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러리 그 이상의 가치
Va l ue be you n d t h e c ut l e r y

GREETINGS

인사말

“우리의 열정이 당신의 안락함으로”

금광스텐은 지즈를 통해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장인이 있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땀흘리고 있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저희 금광스텐은 긴 시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장인정신을 바탕 으로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끊임없는 노력과 변함없는 정성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선의 마음을 담아 우리모두의 식탁 문화를,
나아가 삶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금광스텐과 ZEEZ 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금광스텐 대표

김학문

COMPANY HISTORY

회사 연혁

1994. 07.

금광산업사 설립

1999. 07.

부산 금정구 금사동 확장이전

2002. 04.

Buffet Serving 생산라인 설비 증설

2002. 08.

해외OEM (미국) Tableware 수출

2005. 06.

Tongs (집게) 생산라인 설비 증설
해외OEM (미국/유럽) Tongs 수출

2008. 09.

부산 금정구 금사동 공장확장
Hollow Knife 생산라인 설비 증설

2010. 07.

CLEAN 사업장 인정서 획득

2011. 07.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정서 획득

2014. 09.

벤처기업확인서 획득

2015. 01.

연구전담부서 개설

2015. 07.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2017. 01.

부산 기장군 정관읍 확장이전

2017. 10.

법인전환 주식회사 금광스텐 상호변경

2020. 05.

ZEEZ 상표등록증 획득

VISION / PHILOSOPHY

기업비전 / 핵심가치

“ 널리 삶을 이롭게 하는 가치 창조 ”
금광스텐은 단군신화의 ‘홍익인간 : 弘益人間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이롭게 하는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정직 H o n e s t y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로 중심을 잡으며 기본에 충실한다

신뢰 T r u s t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 제품을 신뢰하며, 모두에게 신뢰를 준다

창조 C r e a t i v i t y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삶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창조한다

금광스텐 정직 / 신뢰 / 창조를 핵심가치로 이를 실천하며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CERTIFICATE

인증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검증된 기술력으로 믿고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특허청 상표등록증

CLIENTS

클라이언트

금광스텐의 주요 고객사를 소개합니다.

ISO 9001 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

PORTFOLIO

주요 포트폴리오

- 파트너 | 휘슬러
- 개요 | 주방 식기 3종 세트(국자, 뒤집개, 주걱) OEM
휘슬러는 170년이 넘는 전통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로움으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프리미엄 쿡웨어 브랜드입니다.
금광스텐은 휘슬러와 10년 이상 돈독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휘슬러의 OEM 주문제작 파트너로써 까다롭고 엄격한
QA(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인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파트너 | 대한항공
- 개요 | 커트러리 3종 세트(스푼, 포크, 나이프) OEM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국적기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항공사입니다.
금광스텐과 대한항공은 15년 이상의 돈독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과 기술력으로 기내식용 커트러리를 납품하며,
승객들이 하늘에서 맞이하는 품격 있는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한국인만을 위한 맞춤형 커트러리를
연구해온 대한민국 장인들의 열정
소중한 이들과 귀중한 시간
잘 차려진 음식이 있는 당신의 식탁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안락함
그렇게 지즈는
당신의 완벽한 다이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URIO

주요 포트폴리오큐리오

PORTFOLIO
진품,수집품의 의미를 가진 CURIO
단순한 커트러리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드리고 싶은 지즈의 정신을 잘 계승한
프리미엄 양식기 큐리오는 여러분에게 품격 있는 다이닝을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DUAL 공법 l 헤드와 핸들의 가공 방법을 달리 채택하여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제공합니다.
Stainless #304 l 위생적이고 안전한 최고급 원자재 스테인레스 304만 채택하였습니다.
PACKAGE l 럭셔리한 블랙 컬러의 고급 패키지는 지즈의 품격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교하담

交下談

소중한 이와 마주 앉은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친밀한 관계 아래에서의 대화’를 의미하는 교하담.
오직 식사와 한수저 본질에 집중하여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Stainless #304 l 뜨거운 한식에 닿는 수저이기에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최고급 원자재 스테인레스 304를 채택하였습니다.
최상의 밸런스 l 교하담의 과학적인 4mm 두께와 밸런스는 단순하지만 절제된 한국의 미와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지르코늄 l 우주선의 부품으로도 사용되는 지르코늄 도금 기술은 안정성과 어느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Gold옵션 한정)

指下談

지하담

매일 갖는 식사 시간도 특별한 일상의 한 조각이 되길 바라는
지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식사 시간의 즐거운 대화’ 라는 의미를 담은 지하담.
이제 당신의 단순한 일상을 특별하게 책임지겠습니다.

Stainless #304 l 뜨거운 한식에 닿는 수저이기에 환경 호르몬 걱정 없는 최고급 원자재 스테인레스 304를 채택하였습니다.
일체형 디자인ㅣ 위생에 취약한 조립형 방식이 아닌 일체형 디자인으로 위생과 안전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밸런스 l 교하담의 과학적인 4mm 두께와 밸런스는 단순하지만 절제된 한국의 미와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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