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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3 원칙

지속적으로

축적한다

체계화해

전승한다

분업하여

협력한다

TECHNICAL CENTER

테크니컬
센터

각종  밸브의 생산  거점임과  동시에,  
다양한 customer 요구에 대응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거점입니다 .  기술자가  자유로운  
발상으로부터  창출하는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이나 Trial productions 을 
통해, IKC 가 자부하는 고도 진공기술의 
다수가 여기에서 만들어 집니다.

삼차원CAD 및 FEM구조해석

고해상도 마이크로스코프(microscope)

이동식 삼차원측정기

Machining center

게이트 밸브 제작용 클린 룸

〒740-5 Shimoakasaka, Kawagoe-shi, Saitama 350-1155, Japan    TEL: 049-261-2351 FAX: 049-278-1172

“발상”을 “모양”으로 하는
 연구 개발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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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80-1 Izubuchi, Nakayama-cho, Iyo-shi, Ehime 791-3204, Japan　TEL: 089-967-1001 FAX: 089-967-5011

IKC 의 주력제품을
최선단의 설비로 양산.

NAKAYAMA FACTORY
NAKAYAMA 공장

「이요캉 (귤)」의  산지로서  알려지는  
이요시(伊予市)의 풍광명매(風光明媚)
한  산간에  자리를  잡은,  IKC 최대의 
공장. 벨로즈(bellows), 게이트 밸브 
등의 최종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선단의  설비를  다수  갖춘  양산  
공장이면서, 준공시부터 「꽃과 초록과 
진공」을  기축으로  내세운,  자연과의 
조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SHIKOKU PLANT

1910 Kawanaka, Uchiko-cho, Kita-gun, Ehime 791-3321, Japan TEL: 0893-45-0311 FAX: 0893-59-5001

“엔지니어 정신”이 강한 
금속 가공의 프로가 결집.

UCHIKO FACTORY
UCHIKO 공장

예전에 목랍으로 번성했었던 우치코쵸

(內 子 町)의, 전통적인 Artisan　　 

기질에서 성장해온 IKC. 진공기술의 

기초를 유지하는 공장입니다. 주로 

제조의 전공정을 담당하고, 고도의 

가공 능력과 용접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공·용접에 종사하는 

사원은 모두 각종기능의 국가자격이나 

사내자격을 가지고, 뛰어난 “Artisan

기법”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쳄버(chamber) 용접 조립

쳄버(chamber) 용접

삼차원측정기

Large Machine Tool (Horezontal Boring and Milling Machine)

진공 기기장치의 조립

bellows 수명 테스트

용접 로봇

게이트 밸브 제작용 클린 룸

설계 지역

Conservator 내경 용접기 레이저 가공기 용접bellows 용 레이저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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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해외거점

생산 거점
영업 거점
해외Maintenance 거점

개발 거점

해외에 비약.
우리들의 사업영역은  지금,  일본에서 
해외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 ,  
대만에서의 밸브 생산이나 고객지원과 
더불어, 중국에서도 각종 진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거점으로, 
더욱나가 미국이나 유럽도 시야에 넣은 
Wor ldw ide한  사업전개를  도모해  
왔습니다.

대만 지역  
PO HSUAN ENTERPRISES CO., LTD. [대리점]
8F-3 No. 159 Sec. 1, Hsin Tai Wu Road,
Hsichih District, New Taipei City, 22175 Taiwan
Tel. : +886-2-2642-2955
Fax: +886-2-2642-2420

중국 지역
CHANGZHOU IRIE PRECISION CO., LTD.
장쑤성 창저우시 신베이구 유롱중로 28호
No.28 Yulong Middle Road, Xinbei District, 
Changzhou City, Jiangsu Province 213002,
China
Tel : +86-519-8675-2011

한국 지역
아이케이씨코리아　주식회사
IKC KOREA CO., LT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2번길 88(고색동)
88, Saneop-ro(Gosaek-dong), 92beon-gil,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441-813, Korea
TEL：+82-031-291-6767
FAX：+82-031-297-0676

이리에코켄（入江工研）의 대처·활동
～모두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TOC(Theory of Constraints=제약 이론)을 나카야마(中 山) 공장의 라인에 도입. 기존의 설비·
인원으로 생산 능력을 약3배로 늘여, 납기·가격·품질의 비약적 향상을 거두었습니다. 그 공적이 
국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처음으로 미국AGI협회에 인정을 받아, 본국이외의 희유한 성공 도입 
예로서 「Velocity World 2009」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생산 방식은 타공장에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1 생산관리에 대한 대책

■ TOC

고객사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회사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QC 활동에 대해서도, 20년을 걸쳐 착실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 ISO9001

클라우드형SFA(Sales Force Automation=영업 지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 상담정보나 
클레임 내용을 적절한 타임에 파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팀 Sales를 강화하는 것으로 고객　
만족도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고객만족도 향상에　대한 대책

■ SFA

지구　환경 보전이 인류 공통의 최중요 과제로 인식하며,　나카야마(中 山)공장·　우치코(内
子)공장과 더불어 환경 문제에 구체적인 대처를 추진. 이것이 사회공헌에 연결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 환경에 대한 대책

■ ISO14001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의 개발을 함으로서, Green 조달(RoHS, REACH 등 법규제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Green조달

국가인정 규격ISO  14001인증서 국가인정 규격ISO  9001인증서

중국 지역
Hang Zhou Ye Rong Trade Co.,Ltd.
JiangNanXingZuo No.1 Building 1509,

ChangHe Street,BinJiang District,

Hang Zhou ,ZheJiang 310052,China

TEL:+86-571-81107328

FAX:+86-571-81107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