밀 1차

가공형태가 있다. 단순 1차 가공은 원료천일염을 소금창고 등에서 단순히

원심분리기로 탈수하여 포장하거나 소금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간수를

제거한 후 간단한 선별작업을 거쳐 용도별로 포장하여 상품화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천일염 가공상품이라고 할 수 없는 상품 형태이다<그

림 3-1>.

그림 3-1. 천일염의 단순1차 가공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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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밀 1차가공은 원료천일염을 산지 가공시설(산지종합처리장 등)

에서 기계화된 공정으로 세척 건조 탈수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불순물

등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고 수분함유량을 1% 미만으로 하여 용도별(절

임용, 식탁용, 식품가공용 등) 또는 포장규격별로 상품화하는 형태이다. 이

것은 원료천일염과 성분차이는 크게 나지 않지만 기계화된 자동공정과 수

작업을 통하여 천일염의 안전성과 위생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다 고부가가

치화된 가공형태라고 할 수 있다<그림 3-2>. 1차 정밀 가공상품은 용도별

상품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며, 포장재와 포장방식 역시 단순가공 형태의

상품화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고급화되어 있다. 1차 가공상품은 대부

분 민간 식품기업의 자체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식품기업

(과자, 장류, 조미료, 라면 등)에 원료염으로 공급하거나 천일염 2차 가공

업체의 원료염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림 3-2. 천일염의 정밀1차 가공 공정

천일염의 2차 가공은 1차 가공을 거친 천일염이나 원료천일염에 식품 또

는 식품첨가물 등과 혼합한 가공소금을 상품화하거나 태움 융용 과정의

반복을 통하여 성분이 변화된 다양한 형태의 기능성 천일염을 상품화하는

형태이다. 대체로 시판되는 상품에는 함초소금, 마늘소금 등과 같은 식품

등을 혼합한 가공소금 또는 죽염, 구운소금 등과 같은 기능성 천일염 가공

소금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천일염의 3차 가공은 천일염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식용소금

기능의 상품이라기보다는 천일염의 약리적 성분 등을 활용하여 천일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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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변화된 것으로 상품화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이 미용소금이나 천일염을 활용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들 수 있다<표 3-2>.

구 분 가공원료 가공 내용 상품화 형태(예)

단순가공 원료천일염
단순한 선별과정을 거쳐 포장작업화

용도판매처별포장규격, 포장재차이

다양한규격의

천일염

1차 가공 원료천일염
산지시설에서선별세척건조탈수과정

용도별 판매처별 상품화

식품가공, 식탁용

다양한입자굵기

2차 가공 1차가공염
식품식품첨가물과혼합한가공소금

태움융용이반복된기능성소금등

함초해조소금

죽염, 구운소금등

고차가공 1차가공염
천일염 성분을 활용한 공산품 등

천일염이화학적성질의완전변질상품

이미용소금등

건강보조식품등

표 3-2. 천일염의 가공 및 상품화 형태

1.2. 천일염 가공산업 참여형태와 참여업체

원료천일염의 가공은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된 2008년 3월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하나의 산업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활성화되기 시

작한 것은 2008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천일염 가공기업

이 천일염 가공산업에 진입하여 산업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3년간이라고 할 수 있다.

천일염 가공산업의 시장구조 파악과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원료천일염의 주요 산지인 전남지역의 천일염 가공업체(17개소)를 전수 조

사한 결과 가공산업에 참여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업체

들이 가공산업에 참여하는 형태는 크게 1차 정밀가공 업체, 1차와 2차 가

공에 동시에 참여하는 업체, 1차 2차 3차에 동시에 참여하는 업체, 2차와

3차 가공에 참여하는 업체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공산업 참여업체의 기업형태는 중소기업, 식품대기업, 산지생산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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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생산자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천일염 가공형태 중 1차 단순가공

업체를 제외한 가공기업 수는 약 30개소 이내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약

20개소 내외가 전남 신안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의 90% 이상이 전남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별로 참여형태를 보면 대체로 산지생산자조직(조합)과 식품대기업

등은 1차 정밀가공형태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자단체인 영광천

일염영농조합법인은 공장 설비를 갖추고 1차 정밀가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식품대기업인 ‘대상’이나 'CJ'는 자회사 형태로 자사의 식품가공용 천일염

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1차 정밀가공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

소업체의 경우 대부분 1차 2차 3차 등 복합가공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참여업체가 자사 원료공급 목적이 아닌 식품유통기업 또는 식품

가공기업에 OEM 납품기업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표 3-3>.

가공사업 참여형태 업체 명 비고

1차

가공

단순가공 신안천일염연합사업단 원심분리 수분제거

정밀가공

(주)신의도천일염(CJ), 영광천일염영농

조합, 신안천일염주식회사(대상), (주)솔

트리, 영백염전오가닉솔트(주), 전남개

발공사 등

가공공장 세척 선

별 건조 포장상품

화

1차+2차 가공 미가식품, 영진그린식품, 신안메이드 등 식품유통기업OEM

1차+2차+3차 가공 청수식품(주), 태평소금, 솔섬식품(주) 식품유통기업OEM

2차(1차)+3차 가공
(주)바이오테크, 죽력원, 삼손푸드, 마

하탑, (주)신안메이드, 전남개발공사

표 3-3. 천일염 가공기업의 가공산업 참여 현황

* 자료: 천일염 가공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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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공산업 규모와 경쟁구조

1.3.1. 가공산업 환경변화와 시장규모

2008년 3월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기 이전까지 국내 소금 가공산업

은 대부분 정제염(기계염) 중심구조였으며, 일부(예: 영진그린식품, 청수식

품 등) 천일염 가공업체가 식품대기업의 OEM 생산을 담당하는 수준이었

다. 이에 따라 염전에서 채취되는 원료천일염은 대부분 가공되지 않은 채

단순상품화 작업만 거쳐 그대로 식용이나 공업용으로 판매되어 부가가치

가 매우 낮은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가정이나 식당의 식탁

용 소금은 천일염이나 가공천일염이 아닌 정제염이나 또는 정제염이나 재

제염에 식품 조미료 등을 첨가한 소금(예: 꽃소금, 맛소금 등)이었다.

그러나 웰빙식품 수요증가 트렌드와 함께 2008년 천일염이 식품화되고

국내산 천일염의 우수성이 점차 인식됨으로써 가정용 식탁소금이 빠르게

가공천일염 상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식품가공기업이

상품의 차별화를 위해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소금을 원료천일염이 아닌 위

생과 안전성이 확보된 1차 가공천일염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가공천일

염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식품가공기업의 가공천일염 수요는

전통적인 장류(대상, 사조해표, 샘표 등), 김치절임류(대상, 김치공장 등)뿐

만 아니라 제과(농심 등), 제빵, 조미료류(제일제당 산들애 등), 기타 다양한

가공식품 수요가 기계염 중심에서 가공천일염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가공천일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천일염 가공산업 참여업체가

’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가공상품에 대한 유통경로 구성원도

다양화되고 유통경로도 복잡화되고 있다. 그리고 천일염 가공상품의 용도

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가공형태도 1차 가공형태에서 점차 2차 및 고차 가

공형태로 확장됨으로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전 천일염 상품화 형태는 소금창고에서 가공되지 않은 원료천일염

중심의 대포장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08년 이후 많은 민간 기업이 천일

염 가공산업에 진출하면서 상품종류, 포장규격, 포장용기, 가공형태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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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화 다양화 세분화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천일염 가공상품의 다양화는 특히 식품가공용과 식탁용 부문에서 빠르

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일염 가공상품의 다양화 세분화는 용도별 상품다

양화(가정식탁용, 가공용, 절임용 등), 제품규격별 브랜드별 상품다양화, 가

공형태별 상품다양화(단순, 1차, 2차, 고차 가공상품 등) 등으로 세분화 추

세이다. 또한 태움 융용소금(죽염 등 기능성 소금), 가공소금(해조소금, 함

초소금, 마늘소금 등) 등 식탁용 천일염 가공규모가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공업체별 다양한 규격과 포장재 상품과 브랜드가 출시되어 천일

염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표 3-4>.

구 분 주요 내용

천일염 식품가공 및

식탁수요의 급증

대규모소금수요가 정제염(기계염)에서 천일염으로 전환

식품가공기업의 상품차별화를 위한 천일염 가공수요 급증

식탁용이 재제염 중심에서 가공천일염으로 빠르게 전환

가공시장 참여업체 증가

추세 및 시장구조 변화

천일염 가공시장 참여업체가 ’00년대 후반 이후 급증

천일염 가공시장 구조가 완전경쟁시장구조로 전환

유통경로 구성원의 다양화로 유통경로가 복잡화 다원화

천일염 가공형태 이원화
원염상태의 상품화와 가공상품화로 상품형태 이원화

천일염 수요구조도 뚜렷한 이원화구조

가공상품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 추세

용도별 규격별 천일염 가공상품 다양화 추세

미용, 약용, 건강기능소금 등으로 가공영역 확대로

고부가가치화 추세

표 3-4. 천일염 가공산업 환경변화

1.3.2. 천일염 가공산업 시장규모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 매출액 등에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천일

염 가공업체에 대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천일염 가공산업의 ’10년도

시장규모(1차 단순가공 제외)를 추정한 결과 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약 27

0～3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1차 정밀 가공상품 매출액과 2

차 3차 가공상품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가공형태별로 보면 1차 가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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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매출액 비중이 56.3%이며, 다음으로 2차 가공상품 매출액 비중이 40.8%,

3차 가공이 2.9%로 천일염 가공산업구조가 1차와 2차 가공 중심 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천일염 가공상품 형태 중 부가가치가 가

장 높은 3차 가공 비율이 매우 낮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표 3-5>.

2010년 현재 천일염 가공업체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영진그린

식품(6,000백만 원)이며, 다음으로 (주)태평소금(5,439백만 원), (주)청수식

품(4,910백만 원)으로 상위 3개 업체의 가공상품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61.0%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업체별 매출액 규모의 범위는 ’10년 52백만

원(솔트리)에서 6,000백만 원(영진그린식품)까지 나타나고 있어 편차가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업체명
참여
연도

가공형태별 매출액

1차 2차 3차 계

1차

가공업체

CJ(신의도천일염) ‘10.1 562 562

대상(신안천일염주식회사) ‘09.10 1,500 1,500

솔트리 ‘08.8 52 52

영백염전오가닉솔트(주) ‘74.1 324 324

전남개발공사 ‘94.9 254 254

영광천일염영농조합 ‘08.10 100 100

(주)해여름 ‘09.5 240 240

1차+2차

미가식품 ‘04.2 400 800 1,200

영진그린식품 ‘99.4 3,000 3,000 6,000

마하탑 ‘87.6 858 84 942

(주)신안메이드 ‘00.8 1,560 670 2,230

1차+2차

+3차

청수식품(주) ‘99.4 2,100 2,500 310 4,910

(주)태평소금 ‘05.9 3,019 2,200 220 5,439

솔섬식품주식회사 ‘08.5 100 350 450

2차가공
죽력원 ‘09.6 90 90

삼손푸드 ‘98.7 250 250

1차+3차 (주)바이오테크 ‘94.9 18 250 268

기타 전국가공업체(추정치) 1,000 1,000 2,000

계 15,087 10,944 780 26,811

표 3-5. 천일염 가공 조사업체의 가공상품 시장규모, 2010

단위: 백만원

자료: 전남지역 천일염 가공업체(17개업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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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년 현재 국내산 천일염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원료천일염 매출

액(’08～’10년 3개년 평균 매출액) 약 800억 원, 천일염 가공산업 매출액

약 300억 원을 포함하여 약 1,1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수입 천일염의

경우 ’09년 수입액은 1,960억 원(관세청)으로 나타나고 있어 ’10년 기준 국

내 전체 천일염 시장규모는 3,0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천일염 시장규모에서 식용 시장규모는 국내산 천일염의 약 70% 수

준과 수입 천일염의 약 10% 내외 수준이 식용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고

려하면 전체 천일염 시장규모에서 식용 천일염 시장규모(수입산 천일염 가

공상품 포함)는 약 1,2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 중 국내산 천일염의 시

장규모는 가공상품을 포함하여 약 850～9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식용 천일염 시장규모는 업계추산으로 ’15년 약 2,000억 원 규모에서

’20년 약 3,000억 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식용천

일염의 용도별 시장비율은 ’10년 현재 식품업체 가공용 53.8%(약 700억

원), 김장 장류 젓갈용 30.8%(약 400억 원), 가정식탁용(조리용 등) 15.4%

(약 200억 원)로 전망(CJ 전망치)하고 있다.

1.3.3. 천일염 가공산업의 경쟁구조

2008년 이후 천일염의 식품화와 함께 천일염 수요의 급증추세에 따라

민간 식품기업의 천일염 가공산업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민간기업의 천일염 가공산업 시장진출은 크게 천일염 가공상품 생산부

문 참여 형태와 유통 판매 부문 참여형태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

다. 먼저 천일염 가공산업 생산부문 참여 형태는 식품대기업이 자회사 형

태로 자사 식품의 경쟁력 제고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위생적이고 안

정성이 확보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1차 가공에 참여하거나 또는 중소

업체들이 식품이나 유통기업의 OEM 납품을 위하여 가공산업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업체는 대상의 ‘신안천일염’과 CJ의 ‘신의도천일염’ 등

이 있다. 그리고 유통 판매부문 참여 형태는 식품 대기업들이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실제 가공상품 생산부문에는 참여하지 않고 중소업



천일염 가공산업 구조와 실태 분석50

체들로부터 자사 브랜드로 OEM 형태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형태이다. 대

표적인 기업에는 사조해표, 샘표식품, 풀무원 등이 있다.

<대상의 천일염시장 진출 사례>

▪2007년 천일염시장 진출

▪2009년 12월 전남도 신안군 대상 투자협약 체결

▪현지 생산자 82명과 합작투자로 생산자와 계약으로 원염확보

▪염전은 세계적 인증기관 SGS(Society of General Surveillance)로부터 소금

업계 최초로 ISO22000(식품안전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받음

▪2010년 8월 신안군 도초도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준공

(부지 16,529㎡, 연간 15,000톤 처리능력)

▪2010년초 대상 천일염브랜드 ‘신안섬보배’ 론칭

▪현재 3년묵은천일염, 구운소금, 절임소금(굵은소금), 꽃소금, 녹차미용염, 가공

소금(마늘소금, 함초소금, 해초소금) 등 출시

천일염 가공업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가공산업의 시장구조의 가장 두

드러진 특성은 1차 가공 중심 산업구조로 고부가가치 3차 가공사업 비중

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중소가공업체나 영세 가공업체의 유

통대기업(식품대기업)에 대한 높은 OEM 공급비중이 나타나고 있다. 즉,

천일염 가공산업의 경우 경쟁구조가 생산과 유통산업 부문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천일염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주체와 유통 판매

주체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부문에서의

경쟁구조와 유통 판매부문에서의 경쟁구조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천일염 가공상품의 생산부문에서의 경쟁구조를 보면 가공업체 조

사결과 상위 1개 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22.4%, 2개 업체 42.7%, 3개 업체

61.0%, 5개 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74.9%로 나타나고 있다<표 3-6>. 이러

한 사실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천일염 가공산업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공업체의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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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천일염 가공산업 경쟁구조는 전체적으로는 전형적인 과점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일염 가공상품 형태별 경쟁구조는 차이가 난다

고 할 수 있다.

구 분 1개 업체 2개 업체 3개 업체 5개 업체

시장점유율 22.4 42.7 61.0 74.9

표 3-6. 천일염 가공산업의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자료: 전남지역 천일염 가공업체 전수조사 결과

한편 천일염 가공산업 특성이 일부 식품대기업(예: 대상, CJ 등)이 자사

의 원료조달을 위해 1차 가공형태로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 가공

업체들의 생산형태가 식품 또는 유통대기업의 OEM 생산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인 유통시장에서의 경쟁구조는 생산부문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 가공상품의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링크

아즈텍코리아’의 ’10년 POS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상이 29.6%를 차

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조해표 13.0%, CJ 8.9%, 샘표식품 7.6%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타 가공상품 생산업체와 중소 유통업체를 포

함한 기타업체의 비중이 40.9%로 나타나고 있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구조

는 과점구조라기보다는 완전경쟁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3-7>

및 <표 3-8>.

구 분 대상 사조해표 CJ 샘표 기타 계

매출액 3,427 1,501 1,032 879 4,761 11,600

점유율 29.6 13.0 8.9 7.6 40.9 100.0

표 3-7. 천일염 가공상품 유통시장의 업체별 점유율, 2010

단위: 백만원, %

* 기타업체는 4개 업체 외 모든 천일염시장 진출기업과 산지 생산 가공업체를 포함한 것임.

자료: 링크아즈텍코리아 2010년 POS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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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천일염
시장진
출

시설보유
원료
확보
방식

생산
방식

브랜드명
가공
지역

주요
제품염전

가공
공장

대상

청정원
2007 무 유 계약

직접

OEM

신안섬

보배
신안도초

천일염,구운소금

꽃소금, 가공염

CJ

제일제당
2009 무 유 계약

직접

OEM

오천년의

신비
신안신의

천일염

(업체용,식탁용)

사조해표 2009 무 무 OEM
신안토판

천일염
신안증도

천일염, 가공염

토판천일염

샘표식품 2009 무 무 OEM 소금요정 신안증도 천일염, 가공염

풀무원 2010 무 무 OEM
숨쉬는

갯벌
신안신의 토판천일염

표 3-8. 대표적 천일염 가공상품 유통업체 현황, 2011

자료: 전남지역 천일염 가공업체 전수조사(17개 업체) 결과

2. 천일염 가공산업의 원료 이용, 생산 및 판매구조

2.1. 천일염 가공업체의 원료 이용 및 조달 실태

2.1.1. 천일염 가공업체의 원료 이용 실태

천일염 가공업체의 실사 결과 ’10년 현재 국내 원료천일염의 연간 가공능

력은 약 60,000톤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가공시설 조건에서 연간

최대 가공능력인 60,000톤 정도로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천일염생산량

(313,200톤)의 19.1% 수준이다. 연간 최대 가공능력은 1차 가공형태가 가장

높으며, 부가가치화율이 높은 2차와 3차 가공형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가공시설의 가공능력을 업체별로 보면 ’10년 현재 1차 가공

형태인 대상(신안천일염)이 15,000톤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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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자조직인 영백오가닉솔트(영백염전)가 10,000톤(17%),

(주)태평소금(10%), (주)청수식품(10%), CJ(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10년 가공용 원료천일염 사용량은 약 32,000톤 수준으

로 최근 5개년 연간 평균 생산량의 10.2% 수준, 연간 총가공능력의 53.2%

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의 설비수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설 조건하에서 가동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

을 의미한다<표 3-9>.

업체명
현 가공시설
연간가공능력

원료천일염 사용실적

1차 2차 3차 계

CJ(신의도천일염) 5,000 1,018 1,018

대상(신안천일염) 15,000 5,500 5,500

솔트리 30 16 16

영백오가닉솔트 10,000 3,000 3,000

전남개발공사 1,000 1,000 1,000

영광천일염조합 3,200 3,000 3,000

(주)해여름 300 300 300

미가식품 300 300 300

영진그린식품 4,000 2,500 1,500 4,000

마하탑 2,000 900 8 908

(주)신안메이드 3,000 2,000 2,000

청수식품(주) 6,000 2,363 1,815 42 4,220

(주)태평소금 6,000 3,287 849 85 4,221

솔섬식품(주) 1,200 1,000 200 1,200

죽력원 20 6 4 10

삼손푸드 300 100 100

(주)바이오테크 500 4 60 64

기타(추정) 2,000 500 500 1,000

계 59,850 26,694 4,976 187 31,857

표 3-9. 천일염 가공업체의 가공원료 사용실태, 2010

단위: 톤

자료: 전남지역 천일염 가공업체 전수조사(17개 업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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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천일염 가공상품을 위해 사용된 원료천일염 중 가공형태별 비중을

보면 1차 가공에 사용된 원료천일염 비중이 83.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2차 가공 15.6%, 3차 가공 0.6%로 대부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율이 낮은 1차 가공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

까지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산

업의 구조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

낸다. 이와 함께 천일염을 원료로 한 고부가가치 R&D 수준이 낮다는 사실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1.2. 천일염 가공산업의 원료 조달실태

천일염 가공업체 조사 결과 원료천일염 조달방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

고 있다. 가공업체의 원료천일염 조달방식 중 생산자와 업체가 공동 투자

한 염전으로부터 직접 조달한다는 비율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이 같은 방식은 ’08년 천일염의 식품화 이후에 주로 식품대기업이 자

회사를 설립하여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인증된 가공천일염을 확보하기 위

하여 생산자와 공동 투자 형태로 현지에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자와

계약을 통하여 원료천일염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CJ(신

의도천일염)와 대상(신안천일염) 등을 들 수 있다<표 3-10>.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료천일염 조달 방식은 가공업체가 필

요 시 수시로 구매하여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대체로 1차 가

공업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량의 원료천일염이 필요한 2차 또는 3차

가공의 중소업체나 영세업체들이 원료천일염이 필요할 시 수시로 구입하

는 방식이다. 원료천일염의 구입은 생산자의 염전창고, 천일염도매상, 산지

농협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원료천일염의 수급과 가

격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약 등을 통하여 미리 확보함으로써 발

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천일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매우 불안정한 원료

조달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천일염 가공산업 구조와 실태 분석 55

그리고 업체가 자체 염전을 소유하면서 직접 원료천일염을 생산하여 조

절하는 방식과 가공업체가 매년 생산자와의 구매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방

식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조달 방식은 필요 시 수시

로 구입하는 방식보다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나, 원료천일염의

수급과 가격구조가 불안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달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자와의 단순한 계약은 원료천일염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원료 확보에 큰 문제가 없지

만, 반대의 경우에는 생산자의 계약파기 등으로 안정적인 원료 조달이 이

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천일염 가공업체의 원료천일염 조달방식 중 전체의 약 50%

정도는 원료천일염의 수급과 가격변동에 따라 매우 불안정적인 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달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체염전을 통한 조달과 생산자와의 공동투자를 통한 조달방식도 가공업체가

필요한 전량을 조달하지 못하여 필요 시 수시구매 방식 등을 통하여 상당부

분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의 전체 원료천일염 수요량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원료조달의 불안정성 비율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자체염전
생산자와
공동투자

생산자와
구매계약

필요 시
수시구입

계

비 중 19.7 31.5 19.4 29.4 100.0

표 3-10. 천일염 가공업체의 원료천일염 조달방식, 2010

단위: %

* 천일염가공 조사업체 17개 업체의 조달방식별 조달량 기준 평균치임.

천일염 가공업체의 원료천일염 조달처는 자체염전, 생산자(염전창고), 중

간상인(도매상 등), 산지농협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생산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원료천일염의 조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전체 원료천일염의 66%는 생산자의 염전

창고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원료천일염 수급과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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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구조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지금까지의 수급 및 가격변동 시 생산

자의 시장행위를 고려하면 어떠한 조달방식이든지 원료천일염 조달의 불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 천

일염 가공원료의 약 70% 이상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3-11>.

구 분 자체염전 생산자 중간도매상 농협 계

비 중 24.3 66.3 5.0 4.4 100.0

표 3-11. 천일염 가공업체의 원료천일염 조달처, 2010

단위: %

* 천일염가공 조사업체 17개 업체의 평균치임.

2.2. 천일염 가공산업의 생산구조

천일염 가공산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는 ’08년 이후이다.

그 이전의 천일염산업은 염전에서 채취된 원료천일염의 생산 유통 판매에

국한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료천일염의 가공은 극히 소수

의 영세업체 또는 중소업체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2008년 이후 식

품대기업의 천일염 가공산업 진출과 대규모 식품유통업체의 천일염 가공

상품 유통시장 진출 등으로 천일염 가공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시장규모

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영세업체들이 천일염 가공산업을 주도하던 ’08년 이전에

비하여 ’08년 이후 식품대기업이 천일염 가공산업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천

일염 가공산업업의 구조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천일염 가공산업의 주요 지표상으로 보면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영세한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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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천일염 가공업체 조사결과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정규직과 비정

규직을 포함하여 18.3명이지만, 가공업체 중 종업원이 가장 적은 업체는 4

명, 가장 많은 업체는 4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체당 평균 정규직과 비정

규직 수는 각각 14.5명과 3.8명이며, 내국인과 외국인 수는 각각 17.2명과

1.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 가공업체의 설립자본금 규모는 평균 8.2

억 원이지만, 분산 범위는 1억 원에서 52억 원까지 분포하고 있다. 가공공

장 규모는 가공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평균 280평이며, 150평

에서 443평까지 분포되어 있다<표 3-12>.

2010년 현재 가공공장 시설규모에서의 연간 원료천일염 가공능력은 역

시 가공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전체적으로 업체당 평균 3,403톤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업체에 따라 연간 원료천일염 가공능력은 20톤에서

6,000톤까지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연간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사용

한 원료천일염 사용량은 업체당 평균 1,815톤이지만, 업체별로는 10톤에서

5,500톤까지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리고 ’10년 가공업체의 연간 매출액

은 업체당 평균 1,459백만 원이지만, 업체별로는 52백만 원에서 5,439백만

원까지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공업체 전체의 ’10년 가동률은 53.4%

로 나타나 현재의 미흡한 시설 수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구 분 업체당 평균 최대 업체 최소 업체

종업원 수 18.3 47 4

설립 자본금 8.2 52 1

가공공장규모 280 443 150

연간가공능력 3,403 6,000 20

원료사용실적 1,815 5,500 10

매출액 1,459 5,439 52

가동률 53.4 - -

표 3-12. 천일염 가공산업 생산구조의 주요지표, 2010

단위: 명, 억원, 평, 톤, 백만원, %

자료: 전남지역 천일염 가공업체 전수조사(17개 업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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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년 현재 천일염 가공산업 생산구조의 주요 특성은 매출액과 원

료천일염 사용 측면에서 보면 한마디로 1차 가공 중심의 가공형태에 따른

고부가가치 가공비중이 매우 낮은 형태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매출액 측

면에서 보면 1차 가공상품의 매출액 비중이 56.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2차 가공상품 40.8%, 3차 가공상품 2.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원료천

일염 사용량 측면에서 보면 1차 공상품에 사용된 원료천일염의 비중이

8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차 가공상품 사용량

15.6%, 3차 가공상품 사용량 0.6%로 나타나고 있다<표 3-13>.

여기서 보면 가공형태별 가공상품의 매출액 구성비와 원료천일염 사용

량 구성비가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가공상품의 경우

원료천일염 사용량 구성비가 매출액 구성비보다 훨씬 높은 반면, 2차와 3

차 가공상품의 경우 원료천일염 사용량 구성비가 매출액 구성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천일염 가공상품의 가공형태별로 부가가치율이 차

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원료천일염의 가공형태별 부가가치율은 3차 가공

이 가장 높으며, 1차 가공이 가장 낮다.

구 분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 계

매출액
매출액 15,087 10,944 780 26,811

비중 56.3 40.8 2.9 100.0

원료사용량
사용량 26,694 4,976 187 31,857

비중 83.8 15.6 0.6 100.0

표 3-13. 천일염 가공산업 생산구조의 특성

단위: 백만원, 톤, %

자료: 전남지역 천일염 가공업체 전수조사(17개 업체) 결과

이와 같은 천일염 가공산업 생산구조의 특성상 현재 천일염 가공산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부가가치 산업구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공업

체 조사결과 나타난 사실은 단위당(톤) 원료천일염 사용량 대비 가공형태

별 상품의 매출액으로 나타난 부가가치는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일염 가공산업 전체 평균 1차 가공상품의 부가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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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백만 원, 2차 가공 2.20백만 원, 3차 가공 4.17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

다. 가공 상태별로는 3차 가공상품의 부가가치가 1차와 2차 가공상품에 비

해 각각 7.3배와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구 분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

부가가치 0.57 2.20 4.17

가공형태별 부가가치 비교 13.7 52.8 100.0

표 3-14. 천일염 가공형태별 단위당 원료사용에 대한 부가가치 비교

단위: 백만원/원료사용량(톤), %

자료: 전남지역 천일염 가공업체 전수조사 자료 분석 결과

2.3. 천일염 가공산업의 유통 판매 구조

조사 결과 천일염 가공상품의 주요 판매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하나의 특징은 판매처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처가 없고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중소 영세업체

중심의 천일염 가공업체들이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결과 다양한 판매처를 통하여 가

공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판매처별로는 자체 판매망을 이용한 판매비중이 18.4%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것은 주로 2차 및 3차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이

대규모 식품기업이나 식품유통기업에 OEM 형태의 납품 외에 인터넷상에

업체의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통신판매 등으로 판매하는 형태가 대부분이

다. 다음으로 자체기업 원료사용이 16.6%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08

년 이후 대상, CJ 등 식품대기업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 원료를 확보

하기 위해 산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주로 1차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것

이다.

OEM 공급(15.4%)은 중소업체들이 자체 판매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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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수요가 없는 중소업체들이 주로 대규모 식품기업이나 식품유통기업

의 브랜드로 납품하는 형태이다. 다음으로 대량수요처 납품(13.3%), 유통

업체 입점판매(11.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공업체 조사 결과 이들 오

프라인 판매처 외에 점차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비중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5>.

구 분
자체
사용

OEM
공급

수요처
납품

자체
판매

유통
업체

중간
상인

농협
가공
업체

기타 계

비 중 16.6 15.4 13.3 18.4 11.6 8.0 0.7 4.1 12.5 100.0

범
위

최고 100.0 92.0 95.0 100.0 30.0 30.0 0.7 20.0 65.0 100.0

최저 5.0 5.0 2.0 1.0 2.0 3.0 0.7 5.0 5.0 100.0

표 3-15. 천일염 가공상품의 판매처별 비중

단위: %

자료: 전남지역 천일염 가공업체 전수조사(17개 업체) 결과

천일염 가공상품의 판매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가공상품의 유통경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상에 다양한 유

통경로 구성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천일염 가공상품의

주요 1차 유통경로는 크게 OEM으로 납품되는 식품유통기업 또는 식

품가공기업, 중간도매상, 대량수요처, 그리고 자체 식품가공공장, 소

비지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판매, 통

신판매 등 직거래가 활용되고 있다.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유통경로

구성원이 많다는 것은 천일염 가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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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천일염 가공제품의 유통경로

실제로 천일염 가공업체가 가공상품의 생산 및 유통부문에서 가장 큰 당

면과제 또는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은 ‘중소기업의 낮은 시장지배력

및 자체 판매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중소 가공업체

들의 가공상품 판매방식에서 스스로 대규모 식품기업이나 식품유통기업에

예속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료천일염 수급 및 가격불안정,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천일염 가공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외면, 제품에 대한 낮

은 인지도, 동종 기업 간 과당 경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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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수 비 중

원료천일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 10 20.0

동종기업(천일염 가공기업)간 과당경쟁 5 10.0

대기업 납품관련 불공정 거래 3 6.0

낮은 마진율과 낮은 수익성 4 8.0

중소기업의 낮은 시장 지배력 및 자체 판

매망 확보의 어려움(대기업 예속화)
11 22.0

천일염 가공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신뢰 3 6.0

천일염 가공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5 10.0

가격이 높은 천일염 가공제품 외면 6 12.0

제품의 낮은 판매가격 2 4.0

대형유통업체 등 판매점의 횡포 1 2.0

계 50 100.0

표 3-16. 천일염 산업의 영업과 유통상의 문제점(중복응답)

단위: 개, %

자료: 전남지역 천일염 가공업체 전수조사(17개 업체) 결과

2.4. 천일염 가공산업에 대한 가공업체의 인식 및 평가

천일염 가공산업에 대래 가공업체의 현실 인식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조

사하기 위해 전남지역 천일염 가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먼

저, 천일염 가공산업의 현재 구조하에서 가공업체들의 향후 10년간 가공산

업에 대한 전망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공산업이 현재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는 비율이 88.2%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천일염 가공산업 성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현재보다 더 급속히 성장할 것이란 비율

이 전체의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와 비슷한 수

준으로 성장 29.4%, 현재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 17.6%이다. 이에 비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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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천일염 가공산업 성장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으

며, 현재 수준에서 산업이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업체가 11.8%로 나타

나고 있다<표 3-17>.

구 분 빈도 수 비 중

현재보다 더 급속히 성장 7 41.2

현재와 비슷한 수준 성장 5 29.4

현재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 3 17.6

현재 수준에서 정체 2 11.8

점차 감소 전망 - -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 전망 - -

계 17 100.0

표 3-17. 천일염 가공업체의 향후 10년간 천일염 시장전망

단위: 개, %

천일염 가공업체가 바라보는 향후 천일염 가공산업의 주도부문은 식품

업체 원료용 가공천일염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능

성 천일염 가공제품 41.2%, 식탁용(가정용 등) 가공천일염 17.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공업체들의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인 1차가공 천일염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인 2차 및 3차가공제품의 성

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표 3-18>.

구 분 빈도 수 비 중

식품업체 원료용 가공천일염 7 41.2

식탁용(가정용) 가공천일염 3 17.6

공업용(비식용) 가공천일염 - -

기능성 천일염 가공제품 7 41.2

기타 천일염 가공부문 - -

계 17 100.0

표 3-18. 천일염 가공산업 성장의 주도 부문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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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향후 천일염 가공부문 중 매출액이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부문은 역시 식품업체의 원료가 되는 1차가공 상품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2차가공 상품, 3차 가공상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공업체들이 전망하는 천일염 가

공부문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상품이 높고, 고부가가치 상품으

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표 3-19>. 이 같은 결과 향후 국내 천일염

가공사업의 발전방향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의 전환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공업체들이 전망하는 방향이 R&D 수준,

투자여력, 판매시장 등 어느 요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분 빈도 수 비 중

1차가공(세척,탈수,건조 등)제품 9 52.9

2차가공(첨가물 혼합)제품 3 17.6

태움융용등식용기능제품(죽염등) 2 11.8

이 미용을 위한 비식용 제품 2 11.8

의약보조 등의 고차 가공품 1 5.9

기타 - -

계 17 100.0

표 3-19. 향후 10년간 천일염 가공산업의 성장의 주도 제품

단위: 개, %

국내 천일염 가공업체들이 평가하는 천일염 가공기술 수준은 일반적으

로 천일염 가공산업의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프랑스나 일본 등과 비교할

경우 국내 가공기술 수준이 높다는 비율이 17.6%인 데 비해, 낮다는 비율

은 58.9%로 나타나고 있다<표 3-20>.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향후 국내 천일

염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당면과제가 가공기술 수준의 향상이라는 사

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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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수 비 중

매우 높은 수준 -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3 17.6

비슷한 수준 4 23.5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8 47.1

매우 낮은 수준 2 11.8

잘 모름 - -

계 17 100.0

표 3-20. 국내와 외국의 천일염 가공기술 수준 비교

단위: 개, %

가공업체들이 국내 천일염 가공기술 수준을 선진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요인으로는 천

일염 산업에 비해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책 미흡을 가장 큰 요인으

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외 미약한 R&D 수준, 가공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투자여력 미흡, 관련 전문인력 부족, 관련 교육 및 기관부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3-21>.

구 분 빈도 수 비 중

가공산업의 열악한 R&D 7 23.3

가공업체 영세, 낮은 투자 수준 6 20.0

가공산업 관련 전문인력 부족 3 10.0

정책적 지원 및 육성책 미흡 8 26.7

지자체 지원과 육성책 미흡 2 6.7

관련 교육 및 기관 부재 3 10.0

기타 1 3.3

계 30 100.0

표 3-21. 국내 가공기술이 선진국보다 낮은 원인(중복응답)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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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진국과의 가공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대신 외

국과의 천일염 가공제품의 품질과 상품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우수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응답 결과는 기술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가공업체들이 생산하는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현재의 가공기술 수준이나 낙후된 가공시설 수준하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천일염 가공제품의 품질과 상품

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76.5%인 데 비해, 낮다고 평가하는 비율

이 17.7%로 나타나고 있다<표 3-22>.

구 분 빈도 수 비 중

매우 우수한 수준 2 11.8

대체로 우수한 수준 11 64.7

비슷한 수준 1 5.9

대체로 낮은 수준 1 5.9

매우 낮은 수준 2 11.8

잘 모름 - -

계 17 100.0

표 3-22. 선진국과의 제품 품질 및 상품성 비교

단위: 개, %

마지막으로 가공업체들이 향후 천일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

한 과제로 인식하는 부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과제로

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육성책 마련과 투자지원, 염전시설 개선을 통한

우수 품질의 원료천일염 확보, 가공업체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R&D 투

자확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수출시장 개척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3-23>. 특히 향후 국내 천일염 가공제품의 수

출가능성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가공업체들이 수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출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업체는 35.3%에 이

르고 있어 향후 국내 천일염 가공제품의 수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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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수 비 중

염전 생산시설 개선을 통한 우수 품질 원료염 확보 9 17.6

가공업체의 규모화 및 시설의 현대화 7 13.7

관련 R&D 투자 확대 및 전문 인력 육성 노력 7 13.7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수요확대 5 9.8

다양한 제품 개발 통한 니즈 충족 3 5.9

판로 확대와 유통질서확립을 위한 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6 11.8

정부, 지자체 차원의 투자지원과 육성책 마련 10 19.6

천일염의 생산, 수입, 유통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작성 1 2.0

수입 천일염에 대한 유통체계 확립 3 5.9

기타 - -

계 51 100.0

표 3-23. 천일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중복응답)

단위: 개, %

구 분 빈도 수 비 중

대량 수출 가능성 높음 6 35.3

대량 수출 가능성 조금 있음 6 35.3

수출은 소량에 머물 것 5 29.4

향후 감소 예상 - -

향후 수출은 거의 없을 것 - -

잘 모르겠음 - -

계 17 100.0

표 3-24. 천일염 가공제품의 수출 가능성 판단

단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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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일염 가공산업 분석의 문제점과 시사점

천일염 가공업체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나타난 천일염 가공산업 구조

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한마디로 가공상품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

아 1차 가공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천일염

가공산업 참여업체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차 가공산업 참여 업체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차 및 3차 가공상품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실제 R&D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가공상품

의 판매 위험이 높은 사실에 기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 가공 중심의 산업구조는 매출액 비중과 원료천일염 사용 비중에서

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전체 천일염 가공업체의 1차 가공상품 매출

액 비중은 56.3%, 원료천일염 사용량 비중은 83.8%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3차 가공상품의 매출액과 원료천일염 사용량의 비중은 각각 2.9%와 0.6%

에 불과하다. 실제로 천일염 가공형태에 따른 부가가치는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다. 1차 가공의 톤당 원료천일염 사용량 대비 매출액은 0.57백만

원인 데 비하여 2차 가공은 2.20백만 원, 3차 가공은 4.17백만 원으로 가공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는 3차 가공이 1차 가공과 2차 가공에 비해 각각

7.32배와 1.9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일염 가공산업은 시장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가동률이 낮다. 2010

년 기준 천일염 가공산업의 연간 원료천일염 가공능력은 약 60,000톤 수준

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원료천일염 생산량의 약 19%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로 천일염 가공업체들이 사용한 원료천일염량은 32,000톤 수준으로 5

년간 평균 생산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가공시설 가동률은 53%

에 불과하다. 즉, ’10년의 경우 염전에서 생산된 원료천일염 중 90%는 가

공되지 않은 원염상태로 판매되고, 나머지 10% 정도가 가공 원료로 사용

되었으나, 이 중 84%가 부가가치가 낮은 1차 가공에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천일염 가공상품 판매구조의 특성을 보면 판매처가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지만, 판매처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처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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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중소 영세업체 중심의 천

일염 가공업체들이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자체판매망 비중이 낮아 불안정한 판매구

조뿐만 아니라 영세업체의 낮은 거래교섭력을 나타내고 있다. 가공제품의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영세업체의 시장지배력 열세, 가공상품의 판매처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은 유통경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상에 다

양한 유통경로 구성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것은 또한 천

일염 가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천일염 가공산업의 생산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타산업에 비해 대부분

의 지표상 영세한 규모이다. 이런 상태에서 ’08년 이후 천일염 가공산업의

후발업체인 대규모 식품기업이 진출함에 따라 점차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천일염 가공산업의 주요 지표상으로 보면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타산업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영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천일염 가공산업의 원료조달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가공업체의 원료천일염 조달방식 중 가공업체들이 필요 시 수시로 구입하

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원료조달이 안정

적이지 못한 비율이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료천일염의

구입처는 염전창고, 천일염도매상, 산지농협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은 천일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매우 불

안정한 원료 조달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염전 조달과 생산자와의 공동투자 조달방식도

가공업체가 필요한 전량을 조달하지 못하여 필요 시 수시구매 방식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의 전체 원료천일염 수

요량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원료조달의 불안정성 비율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천일염 가공업체의 원료천일염 조달처는 자체염전, 생산자(염전창고), 중

간상인(도매상 등), 산지농협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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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은 생산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원료천일염의 조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전체 원료천일염의 66%는 생산자의 염전

창고로부터 조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원료천일염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구조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지금까지의 수급 및 가격변동 시 생산

자의 시장행위를 고려하면 어떠한 조달방식이든지 원료천일염 조달의 불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 천일염 가공원료의 약 70% 이상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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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조사 개요

천일염 가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성향, 선호도 및 의향 등을 파악

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총 400명의 소비자이며,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0대에서

60대 이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연령대별 분포 비율은 40대와 50대가

각각 30%(120명), 30대 20.7%, 60대 이상 15.0%, 20대 4.3%이다. 대상자

의 성별은 모두 기혼 여성이다.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은 100만원 미

만부터 100원 단위씩 구분하여 1,000만 원 이상 등급까지 모두 11등급이

다. 이 중 400-499만원 등급이 전체의 25.5%(102명)이며, 다음으로 300-

399만원 21.0%, 500-599만원 18.8%, 200-299만원이 13.5%로 4개 등급의

대상자가 전체 400명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전

문대 포함 대졸(58.0%), 고졸(35.3%), 기타(6.8%)이다. 그리고 응답자의 직

업은 전업주부(38.3%), 회사근무(18.8%), 자영업자(13.8%), 정규근로자

(11.3%)로 4개 직업군 대상자가 328명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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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수 비 중

연령대 20대 17 4.3

30대 83 20.7

40대 120 30.0

50대 120 30.0

60대 이상 60 15.0

계 4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 0.3

100-199만원 19 4.8

200-299만원 54 13.5

300-399만원 84 21.0

400-499만원 102 25.5

500-599만원 75 18.8

600-699만원 28 7.0

700-799만원 16 4.0

800-899만원 8 2.0

900-999만원 6 1.5

1,000만원 이상 7 1.8

계 400 100.0

최종학력 중졸이하 9 2.3

고졸 141 35.3

대졸(전문대 포함) 232 58.0

대학원졸 이상 18 4.5

계 400 100.0

표 4-1. 소비자조사 표본 특성

단위: 명, %

2. 소비자의 천일염 가공산업 평가 분석

소비자의 가정용 식용소금(식탁용, 조리용) 구매 빈도는 되도록 소금 섭

취량을 감소시키려는 웰빙 추구의 식생활 성향으로 일반 식품의 구매 빈도

와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가정용 소금을 1개월에 1회 구입한다는 비율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6개월에 1회 비율이

24.3%, 3개월에 1회 비율이 21.0%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1년에 1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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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다는 비율도 17.7%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용 소

금의 구매빈도가 일반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것은 소금의 품질과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가정용 소금의 소비량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반영

하는 것이다<표 4-2.>.

구 분 빈도 수 비 중

1개월에 1회 108 27.0

2개월에 1회 39 9.7

3개월에 1회 85 21.3

6개월에 1회 97 24.3

1년에 1회 71 17.7

계 400 100.0

표 4-2. 소비자의 가정용 소금 구매 빈도

단위: 명, %

소비자의 가정용 소금 구매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이 전체의 62.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근 슈퍼마켓이

17.5%로 두 가지 구매처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소비자

의 가정용 소금 구매처는 재래시장, 백화점, 소비자조합(생협 등), 기타 판

매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4-3>. 소비자의 소금 구매처에서 대형

유통업체 매장과 슈퍼마켓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천일염

가공업체의 판매 전략에서 유통채널 전략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구 분 빈도 수 비 중

인근 슈퍼 70 17.5

재래시장 22 5.5

대형유통매장(이마트 등) 248 62.0

백화점 13 3.2

생협 등 소비자 조합 30 7.5

기타 17 4.3

계 400 100.0

표 4-3. 소비자의 가정용 소금 구매처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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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소금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의 원산지가 22.8%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천일염 여

부 16.3%, 위생 및 안정성 15.9%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미네랄 등 성

분함량, 가격수준, 제조사 브랜드, 맛, 소금 색깔, 품질 인증 여부 등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4-4>.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가정용 소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대체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국내산

천일염이면서 위생과 안전성이 보장된 소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빈도 수 비 중

가격수준 비교 69 8.5

브랜드(제조사 기준) 61 7.5

맛(짠맛의 정도) 54 6.8

위생 안전성 127 15.9

청결함(소금 색깔) 52 6.5

기능성 약용성 등 12 1.5

미네랄 등 성분함량 영양성분 78 9.8

포장디자인 - -

원산지(국내산과 수입산) 182 22.8

원료염의 천일염 여부 130 16.3

품질인증마크 23 2.9

유통기한(제조일자) 12 1.5

계 800 100.0

표 4-4. 소비자의 가정용 소금 구매 시 고려 사항

단위: 명, %

소비자들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소금에서 ‘전부 천일염 가공소금만 사

용’한다는 비율이 23.5%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천일염 가공소금의 판매전략 수립에 시사점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정용 소금으로 ‘천일염 가공소금과 기계염(맛소금, 꽃소금 등 정제염이

나 재제염) 모두 사용’한다는 비율이 44.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천

일염 가공소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나 인지도 제고 또는 판매전략 수립

에 시사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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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24.5%, 심지어 ‘전부 기계염(공장소금)만 사용’한다는 비율도 7.5%나

되고 있다<표 4-5>.

구 분 빈도 수 비 중

100% 천일염 가공소금만 사용 94 23.5

천일염가공소금, 공장소금(꽃

소금, 맛소금) 모두 사용
178 44.5

100%공장소금(꽃소금, 맛소금) 사용 30 7.5

사용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 98 24.5

계 400 100.0

표 4-5. 소비자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소금 종류

단위: 명, %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용하는 소금 종류를 보면 전체적

으로는 큰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나, 100% 천일염 사용비율이나 기계염 사

용비율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고 학력이 고학

력일수록 가정용 소금으로 100% 천일염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의 경우 기계염 사용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6>.

구분
전부
천일염

천일염
기계염

전부
기계염

용도에
따라

계

연령
30대 미만 23.0 45.0 7.0 25.0 100.0

40대 이상 23.7 44.3 7.7 24.3 100.0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18.9 44.6 12.2 24.3 100.0

300～600 25.3 44.4 6.9 23.4 100.0

600만원 이상 21.5 44.6 4.6 29.2 100.0

학력
고졸 이하 19.3 50.7 10.0 20.0 100.0

대졸 이상 26.0 40.8 6.0 27.2 100.0

표 4-6. 소비자의 특성별 사용 소금 종류

단위: %

* 전체 표본수는 40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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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소금으로 천일염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천일염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소포장 1차 가공소금(흰색천일염)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 절임용(김장용 등)으로 염전

에서 채취한 뒤 가공하지 않거나 간수제거 등 단순 가공된 천일염을 사용한

다는 비율이 27.5%, 천일염 2차 가공소금(함초소금, 마늘소금 등) 26.8%,

기능성 천일염 가공소금(죽염 등) 12.4%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이지만 프

랑스나 일본의 고급 가정용 소금을 사용한다는 비율은 1.1%에 불과하여 대

부분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7>.

구 분 빈도 수 비 중

2차가공 천일염(함초소금,

마늘소금 등)
99 26.8

소포장 천일가공염(일반) 112 30.3

굵은 천일염(김장용, 절임용 등) 102 27.5

기능성 천일염(죽염 등) 46 12.4

외국산 고가격 천일염가공소금

(프랑스 게랑드, 일본소금)
4 1.1

기타 천일염가공소금 7 1.9

계 370 100.0

표 4-7. 천일염 사용 소비자들의 사용 소금 종류

단위: 명, %

이상에서 보면 가정용 소금으로 천일염을 사용하는 형태를 보면 대체로

식탁용 소금으로 2차 가공소금, 소금량이 많이 소요되는 절임용으로는 가

공하지 않거나 단순가공된 원료천일염,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용(반찬용,

국물용 등) 소금으로는 위생적이고 청결한 1차 가공소금을 사용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그 외 죽염 등과 같은 기능성 천일염의 사용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고가의 수입 천일염 가공소금인 프랑스 게랑드산 천일

염을 포함한 수입 천일염 사용비율이 1.1%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

후 국내산 천일염과 가공제품의 소비증대나 시장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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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전략 등에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가정용 소금으로 천일염을 사용한다는 응답자(370명)를 대상으로 조사 대

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별로 천일염 사용형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

대별(30대 미만과 40대 이상으로 구분)로 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2차 가공소금(함초소금, 마늘소금 등)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고(낮은 층

37.6%, 높은 층 23.1%), 소포장 1차 가공소금 사용비율이 높으며(각각

25.8%, 31.8%), 절임용 굵은소금 사용비율이 높으며(각각 21.5%, 29.6%), 외

국산 유명 천일염 사용비율이 낮은 것(각각 2.2%, 0.7%)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별(월 300만원 미만, 3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구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으면 2차 가공소금 사용비율이 높고, 소포장 1차 가공

소금 사용비율이 낮으며, 유명 외국산 천일염 사용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별(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분)로는 학력이 높

을수록 2차 가공소금 사용비율이 높고, 1차 가공소금과 절임용 굵은 소금

사용비율이 낮으며, 외국산 유명 천일염 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구분에 따른 천일염의 사용구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천일염 가공업체들이 가공상품

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유통전략과 목표시장 설정 등에 큰 시사점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이다<표 4-8>.

구 분
2차
가공
천일염

1차
가공
천일염

비가공
천일염

기능성
천일염

외국산
천일염

기타
천일염

계

연령
30대 미만 37.6 25.8 21.5 11.8 2.2 1.1 100.0

40대 이상 23.1 31.8 29.6 12.6 0.7 2.2 100.0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21.5 35.4 26.2 13.8 1.5 1.5 100.0

300～600 28.0 29.2 28.0 12.3 0.4 2.1 100.0

600만원 이상 27.4 29.0 27.4 11.3 3.2 1.6 100.0

학력
고졸 이하 19.3 34.8 31.1 12.6 - 2.2 100.0

대졸 이상 31.1 27.7 25.5 12.3 1.7 1.7 100.0

표 4-8. 천일염 사용 소비자의 특성별 사용 형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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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천일염 가공상품과 기계염(정제염 도는 재제염, 공장소금

등)에 대한 선호도와 국내산 천일염 제품과 수입 천일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가정용 소금으로 천일염 가공상품의 선호도가 91.0%, 기계염

이 9.0%로 천일염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비록 어떤 종류의 소금이든지 소금 섭취량에 한계가 있지만 기존의 기계염

사용을 점차 천일염으로 대체시키려는 소비자들의 의향이 나타나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의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산 천일염 제품의 선

호도를 보면 국내산이 98.6%로 절대적인 선호도 우위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표 4-9>. 이 같은 결과 역시 수입산 천일염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

고 고품질이라 하더라도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의 합리적인 유통전략만

수립되고 운용된다면 향후 천일염 가공상품의 수요증대 및 시장확대 가능

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분 빈도 수 비중

천일염과 기계염 선호도

천일염 364 91.0

기계염 36 9.0

계 400 100.0

국내산과 수입천일염 선호도

국내산 359 98.6

외국산 5 1.4

계 364 100.0

표 4-9. 천일염 사용 소비자의 특성별 사용 형태

단위: 명, %

조사대상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천일염 선호도를 조사하였

다. 조사결과 천일염과 기계염 선호도,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과 수입산 천

일염 선호도의 경우 둘 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수준별, 학력별 차이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천일염

가공제품과 기계염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천일염 선

호도가 훨씬 높으며, 학력 수준이 높은 소비자의 천일염 선호도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과 수입산 천일염에 대한 선



천일염 가공산업 소비자 평가 79

호도의 경우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의 수입산 천일염에 대

한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10>. 이 같은 사실 역시

천일염 가공업체의 유통전략과 목표시장 설정, 시장포지셔닝 전략 등에 큰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천일염과 기계염 국내산과 수입산

계
천일염 기계염 국내산 수입산

연령
30대 미만 92.0 8.0 98.9 1.1 100.0

40대 이상 90.7 9.3 98.5 1.5 100.0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85.1 14.9 98.4 1.6 100.0

300-600 92.3 7.7 99.6 0.4 100.0

600만원 이상 92.3 7.7 95.0 5.0 100.0

학력
고졸 이하 89.3 10.7 99.3 0.7 100.0

대졸 이상 92.0 8.0 98.3 1.4 100.0

표 4-10. 천일염 사용 소비자의 특성별 선호도

단위: %

국내산 천일염 제품의 선호도가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구분에 따라 어

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내산 천일염의 선호도가 압도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천일염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내산이라서 안전성을 신뢰’한다는 것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입제품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

15.3%, ‘미네랄 함유량이 많고 기능성이 좋아서’ 14.3%로 나타났다. 특이

한 것은 ‘무조건 국내산이 좋아서’가 17.0%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이다. 그 외 ‘수입산보다 싼 가격’(4.6%), ‘제품의 다양성’(5.6%) 등으로 나

타나고 있다<표 4-11>. 이 같은 국내산 천일염의 선호 이유에서 천일염 가

공업체들의 상품화전략이나 가격전략, 홍보전략 등에 큰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입산 천일염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절대적으로 낮

게 나타났지만, 수입산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이유를 보면 ‘국내산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 ‘높은 안전성’ ‘제품의 다양성’ ‘선호하는 브랜드’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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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수 비 중

수입산보다 맛과 품질이 우수 110 15.3

수입산보다 가격이 싸서 33 4.6

미네랄 함유량이 높고 기능성이 좋아서 103 14.3

국내산이라 안전성 신뢰 309 43.0

제품의 다양성 40 5.6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1 0.2

무조건 국내산 천일염이 좋음 122 17.0

기타 - -

계 718 100.0

표 4-11. 국내산 천일염 선호 이유(359명 중복 응답)

단위: 명, %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과 수입산 천일염 제품에 대해 품질, 안전성, 제

품다양성, 위생성, 기능성, 포장 등 소비자들이 가정용 소금을 구매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별로 평가하였다. 조사대상 소비자들은 전체적으

로는 천일염 제품의 포장디자인만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이 수입산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든 평가항목 중에서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이 수입산보다도 우수

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평가 항목은 안전성으로 나타났다. 천일염 가공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국내산 가공상품이 우수하다는 평가 비율이

85.0%로 모든 평가 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산 천일염

제품이 더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한 비율은 3.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

내산이 우수하다는 평가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격대비 품질 항목으로

72.8%이며, 수입산이 우수하다는 비율은 5.7%로 나타났다. 그 외 평가 항

목별로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이 수입산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한 항목은

맛과 품질 항목 68.8%, 제품의 기능성 65.5%, 위생관리 64.3%, 제품의 다

양성 61.3%, 포장디자인 39.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산이 상대적으

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항목은 제품의 다양성으로 12.2%이며, 다음으

로 위생관리 6.7%, 가격대비 품질 5.7%, 기능성 5.3%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표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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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내산
우수

수입산
우수

차이 없음 잘 모름 계

맛 품질 68.8 3.2 9.0 19.0 100.0

안전성 85.0 3.0 5.3 6.7 100.0

제품다양성 61.3 12.2 12.2 14.3 100.0

위생관리 64.3 6.7 13.3 15.7 100.0

기능성 65.5 5.3 9.7 19.5 100.0

가격대비품질 72.8 5.7 5.0 16.5 100.0

포장디자인 39.7 20.5 22.3 17.5 100.0

표 4-12. 국내산과 수입산 천일염 가공상품의 항목별 평가

단위: %

* 전체 표본 수는 400명임.

국내 소비자의 평가 결과를 보면 향후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가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전략 및 고품

질 상품화 전략 수립, 제품의 다양성 확보, 특히 세련된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이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산과 수입산 천일염 제품의 비교 평가에서 몇 가지 항목을 조사대상

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제품의 안전성의

경우 연령이 젊은 층일수록 국내산의 신뢰도가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국내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제품 다양성의 경우 연령층과 학력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내산이 우수하다는 평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아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일수록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 범위 즉, 다양한 가격대의 다양한 제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천일염 가공상품의 위생성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고 소득수

준이 높으며, 고학력일수록 국내산 가공상품이 우수하다는 평가비율이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평가는 항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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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이 수입산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포장에 대해서는 위생성에 대한 평가와 비

슷하게 소득수준이 높고 고학력 계층일수록 국내산이 우수하다는 평가비

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4-13～표 4-17>.

구 분
국내산
우수

수입산
우수

차이
없음

잘 모름 계

연령
30대 미만 90.0 4.0 3.0 3.0 100.0

40대 이상 83.3 2.7 6.0 8.0 100.0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90.5 2.7 2.7 4.1 100.0

300-600 84.7 1.9 5.7 7.7 100.0

600만원 이상 80.0 7.7 6.2 6.2 100.0

학력
고졸 이하 85.3 0.7 6.7 7.3 100.0

대졸 이상 84.8 4.4 4.4 6.4 100.0

표 4-13. 소비자의 특성별 안전성 평가

단위: %

* 전체 표본수는 400명임.

구 분
국내산
우수

수입산
우수

차이
없음

잘 모름 계

연령
30대 미만 61.0 11.0 12.0 16.0 100.0

40대 이상 61.3 12.7 12.3 13.7 100.0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56.8 10.8 14.9 17.6 100.0

300-600 59.8 12.3 12.3 15.7 100.0

600만원 이상 72.3 13.8 9.2 4.6 100.0

학력
고졸 이하 61.3 8.0 15.3 15.3 100.0

대졸 이상 61.2 14.8 13.6 13.6 100.0

표 4-14. 소비자의 특성별 제품 다양성 평가

단위: %

* 전체 표본수는 40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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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내산
우수

수입산
우수

차이
없음

잘 모름 계

연령
30대 미만 68.0 8.0 12.0 12.0 100.0

40대 이상 63.0 6.3 13.7 17.0 100.0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68.9 6.8 8.1 16.2 100.0

300-600 63.2 5.7 14.9 16.1 100.0

600만원 이상 63.1 10.8 10.8 15.4 100.0

학력
고졸 이하 66.0 4.0 14.0 16.0 100.0

대졸 이상 63.2 8.4 12.8 15.6 100.0

표 4-15. 소비자의 특성별 위생관리 평가

단위: %

* 전체 표본수는 400명임.

구 분
국내산
우수

수입산
우수

차이
없음

잘 모름 계

연령
30대 미만 72.0 5.0 3.0 20.0 100.0

40대 이상 73.0 6.0 5.7 15.3 100.0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71.6 6.8 6.8 14.9 100.0

300-600 72.8 4.2 5.0 18.0 100.0

600만원 이상 73.8 10.8 3.1 12.3 100.0

학력
고졸 이하 72.7 5.3 5.3 16.7 100.0

대졸 이상 72.8 6.0 4.8 16.4 100.0

표 4-16. 소비자의 특성별 가격대비 품질 평가

단위: %

* 전체 표본수는 400명임.

구 분
국내산
우수

수입산
우수

차이
없음

잘 모름 계

연령
30대 미만 40.0 24.0 22.0 14.0 100.0

40대 이상 39.7 19.3 22.3 18.7 100.0

소득

수준

300만원 미만 48.6 16.2 16.2 18.9 100.0

300-600 37.9 19.5 23.8 18.8 100.0

600만원 이상 36.9 29.2 23.1 10.8 100.0

학력
고졸 이하 43.3 12.7 25.3 18.7 100.0

대졸 이상 37.6 25.2 20.4 16.8 100.0

표 4-17. 소비자의 특성별 포장디자인 평가

단위: %

* 전체 표본수는 40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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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국내산

천일염이 수입산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

비자의 특성별로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고학력 계층

일수록 국내산이 우수하다는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향후 천일염 가공업체들의 목표시장 설정과 유통전략 수립

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산 천일염 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의 적정 가격수준은 적어도

수입산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0%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산 가공상품의 품질수준이 수입산 유명 제

품의 품질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품질 대비 가격수준이 적어도 비슷한 수준

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적어도 수입산 제품의

1.5배 17.3%, 수입산 제품의 2배 8.8%, 수입산 제품의 50～100% 수준

6.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8>.

구 분 빈도 수 비 중

최소 수입산 제품의 3배 17 4.2

최소 수입산 제품의 2배 35 8.8

최소 수입산 제품의 1.5배 69 17.3

수입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 108 27.0

수입산 제품의 50∼100% 25 6.2

수입산 제품의 50% 22 5.5

수입산 제품의 50% 이하 14 3.5

잘 모르겠음 110 27.5

계 400 100.0

표 4-18. 국내산 천일염 가공제품의 적정가격 수준

단위: 명, %

향후 소비자의 천일염 섭취성향 및 섭취량 변화 전망을 보면 전체적으로

소금섭취량은 감소시키지만, 그 감소분을 천일염으로 대체하여 천일염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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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량은 증가시키겠다는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

금의 전체 섭취량과 천일염 모두 감소시키겠다는 비율이 31.3%, 전체섭취

량과 천일염 모두 증가시키겠다는 비율이 1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9>. 이 같은 사실은 전체 소금섭취량의 증가 또는 감소시키겠다는 의향

과는 관계없이 향후 천일염 섭취량을 더 늘리겠다는 비율이 61.3%로 나타

나고 있어 향후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천일염 가공상품이 개발되면 소

금이라는 소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천일염 상품시장의 규모는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 분 빈도 수 비 중

전체섭취량 및 천일염 증가 67 16.8

전체섭취량 증가, 천일염감소 30 7.5

전체섭취량감소, 천일염 증가 178 44.5

전체섭취량 및 천일염 감소 125 31.3

계 400 100.0

표 4-19. 향후 소비자의 소금 및 천일염상품 섭취량 의향

단위: 명, %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국내산 천일염 가공산업의 발전과 가

공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사하였다. 향후 천일염 가공상품의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료천일염의 안전성 확

보와 제품 공정의 위생적 관리를 통하여 안정성과 위생성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생산과 이를 공인기관이 인증하는 인증제도의 도입이 전체의 64.1%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제품의 다양성 확보 9.1%, 수입산 대비 적정가격

8.4%, 좋은 브랜드 개발 8.0%, 원산지 표시 강화 6.8%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표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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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수 비 중

품질(기능성 등) 제고 124 15.5

안전성 확보 124 15.5

다양한 제품 개발 73 9.1

위생적 공정관리 172 21.5

수입산 대비 적정가격 67 8.4

세련된 포장디자인 16 2.0

좋은 브랜드 개발 64 8.0

원산지 표시강화 54 6.8

편리한 구매 11 1.4

정부나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93 11.6

기타 2 0.3

계 800 100.0

표 4-20. 국내산 제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

3. 소비자의 천일염 가공산업 평가 시사점

소비자의 가정용 소금의 구매빈도가 일반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것

으로 나타나 가정용 소금의 소비량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것은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가정용 소금의 경우 수요증대나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정용 소금의 주요 구매처는 대체로

대형유통업체와 슈퍼마켓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

로 천일염 가공업체의 목표시장 설정이나 유통채널 전략에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소금 구매 시 고려 사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요한 사

항으로는 국내산인지의 여부 22.8%, 천일염인지의 여부 16.3%, 위생 및 안정

성 15.9%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가정용 소금 구매 시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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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려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대체로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국내산 천일염이

면서 위생과 안전성이 보장된 소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소금 종류는 ‘전부 천일염 가공소금만 사

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천일염 가공소금과 기계염(맛소금,

꽃소금 등 정제염이나 재제염) 모두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천일염 가공소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나 인지도가 아직 미흡하다

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천일염 가공상품의 마케팅믹스 전략 수립에

시사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용 소금으로 천일염을 사용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1차 가공상품, 2차 가공상품, 원료천일염(굵은소금) 등이 대체로 고른 비

율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가공업체의 제품 생산전략에 시사점이 되고 있다.

또한 천일염 사용 소비자의 유명 수입산 천일염 제품 사용 비율은 극히 낮아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의 시장확대에 밝은 전망이 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구분에 따른 천일염의 사용구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것은 천일염 가공업체들이 가공상품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유통전략 수

립과 목표시장 설정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천일염 가공상품과 기계염(정제염 또는 재제염)에 대한 선호도

와 국내산 천일염 제품과 수입 천일염에 대한 선호도조사 결과 천일염의 선호

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 제품과 수입산

의 선호도 역시 국내산 천일염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

은 사실은 소비자의 전체적인 소금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하에서도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의 합리적인 유통전략만 수립되고 운용된다면 향후 천일염

가공상품의 수요증대 및 시장확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내산 천일염 제품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내산의 안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성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

에는 품질의 우수성, 우수한 기능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제품의 다양성

등이 나타났다. 이 같은 국내산 천일염의 선호 이유에서 천일염 가공업체들의

상품화전략이나 가격전략, 홍보전략 등에 큰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과 수입산 천일염 제품의 품질, 안전성, 제품다양성,

위생성, 기능성, 포장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결과 포장디자인만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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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든 항목에서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방향은 안

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증제도 도입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전략 및 제

품의 다양성 확보, 특히 세련된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소비자의 천일염 섭취 전망은 전체적으로 소금섭취량은 감소시키지만,

그 감소분을 천일염으로 대체하여 천일염 섭취량은 증가시키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천일염 가공상품이 개발되면 소

금 소비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천일염 상품시장의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

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국내산 천일염 가공

산업의 발전과 가공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은 원료천일염의 안전성 확

보와 위생적 관리를 통한 고품질 제품생산, 품질인증, 기능성 제고, 제품의 다

양성, 좋은 브랜드 개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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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일염 가공산업의 당면과제와 전망

1.1. 천일염 가공산업의 당면 과제

1.1.1. 1차 가공 중심의 저부가가치 생산구조와 산업의 영세성

천일염 가공업체의 조사 결과 가공산업 구조의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는

가공상품의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차 가공 중심의 저부가가치

생산구조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전체 천일염 가공업체의 1차 가공상품

매출액 비중은 56.3%, 원료천일염 사용량 비중은 83.8%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천일염 가공산업은 시장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가동률이 낮다.

2010년 기준 천일염 가공산업의 연간 원료천일염 가공능력은 약 60,000톤

수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원료천일염 생산량의 약 19%에 불과하다. 그리

고 실제로 천일염 가공업체들이 사용한 원료천일염량은 32,000톤 수준으

로 5년간 평균 생산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1.1.2. 불안정적인 원료조달 구조

천일염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방식은 필요 시 수시로 구매하여 조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차 또는 3차 가공의 중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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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나 영세업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원료천일염의 구입은 생산자

의 염전창고, 천일염도매상, 산지농협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천일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매우 불안정한

원료 조달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외 가공업체가 매년 생산자와의 구매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 시 수시

조달방식보다는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나, 원료천일염의 수급과

가격구조가 불안정적인 사실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달방식이

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가공업체들이 수급사정에 따라 계약이행률이

낮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면 가공업체가 필요한

원료 조달량 중 전체의 약 70% 정도가 불안정적으로 조달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1.1.3. 가공업체의 자체 시장개척의 어려움과 복잡한 유통구조

조사 결과 천일염 가공상품의 판매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

소 영세업체들의 고정적 안정적 판로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업체의 자체 판매망을 활용한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주

로 2차 및 3차 가공업체들의 대규모 식품기업이나 식품유통기업에 OEM

형태의 납품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OEM 판매형태는 중

소업체들이 자체 판매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체 수요가 없는 중소업체

들이 주로 대규모 식품기업이나 식품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납품하는 형태

이다. 이에 따라 가공상품의 유통경로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

가 참여하고 있어 가공업체의 시장지배력과 거래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낮

은 상태이다.

1.1.4. 낮은 R&D 수준과 관리 활용 부문의 비체계화

천일염 관련 R&D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아직까지 가공업체들

이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일부 대학 연구소 단계의 수준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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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실제로 천일염 가공업체의 조사결과 프랑스 등 선진국과 우리나

라의 천일염 가공기술 수준 비교에서 국내 기술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

이 58.9%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 41.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천일

염 가공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도 고부가가치 3차 가공형태에 참여

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R&D가 극히 일부 대학에서만 이루

어지고 있어 경쟁구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행된 연구결과의 관리가 통

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업과의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

하여 고부가가치 상품화 가공기술 개발 부문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

된다.

1.1.5. 고부가가치 천일염 가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부족

2008년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염전산업에 대

한 관심과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천일염 가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료천일염 생산부

문, 즉 생산기반을 포함한 염전에 대한 지원은 비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

보되지 못하는 각종 염전시설의 개선 부문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천일염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는 가

공산업 부문은 일부 민간 대규모 식품기업 등을 제외하면 자체적인 투자여

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가공부문의 R&D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1.6. 우수한 품질의 원료천일염 확보의 어려움

우수한 품질의 고부가가치 가공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원료

천일염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천일염은 갯벌 천일염으로 각종 미네랄 함량이 풍부한 우수

한 천일염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염전 현장에서는 소비자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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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상품화 등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생적 생산관리와 생산된 천일

염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염전의 각종 시설과

환경은 여전히 개선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천일염 생산자조직화 수준도 매우 미흡하여 고품질

의 원료천일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도 아니다.

1.2. 시장전망

1.2.1. 가정용 소금수요가 천일염으로의 빠른 대체 전망

천일염 가공제품의 가정용, 식품가공용 및 기능성 건강식품 수요가 빠르

게 증가될 전망이다. 가정용 천일염의 경우 소비자 조사결과 전체의 92.5%

가 가정용으로 전부 천일염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용도에 따라 천일염과

기계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용으로 원료천일염

과 1차 가공상품뿐만 아니라 2차 가공상품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일염과 기계염, 국내 천일염 가공상품과 수입산

상품의 선호도 조사에서도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소비자들의 가정용 소금섭취 성향

을 보면 전체 소금섭취량을 감소하는 대신, 감소분을 천일염으로 대체시켜

천일염 소비를 증가시키겠다는 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천일 가공상품의 가정용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1.2.2. 식품가공용 2차 가공 천일염 수요의 증가 추세

2008년 이후 식품 대기업의 천일염 가공산업 진입의 주요 목적은 자사

상품의 차별화와 고품질화를 위해 기존의 식품제조 원료인 기계염(정제염

또는 재제염)을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1차 가공 천일염으로 대체하

기 위해서다. 그 후 유사한 목적으로 위하여 많은 식품기업들이 염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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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지에 자회사 형태로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1차 가공된 천일염 원료를

직접 조달하거나 현지 업체를 통하여 OEM 형식으로 공급받고 있다. 천일

염의 기능성과 효능이 입증되고 소비자의 천일염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

서 향후 식품가공기업들의 원료 천일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천일염 가공업체 조사결과에도 향후 천일염 가공업체가 성

장할 것이라는 비율이 88.2%로 나타나고 있다.

1.2.3. 고부가가치 고차 가공상품 수요의 증가 전망

2008년 이후 천일염의 식품화 이후 대학연구소나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

로 천일염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연구, 천일염의 건강 기능적 효과 등 생리

활성 및 대사적 특성 연구, 위생 및 섭취안전성 연구, 천일염 가공제품에

대한 건강 기능적 효과 연구 등 주로 고부가가치 3차 가공 관련 새로운 기

술개발이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천일염 가공

제품 개발이 건강식품을 넘어 의료용 또는 치료보조용(예: 요오드 제거 갑

상선기능항진증 소금, Cortisone 장애 개선 소금, 골다공증 개선 소금, 관절

질환 개선 소금, 당뇨질환 개선 소금, 항고혈압 소금 등) 제품으로까지 이

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4. 고기능 고부가가치 천일염 가공제품 수출 증대

관세청 통계자료에 다르면 ’10년 우리나라의 소금 수출액은 총 4,100천

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천일염 수출은 1,111천 달러로 27.1%를 차

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천일염 가공업체 조사결과 ’10년 천일염 및

가공제품 수출규모는 1,662천 달러로 나타났다. 이 중 염전에서 채취한 원

료 천일염과 가공제품의 비중은 각각 20.8%와 79.2%로 가공제품의 비율

이 훨씬 높다. 천일염 수출 국가는 미국, 마샬제도, 일본, 캐나다 등 약 10

개국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천일염 수출업체는 원료천일염과 가

공제품 수출업체가 각각 10개 업체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 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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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주요 수출업체는 (주)바이오테크, (주)청수식품, 대상(주)청정원, (주)

영진그린식품 등이다. 가공제품의 수출 품목은 주로 2차 가공상품이 대부

분이지만, (주)바이오테크나 (주)청수식품의 경우 고부가가치 3차 가공상품

을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정책이 수립

되면 천일염 가공제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천일염 가공산업의 비전과 목표

2.1. 천일염 가공산업의 SWOT 분석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의 강점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한 미네

랄이 함유된 갯벌천일염의 우수성을 들 수 있다. 원료천일염이 생산

되는 전남 서해안 갯벌지역은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천일염 생

산의 최적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원료천일염으로서 갯벌천일

염은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높아 상대적으

로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원료천일염 생산의 특

징은 산지가 전남 서해안 지역에 집적되어 고품질 안전 천일염 생산

의 관리 및 세계적인 브랜드화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요인으로는 ’08년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화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고 식

품가공산업이 천일염 가공산업으로 활발히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식생활패턴이 웰빙추구형으로 빠르게 진전되

면서 천일염에 대한 인식과 호응도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또한 천일

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관련 R&D 투자가 활성화되어

산학이 연계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천일염

가공산업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의 천일염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운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천일염 가공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 전략 95

며,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도 증가 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현재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

는 것은 먼저 소금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왜곡적 인식이 팽배

하고 있으며, 천일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는 사실이

다. 그리고 가공산업의 영세성으로 생산 유통부문이 식품대기업이나

유통대기업에 예속되는 현상으로 가공산업의 시장지배력이나 교섭력이

매우 낮아 자발적인 투자확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소

비자들의 원료천일염과 천일염 가공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고부

가가치 천일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R&D 수준이 여전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의 통합관리와 현장적용이 미흡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는

원료천일염과 천일염 가공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산 가공상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외국산

고가 상품 수요가 증가추세이며, 수입 가공상품의 마케팅 전략이 국

내 가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고

품질 고부가가치의 가공제품이라도 식용 소금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수요 증대 및 시장개척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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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천일염 생산의 최적환경

(갯벌천일염)

▪갯벌천일염의 희소성

▪우수한 원료천일염 품질의

국제경쟁력

▪천일염 가공원료 산지의 집적화

▪가공상품의 다양한 브랜드화 진행

▪소금 소비에 대한 부정적 왜곡인식

(천일염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

▪가공업체의 영세성과 양극화

(영세업체의 시장경쟁력 미흡)

▪국산 원료천일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생산 환경 및 중국산 둔갑 등)

▪천일염 가공상품에 대한 인식 부족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R&D 수준 미흡

(연구 개발의 통합관리 미흡)

▪원료조달-생산-유통-소비의 SCM 미흡

기회(Opportunities) 위협(Treats)

▪염관리법 개정과 천일염 식품화

▪식품기업의 천일염 가공산업 참여증가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호응도향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 활성화

(산 학 연 간 다양한 연구진행)

▪가공산업 영역의 지속적 확대 추세

▪신활력사업 육성 등 정부 육성정책

▪일본시장 등 수출수요 증대

▪전남도 등 지자체 차원의 육성정책

▪원료천일염과 가공상품 수입 급증

▪국내산 가공상품의 인식부족으로

고가외국산천일염가공상품의수요증대

▪수입 상품의 체계적인 마케팅전략

▪소금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소비증대

및 시장확대 한계

▪수입 유명브랜드에 비해 상대적

브랜드마케팅 전략의 열세

▪국내산 가공상품의 체계적 통합적

유통전략 미흡

표 5-1. 천일염 가공산업 SWOT 분석

2.2. 비전과 목표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향후 국제경쟁력

제고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는 크게 고부가가치 천일염

가공산업의 육성, 천일염 가공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화 육성, 천일염 가

공산업의 수출산업화 육성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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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의 비전과 목표설정 배경에는 몇 가지 요

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천일염 산업을 기존의 염전산업 즉, 가공되지

않은 원료천일염의 생산 유통만으로는 생산자 소득증대나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부가가치의 낙후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이 웰빙추구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천일염의

상대적 소비량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금 섭취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천일염 섭취량은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개척

을 위해서는 수출산업화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국제 천일염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하에서 수출과 고부가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명품산업화를 육성시키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

이다.

2.3.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위에서 설정된 천일염 가공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

향으로는 크게 5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의 1차 가공부문 중심의 저

부가가치 산업구조에서 2차 3차 가공부문 중심의 가공산업 구조로 전환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천일염 가공산업 구조의 고도화는 현재 가공산

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병목현상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천일염 가공제품의 수출산업화는 국제 천일염시장

의 경쟁구조 심화 현실을 고려하면 천일염 가공제품의 글로벌 명품화를 바

탕으로 수출산업화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 갯벌천일염의 우수한

원료산업과 R&D 육성을 바탕으로 가공상품의 명품화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천일염 가공산업의 명품화산업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문 R&D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R&D 영역이

고차 가공부문으로 확대되고 R&D의 체계적 수행과 관리 및 실용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천일염 가공상품의 명품화와 수출산업화를 위해서

는 고품질 위생 안전 원료천일염 생산기반이 구축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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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산업 중심의 법령 제도가 가공산업을 포함하여 천일염산업 전체로 확

장되어야 되며, 가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그림

5-1. 천일염 가공산업의 비전과 목표 및 기본방향>.

그림 5-3. 천일염 가공산업의 비전과 목표 및 기본방향

∙ 가공업체의 규모화
로 국제경쟁력 제
고

∙ 안정적 원료조달체
계의 확립

∙ 가공제품의 판매유
통 구조개선

∙ 한국천일염가공제품
의 공동브랜드화 추
진

∙고기능 가공제품 개
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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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일염 가공산업의 R&D 현황과 발전방향

3.1. 천일염 가공상품화의 현황과 특성

3.1.1. 천일염 가공상품 현황

가. 국내 현황

한국의 전통 가공소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염, 구운소금, 볶은

소금, 죽염, 자죽염 등 주로 열처리 방법에 의한 세계적으로 독특한 가공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상품 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생산되어 출

시되고 있다. 최근 웰빙트렌드 상품으로 황토소금, 해조소금, 함초소금 등

기능성과 맛을 강조한 다양한 소금이 개발되고 있으며 상품화되어 시판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연 조미재료인 허브, 마늘, 고추 등을 첨가하여 조

미성을 강화시킨 가공소금이 개발되어 있으며 일부 상품화되어 있다. 구운

소금과 볶은소금의 경우 중소기업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OEM 방식에 대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죽염은 1990년대 초까지 많은 소규

모 기업에서 생산 판매되었으나 환경호르몬 사건 이후 대부분 폐업하였지

만 인산가와 청수식품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태평소금 등

이 참여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등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죽염은 한국의 전통소금가공기술 중 세계적으로 독특한 것으로 그 기능성

과 제조기술을 세계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청수식품의 Qi-power salt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염의 제

조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생약제와 해조자원 등 기능성이 우수한 소금이 제

조되고 있으며 허브소금, 함초소금, 해조소금 등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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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품

식탁용 소금 미용 소금 건강기능소금

청수

식품

표고버섯소금

구운소금

7,000

원/250g

4,000

원/250g

녹차미용염

리덕션케어

-Body

4,500

원/250g

25,000

원/Kg

Qi-power솔트

Qi-power솔트오

리진

12,000

원/250g

95,000

원/100g

태평

염전

함초자연소금

해조소금

8200

원/Kg

20,000

원/Kg

미네랄

미용염

5,000

원/Kg

대나무구운죽염

자죽염

20,000

원/Kg

300,000

원/Kg

대상

청정원구운소

금

허브맛솔트

마늘양파

2,500

원/Kg

4,300

원/Kg

2,700

원/50g

-
청정원나트륨1/

2솔트

3,600

원/220g

CJ

백설구운소금

허브맛솔트순

한맛

천일염

구운소금

1,890

원/500g

4,100

원/100g

2,490

원/400g

- 백설 팬솔트
4,650

원/300g

영진

그린

생활죽염

알칼리소금

5,050

원/250g

6,500

원/700g

- 자죽염 분말
50,000

원/250g

샘표
미네랄밸런스

소금

3,100

원/250g
- -

죽력원 - - - 뽕잎소금
70,000

원/650g

표 5-2. 대표적인 국내 천일염 가공회사와 제품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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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현황

일본은 청정 오키나와의 해수로 만든 저염 소금인 ‘누치마스’, 미네랄 성

분을 함유한 ‘유키시오’, 허브가 들어간 ‘챔플솔트’, 소금에 후추를 섞은

‘해노정 후추소금’이 있다. 프랑스는 ‘소금의 캐비아’라 불리는 프랑스산

‘르 트레저 플레어 드’소금이 있으며 유기농 해염으로 ‘레 트레저 셀그리

스’가 있다. 핀란드는 나트륨을 칼륨으로 대체하여 나트륨 함량이 일반 소

금보다 40%가량 낮은 ‘팬솔트’가 있다. 미국은 성인병 환자 등에게 효과가

있다는 ‘몰튼 시 솔트’가 있다. 이탈리아는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소금으

로 요오드, 불소,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풍부한 ‘리비다 시 솔트’가

있으나 가공소금으로 보기에는 천연소금에 가깝다. 호주에는 레이크 크리

스털 호수에서 추출한 것으로 바다소금과는 달리 순하고 부드러운 특징이

있는 ‘레이크 크리스털 트위스트’소금이 있다.

국 가 제 품 가격

일본

누치마스

유키시오

챔플솔트

해노정 후추소금

9,800/111g

1,5000/120g

1,5000/45g

9,700/55g

프랑스 르 트레저 플레어 드 9,700/198g

스위스 히말라야산 암염 1,5500/300g

미국 몰튼 시 솔트 7,000/311g

이탈리아 라비다 시 솔트 22,000/500g

호주 레이크 크리스털 트위스트 6,800/250g

표 5-3. 해외 주요가공 소금 및 국내 시판 가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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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천일염 가공상품화 국내외 기술 현황

가. 국내현황

한국의 가공소금 기술은 자염, 구운소금, 볶은소금, 죽염(자죽염) 등 주로

열처리 방법에 의한 세계적으로 독특한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황토

소금, 해조소금, 함초소금 등 기능성과 맛을 강조한 다양한 소금이 개발되

고 있으며 일부 상품화되어 있다.

국내 소금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은 주로 목포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목포대학교 천일염 및 염생식물산업화사업단과 천일염생명과

학연구소는 한국 천일염과 가공소금의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뿐만 아

니라 고품질 천일염 생산기술, 다양한 천일염 가공기술, 건강기능 가공소

금 제조기술, 천일염과 가공소금의 응용기술 등 한국 천일염과 가공소금의

명품화와 세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식품연구원, 농

촌진흥청, 경희대학교 등에서 일부 우수성 연구와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

는 실정이다. 가공소금에 관한 특허로 10여건이 출원되어 있으나 대부분

함초, 복분자, 녹차, 고추 등을 첨가하여 조미성 또는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과 중복성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

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고급 소금은 함초 소금, 키토산 소금, 황토

소금, 허브 소금, 후추 소금, 저나트륨 소금, 미네랄 소금 등 다양하다. 우

리 전통 소금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낸 소금으로 태안(마금리) 자염과 오래

전부터 아홉 번 구운 것은 약재로 쓸 정도로 특별한 소금으로 죽염(시중에

판매되는 죽염은 두세 번 구운 것이 보통)이 있으며 이 외에 다양한 기능

을 가진 기능성 소금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백설 ‘팬솔트’, 해표 ‘하프솔

트’, 청정원 ‘나트륨 1/2 솔트’, 영진그린식품 ‘미담 알칼리소금’, 울릉미네

랄의 ‘해양심층수 소금’, 보성산장녹차의 ‘유기농 녹차소금’등 다양하다.

죽염은 한국의 전통소금가공기술 중 세계적으로 독특한 것으로 그 기능

성과 제조기술을 세계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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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수식품의 Qi power salt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현재 생산량의 대부분

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자염의 제조기술은 다양한 생약제와 해

조자원 등 기능성이 우수한 소금의 제조에 유리한 소금 제조기술로 향후

다양한 소금개발에 효과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태평소금의 간수를 이용하

여 분무건조법으로 초미세분말소금(일명 Nano salt)을 제조하여 상품화하

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용으로보다 미용소금 등 응용제품으로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메디플랜에서 소금을 한의약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소금을 이용한 아토피 효과 제품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바이오테크에서는 키토산과 천일염을 결합시

켜 혈압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정제염에 비해서 훨씬 우수한 제품을 개발

하여 상품화하였으며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연구기관 연구성과

목포대학교 천일염 및

염생식물산업화사업단

▪국산천일염의 건강기능성 및 다양한 가공염의 개발

- 저염소금 제조방법

목포대학교

천일염생명과학연구소

▪국내산 천일염의 항당뇨, 혈압강하, 항산화효과 등의 가공소금

개발 및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 제시

- 항산화력이 우수한 가공염 개발

- 자죽염을 포함하는 중성지질 저하용 조성물

한국식품연구원 ▪고품질 천일염의 속성 제조방법 및 그에따라 제조된 천일염

(주)파나불루 ▪미네랄 성분이 포함된 미네랄 소금의 제조방법

다사랑 ▪함초가 함유된 가공소금 및 제조방법

(주)바이오테크 ▪혈압강하용 및 키토산 가공염의 개발

(주)메디플랜
▪치료용 소금의 개발

- 아토피 치료 연고제 개발

표 5-4. 국내 소금관련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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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현황

천일염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일본, 미

국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대량 천일염 생산 대신 기계

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소금을 제조해왔다. 그러나 기계염이 제조공정상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성분의 제약 때문에 이미 생산된 기계염을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했다. 또한 최근에는 기계염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

는 ‘순간공중결정공법’을 개발해 기계염이지만 천일염과 같은 미네랄을 함

유한 소금을 만들어 내는 등 소금생산 및 가공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

다. 미국의 가공기술은 소금의 이화학적인 성분을 변화시켜 건강보조제 및

치료용 약물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다. ‘몰튼 시 솔트’가 바로 대표적인

예로서, 고혈압 환자에게 해가 되는 나트륨의 함량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요오드를 첨가해 성인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나라는 가공기술의 분야 및 목적이 뚜

렷하다. 일본의 경우 생산에서 2차 가공에 이르는 폭 넓은 분야의 기술 개

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차 가공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고차 가공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데 특히 건강보조 및 치료 목적의 제품 개발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3.2. 천일염 가공상품화 기술개발 방향

천일염 가공상품화 기술개발 방향은 입자크기를 조절하여 식탁용으로

적합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분쇄시스템 개발, 천일염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숙성소금의 제조기술 개발과 간수의 이용기술 개발, 조미성과 기능성

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천연조미료 소재를 이용한 제품 개발, 한국 전

통가공소금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과학화 및 현대화 기술 개발 그리

고 농업, 미용, 의약 등 응용제품 개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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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천일염 가공상품화 기술개발 중점 추진 방향

가. 가정용 소금의 가공기술

◦ 식탁염

- 분쇄염 : 소금입자의 크기를 줄여 첨가나 섭취가 용이하게 처리

- 허브,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식품에 사용시 풍미 증진

- 함초, 녹차, 버섯 등 식물성 원료를 첨가한 기능성소금

◦ 절임용 (예: 배추절임, 생선절임 등)

- 발효식품(장류, 김치, 젓갈 등) 제조용

- 수출용 : 수입국의 소금 규격이나 요구에맞게 생산 (예: 요오드첨가 등)

나. 식품산업용 소금의 가공기술

◦ 장류, 김치, 젓갈 등 발효식품공업용

◦ 이유식, 식육제품, 과자류, 면류, 등 일반식품 조미용

◦ 미네랄 보충용 식품 제조에 이용

다. 미용 및 의료소재용 소금의 가공기술

◦ 생활습관질환(혈압, 당뇨 등) 예방 및 치료용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등) 예방 및 치료용

◦ 미용 및 건강기능증진용

◦ 기타의료용(생리식염수 등)

라. 동물사료 및 친환경농업용 소금의 가공기술

◦ 식물이나 동물의 미네랄 보충 또는 공급용

◦ 병충해 방제효과를 이용한 친환경농업에의 이용

◦ 기타(예: 농산물의 저장성증가 효과, 신선편이 야채의 신선도 유지,

건강기능성 물질의 증진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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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간수의 이용기술

◦ 두부 등 단백질응고식품 제조용

◦ 식물이나 동물의 미네랄 공급용

◦ 미용 및 의료소재용

3.2.2. 천일염 가공상품화 세부 기술개발 방향

가. 한국 전통가공소금 제조기술의 과학화와 산업화 및 기능성

소금의 개발

◦ 한국 전통 소금가공기술인 자염제조기술, 구운소금 제조기술, 죽염제

조기술을 복원하고 과학화와 현대화를 통한 산업화 기술 개발

◦ 산업화를 위한 각각의 제조공정의 표준화 기술 개발

◦ 전통자염, 죽염의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기능성 소금의 제조

◦ 함수와 갯벌, 황토, 해조 및 생약자원을 이용한 자염의 개발

◦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이용한 노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해조염, 함초

염 개발

◦ 허브,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식품에 사용 시 풍미증진

◦ 함초, 녹차, 버섯 등 식물성 원료를 첨가한 기능성소금

나. 미세입자(분쇄소금) 소금의 제조기술 개발 및 응용기술 개발

◦ 분쇄 천일염의 제조기술 및 제조장치 개발

◦ 입자가 굵은 천일염의 용도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미세분말 소

금 제조기술의 개발

◦ 미세소금 제조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성 추출물을 첨가한 소금의 개발

◦ 용해도가 높은 table salt 제품 개발

◦ 다양한 미용기능의 소금개발 : 여드름, 화농성, 충치 원인균, 피부 및

미용관련 유해균에 대한 효능소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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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조류, 염생식물, 갯벌 등 부소재를 이용한 소금의 개발

◦ 치약, 세안제, 미용팩 등 화장품 소재의 개발

다. 다양한 용도의 소금 개발

◦ 천일염의 기능과 약리기능, 항균기능의 다양한 천연물을 이용하여 환

자용 소금, 농업용 소금 등을 개발

◦ 약리기능 소금 개발

- 천일염을 함유한 피부질환 치료제, 구강 청결제 등의 미용 관련 제

품 제조 기술 개발

- 생활습관 질환(당뇨병, 고혈압 등)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천일염

또는 천일염 함유 가공염의 개발

- 함초 등의 기능성 부재료를 혼합한 스포츠 음료, 편의 식품, 농축

엑기스 등의 건강기능증진 제제 개발

◦ 식물이나 동물의 미네랄 보충 또는 공급용 소금 개발

◦ 병충해 방제용 소금 개발(친환경농업에의 이용)

- 천일염 또는 함수를 함유한 친환경 영양비료제 개발

- 병충해 방제용 천일염 제제 개발

- 관상용 어류용 및 일반 동물 사료의 정제염 재제염을 천일염으로

대체한 제품 개발

◦ 기타(예: 농산물의 저장성증가 효과, 신선편이 야채의 신선도 유지,

건강기능성 물질의 증진 효과 등)

라. 함수와 간수의 상품화 기술 개발

◦ 천일염의 제조과정 중 결정지에서 결정화되기 전 함수와 채염 후 저

장 숙성과정에서 생산되는 간수를 이용하여 반죽과 면류의 물성 개

선제, 미네랄을 이용한 기능성소금의 개발, 수용액 상태의 소금의 제

품화 기술 개발

- 천연 두부 응고제 개발(농축액상제품, 분말, 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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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 보충제 개발

- 친환경농업용 지력증강제 개발

- 인공해수염 개발

◦ 함수를 이용한 액상소금의 개발

◦ 간수의 성질 및 이용분야 개발

◦ 함수와 간수를 이용한 단백질 식품에 이용기술 개발

◦ 함수와 간수를 이용한 전분질 식품에 이용기술 개발

◦ 친환경 농업에의 이용기술 개발

◦ 농산물의 저장성증가 효과, 신선편이 야채의 신선도 유지, 건강기능

성 물질의 증진 효과 등

◦ 함수와 간수의 결정소금과 차별성 확보

마. 천일염 이용 가공소금의 설비 및 공정기술 개발

◦ 가공염을 제조함에 있어 각종 공정 및 가공설비에 관한 기술 개발

◦ 열처리 기술의 개발과 표준화 기술 개발

◦ 자염의 과학적 제조공정 개발 및 기능성 자염의 제조공정 개발

◦ 세라믹 노를 이용한 가공염의 제조기술

◦ 포장 및 포장재 개발

◦ 조해 방지제 개발

◦ 용해도를 증가시킨 가공염의 개발 공정 개발

◦ 소금의 분쇄기술 개발

- 천일염의 지속적인 간수 배출에 기인한 결정 응집 현상을 방지하

는 기술의 개발

- 일정한 미네랄 함량을 유지하는 천일염 가공염 제조 기술 개발 및

식탁용으로 적당한 크기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천일염 가공 기

술의 개발은 국내산 천일염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시키는 데 반

드시 이루어야 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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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용도별 천일염 및 가공소금의 포장 제제 개발

◦ 전통 염장 발효식품에서 사용되는 소금은 각각 사용되는 용도에 따

라 염화나트륨(NaCl)의 순도 및 미네랄 함량의 요구도가 다름

◦ 천일염 및 천일염을 이용한 가공소금의 경우 미네랄이 많아 조해성

이 크므로 유통 및 사용과정에서 조해성을 줄일 수 있는 가공기술과

포장용기 개발

◦ 기존의 식탁용 또는 중형 소금 용기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의 식탁용

용기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한 국내산 천일염을

위한 식탁용 포장용기 및 중형 포장용(500g-1kg)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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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명 중요도 시장성 개발 가능성

전통가공소금

(죽염, 자염등)

죽염제조기술은 열처리 소금

(볶은소금, 구운소금)과 함께

세계적인 기술임

갯벌천일염과 더불어

세계적인명품

죽염과 자염은

기상품화

전통기술을 응용

기능성신제품개발

분쇄소금 및

미세입자소금

갯벌천일염은 비교적 입

자가 커서 용도에 제한적

분쇄소금 및 미세입자 소

금이 개발됨으로써 다양

화가 가능

식탁용 대체 상품으

로 시장성이 매우

높음

미용소금 등은 피부

에 자극이 없는 미

세입자 소금시장 창

출

분쇄소금-분쇄장

치, 항응고제의 개

발이 요구됨

미세분말소금-상

품화 진행 중

미용, 의약용,

농업용 소금

피부염증, 아토피치료제등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생산을

위한시비제제품

팩, 세안제 등의 소재

연구를 통한 효능을

구명함으로써 새로운

천일염 시장으로개발

이가능함

효능과 제품개발

진행 중

함수간수제품

함수-액상제품(염도 20%

정도)을 상품화로 식품산업

에서 편의성 제공

간수-고미네랄제품으로 두

부, 면류, 제빵, 취반산업의

물성 개선제로 상품화

함수- 액상소금조미

료 및 절임용으로 상

품가치높음

일본- 간수상품화

특별한 기술이 요구

되는 제품이 아니고

아이디어상품임

열처리가공소금

(구운소금 등)

열처리 가공소금은 그 항

산화 효과 등 기능성이

향상된 가공소금

고급식탁염이나

발효식품용으로

가능성이 높음

전통가공소금으

로 제품화 가능

공정표준화와 응

용을 통한 신제

품 개발 필요

단순가공소금

(탈수/건조염

등)

단기 숙성소금 제조방법

천일염의 소포장 상품화

하기 위한 필수과정

발효식품산업용으로

시장성이 높을 것으

로 전망

제조기술은 보편적

이나 장치개발이

요구됨

저나트륨 소금
저나트륨소금의 염전 현장

생산 기술

기존의 제품 대비

상품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

중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됨

표 5-5. 국내 소금관련 기술의 시장성과 개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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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천일염 이용한 가공소금 산업의 향후 전망

3.3.1. 시장창출

국내 천일염 산업규모는 2008년 약 1,000억 원(천일염 약 600억 원, 가

공산업 약 400억 원) 규모에서 2010년 6월 약 1,500억 원 규모로 연평균

20% 이상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 2,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특히, 천일염 가공업체가 2008년 20여개에서 2010년 6월 현재 대상, CJ 등

대기업의 참여와 함께 40여개로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산 천일

염은 다른 나라의 소금에 비하여 품질이나 기능성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

으로 연구결과를 통하여 검증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가공소금도 독특한

기능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소금가공기술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금(죽염, 자죽염, 황토

염, 구운소금 등)은 한방의료산업, 화장품 미용산업 및 친환경 농산업 등과

연계한 후방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3.2. 수입대체

2008년 전까지 식탁용 소금은 상당부분 수입소금에 의존하여 왔으며 대

기업이 다양한 외국의 프리미엄급 소금 유통사업에 가세하면서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우수한 천일염과 가공염 시장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켰다. 2005년 기준으로 약 3만9천 톤이 수입되었으며 이는

평균수입가격을 Kg당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390억 원에 달한다. 그러

나 한국산 천일염이 식품으로 허용되고 대기업이 천일염의 상품화와 가공

소금산업에 투자하면서 천일염과 가공소금의 수입대체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천일염과 한국의 전통가공소금의 우수성이 검증되

면서 수입대체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국산천일염 유통

사업 추진 및 해외 수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훨씬 커질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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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수출 전망

한국산 천일염과 전통가공소금을 세계적인 프리미엄급 소금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등에서 한국산 천일염과 가공소금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천일염 명품화 및 수출

상품화를 위하여 적극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이미 한국산

천일염으로 가공한 소금인 Qi-power salt(청수식품)가 100g에 100,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연간 5억 원 이상 수출하고 있다. 한국산 천일염과 가공소

금의 우수성 확보, 생산기술의 과학화 및 현대화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된

다면 분명 세계적으로 우수한 천일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4. 친환경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블루오션 산업

갯벌천일염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염 자원으로 세계 염 생산량이 약 2억

2천만 톤임에 비하여 갯벌천일염의 생산량은 40만 톤에 불과하다. 우리나

라 서남해안은 세계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갯벌자원을 갖고 있으며, 갯

벌에서 천일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고 우리나라 서남해안처

럼 양질의 갯벌자원은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이 희귀적이고 독점적이며 우

수한 천일염 자원은 우리가 가지고 몰랐던 진정한 보석(小金)으로 블루오

션산업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과학적인 생산기술 개발

과 고부가치 가공소금의 개발을 통하여 세계적인 명품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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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일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4.1. 천일염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구조조정

현재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의 가공형태별 부가가치는 3차 가공이 1차가

공보다 약 8배 이상 높지만, 3차 가공의 원료사용과 매출액 비중은 각각

0.6%와 2.9% 수준에 불과하다. 가공산업의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1차 가공형태 중심에서 2차 3차 가공산업 구조로의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한방 의료산업, 보조의약품산업, 화장품 미용 산업

등 고부가가치화와 연계한 후방산업의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천일염 가공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기존의 영세한 2차, 3차 가공업

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화 추진과 가공설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 영세 천일염 가공업체들은 고부가가치 가공설

비의 현대화에 투자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천일

염 고부가가치 육성품목과 영역을 발굴하고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이와 함께 가공업체의 원료천일염 조달량의 약 70%가 불안정적인

구조에 노출되어 있어 생산자와 연계된 안정된 원료조달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4.2. 가공제품의 명품화로 수출산업화 육성 

천일염 가공제품의 수출 전략은 국제시장의 경쟁구조 등을 고려 할 때 1

차 가공상품 중심의 저부가가치 고비용 수출구조를 탈피하여 세계적 명품

화 전략을 통한 3차 가공제품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육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청수식품 가공소금 ‘Qi-power salt'의 일본 수출가격은 100,000

원/100g으로 국내 최고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바이오

테크의 항고혈압소금은 현재 50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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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R&D 기반확충과 투자증대, 우수한

품질의 원료천일염 생산 공급시스템 개선 등과 동시에 한국 천일염의 우

수성에 대한 글로벌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가공제품의 명품화와 함께 천

일염 생산지의 문화적 자연 생태적 환경, 생산방식, 성분 맛 등 다양한 요

소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천일염 성분의 우수성만으로

는 경쟁력과 인지도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식세계화와 연계된 연계

홍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 소금(천일염) 페스티벌이나 박람회 국

내 개최를 통한 홍보전략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천일

염 가공제품 수출협의회(가칭)를 결성하여 자조금조직 대표조직 마케팅보

드화 등으로 수출시장 질서유지 및 공동홍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

4.3. 천일염 가공산업의 R&D 투자 확대와 제도 정비

천일염의 고부가가치화 연구 및 제품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수립과

함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천일염의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을 위

한 영세업체의 자체적인 투자는 불가능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천일

염 가공부문 R&D 수행기관이 극소수 대학에 한정되고, 전문 연구기관이나

많은 대학에서의 연구가 없어 기술축적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연구기관 간에 경쟁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부문 R&D

연구를 경쟁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R&D 결과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산업화에 실용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남지역 대학과 광주에 입지하게 될 ‘세계김치연구소’에 고부가

가치 천일염 가공연구가 이루어지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4. 우수품질의 원료천일염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 개선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생산의 가장 기본조건은 우수한 고품질 원료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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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의 생산이지만, 현재 천일염 생산인프라나 환경은 이를 뒷밭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이후 염전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부

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소금창고 및 해주시설 개선, 염전바닥재 교체 등 어

느 정도 시설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친환경 시설개선이 미흡한 실정

으로 원료천일염의 위생적 생산관리 및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품질 원료 천일염 생산을 위한 염전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원료천일

염 생산기반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염전 생산 환경 및 시설에 대한 표준화

(창고, 해주, 바닥재, 주변도로, 수로, 결정지, 운송로, 채취도구, 시설자재

등)뿐만 아니라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화 및 인증제, 품질등

급제 실시 등 다양한 영역이다.

4.5. 천일염 가공산업 육성 관련 법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

지금까지 소금산업 관련 기본 법률은 ‘염관리법’이지만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천일염 생산, 염제조업 허가, 염의 품질관리 등 주로 염전산업 중심

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08년 이후 법률의 일부 개정(2010)이 이루어졌

지만 천일염 가공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2011

년 5월 국회의원 발의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2011년 10월

‘소금산업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체계적인 소

금산업 육성계획 수립,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

홍보, 각종 인증제도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시 천일염 가

공산업의 체계적 육성 부문과 정책적 지원 관련 부문은 매우 미흡한 수준

이다. 따라서 현재 2011년 10월 통과된 ‘염관리법(소금산업진흥법)’에 천일

염 가공산업 육성 부문을 포함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식품

산업 육성의 모법인 ‘식품산업진흥법’에도 천일염 가공산업 육성정책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천일염전을 보유하고 있거나 천

일염 가공업체가 입지한 지자체의 가공산업 육성 조례 제정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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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일염 생산량은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으나 연 평균 약 30만

톤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의 지역별 생산량 비중은 전남지

역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신안군 지역의 생산량 비중이

6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화정도가 매우 높다. 그리고 천일염의 생산

은 기상조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연간변동

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금 수급구조를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약

320～350만 톤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국내산

과 수입산의 공급비중이 각각 약 15%와 85%로 수입염 중심의 공급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염 공급비중인 15% 중에서 천일염과 기계염의

공급비중이 각각 70%와 30%로 천일염의 비중이 높다. 국내 소금의 용도

별 수요구조를 보면 식용과 공업용이 각각 약 20%와 80% 수준으로 나타

나고 있다.

천일염 가공산업의 시장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료천일염의 주요 산

지인 전남지역의 천일염 가공업체(17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공산업에

참여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업체들이 가공산업에 참여하

는 형태는 크게 1차 정밀가공 업체, 1차와 2차 가공에 동시에 참여하는 업

체, 1차 2차 3차에 동시에 참여하는 업체, 2차와 3차 가공에 참여하는 업

체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천일염 가공업체는

약 25개 업체 이내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전체의 약 90% 이상이 전남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 가공산업의 참여업체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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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산지생산자조직(조합)과 식품대기업 등은 1차 정밀가공형태에 참여하

고 있으며, 중소업체의 경우 대부분 1차 2차 3차 등 복합가공 형태로 참여

하고 있다.

국내 천일염 가공산업 매출액 등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천일염 가공업체에 대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천일염 가공산업의 ’10

년도 시장규모(1차 단순가공 제외)를 추정한 결과 업체 매출액 기준으로

약 270～3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가공형태별로 보면 1차 가공상품

매출액 비중이 56.3%이며, 다음으로 2차 가공상품 매출액 비중이 40.8%,

3차 가공이 2.9%로 천일염 가공산업구조가 1차와 2차 가공 중심 구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10년 현재 국내산 천일염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원료천일염 매출

액(’08～’10년 3개년 평균 매출액) 약 800억 원, 천일염 가공산업 매출액

약 300억 원을 포함하여 약 1,1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수입 천일염의

경우 ’09년 수입액은 1,960억 원(관세청)으로 나타나고 있어 ’10년 기준 국

내 전체 천일염 시장규모는 3,000억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 가공업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가공산업의 시장구조의 가장 두

드러진 특성은 1차 가공 중심 산업구조로 고부가가치 3차 가공사업 비중

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천일염 가공산업의 경우 경쟁구조가 생

산과 유통산업 부문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천일염 가공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와 유통 판매 주체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을 의미한다.

천일염 가공상품의 생산부문에서의 경쟁구조를 보면 2000년대 후반 이

후 천일염 가공산업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공업체의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천일염 가공산업 경쟁구조

는 전체적으로는 전형적인 과점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구조는 과점구조라기보다는 완전경쟁구조와 유사한 것으

로 판단된다.

천일염 가공업체의 실사 결과 ’10년 현재 국내 원료천일염의 연간 가공

능력은 약 60,000톤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가공시설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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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가공능력인 60,000톤 정도로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천일염생산

량(313,200톤)의 19.1% 수준이다. 그러나 ’10년 가공용 원료천일염 사용량

은 약 32,000톤 수준으로 최근 5개년 연간 평균 생산량의 10.2% 수준, 연

간 총 가공능력의 53.2%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천일염 가공상품을 위해 사용된 원료천일염 중 가공형태별 비중을

보면 1차 가공에 사용된 원료천일염 비중이 83.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2차 가공 15.6%, 3차 가공 0.6%로 대부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율이 낮은 1차 가공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천일염 가공산업의 원료조달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

천일염 조달방식 중 가공업체들이 필요 시 수시로 구입하는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원료조달이 안정적이지 못한 비율

이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료천일염의 구입처는 염전창

고, 천일염도매상, 산지농협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은 천일

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매우 불안정한 원료 조달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달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염전 조달과 생산자와의 공동투자 조달방식도 가공업체가 필요

한 전량을 조달하지 못하여 필요 시 수시구매 방식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의 전체 원료천일염 수요량 측면에서 보

면 실질적으로 원료조달의 불안정성 비율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천일염 가공산업의 생산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타산업에 비해 대부분

의 지표상 영세 규모이다. 이런 상태에서 ’08년 이후 천일염 가공산업의

후발업체인 대규모 식품기업이 진출함에 따라 점차 규모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일염 가공상품 판매구조의 특성은 한

마디로 천일염 가공업체들 특히, 2차 및 3차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영세 중

소업체들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자체판매망 비중이 낮아 불안정한 판매구조뿐만 아니라 영세업체 낮은

거래교섭력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의 가정용 천일염 가공상품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소금의 주

요 구매처는 대체로 대형유통업체와 슈퍼마켓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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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소비자의 소금 구매 시 고려 사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요한 사항으로는 국내산인지의 여부, 천일염인지의 여부 16.3%, 위생 및

안정성 15.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천일염 사용비율은 사

용 용도에 따라 1차 가공상품, 2차 가공상품, 원료천일염 등으로 고루 분포

되어 있으며, 전체 사용량 중 천일염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소비자들의 천일염과 기계염,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 제품과 수입

산의 선호도는 천일염 그리고 국내산 천일염 제품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산 천일염 제품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내산의 안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성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천일염 가공상품과 수입산 천일염 제품의 품질, 안전성, 제품다

양성, 위생성, 기능성, 포장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결과 포장디자인만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비자의 천일염 섭취 전망은 전체적으로

소금섭취량은 감소시키지만, 그 감소분을 천일염으로 대체하여 천일염 섭

취량은 증가시키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천일염 가공업체 및 소비자 조사결과 나타난 천일염 가공산업의 당면문

제는 대체로 1차 가공 중심의 저부가가치 생산구조와 산업의 영세성, 불안

정적인 원료조달 구조, 가공업체의 자체 시장개척의 어려움과 복잡한 유통

구조, 낮은 가공업체의 시장지배력과 거래교섭력, 낮은 R&D 수준과 관리

활용 부문의 비체계화, 고부가가치 천일염 가공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부족, 우수한 품질의 원료천일염 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향후 천일염 가공산업의 시장은 가정용 소금수요가 천일염 가공상품으

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식품가공용 1차 가공 천일

염 수요의 증가 추세가 예상된다. 특히 천일염의 기능성과 효능이 입증되

고 소비자의 천일염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향후 식품가공기업들의 원

료 천일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천일염

가공제품 개발이 식품을 넘어 의료용 또는 치료보조용 등 고부가가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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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고기능 고부가가치 천일염 가공제품 수출

증대가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천일염 가공산업의 비전과 목표는 크게 고부가가치 천

일염 가공산업의 육성, 천일염 가공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화 육성, 천일

염 가공산업의 수출산업화 육성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으로는

기존 저부가가치 산업구조에서 2차 3차 가공부문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구조조정, 가공제품의 글로벌 명품화를 바탕으로 수출산업화 육

성, 가공산업 부문의 R&D 투자확대와 관련 제도 정비, 고품질 위생 안전

원료천일염 생산기반 구축, 가공산업 관련 법령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1

천일염 세계화 사례(프랑스 게랑드 지역 천일염1)

1. 천일염산업의 역사적 배경 및 자연 조건

대서양 연안에서의 천일염 생산은 그 역사가 기원전 800년에서 50년 사

이로 초기에는 농축한 염수를 불로 해수를 증발시켜 소금을 채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의 천일염 생산방식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9세기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추측되며 18세기에는 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유럽 각지에서 많은 소금을 필요로 하였고

이 때문에 소금은 철과 함께 주요 전략산업의 하나로 이 지역 세입의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급속한 공업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지켜온 게랑드 염전은 침체기를 맞이하였으며, 세계2차대전 이

후 공업화 기계화의 영향으로 지중해에서도 소금생산은 대량 생산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한편 60년대 들어 휴양지 개발 바람이 불면서 프랑스의

많은 연안에 레저 항구가 건설되었고 게랑드 지방도 휴양지 개발 계획에

포함되고 말았다. 그 계획에 따라 게랑드 지역에 고속도로 건설이 시도 되

었지만 주민들의 계속적인 반대 운동과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3개 지방

의회의 반대로 게랑드 지역 개발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게랑드

지역의 염생산자들은 소금산업 붕괴에 대응하고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

해 1972년 ‘게랑드 염생산자집단’을 설립하게 된다. 이 염생산자집단을 통

1 농수산물유통공사. 2009. 11. 전통발효식품 세계화 가능성조사 에서 일부 발췌

및 인용.



부 록124

해 소금가격의 상향조정 등의 권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동시에 1979년부

터는 소금장인 양성센터를 만들어 후계자 양성을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의 개발 계획 저지 이후 게랑드 지역의 천일염전에 대한 사회

적인 관심이 증폭되자 낭트의 서부자연과학회가 염전의 생태학적 가치를

연구해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염생산자들에게 많은 자긍심을

심어 주었고 정치가나 많은 행정가들에게 염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

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게랑드 염전이 1995년 람사르조약2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프랑스 국정보호지로 지정받게 되었다. 하

지만 1999년 대서양 연안에서 유조선이 침몰하면서 게랑드 지역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 이때 게랑드 지역의 염생산업자들은 염전의 집수구를

막고 이중댐을 설치하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염전의 오염을 막았기

때문에 오늘날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게랑드 지역은 대서양에 인접해 대서양의 온난한 기후로 인해 풍부한 일

조량과 건조한 날씨, 적당한 바람이라는 기상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변

에 공업지대가 없고, 지층에 점토질이 많아 염전 바닥을 만드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2. 염전규모 및 염전구조

2.1. 염전규모

게랑드 반도의 염전은 전체 2,150ha의 규모로 크게 2개의 지역으로 나뉘

어져 있다. 첫 번째는 메스켈 염전으로 350ha의 규모로 게랑드 연안의 북

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게랑드 염전으로 1,800ha의 규모로

게랑드 반도 염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6개의 마을로 구성되었다.

2 물새의 생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보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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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염전구조

게랑드 지역의 염전구조는 우리나라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게랑드

염전의 구조는 크게 에치르(급수로), 바시에르 코비에(저수지), 파르(증발

지), 아데르누(예비지), 로티(농축지), 오이에(채렴지)로 구성된다.

에치르(급수로)는 대서양의 해수를 모아 놓는 저수지로서 깊은 곳은

60cm~1m, 얕은 곳은 25cm 정도의 깊이로 대략 0.5~3ha의 크기이다. 저수

지에서 처음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농축되기 시작한다. 저수지에서

염전까지는 낙차를 이용해 도달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중간 중간 막음 장

치를 만들어 설치하였는데 전부 나무 소재로 되어 있다. 염전 전체 면적의

70%가 급수로 면적이라고 한다. 저수지에서 염전으로 흘려보내는 시간과

양은 전적으로 소금장인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판단된다.

파르(증발지)는 수심 4~5cm으로 명칭 그대로 해수의 증발을 촉진 시기

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염분의 농도는 50g/ℓ이며 채염지에 들어가기 직

전의 증발지 농도는 200g/ℓ이다.

아데르누(예비지)는 채염지의 수량을 지키기 위해 흘려 놓는 예비 수전

으로 우리나라의 해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로티(농축지)는 몇 개의 수전군으로 이워져 있으며 모두 50~60cm 정도

의 점토가 건조하고 딱딱한 좁은 논두렁길로 연결돼 여기에서의 물 흐름은

마치 미궁 속에서 물의 흐름을 맞추는 것과 같다. 이 논두렁길은 수전 간

의 방수성 경계를 하며 그 수전군의 중심에는 오이에라는 채염지가 있다.

오이에(채염지)는 농축된 해수의 종착지로 오이에에 도착한 해수의 농도

는 250~300g/ℓ이며 온도는 37℃이다. 0.007ha의 규모로 바닥은 완벽한 방

수성의 점토이다. 채염지 논두렁 중심에 반원형의 라뒤르라는 장소가 있는

데 이곳에서 소금 장인이 나무로 만든 긴 끌개로 이용해 소금을 채염한다.

게랑드 지역의 염전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물을 퍼올리기 위한 양수

기, 채염의 편의를 위한 장판, 현대적인 수송 레일 등 어떠한 인위적인 요

소도 찾아 볼 수 없다. 전통방식을 고수하며 채염하고 있는 것이다.

게랑드 천일염 생산 수확기는 일반적으로 3개월이며, 6월 중순에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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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이면 끝난다. 태양과 바람이 생산에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름 날씨가 일찍 시작되는 해에는 5월 말쯤에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 개의 채염지에서 평균적으로 1일당 40~50kg을 수확하며, 한 사람의 소

금 장인은 평균 60개 정도의 채염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수확하는

소금은 굵은 소금인 ‘Gros Sel'과 소금의 꽃이라는 ‘Flue de Sel' 두 종류

가 있다.

Gros Sel은 비교적 큰 결정체인 소금으로 회색빛을 띠며, Flue de Sel은 작

은 결정에 가볍고 하얀 소금이다. Flue de Sel은 채염지에서 수면 위로 떠

오른 작은 결정체를 수확한 것인데 수확량이 굵은 소금의 5~10% 수준밖

에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비싼 값에 팔린다. 소금의 수확은 라뒤르에서

소금 장인이 라스라고 불리는 5m 길이의 나무 끌개로 끌어서 걷어 들이는

데 능숙한 장인일수록 바닥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수확한다. 걷어 들인 소

금은 손수레를 사용해 염전 근처의 트레메라는 소금을 쌓아두는 곳까지 운

반한다. 수확된 소금은 다시 트럭에 옮겨 실은 채 중량을 잰 후 저장창고

로 이동해 1년에서 2년 이상 보관해 수분을 제거하고 포장해 판매하는데

포장 과정에서 물로 씻거나 다른 화학처리는 하지 않는다.

채염기간인 6~9월을 제외하고 게랑드 지역의 소금 장인들은 염전정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염전바닥을 정비하고 수로 관개를 좋은 상태로 유지

해야 양질의 소금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작업은 연간 수시로 이

루어지지만 특히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겨울에 정비

하는 저수지는 2년에 한 번씩 배수하고 씻어내는 데 꼬박 24일이 걸린다.

3. 소금생산기준

게랑드 지역의 소금생산기준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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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생산기준

원산지 ▪대서양의 게랑드와 메스 염전, 누아르 무티에 섬, 레섬

환경 일반조건

▪우선적으로 보호지역일 것(국립, 주립 자연공원)

▪공업지대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고, 그 지역 바람의

주 흐름이 외부에 있을 것

▪고속도로, 국도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농업/공해
▪농약이나 화학비료 오염의 위험성이 없을 것

(양계장, 양식장, 집중 생산장 등)

해충구제

▪해충구제는 지역적일 것

▪물을 넣은 상태에서 물리적 구제를 할 것

▪화학구제는 인정된 약품만 사용할 것

수렵 ▪탄환 납의 기준은 별도 기준에 따름

물의 흐름

▪물을 받아놓을 때는 반드시 저수지의 물만 받아놓고

중력에 의한 자연의 흐름에 맡길 것

▪수로는수산양식장, 양식연못용수로에서독립되어 있을 것

염전두렁길, 창고 등

염전의 수선 보전

▪염전, 논두렁길, 오두막집의 수선 및 보존작업은 소금

수확기 또는 야생동물의 번식기 이 외에 할 것

개발

조건

사용기술

▪전통 수공업 장인방법에 따름. 갯벌 바닥에서 중력에

의한 자연적 물의 흐름에 맡기고, 제품의 품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확은 물속에서 할 것

▪수확 후 세정은 허용되지 않음

도구와

재료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도구를 사용

▪석면을혼입한파이브시멘트의슬레이트 사용을 금지함

▪산화하지않거나또는직접소금과접촉하지않는간이도구의

사용은 허용됨

▪알루미늄 스콥은 임시사용만 허용됨

▪폴리에틸렌 계통의 도구는 허용함

▪도구의 보존은 ‘자연과 진보’의 바이오 제약조건에 준함

부표 1-1. 게랑드 지역 소금생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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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생산기준(계속)

제품화

포장

(굵은

소금)

세정 ▪세정은 금지함

건조/저장

▪굵은 소금은 태양으로 건조시키고 그대로 저장할 것

▪직접 건조는 금지함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계통의 커다란 봉지를 사용함

첨가물
▪일체의 첨가물은 허용하지 않음

(요오드, 마그네슘, 플루오르 등)

분쇄

식염

(가는

소금)

세정 ▪세정은 금지함

분쇄

▪본래의 물리학적 성질을 손상시키지않는 방법을 사용함

▪첨가된의료식물, 박하, 향료 등은모두검사된유기농에

의한 것으로 함

불순물 ▪불순물(진흙, 점토, 유기물등)이 10% 이상포함되지않음

포장

▪유리병이나 용기를 사용할 것

▪순수한 파라핀 판지를 사용할 것

▪부드러운 폴리에틸렌 계통의 비닐봉지를 사용할 것

▪폴리에틸렌계통의 플라스틱 커버를 사용할 것

▪알루미늄 용기는 소금과 직접 접촉하지 않을 것

자료: 고린고바야시 저 고두갑 김형모 역, 게랑드의 소금이야기 , 시그마프레스, 2008

구 분 한국(신안) 천일염 프랑스(게랑드) 천일염

염전규모 ▪2,181ha ▪2,150ha(메스켈 350, 게랑드 1,800)

염전

구조

▪저수지유입 : 양수 유입(인위적) ▪에치에(급수로)를통한자연낙차유입

▪제1증발지 ▪바시에르코비에(저수지) 해수저장

▪제2증발지 ▪파르(증발지) 1차농축

▪결정지(채염지)
▪몇개의로티(농축지)가방사형구조

중앙에 채렴지 위치)

▪소금창고 ▪오이에(채렴지)에서 수확

소금특성 ▪상대적으로풍부한 미네랄 함유
▪NaCl 순도가 80% 수준 ▪느린 결정속도로 미네랄 풍부

관련법 ▪염관리법
▪식품위생법

▪소금에 대한 규정 없이 전통적
관습법으로 식용염 구분

채염과정

▪바닥재가 대부분 장판 타일 ▪대부분 토판 중심

▪생산자가 염전 내에서 채취 ▪채염지 밖에서 채취

▪소금창고 적재(간수제거) ▪야적 후 창고 보관

부표 1-2. 한국과 프랑스의 천일염 생산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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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자조합의 역할

게랑드의 소금 생산자 단체는 소금장인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지만 초

기에는 생산자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적

으로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면서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생산과 수익을 확보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

했던 것이 바로 대형 소금창고였다. 천일염 생산이 전적으로 날씨에 의존

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경제적인 우위에 있기 위해선 매년 일정한 출하량이

확보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생산자단체가 생산자들에게 긍정적인 단체로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도 소금창고를 활용해 안정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거

래 가격을 기존 가격 대비 40% 이상 끌어 올린 이후부터이다. 높은 가격

으로 안정적인 교섭이 성공하면서 생산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대형 소금 창고 보유에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게랑드 지역의

생산자조합은 5개가 활동 중이다.

5. 게랑드 소금의 세계화 성공 요인

프랑스 게랑드 소금의 세계화 명품화의 성공요인은 한마디로 집요할 정

도로 전통과 원형을 추구하면서 문화상품으로 승화시킨 것이 소금의 가치

를 끌어올린 성공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소금 생산방식은 1,200

년 전부터 전승되는 전통적인 장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되는 갯벌천일염의 품질 우수성

을 들 수 있다. 게랑드 소금은 오염되지 않은 친환경적 갯벌천일염으로 염

화나트륨 외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서양의 온화한

기후로 느린 속도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풍부한 미네랄을 흡수하며, 짠맛

쓴맛 단맛의 조화와 강하지 않은 간수가 핵심이다. 토판염전에서 소금이

결정될 때 서둘러 채염하기 때문에 입자가 곱고 나트륨 함량이 낮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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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져 짠맛이 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랑드 염전에는 미세한 식물플랑크톤 ‘두날리엘라 살리나’ 해조류가 서

식함으로써 풍부한 미네랄 흡수가 가능하며, 은은한 제비꽃 향기를 함유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염전의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염전에 사는 각종 미생물들이 각종 미네랄을 토해놓고 죽는데, 이러한 미

생물을 천일염이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랑드 소금의 세계적 대표상품

인 플레르 드 셀(Flue de Sel 꽃소금)은 은은한 제비꽃 향과 하얗고 맛이

순하여 유명 프랑스 주방장들의 추천상품이 되고 있다. 채염지 바닥에 가

라앉은 입자가 굵은 소금(Gros Sel)은 일반요리에 사용되고, 물에 쉽게 용

해되며, 체내에 흡수가 빨라 높은 다이어트 효과와 천식이나 피부 알레르

기 등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요법에도 사용되고 있다.

게랑드산 천일염이 세계적 명품소금으로 인정받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은 생산자조합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노력을 들 수 있다. 조합

을 통해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고급품만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은 람사

르조약에 의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없

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유조선 사고 등에 대비해 전체 갯벌을 둘러

싸는 이중댐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고품질 상품의 생산과 함께 세계적인 홍보전략 수립과 운용도 성

공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해외 유명인사를 동원한 홍보를 통해 ‘프랑

스=게랑드=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인식시키고, 염전을 관광자원으

로 활용하여 ‘게랑드 투어’라는 생태 테마파크(람사르습지보호지역이라는

청정환경과 전통염전의 결합)와 연결시킨 마케팅 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게랑드 지역에는 매년 약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의 친환경과

친환경 천일염 산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도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꽃소금, 굵

은소금 등 식용소금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다양한 규격과 포장의 고급화

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미용품(화장품), 비누, 캐러멜 등 다양한 상

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천일염 생산량의 4%에

불과해도 최고의 천일염 명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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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게랑드 소금 중 최고 상품인 플레르 드 셀 fleur de sel(꽃소금)은

70,000원/kg 수준이며, 바닥에 가라앉은 입자가 굵은 소금(sel gros)은

9,000~13,000원/kg 수준으로 국내산 천일염 가공제품에 비해 매우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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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천일염 가공업체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천일염 가공업체의 입장에서 보는 가공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사는 전라남도의 천일염산업 발전을 위하여 저희 연

구원이 주관하고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통계법에 의거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개별 내

용을 대외에 발표하거나 타목적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일염 가

공산업 발전을 위한 귀중한 정책자료 도출을 위해 진심 어린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 문의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유통팀

우)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전창곤(☎ 3299-4318), 하홍근(☎ 3299-4386)

업 체 명 :

조사일자 :

작 성 자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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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 현황

설립연월일 자본금 억원

직 원 수

정 규 직 : 사무직( )명, 생산직( )명(내국인 , 외국인 )

비정규직 : ( )명(내국인 , 외국인 )

남 : ( )명(내국인 , 외국인 ) 여: ( )명(내국인 , 외국인 )

인증 종류 ISO : HACCP :

시설 규모

총부지: ( )㎡( 평) 건 물: ( )㎡( 평)

사무실: ( )㎡( 평) 가공공장: ( )㎡( 평)

창 고: ( )㎡( 평) 기타시설: ( )㎡( 평)

연간 능력 원료천일염: ( )톤 사용

자체 염전

소유 여부
자체염전 소유 : ( )㎡( 평)

Ⅱ. 제품생산 및 원료조달 현황

1. 귀 업체의 형태별 천일염 가공상품의 생산 비중은 어떻습니까?

구분 가공 내용 상품형태(예) 생산 비중

1차

가공

원료천일염을 세척 탈수 건조

선별과정을 통한 1차상품화

◦◦천일염 등

절임용, 식탁용,

식품가공용 등

%

2차

가공

식품 첨가물과 혼합한 가공소금

태움 융용소금, 기능성소금 등

함초 해조소금

마늘소금,죽염 등
%

고차

가공
성분을 활용한 고차가공품 등 이 미용소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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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업체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 분 주요 가공제품명 상품예시

1차

가공제품

○○
천일염 등

2차

가공제품

○○
함초소금

등

고차

가공제품

○○
미용소금

등

3. 가공용 원료 천일염의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① 100% 국내산 천일염만을 사용

② 대부분 국내산 천일염, 일부 수입 천일염 사용

③ 대부분 수입 천일염, 일부 국내산 천일염 사용

④ 100% 수입 천일염 사용

4. 만약 국내산과 수입산을 함께 사용하신다면 그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구 분 국내산 천일염 비중 수입 천일염 비중 계

1차가공 % % 100 %

2차가공 % % 100 %

고차가공 % % 100 %

5. 천일염 가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천일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2009년
사용량

2010년
사용량

2011년
사용계획

향후
사용계획

1차 가공용 톤 톤 톤 톤

2차 가공용 톤 톤 톤 톤

고차 가공용 톤 톤 톤 톤

계 톤 톤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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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료 천일염 조달 형태는 어떻습니까?

원료 천일염 조달처
원료염 조달 형태별 비중 (%)

2009년 2010년

자체소유 염전으로부터 조달 % %

공동투자 생산자로부터 계약형태로 조달 % %

천일염 일반 생산자와 계약형태로 조달 % %

필요 시 그때 그때 구매 조달

(염전업자, 상인, 농협 등으로부터)
% %

필요 시 그때 그때 직접 수입 조달 % %

기타 방법으로 조달 % %

계 100 % 100 %

7. 천일염 가공을 위한 원료조달처별 비중은 어떻습니까?

원료 천일염 조달처
원료염 조달처별 비중 (%)

2009년 2010년

자체소유 염전으로부터 조달 % %

천일염 생산업자로부터 직접 조달 % %

천일염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조달 % %

각 지역의 농협으로부터 조달 % %

수입업자로부터 조달 % %

대한염업조합으로부터 조달 % %

기타 방법으로 조달 % %

계 100 % 100 %

Ⅲ. 유통 및 판매 실태

8. 귀 업체가 가공하는 천일염 가공상품의 자체브랜드는 어떻습니까?

구 분 자체브랜드명
자체브랜드
생산 비중

자체브랜드
주요 제품명

1차가공품 %

2차가공품 %

고차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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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일염 가공상품은 어떻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천일염 가공상품 판매방법 비 중

① 자체 식품회사 또는 그룹 내 식품가공원료로 조달(사용) %

② 대규모 식품업체의 OEM 생산과 공급 형태 %

③ 자체브랜드로 식품업체와 계약형태로 납품 %

④ 자체 판매망(대리점, 사업소 등)을 이용하여 판매 %

⑤ 유통업체와 계약형태로 점포 입점 판매 %

⑥ 중간상인(도매상 등)에게 판매 %

⑦ 지역농협이나 대한염업조합 등이 판매 대행(판매위탁) %

⑧ 식품가공업체 등에 직접 현장 판매 %

⑨ 기타 방법으로 판매 %

계 100 %

10. 귀 업체의 천일염 가공제품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2009 2010
2011년 예상

매출액

1차가공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차가공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차가공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11. 현재 천일염 가공제품의 영업과 유통상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원료천일염 수급 및 가격불안정 ② 가공업체 간 과당경쟁

③ 대기업 납품 관련 불공정 거래 ④ 낮은 마진율과 낮은 수익성

⑤ 중소기업의 낮은 시장지배력과 자체 판매망 확보의 어려움(대기업 예속화)

⑥ 가공제품에 대한 낮은 소비자 신뢰 ⑦ 가공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⑧ 식품용, 식탁용, 공업용 등에서 가격이 비싼 가공제품 사용 외면

⑨ 가공제품의 낮은 판매가격 ⑩ 대형유통업체 등 판매점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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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천일염 가공업체의 인식과 전망

12. 2008년 이후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된 후 천일염 가공산업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시장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보다 더 급속히 성장 ②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

③ 현재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성장 ④ 현재 수준에서 머물(정체) 전망

⑤ 성장하지 않고 점차 감소 전망 ⑥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 전망

13. 만약 천일염 가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가공사업 중 어떤 부

문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식품업체 원료용 가공천일염 ② 식탁용(가정용 등) 가공천일염

③ 공업용(비식용) 가공천일염 ④ 기능성 천일염 가공제품

⑤ 기타 천일염 가공부문

14. 향후 10년간 매출이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① 단순 1차 가공(세척, 탈수, 선별, 건조 등) 천일염(식용, 식품가공용 등)

② 식품이나 첨가물을 혼합한 2차 가공 천일염(함초소금, 해조소금 등)

③ 태움 융용 등 식용 기능성 천일염(죽염 등)

④ 이 미용 소금 등 비식용 기능성 천일염

⑤ 의약보조제품 등 고차 가공의 기능성 천일염 ⑥ 기타

15. 현재 우리나라 천일염 가공산업의 기술수준을 프랑스나 일본 등 선진

국과 비교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은 수준 ②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③ 비슷한 수준

④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⑤ 매우 낮은 수준 ⑥ 잘 모름

16. 15번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면(④번과 ⑤번)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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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공산업의 열악한 R&D 수준 ② 가공업체의 영세성과 낮은 투자수준

② 천일염 가공 전문인력 부족 ④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육성책 미흡

⑤ 지자체의 지원과 육성책 미흡 ⑥ 관련 교육 및 기술지도기관 부재

⑦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현재 우리나라의 천일염 가공제품의 품질이나 상품성 수준을 프랑스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우수한 수준 ② 대체로 우수한 수준 ② 비슷한 수준

④ 대체로 낮은 수준 ⑤ 매우 낮은 수준 ⑥ 잘 모름

18. 17번에서 가공제품의 품질이나 상품성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④번과 ⑤번)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원료천일염 품질이 낮아서 ② 제품가공 기술수준이 낮아서

② 제품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④ 가공시설이 낙후되어서

⑤ 포장 등 상품화 수준이 낮아서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19. 우리나라 천일염 가공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원료천일염 생산시설의 개선과 품질이 우수한 원료천일염 확보

② 천일염 가공업체의 규모화와 가공시설의 현대화

③ 천일염 가공산업 관련 R&D 투자 확대와 전문인력 육성과 확보

④ 천일염 가공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개척

⑤ 다양한 천일염 가공제품 개발과 소비자 니즈 충족

⑥ 가공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⑦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지원과 육성책 마련

⑧ 천일염 생산, 수입, 유통 등에 대한 정확한 정부의 공식 통계작성

⑨ 수입 천일염의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⑩ 기타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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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 천일염 가공제품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량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대량수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③ 수출은 소량에 그칠 것임 ④ 현재 소량 수출해도 향후 감소예상

⑤ 현재 소량 수출해도 향후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

⑥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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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내 천일염산업 관련 소비자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우리나라 천일염 가공산

업 발전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설문자료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얻은

개별 정보는 학문적 목적 이 외에는 이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설

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의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유통팀

우)130-7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전창곤(☎ 3299-4318), 하홍근(☎ 3299-4386)

천일염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자연산 소금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정용 식탁소금
은 대부분 바닷물을 공장에서 기계에 의해 소금으로 만든 기계염(정제
염)이나 여러 가지 원료소금을 물에 녹여 미네랄이 없는 순순한 짠맛만
나는 재제염 소금 등이었습니다. 2008년 이후 천일염이 식용으로 분류
된 후 염전의 원료천일염을 공장에서 가공하여 다양한 소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Ⅰ. 기본조사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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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2.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미혼 ② 기혼

SQ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만 세)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SQ4.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5.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천일염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Ⅱ.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 가정용(식탁용, 음식 조리용으로 한정) 소금 구매 및 소비실태

1. 가정용(식탁용, 조리용) 소금을 얼마나 자주 구매하십니까? ( )

① 1주일에 2～3회 ② 1주일에 1회 ③ 2주일에 1회 ④ 1개월에 1회

⑤ 2개월에 1회 ⑥ 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1년에 1회

2. 가정용 소금(식탁용, 조리용)은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 )

① 인근슈퍼 ② 재래시장 ③ 대형유통매장(이마트, 하나로클럽 등)

④ 백화점 ⑤ 생협 등 소비자조합 ⑥ 기타( )

원료천일염과 천일염가공소금의 정의

①원료천일염: 바닷가 염전에서 만들어진 가공되지 않은 천일염(일반적으로

천일염이라고하지만 이 설문지에서는 원료천일염으로 표기함)

②천일염가공소금(제품): 원료천일염을 공장에서 가공한 천일염소금(흰색가공

천일염, 해초소금, 함초소금, 미용소금, 죽염 등)



부 록142

3. 귀하는 지금까지 염전에서 생산되는 원료천일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것을 원료로 하여 공장에서 여러 가지 가정용 소금으로 가공되어 판매

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

①잘알고있음 ② 들어봤으나자세히모름 ③잘모름 ④전혀알지못함

4. 귀댁의 가정용(식탁용, 조리용)으로 주로 어떤 소금을 사용합니까? ( )

① 100% 천일염가공소금만 사용

② 천일염가공소금과 원료천일염이 아닌공장소금(꽃소금, 맛소금 등) 모두

③ 100% 천일염가공소금 외의 공장소금(맛소금, 꽃소금 등)만 사용

④ 가정에서 사용용도(식탁용, 조리용 등)에 따라 다르게 사용

5. (문4에 보기 3번응답자 제외)귀댁에서 가정용(식탁용과 조리용)으로 천일염가

공소금을 사용하신다면 주로 어떤 종류의 천일염가공소금입니까? ( )

① 원료천일염을 가공한 천일염가공소금(해초소금, 마늘소금, 함초소금 등)

②원료천일염을세척, 선별, 건조등으로가공한그냥흰색의소포장가공천일염

③ 원료천일염을 가공하지 않은굵은 소금(주로 배추절임용 등으로 사용)

④원료천일염을 태우거나녹임을 반복하여 만든기능성 소금 등(죽염 등)

⑤외국에서수입한고가격천일염가공소금(프랑스게랑드소금, 일본소금등)

⑥ 기타 천일염가공

6. 가정용 소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가격수준 비교 ② 브랜드(제조회사명) ③ 맛(짠맛의 정도)

④ 위생 안전성 ⑤ 청결함(색깔) ⑥ 기능성 약용성 등

⑦미네랄등성분함량영양성분 ⑥포장디자인 ⑦원산지(국내산과수입산)

⑧천일염가공소금이냐아니냐의여부 ⑨품질인증마크⑩유통기한(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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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미네랄성분이 함유된 원료천일염을 사용한 천일염가공소금과 바닷물을

공장으로 끌어들여 공장에서 만든 미네랄 성분이 없는 깨끗한 흰색소금(맛소

금, 꽃소금 등) 중 가정용으로는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 )

① 각종 미네랄이 포함된 천일염가공소금

② 공장에서 만들어 각종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흰소금

8. 문7에서 천일염가공소금을 좋아하신다면 국내산과 수입산 중 어느 것을

좋아하십니까? ( )

① 국내산 천일염가공소금 제품 ② 수입산 유명브랜드 천일염가공소금

9. (문 8의 보기1번 응답자만)국내산 천일염가공소금보다 수입산 유명 천

일염가공소금을 더 선호하신다면 그 이유를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국내산보다맛과품질이좋아서 ② 국내산보다품질에비해가격이싸서

③수입산의안전성을더신뢰할수있어서 ④다양한제품을구매할수있어서

⑤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⑥ 포장디자인이 좋아서 ⑦ 기타

10. (문 8의 보기2번 응답자만)수입산 천일염가공소금보다 국내산 천일염

가공소금을 더 선호하신다면 그 이유를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수입산보다맛과품질이좋아서 ②수입산보다품질에비해가격이싸서

③ 수입산보다 미네랄 함유량이 많고 기능성이 좋아서

④국내산이라안전성을믿을수있어서 ⑤구매할수있는제품종류가다양하여

⑥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⑦ 무조건 국내산 천일염이 좋아서 ⑦ 기타

11. 수입산 천일염가공소금(프랑스 게랑드 소금 등)과 국내산 천일염가공

소금(대상청정원 소금, 제일제당 소금, 해표 소금 등)을 어떻게 비교 평

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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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국내산이
더 낫다

수입산이
더 낫다

차이가 없다 모르겠다

맛 또는 품질 ① ② ③ ④

안전성 ① ② ③ ④

제품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위생관리 ① ② ③ ④

미네랄 등

기능성
① ② ③ ④

가격대비 품질 ① ② ③ ④

제품

포장디자인
① ② ③ ④

12. 국내산 천일염가공소금의 품질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은 수입산 제품(프랑스

게랑드 소금)에 비하여 어느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최소한 수입산 천일염의 3배 ②최소한 수입산 천일염의 2배 이상

③최소한 수입산 천일염의 1.5배 ④수입산 천일염소금과동일한 수준

⑤수입산 천일염의 50～100% ⑥수입산 천일염 소금보다 50% 정도

⑦ 수입산 천일염 소금보다 50% 이하 ⑧ 잘 모르겠음

13. 소비자 입장에서 수입산 유명 천일염가공소금보다 국내산 천일염가공소

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품질(기능성 등) 제고 ② 안전성 확보 ③ 다양한 제품 개발

④위생적 공정관리 ⑤수입산 대비 적정가격 ⑥세련된 포장디자인

⑦ 좋은 브랜드 개발 ⑧ 원산지 표시강화 ⑨ 편리한 구매

⑩ 정부나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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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정용 소금을 구입할 때 어떤 항목을 확인하십니까?

구 분 항상 확인함 가끔 확인함
거의
확인안함

전혀
확인안함

천일염과 비천일염 여부 ① ② ③ ④

국내산과 수입산 여부 ① ② ③ ④

소금제품의 원산지 ① ② ③ ④

소금제품의 성분표시 ① ② ③ ④

제조회사나 브랜드 여부 ① ② ③ ④

15. 국내산 천일염가공소금 중 선호하거나 기억나는 브랜드가 있으면 우선

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대상 청정원의 신안섬보배 ② CJ 제일제당의오천년의 신비

③ 사조 해표의 신안 토판염 천일염 ④ 샘표식품의 소금요정

⑤ 풀무원의 숨쉬는 갯벌 ⑥ 영진식품의 솔트하우스

⑦ 신안메이드의 드솔트 ⑧ 기타 브랜드

16. 가장 선호하는 수입산 천일염가공소금은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 )

① 프랑스산 ② 일본산 ③ 호주산 ④ 맥시코산

⑤ 미국산 ⑥ 뉴질랜드산 ⑦ 이탈리아산 ⑧ 기타지역

17. 최근 가정용 소금으로 다양한 천일염가공소금이 출시되고 있는데, 소

금 섭취량은 과거 5년 전보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 )

①전체섭취량도증가, 천일염도증가 ②전체섭취량은증가, 천일염은감소

③전체섭취량은감소, 천일염은증가 ④전체섭취량도감소, 천일염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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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가 기본조사

1.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나요? (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799만원

⑨ 800-899만원 ⑩ 900-999만원 ⑪ 1,000만원 이상

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졸 이상

3. 세대주의 직업은 아래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본인이 주수입원인 경우, 본인의 직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전업주부 ② 전문직업인 ③ 공무원 ④ 일반기업 근무 ⑤ 기업CEO

⑥ 자영업자 ⑦ 정규직 근로자 ⑧ 임시직 근로자 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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