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억 5천만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건강하고 순수한 소금
클레오파트라 솔트를 소개합니다

Beyond the Salt
Cleopatra Salt

소금, 그 이상의 소금
클레오파트라 솔트



SIWA OASIS

이집트 원시바다의 청정함을 간직한 클레오파트라 솔트



처음 경험하는 크리스탈 암염 , 클레오파트라 솔트

2억 5천만 년의 시간이 만든 건강한 소금 클레오파르타 솔트는

세계 청정지역 사하라 사막의 보물, SIWA 오아시스의 프리미엄 천연 암염입니다

너무 귀해서 유럽에서만 고급소금으로 공급되던 최상급 암염을 대한민국 최초로 선보입니다

암염은 크리스탈솔트와 일반 락솔트로 구분 됩니다

크리스탈솔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투명한 크리스탈화된 소금으로 왕가의 소금이라

불립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기본 대사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쓴맛이 나기도 하고 끝맛이 깔끔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은 고가에 거래 됩니다

클레오파트라 솔트가 국내에 소개하는 암염은 오직 사막의 바람과 햇볕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미세플라스틱,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고 간수는 전혀 없는 건강한 크리스탈솔트입니다

About cleopatra salt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이집트 정부 관할 하에, 청정 자연 상태가 보존되는
‘시와 오아시스’에서 엄정한 공정과 운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ISO 9001, 22000 인증 획득 국제표준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About cleopatra salt

SGS에서받은 인증은 국제표준 (ISO) 절차를 준수한 세계적으로 공신력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국제표준으로 관리되는 믿을 수 있는 품질

천연
소금 채굴

세척, 선별
크기별

소금 제품화
포장

육상 및 해상
물류

수입 후
품질 검수

선별, 소분
제품 패키징

국내물류 고객

이집트 현지 공정

한국 수입 후 진행 공정



Sāl (소금) + cara (소중한)
나의 소중한 소금

Salt (소금) + ~ion (상태/이온결합)
소금의 가장 순수한 상태와 가치

B2C 소비자용 브랜드 B2B / B2B2C 산업용 브랜드

프리미엄 크리스탈 솔트 살라와
함께 하는 라이프스타일 제시

가장 순수한 프리미엄 솔트의
가치를 전달하는 산업용 소금

용도와 목적에 맞는 소금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SALT CODE로 제품 세분화 운영

Brand of cleopatra salt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프리미엄 솔트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최고급 식자재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식당, 제과점 등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니크한
라이프 스타일의 ‘살라’ 브랜드와 최고의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는 Meal 패키징 기업, 
베이커리 기업, 음료 제조사, 식품 제조사, 제약사, 해조류 염장 회사, 젓갈 회사, 
김/미역/다시마 등 제품 가공기업, 스파, 코스메틱 기업 등에 사용되는 ‘솔티온’ 브랜드의
제품들을 판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소금 그 이상의 가치를 클레오파트라 솔트의 ‘살라’와 ‘솔티온’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용, 산업용 사용처에 최적화된 솔트 브랜드 운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살라’ 프리미엄 산업용 브랜드 ‘솔티온’

소금, 그 이상의 소금 ‘클레오파트라 솔트’

o 살라 오리지널 : 프리미엄 식품용 솔트
o 살라 솔 : 한정 수량 프리미엄 솔트
o 살라 벨르 : 뷰티/패션 솔트

o 솔티온 레드 : 산업용 솔트
o 솔티온 블루 : 식품첨가용 솔트
o 솔트온 그린 : 뷰티용 솔트



CLEOPATRA SALT CODE

CLEOPATRA SALT CODE는 용도와 목적에 맞는 소금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클레오파트라 솔트가 개발한 자체 소금 분류 코드입니다

색상과 투명도, 용해도를 의미하는 ‘3글자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색상 : 소금의 색상 (식별 기호)

§ 투명도 : 소금 결정의 투명도 (숫자가 클수록 투명)

§ 용해도 : 소금이 잘 녹는 정도 (숫자가 클수록 천천히 녹음)

맞춤 소금 분류 코드 ‘CLEOPATRA SALT CODE’

예) C71 : 맑고 투명하고 잘 녹는 분말소금

각종 반죽요리 : C71 맑고 투명하고 잘 녹는 분말소금 스테이크 : C73 맑고 투명하고 잘 녹는 가는 소금

각종 찌개요리 : C73 맑고 투명하고 잘 녹는 가는 소금 생선회 : C75 맑고 투명하고 굵은 소금



CLEOPATRA SALT Brand

프리미엄 크리스탈 솔트 ‘살라’와 함께
유니크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세요
‘살라’는 ‘오리지널’ ‘솔’, ‘벨르’ 3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sālra
my precious saltORIGINAL

sālra
my precious saltSOLE

sālra
my precious saltBELLE

음식의 풍미와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크리스탈

식품용 소금 브랜드

한정 수량

특별하게

준비되는

프리미엄

솔트 브랜드

유니크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뷰티, 

패션 컬쳐

솔트 브랜드

다양한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살라 오리지널

프리미엄 솔트를 다시 한번 선별하여 특별하게 준비한 살라 솔

뷰티, 패션 라이프와 함께 하는 살라 벨르



프리미엄 크리스탈 솔트 ‘살라’의

3가지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CLEOPATRA SALT Brand

음식의 풍미와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크리스탈

식품용 소금 브랜드 ‘살라 오리지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음식의 풍미를

‘살라 오리지널’ 통해서 느껴보세요

살라의 분말소금, 가는 소금, 굵은 소금은

솔트 코드에 맞춰 사용하시면

음식 본연의 맛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sālra
my precious saltORIGINAL



분말 소금은 반죽 요리나 부드럽게 소금 입자를 녹여서 사용하는

고급 요리에 어울리고, 따뜻한 소금 차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는 소금은 국이나 찌개 등에 어울리며

굵은 소금은 스테이크나 생선회에 찍어드시면

크리스탈 암염의 깔끔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sālra
my precious saltSOLE

CLEOPATRA SALT Brand

한정 수량 특별하게 준비되는 프리미엄 솔트 브랜드 ‘살라 솔’

왕가의 소금으로 알려진 프리미엄 크리스탈 암염

클레오파트라 솔트에서도 엄선한 소금을

명인들의 자기와 특별히 콜라보레이션한 아티스트의

패키지로 구성한 한정 수량으로 특별하게 준비되는 ‘살라 솔’

소중한 분을 위한 귀중한 선물로 함께 하세요



클레오파트라 솔트 중에서도 선별 과정을 거친

최고 품질의 소금을 특별한 패키지에 담아 준비합니다

진품 인증서와 함께 제공되는 명품 자기 패키지,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아트 패키지 등 고품격 솔트 상품을 구성합니다



sālra
my precious saltBELLE

CLEOPATRA SALT Brand

유니크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뷰티, 

패션 컬처 솔트 브랜드 ‘살라 벨르’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아름다움의 비결이었던

이집트 크리스탈 암염,

‘살라 벨르와 함께 아름다움을 가꾸고

유니크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세요



살라 벨르는 온수에 녹여서 세안을 하거나 치약을 대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라 벨르가 디자인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과 함께

유니크한 스타일리시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CLEOPATRA SALT Product

프리미엄 크리스탈 솔트 ‘살라 오리지널’의 분말, 가는, 굵은
소금을 경험할 수 있는 각 250g 3개 패키지 선물세트로
친환경 소재로 제조되었습니다

C73 가는소금 250g

국이나 찌개, 전골에
잘어울립니다 담백한 맛은
살리고 재료의 맛을 깊게 합니다

C75 굵은소금 250g

육류나 회에 찍어 드시면
풍미가 높아지고 깔끔한
끝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C71 분말소금 250g

음식에 쉽게 녹는 분말
형태의 소금으로 반죽이나
고급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살라 선물 패지지는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합니다. 
또한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바다환경을 살리기 위한 블루 퓨처 활동을 유럽과 함께 하는 등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역, 김 등 소금 가공식품과 각종 반죽용 고품질 소금 수요 대응

화장품, 생활용품, 치약 등 고품질 소금 원료 대응

피혁 제조, 염료제조 등 고품질 소금이 필요한 산업 현장

CLEOPATRA SALT Brand

가장 순수한 프리미엄 솔트의 가치를 전달하는
산업용 소금 브랜드 솔티온
솔티온은 ‘레드’, ‘블루’, ‘그린’ 3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고품질 소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프리미엄

산업용 소금 브랜드

고급 식품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식품

첨가 소금 브랜드

뷰티,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뷰티 솔트 브랜드



CLEOPATRA SALT Product

산업현장에 최적화된 고품질 소금을 제공하는 솔티온은
레드, 블루, 그린 각 브랜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티온 레드
피혁 제조, 염료제조 등 고품질 소금이
필요한 산업 현장

솔티온 블루
미역, 김 등 소금 가공식품과 각종 반죽용
고품질 소금 수요 대응

솔티온 그린
화장품, 생활용품, 치약 등 고품질 소금 원료 대응

20kg, 30kg 패키지
일정 수량 이상 구매 시 주문자 요구 패키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소금을 제안합니다

20kg, 30kg 패키지
일정 수량 이상 구매 시 주문자 요구 패키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소금을 제안합니다

20kg, 30kg 패키지
일정수량 이상 구매시 주문자 요구 패키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소금을 제안합니다



CLEOPATRA FAQ

CLEOPATRA SALT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클레오파트라 솔트가 일반 암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고대의 청정바다가 사막으로 바뀌고 가두어진 바닷물이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를 받아 ‘고대 바닷물의 화석 청정

암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 솔트의 암염은

지금까지 국내에 출시된 적이 없는 청정 사막의 암염입니

다.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자연의 힘으로 제조된 천연소금

입니다.

Q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없나요? A 네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오염 없는 바다에서 오랜 시간

암석화된 청정 암염으로 미세 플라스틱과

방사능의 걱정이 없습니다.

Q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간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간수가 없는 게 왜 좋은 건가요?

A 간수에는 염화마그네슘이 있어 쓴맛이 납니다. 

천일염은 최소 4~5년 이상 간수를 빼야하며, 

이로 인한 소금의 부피는 줄어들게 됩니다.

간수가 없는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별도의 간수 제거 과정이 필요 없고 간수로 인한 소금의

쓴맛도 없어 음식의 풍미를 높여 줍니다.

Q 천일염보다 더 짠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인가요?

A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불순물과 간수가 없어

순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으로

더 풍부하고 기분 좋은 짠맛을 냅니다.

Q 김치를 담을 때도 좋은가요? A 실제 김치를 담가 보았더니, 절임 하는 시간이 오히려 짧

았으며(순도가 높음) 김치가 짜지 않고 오히려 달다는 반

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익으며 쉽게 고숙성(신김치)되

지 않고, 배추의 맛이 깔끔하였습니다. (내부 테스트 결과)

Q 수입절차가어떻게되나요? A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국내 최초의 이집트산 소금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로운 식약처 식품검사 및 수입절차

를 거쳐 정식으로 수입 필증과 식품안전검사증을 발급받

았습니다.

Q 순도가 높은 정제소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채굴, 포장 과정을 제외하면 모두

천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정제소금은 인공, 화학적

이온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천연소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 테크노파크 메가동 814호

www.cleopatrasalt.com

Contact us

클레오파트라 솔트는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고객 여러분께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소중한 소금을 제공합니다

§ 대표전화 : 02-571-0406  

§ 상담 이메일 : cleopatrasalt.co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