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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mpany Information 

•Company Details 

주안금속 

•창    립    일 :  1988년 05월 10일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온현면 화합로 1080번길 92-49 (우) 11429 

•직    원    수 :  15명  

Corporation Co.,Ltd 

항상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안금속이 되겠습니다. 
 
귀사의 번창하심을 축원 드리며, 항상 저희 주안금속을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안금속은 1988년 창업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객과 더불어  
전념하면서 오랜 경험과 꾸준한 노력으로 2500여 종류의 리벳을  
MCM, 닥스, 메트로시티, 빈폴, 에스콰이아, 금강제화, 일본 nakabayashi, 
kokuyo 社등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당사의 제품을 공급해 세계적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의 품질을 바탕으로 더욱 새로운 제품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고객님께  보답드림은 물론 업계의 리더로 책임을 다하는 신뢰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Company Information 

•회 사 연 혁 

일  자 내         용 

1988년 5월 주안금속 설립 

1990년 3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확정이전 

1993년 11월 
경기도 양주시 유양공단 확장이전 
최초 Cap*W 8mm/ 10mm 개발(실용신안 제 61255호, 의장등록 125624호) 

1995년 3월 홀 Rivet 개발 

1997년 6월 
日本 NAKABAYASHI 社 칼날 볼트, 넛트 공급 
日本 KOKUYO 社 사각 볼트, 넛트 공급 

2000년 3월 옷거리 마구리 개발 

2006년 10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현 소재지로 본사 및 공장 이전 

2007년 7월 日本 山水工業 社  신주 볼트, 넛트 공급 

2008년 2월 
롱 헷다 도입 
앨범 및 샘플북 암수 탭 볼트 넛트 200mm 양산 
 

2010년 
의료용 암수  Rivet 개발, 8mm 4단 포머 도입<JAPAN>,  
MCM  핸드백용 두랄루민 Rivet 40여종 개발 
 

2014년 
핸드백용 사각, 육각, 팔각, 각 Rivet 대량생산 
(빈폴, 닥스, 루이까또즈, 메트로시티 등) 
핸드백용 Rivet 300여종 개발 

2016년 
군납용 (마스크, 방독면, 등명구 등)  Rivet 개발 :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 삼공,보성 등 납품 

2019년 
8mm 5단 파스타포머 도입 <Germany> 
의료용 LED 관통 Rivet 개발 

현재 Rivet 생산제품 총 2500 여종 생산 

 Corporation Co.,Ltd 



01. Company Information 

•조 직 도 

관 리 부 

제작/시공부 설계/디자인부 

영 업 부 

기술연구소 

대표이사 

 Corporation Co.,Ltd 



02. Business Item Introduce 

•기업 상세 정보 •㈜ 주안금속 Item Introduce 

주안금속은 30년 이상 2500 여종의 Rivet 개발 및 제조의 
기술력으로 귀사께서 원하시는 수량,재질,형태,크기로  
납기내에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2. Certification Document 

•기업 상세 정보 •시험성적서 



02. Contract Process 
 

•기업 상세 정보 • 계약 진행 소개 –  

ㅇㅇ 주문 단계 

도면, 샘플 

금형 및 샘플제작 

시제품 및 샘플 확인  

 제품 공급 및 결제 

 단가 및 납기 확인 

 Corporation Co.,Ltd 



03. Certification Document 

•기업 상세 정보 •사업자등록증 



Thank You 
T h a n k s  f o r  R e a d i n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