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업 체 명
(한글) 사회복지동행

대 표 자
(한글) 정은호

(영문) SW Donghaeng (영문) Jung, Eunho

주 소
 본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온천천로 63

 공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온천천로190(상가동 101호,부곡동 
퀸즈더블유 장전역)

사업자등록번호 621-86-05086 설립연도 2013

종업원수 13 홈페이지 www.macsalt.com

전년도 수출액 0 전년도 매출액 1,229,663,378원

업 태 교육 서비스, 제조업 업 종 교육 서비스업/제조업

주력영업제품
맥염요리소금/양치소금/

미용소금/음용소금
주요수출국가 미국

인증 및 

지재권 현황

(글로벌 제품 인증, 중국 수출인증, 현지 상표등록 등)
식품안전시스템인증: ISO22000:2005 기업인증 No19-e0422

FDA 안전성검사인증: No.13159858554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해외 지사 또는 공장 보유여부, 해외 수출채널 등 기재)
현재 미국 LA,뉴욕과 중국 후루베이얼과 옌지시, 호주 
브리즈번, 체코 프라하에 각각 해외지사를 두고 있음,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국내외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및 브랜드명 기재)
맥염: 제40-2019-0023896호(특허청등록)

2. 사업담당자(총괄 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팀장  박상현 dhc24@macsalt.com 051-582-3253 010-3866-7894



3. 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맥염: 맥반석에 구운

미네랄이 살아있는 저

염도 프리미엄 소금

제품규격
가로 4cm × 세로 4cm ×

높이 9.5cm,110g(음용소금)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플라스틱 용기, 내용물(소금), 방습제

소비자가격 10.83 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5.85 USD

제품

상세내역

- 재질 : 입자(알갱이)형태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음. 용도에 따라서

입자의 굵기가 가는 경우도 있고 굵은 경우도 있다.

- 용도 :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요리소금)이 있고 또한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분말형태의 제품(미용소금)도 있고 칫솔에 묻혀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양치소금)이 있고, 차처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실 수 있는 제품(음용소금)이 있다.

- 특징 : 천일염을 맥반석에  850도로 3일간 구어서 숙성을 만든 구운 소금(가공 
소금)으로써 천일염에 함유하고 있는 미네랄을 보존하고 유해물질인 미세플라스틱, 
중금속은 태워서 제거시킨 알칼리성으로 최대한 우리 유용한 순도 99%를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소금이다.

- 주요타겟층 : 소금이라서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가 타켓층이라고 할 수 
있다. 양치소금의 경우는 어린이와 성인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령층이 특정계층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구매자는 주로 음식에 사용하는 재료인 요리소금 또는 미용의 
재료로 쓰인는 미용소금 경우 미혼 또는 기혼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2019년 7월이후)7천만원 (온라인/오프라인/방문판매포함)

- 주요판매채널 : 현재 매장은 4곳으로 시청매장, 구서동매장, 부산롯데광복동백화점,

서울무역협회 쇼룸등이며 온라인 판매처는 네이버쇼핑, G마켓,11번가등으로써 또한

 유튜브등에 동영상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500자 이내 기술, 위의 항목 외에도 기입할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해당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실험결과 등이 있다면 기재)

미국 FDA 안전성 검사필, ISO 22000 (식품안전인증)등 현재 보유하고 있음.

또한 식품제조업자 등록과 더불어 JK BIOSCIENCE, INC(CA,USA)에서 실험결과서

(성분분석, 중국속, 잔류농약 등 안정성검사)를 보유하고 있음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