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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비자의 기 에 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식품의 위생안전에 관한 

관련 제도의 발원이다. 이러한 제도의 생성과정에

서 다른 국가의 관련 경험과 정보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각 국가에 맞는 식품위생문제 접근

방법과 제도에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식품 제도는 다양한 국가에 한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환경을 잘 조화시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천일염 또

한 식품으로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외의 유사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외 

천일염 생산 국가의 선진화 모델로서 프랑스의 천

일염 관련 규정과 생산 환경에 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프랑스의 식품안전제도 및 관련 법률

식품안전제도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제도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는 것을 주임

무로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안전성

을 위해 시장을 조정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이 

임무를 3개 부처, 즉 농림, 보건, 소비부에서 공동으

로 맡고 있다.

프랑스는 국토의 53%가 농업을 산업으로 하고 있는 

유럽 제1의 농업국가이다. 유럽국가들 중 프랑스가 농

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이며, 주요 농산물은 곡

물, 유류, 사탕무우, 와인, 육류, 가금육, 계란 등이다. 

농림생산품목이 프랑스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여 온 것으로서, 식품안전에 있어서 프랑

스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다

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프랑스에서 첫 식품법인 ‘1905년 8월 1일 법’은 

식품안전분야에 있어 국가정책의 현 적인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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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능하게 했으며, 식품정책을 안전분야에 중점

을 두어 발전하도록 하였다. 1993년 유럽 단일시장

의 출범 이후 식품위생안전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조직수립 작업이 더욱 가속화되어 ‘1998년 7월 1일 

법’은 위생감찰과 인간소비 식품의 위생안전검사

를 감화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규정수립 외에도 농업, 보

건, 소비 관련 부처의 다양한 식품안전 검사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식품안전에 하

여 5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① 주체자(생산자, 가공자, 유통자)들의 초기 책임

② 과학 및 기술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는 위

생규정

③ 정부의 작업장 승인, 검사제도 및 그에 따른 

제재

④ 위생 감찰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

⑤ 위급 상황시 위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식품관련 법률

유럽연합 규정

회원국가로서 프랑스는 유럽시장 내에서 수립된 

식품위생 안전규정을 적용한다.

소비법

1993년 수립된 이 법은 1905년의 법과 1983년 

7월 21일자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법 및 다양한 규

정을 통합하고 있다.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마지막 개정은 1998년에 이루어졌다. 소비법은 다

양한 업계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한 제품

의 다양한 면을 관리하며 제품의 안전규정에 한 

적합성, 구성물질, 라벨링 등을 거쳐 유통망에 이르

기까지 관리한다.

농촌법

이 법은 생산 작업장의 제도적 환경을 명시하고 

있으며, 식품의 검사 및 품질에 한 내용을 규정한

다. 1999년 7월, 농업동향법은 안전분야의 잠재적

인 개념을 형식화하였다. 생산이력추적제도가 주요

한 개념이 된 것이다.

1998년 7월 1일 법
1)

인간소비 제품에 한 위생 감찰과 위생안전 검

사를 강화한다. 이 법은 식품의 위생 및 영양 위험 

평가를 담당하는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Agence 

Franc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Aliments, 

AFSSA)1)이라는 독립적인 기관을 창설하였다. 법규

화된 위생감찰제도는 또한 위생감찰연구소(Institut 

de Veille Sanitaire, InVS), 프랑스 의약품위생안전

청(Agence Franc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Produits de Sante, I'AFSSAPS)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Agence Francaise de Securite Sanitaire des Aliments, AFSSA) : 보건, 농업 및 소비관련 부처 법

의 관리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1999년 4월 식품의 감찰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3개의 연구소와 함께 

안전청은 연구임무뿐만 아니라 정부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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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천일염 관련규정과 생산

프랑스의 천일염 관련규정

프랑스는 주로 지중해쪽에서 산업적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지중해쪽 염전, 암염, 기계염 등이 주종을 

이루며, 수작업에 의한 천일염 생산은 서양쪽 염

전의 게랑드에서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서부 브

르타뉴 지방에 위치한 게랑드 소금의 역사를 볼 때, 

해염생산은 기원전 800년에서 50년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게랑드 소금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돋음할 수 있었던 것은 게랑드 소금 생

산 지역의 안전성에 한 철저한 관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천일염의 관리는 국가와 

자율적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천

일염에 한 법률적인 규정은 2007년 개정된 

‘Decret n°2007-558 du 24 avril 2007’의 식용소금 

기준인 Les sel과 천일염 기준인 Le sel marin gris로

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천일염의 생산 및 판

매를 위하여 1999년 4월 설립된 프랑스 식품국

(Direction Générale de I'Alimentation, DGAL) 산

하의 프랑스 식품위생안전청(AFSSA)의 위생 관

리 및 감시를 받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

어업부는 Label Rouge를, INAO(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는 지리적 표시 보호 등록

(Appellation d'Origine Côtrolé, AOC)2)을 천일염 분

야에도 적용하고 있다.2)

자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용을 위하여 1972

년 설립된 게랑드 염 생산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야적장, 공동보관창고, 소금장인생산연수 등 고도

의 친환경 소금생산을 중심으로 유기인증방식에 

적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Table 1).

프랑스 천일염 생산 방식

(게랑드 소금 생산 요건을 중심으로)

지역 범위

게랑드 소금의 생산을 한 지역범위는 역사적, 지

리학적, 인류와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여 제한되어

지고 있으며, 그 지역은 르와르(남쪽), 서양(서쪽), 

빌렌느, 브레스트 지역의 낭트 운하(북쪽), 생-나제

르강 유역이라고 불리는 르와르-아틀란티크(동쪽)

로 한정하고 있다.

생산 방식

게랑드 지역의 천일염 생산은 자연적인 증발에 

의한 농축과정과 결정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염전은 지형학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형태로 해수

를 모아놓는 저수지와 증발지, 결정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토지의 특성과 관계된 역사적

이고 지형학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다.

염전단위의 기능은 ① 수로를 통해서 여러 개의 

2) AOC는 한 상품의 특성이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배타적으로 형성된 경우 그 상품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해

주는 표시이다. 이는 1919년 와인부분에서 시작하여 1990년 모든 농식품 부분으로 확 되어 시행되었다. INAO는 AOC 

인증 획득을 위하여 원료 관련 의무사항, 품질관리체계, 모범실천 규법(GMP, GLP, GAP, BAT), 생산관리, 생산과정 관리, 

상품 특성에 한 기본 필요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식품에 관한 국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부여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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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O.R.F. Decret n°2007-558 du 24 avril 2007 relatif aux sels destines a l'alimentation humaine

4) CODEX STANDARD FOR FOOD GRADE SALT STAN 150-1985, Rev. 1-1997, Amend. 1-1999, Amend. 2-2001

5) Sel alimentaire dequalite superieure

6) 16HAP : 나프탈렌, 아세나프틸렌, 아세나프텐, 불소, 페난트렌, 안트라센, 플리오란텐, 피렌벤조(a)안트라센, 크리센, 벤

조(b)플리오란텐, 벤조(k)플리오란텐, 벤조(a)피렌, 디벤조(a,h)안트라센, 벤조(g,h,i)페리렌, 인데노(1-2-3-cd)피렌

Table 1. Quality regulations of sea salt

Decret n°2007-5583)

Codex4) 유기인증품질기준5)

Les sel Le sel marin gris

무기염 염화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건조 중량 97% 이상 건조 중량 94% 이상 건조 중량 97% 이상 건조 중량 94% 이상
0.3% 이상
0.06% 이상

중금속 구리
납
비소
카드뮴
수은

2 mg/kg 미만
2 mg/kg 미만
0.5 mg/kg 미만
0.5 mg/kg 미만
0.1 mg/kg 미만

2 mg/kg 미만
2 mg/kg 미만
0.5 mg/kg 미만
0.5 mg/kg 미만
0.1 mg/kg 미만

2 mg/kg이하 
2 mg/kg이하 
0.5 mg/kg이하
0.5 mg/kg이하
0.1mg/kg이하

1.0 mg/kg 이하
1.0 mg/kg 이하
0.25 mg/kg 이하
0.25 mg/kg 이하
0.25 mg/kg 이하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장구균

<1/g 이하
<1/g 이하
<1/g 이하

질산과 인 질산염과 아진산염
인

10 mg/kg 이하
10 mg/kg 이하

탄화수소 16 HAP6) 10 μg/kg 미만

살충제 및 
동족 원소

유기인계 살충제
유기염소계 살충제
PCB

0.5 μg/kg 이하
0.5 μg/kg 이하
0.5 μg/kg 이하

표시 sel alimentaire
sel de table
sel de cuisine

sel marin gris - 

염전단위로 해수가 들어가는 단계, ② 해수는 증발

과 농축, 결정 작용을 하는 여러 개의 염전단위로 

분배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해수의 흐름에 따라 

저수지, 제1증발지, 제2증발지, 제3증발지, 결정지

로 구분된다(Fig. 1, Table 2).

제품 특징

소금의 수확은 기후온도, 일조량, 바람, 강수량 

등과 같은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소금 

수확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며, Table 3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금을 생산한다.

생산 관리

이러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단계적인 흐름은 

① 꽃소금의 경우, 해수 채취 → 해수의 저장 → 해

수의 증발 → 꽃소금 수확 → 이동 → 탈수(물기 제

거) → 염전에서 자연건조 → 이동 → 저장 → 건조 

→ 제품화 순으로 진행되며, ② 회색소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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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지

제1증발지

수로

저수지

저수지

제1증발지

제2증발지

제3증발지

결정지

해수농도(g/L)
10~50

50~60

60~100

100~200

250~300

Fig. 1. Overall view dune nuit salt harvesting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u SEL artisanal, Indication Geographique 
protegee. Sel de guerande ou Fleur de sel de guerande, 2006)

Table 2. Description of the method for obtaining, and harvesting properties7)

생산 단계 구성 및 생산 특성

저수지 해수의 저장

증발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염전단위

침전물 제거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염전단위로 매우 고운 진흙과 플랑크톤 등이 이곳에서 부분적으로 

제거됨

저장된 해수의 용량은 조수시에 한달동안 자체적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함

중간은 약간 평평하고 점토를 끌어 모을 수 있는 도랑의 주변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제1증발지 해수의 증발과 최종적인 침전물 제거 과정이 이루어지며 보에 의해서 구분이 이루어짐

해수의 흐름과 유량은 중력으로 조정되며 기구를 통해서 조절됨

제2증발지 증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해수의 흐름을 최대한 늘이기 위해서 지그재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제3증발지 결정지 전 마지막 증발지

해수가 염화나트륨이 되기 전 결정 작용을 통해서 황산염칼슘 등의 침전이 이루어지는 곳

해수를 250 g/l 정도로 농축함

결정지 최종 염전단위로서 소금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곳

결정지의 면적은 약 70 m2이며 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정지 중간에 수로가 통과함

결정지 사이사이에는 회색소금을 모으기 위한 넓고 평평한 장소가 있음

결정지 바닥의 가운데는 약간 볼록하게 올라와 있으며, 2 cm 이하의 높이로 염수를 넣어 결정을 

용이하게 함

7) Indication Geographique protegee. Sel de guerande ou Fleur de sel de guerande



국내외 산업동향

286

Table 3. Properties of ‘Fleur de sel’ and ‘sel’

Fleur de sel sel

수확모습

특징 결정지 표면에서 결정됨

매일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음 

흰색을 띔

결정지 바닥에 형성된 결정체

결정지 바닥은 끌지않고 간수를 움직여 소금을 모음

회색을 띔 

주요특성 불용해성: 0.20% 이하

수분함량: 12% 이하

입도: 3.5 mm 이하

불용해성: 1.0% 이하

수분함량: 12% 이하

입도: 8 mm 이하

해수 채취 → 해수의 저장 → 해수의 증발 → 꽃소

금 수확 → 굵은 소금 수확 → 이동 → 염전에서 자

연건조 → 이동 → 저장 → 건조 → 분쇄 또는 가공 

→ 제품화 순으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회색소금은 

다양한 형태의 제품군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운 소금, 매우 고운 소금, 굵은 건조소금 등

과 같은 세립으로 가공되고 있다. 

생산 특성

장인에 의한 생산 방식으로서 전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방식에 있어서 조수간만을 이

용, 저수지, 농축 및 증발지, 결정지와 같은 3가지

의 염전단위, 6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의 주기적

인 수확, 해수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소규모 염전을 

특징으로 하며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유기시스템 생산 요건8)

 

게랑드의 염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친환경적인 관

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유기천일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관리시스

템은 소금 생산에 있어서 생산 환경을 비롯하여 생

산, 운송, 생산조건, 라벨작업, 제어 등의 제반에 

한 규칙,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원산지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적용 상 

∙ 게랑드 염전에서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소금

∙ 바닷물은 서양에서 직접 유입

∙ 태양과 바람에 의한 자연증발로 결정화된 

소금

8) Sel alimentaire de qualite superieure. Cahier des charges SE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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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 해수에서 수작업을 통해 채취되는 것

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천일염에는 세척, 

미량원소, 표백, 응고방지제 등의 첨가는 금지하고 

있다.  

 ◯ 원료 생산지 

∙ 서양 해안으로 한정

∙ 생산지의 정확한 위치 및 오염의 위험 요소 

등에 한 자료를 제시

∙ 생산지의 승인을 위하여 오염의 위험성을 최

소화함

생산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 비탈, 제방, 염전의 관리  

∙ 유지보수 작업은 소금 수확기 혹은 동물의 

번식기를 피하여 실시

∙ 각 생산지의 비탈면에 자재 혹은 돌가루 등 

부산물을 놓아서는 안됨

∙ 염전에 가축의 출입은 금지

∙ 사냥을 위한 사냥꾼의 은신처가 있는 염전은 

배제

∙ 설치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요법

이 아닌 덫을 놓는 방법

∙ 조류에 의한 피해를 방지 방법 

등 적절한 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 소금 생산을 위한 도구 관리

∙ 손수레는 나무, 합판, 식품가공용 플라스틱

은 사용될 수 있음

∙ 잠금장치로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

∙ 용기의 내부 및 외부의 가장자리에는 페인트

를 칠할 수 없음

∙ 손수레에 사용하는 페인트 및 투명 도료는 

환경 기준에 부합할 것

∙ 석면을 포함하는 도구는 사용을 금지

∙ 소금이 닿았을 때 산화되지 않는 도구를 사

용(알루미늄은 허용)

 ◯ 염전에서의 소금 보관

∙ 보관 장소에는 자동차, 가축, 인도 등에서 유

발되는 오염으로부터 보호

∙ 커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이어나 모래주머니 

등의 사용 금지

∙ 천일염 적재장의 덮개는 식품제조용으로 허

가된 것만을 사용

    

저장고 관리

◯ 저장 장소는 음식물을 저장하는데 적합하도록 

깨끗한 장소

◯ 저장고에 동물 또는 곤충이 접근하지 못하도

록 함

◯ 저장고의 바닥은 가공하지 않은 원목, 평평하

게 잘 다진 바닥      

◯ 석면 지붕 사용은 금지

화학적 특징에 대한 요구사항

생산된 천일염의 화학적 요구사항은 Table 1과 

같으며, 중금속의 경우 Codex 기준에 비하여 2배 

이상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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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ertification labelling and products

천일염 관련 인증 표시

관련 제품

기타 관리사항

이 외에도 친환경적인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방

사능 관련 규제와 함께 생산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포장 분야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화시켜 재활용 가능 포장지

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기반활동은 

생산 환경 운영, 생산 방법, 생산량, 상품화량, 저장

방법 등의 단계에서 수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불시 검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Table 4).

결 론

프랑스 천일염관련 제도, 생산 방식 및 생산요건

에 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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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지향하는 국내 천일염 생산 단체의 관심을 

기우릴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라는 명칭을 받고 

있는 천일염 생산관리 수준과 생산 능력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리 방안과 운영안정

화를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현

제 국내 천일염 산업은 광물에서 식품으로의 변환

기에서 식품으로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인식 개선

을 위하여 다양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식품에 적합한 제도와 관리방식의 도입에 

따른 생산시설 및 관리규정의 준수와 생산에서 판

매에 이르기까지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지역적인 

특산물로서 생산 가치를 증 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생산지의 자연환경과 생산환경

에 적합한 전통적, 위생적 및 친환경적 시스템에 

한 조화를 통해 국내 천일염 산업의 안전적인 관리

시스템과 운영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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