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낭만적인 석양과 아름다운 해안선이 
일품인 태안. 이곳을 대표할 또 하나의 
자연 명품이 탄생했다. 오랜 시간 
바다가 머금고 있던 천일염이 그것이다.

창조적 제안
미소지기(태안 명품 소금)

◆

바다와 태양의 정직한 약속
정리 편집실

사진 김민정 프리랜서

‘태양이 빚어낸 생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천일염은 

염전에 들인 바닷물을 바람과 햇빛으로만 증발시

켜 만드는 깨끗한 소금이다. 태안은 조수 간만의 차

가 크고 천연 갯벌이 넓어 미네랄과 철분, 칼슘이 

풍부한 명품 천일염 생산에 최적지. 이곳에서 생산

되는 천일염은 나트륨 함량이 일반 소금의 80% 정

도로 낮고, 쓴맛이 적어 김치 등 발효 음식에 적합

해 매년 김장철이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왔

다. 특히 소나무숲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질 좋은 

송화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송화 소금

은 소금을 800℃ 이상의 고온에서 두 시간 이상 구

워낸 뒤 최적의 온·습도에서 송화분을 혼합해 만

드는 제품으로,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

어 기능성 소금으로도 인기가 높다. 송화는 매년 5

월 보름 정도만 채취할 수 있는 소나무 꽃가루로, 

그 가치를 더욱 귀하게 인정받고 있다. 

안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염전

에 장판을 깔아 소금에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되어 

이슈가 되었던 다른 천일염과 달리 태안은 오래

전부터 염전 바닥에 장판이 아닌 천연 타일을 깔

아 환경물질 문제를 근본부터 차단했다. 이에 따

라 ‘2013년 국내천일염 안전성 조사’를 위해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시료채취 검사 결과 

잔류 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

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군은 이러한 태안 소금을 명품화하기 위해 

2013년 ‘소금명품화사업단’을 구성, ‘미소지기’ 브

랜드를 개발하고 마케팅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지

원하는 등 다각적인 사업을 벌여 왔다. ‘미소지기’

는 ‘밥상에 모여 미소 짓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브랜드명으로, 태안군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

어 보통 20kg 단위 일변도였던 천일염 판매 방식

을 개선, 다양한 포장 단위를 내놓았으며, 송화 소

금브랜드를 프리미엄화해 선물용으로도 그만인 

제품을 완성했다. 그룹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의 지원을 받아�한화갤러리아 아름드리 매장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농수축산품의 명품화 육성을 위한 그룹

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

아면세점 63 등에 입점해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

고 있다.

갤러리아 MD가 추천합니다
미소지기 송화 소금은 유해성분 함유를 원천 차단한 맑고 깨끗한 소금을 원료로 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을 바이오 세라믹 도자기에 넣어 고온으로 구워 내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탁월한 맛과 건강함을 자랑하는 송화가루를 코팅한 후 10일 이상 숙성하기 때문에

연노랑색을 띄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 테스트를 거쳐 출고하는 고집을 꺾지 않아 귀한 분께

선물하기에도 좋습니다.

미소지기 송화 소금(200g X 2)
쓴맛을 내는 성분을 제거하고 색소를 
사용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소금이다. 1만 원.

미소지기 송화 소금 세트(가는 입자 500g X 1, 
굵은 입자 500g X 1, 가는 입자 240g X 1)
다양한 입자 굵기로 구성해 일상 음식뿐만 아니라
김치, 젓갈 등에도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다.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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