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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1966년의 창업이래, 이리에코켄(IKC)은 
금속 벨로즈(bellows)와 그 응용 제품의 
제조를  주체로 ,  견실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  예를  들면 ,  진공과  대기를  
차단하면서 모든 각도로 신축하는 용접 
벨로즈(bellows). 거기에는 독자적인 설계 
기술과  초정밀용접  기술이  결합되어 ,  

「외관은  비슷하게  만들수는  있어도 ,  
성능까지 재현할수는 없다」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IKC는 지금까지, 주로 타사가 손수 다루지 
않는  세세한  분야에도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을 결집하여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만 ,  그  과정은  시행  착오의  
연속입니다. 현재 주력제품의 한종류인 
진공  밸브에  대해서도 ,  기타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아래 ,  창업자가  

代表取締役社長  入江則裕

선구자로서, 
도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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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적극적으로  기술  혁신과  경영  
개혁에 도전해 갈 예정입니다. 
최근은, TOC(Theory of Constraints=
제약이론)을 나카야마(中 山) 공장에 
도입.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약3배로  
늘여, 「미국이외의 나라에서 주목해야 할 
성공  도입  사 례 」로 서 ,  일본인  
중소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AGI 
협회에 인증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끄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은, 각 사원의 정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기쁨을 아는 사원이 각각의 기술·
기능을  발휘하여  확실한  제품을  
제공함으로 , 고객에게서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I KC 는 「기업이념」과 「3
개의  목표」를  충실하게  실행하면서 ,  
사회에서  요구되는  제품을  제공하는  
사명을 확실하게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완전한 제품과 가능한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당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시도록 고객마음 및 

시장 파악을 통해  「100년 지속되는 

회사」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 뛰어난 개성을 발휘한다  
● 신용과  기술로  승부한다  
● 창조의  기쁨을  함께  한다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도전한  것이  
개발에 이른 것입니다.
 IKC 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연구 개발형 
기업」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방사빛 시설 「SPri ng-8」이나 임계 
플라즈마 시험 장치 「JT-60」을 비롯한 
수많은 National project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특수형 금속  벨로즈나  각종  
장치를  제공해  온  것등은 ,  정말로  
아이덴티티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창업으로부터  반세기  
가까이를 경과한 지금, 우리들은 「100년, 
200년으로 계속되는 기업」이라는 장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00년, 200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시대와  함께  따라  
변화되므로, 우리들은 앞으로도, 고객의 

기업이념

전국의 신칸센등에 Conservator를 탑재. 주변압기의 
절연 기름의 온도변화에 의한 부피의 변동을 조정하여, 
안전주행을 지원.

SELENE 의 자위성 「오키나」 「오우나」의 앞부분 연동을 
제어하는 당사 「감퇴기 (자세제어)」을 탑재.

월 주회 위성 「SELENE」 (2007년 발사)고속철도 (1972년 납품 개시)

National project
나라가  추진하는  수많은  과학실험  
시설에 ,  IKC는 각종 장치를 제공해 
왔습니다 .  거기에서  얻은  귀중한  
연구  성과는 ,  다양한  제품에  
피드백되고 있습니다.

제공: ⓒJAXA

난이도가  높은  T i t a n i u m제  성형 b e l l o w s ,  
비무푸로파이루모니타 등을 납품.

J-PARC ( 2004년 납품 개시)
제공: JAEA/KEK J-PARC　Center

방사빛을 이용해서 빔 프로파일을 계측하기 위한 SR
모니터등을 납품.

KEKB (1995년 납품 개시)
제공：高エネルギー加速器研究機構

SPring-8용 알루미늄bellows, 인접하는 X선 자유전자 
레이저(XFEL)시설SACLA의 진공봉지 안쥬레타용 용접
bellows등을 납품.

SPring-８ (1992년 납품 개시)
제공：独立行政法人 理化学研究所

3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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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EGMENT

대상제품

반도체
Semiconductor

대상제품

대상제품

only one의 테크놀로지로, 「더욱 풍요로운 사회만들기」에 공헌.

산업사회의 광범한 분야에 
선진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bellows나 신축 Joint의 제조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을 이룩한 IKC는, 진공분야에서도 독창적인 기술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나 액정으로부터 우주까지, 신뢰성이 높은 IKC 의 제품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분야

미세화가 진행되는 실리콘 반도체에 대응하는, 신뢰성이 높은 고진공 

Component를 제공. 화합물반도체에서는, 고휘도LED, EV 등 환경 에너지의 

핵심 Device나 각종부품에 적합하게, GaAs, GaN, Si C, 사파이어 등의 

기판에 대응하는 부품을 설계부터 제조까지 일괄 체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PV태양 전자 
Photovoltaic Solar Cell

분야

초고진공기술을 응용하여, 실리콘 결정계로부터 화합물결정계, CIS, CIGS등의 
박막계까지, 고효율 태양 전지의 제조에 기여. 그린 디바이스 시장의 확대를 위해, 
Roll to Roll에 대응하는 flexible기판용 성막장치에 적합한 게이트 밸브 「FFT
시리즈」를 제품화했습니다.

flat-panel display 
Flat Panel Display

분야

대형화면 텔레비전용 액정 패널, 유기EL 디스플레이, touch panel등 고정밀의 

하이엔드 시장에 적합하게, 고진공 게이트 밸브, 구형bellows, 다종 금속

bellows를 공급. 특히 대형화면 액정 패널의 키, 컴포넌트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밸브의 제조에 있어서, IKC는 국내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금속bellows, 게이트 밸브, chamber, 직진 도입기, 회전 도입기

금속bellows, 게이트 밸브

금속bellows, 게이트 밸브,　 앵글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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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대상제품

대상제품

대상제품

금속bellows

의료기기
Medical Device

분야

MR I  이나  동결  건조기를  비롯한  의료관련  기기의  제조에는 ,  첨단  
초전도기술이나  냉동  기술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Clean환경에서  
생산한, 뛰어난 내압성과 기밀성을 갖춘 IKC 의 금속bellows는, 저온 ·고압등 
특수한 조건아래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가속기·핵 융합
Accelerator / Nuclear Fusion

분야

전자·양전자 충돌 가속기(고에너지 가속기연구 기구)의 빔 모니터용 

feedthrough, 대형방사빛관측·실험 시설의 내부 빔 라인이나 핵 융합 

새틀라이트 Tokamak 장치(일본 원자력연구 개발 기구)등, 주요한 국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제품을 공급. 고도인 진공기술로 과학의 진보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Aerospace

분야

IKC 의  기술은  우주분야에까지  퍼져 ,  로켓트용의  bel lows나  발사  지원  
설비등을 제작. 인공 위성의 스핀을 억제하는 Nutation dampers에도 손수 
다루는등, 오랜 세월을 거친 진공기술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철도
Railway

분야

신칸센등 고속철도의 교류 변압기에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기름의 

부피변동을 흡수하는 「Conservator」나, 컨테이너 트레일러 브레이크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측중장치등 제품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그린 이노베이션에 직결하는 것으로서, IKC 는 철도관련 사업의 확대에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주

금속bellows, 모니터(직진 도입기),Chamber

Conservator, 측중변, I 형Flexure관, 금속bellows

금속bellows, 금속배관

제공：放射線医学総合研究所

제공：JAEA/KEK J-PARC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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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 벨로즈 ■ 성형 벨로즈

■ Titanium제 성형 벨로즈
　(양측RF 쉴드 bellows부착 펌프 항구)

초고진공용bellows로부터 철도차량용 기기까지, 
IKC 의 bellows 제조 기술은 높은 품질과 부가가치를 제공합니다.

■ RF컨택트 부착 용접 벨로즈

BELLOWS
벨로즈



6

■ Titanium제 대형 성형 벨로즈
　(대 빔 위치 검출기)

■ 대형용접 벨로즈

■ 대형 구형용접 벨로즈

IKC 의 기초기술은, 금속bellows의 제작에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고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진공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밀bellows로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신축성」·「 기밀성」·「 내구성」. 이런 특징을 조합시켜, 배관의 신축Joint로서는 
물론,  반도체 ·액정을  비롯해 ,  가속기·핵  융합·원자력·철도·의료·건축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기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안전 ·확실한  작동이  필요한  각종  장치의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만, I KC 는 유연한 생산 체제를 구축하여, 고객의 모든 요구에 
응하겠습니다.

■ 기형용접 벨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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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차압 Cancellation기구」에 대표되는 독자적인 기술로 안정된 씰 성능을 발휘. 
Custom설계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GATE VALVE
게이트 밸브

■ Compact KOSLARZEⅡ 
　반도체(개구부 사이즈:50x336)

■ FFT밸브 
　ROLL to ROLL

■ 원형 게이트 밸브 「MARINA」 
　(구경:320A)

■ KOSLARZEⅡR 
　차세대 반도체·유기EL(개구부 사이즈:100x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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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밸브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기판의 제조에 있어서, 각 진공 chamber와의 

칸막이나 압력 조정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KC 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KOSLARZE-Ⅰ」의 설계 사상(Particle-free)을 계승하여, 보다 

성능이 좋은 El iminates f r ict ion밸브 「KOSLARZE-Ⅱ」을 시리즈화. 

반도체제조 장비, 진공기기등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FPD 제조 장치에 있어서의 

유리기판의 초대형화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구경 게이트 밸브 「GARIVA」는 

차압 Cancellation 기구를 채용하여, 개구사이즈3, 000mm 이상의 제품화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했습니다. 

또한,차세대의 flexible기판 고부가가치 밸브도 개발하여, 항상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대형 게이트 밸브 「GARIVA」
　FPD세로형 반송(개구부 사이즈:300x1800)　

■ KOSLARZEⅡ  
　태양 전지·FPD(개구부 사이즈:50x1320)

■ 초대형 게이트 밸브 「GARIVA」
　대형FPD(개구부 자이즈:150x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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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련된 기술력으로, 

초 고진공 영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VACUUM EQUIPMENT
진공기기

■ 고진공 앵글 밸브 ■ Flexible 튜브

■ Proton Beam Profile Monitor(구동형)■ 직진 도입기·회전 도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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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ARC」나 「JT-60SA」를 비롯한 수많은 national프로젝트에 참여하여, Beam profile 
monitors나  Beam duc ts접속용  스페셜  벨로즈  등을  제작함으로써  수련된  
진공기술은, 각종 진공장치용 chamber나 Long strokes의 도입 기기류, 각종 장치용 
진공기기 유닛의 설계·제작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Technologies를 더욱 강화하는것이, IKC의 Foundation으로 하는 테마입니다. VLSI
나 유기EL등, Higher integrations· Higher definitions가 진행되고 있는  디바이스의 
제조를 유지하는 진공기술은, Green innovations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공헌하는 것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 대형Assembled chamber(사이즈:2000x2000)
　Flat Seal Valve부착(개구부 사이즈:100x1500)　

■ Clamp Couplings ■ 배관Fittings

■ chamber



〒100-0005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3-1-1 国際ビル813
 TEL: 03-3211-7111　FAX: 03-3211-7110
http://www.ikc.co.jp/

Kokusai Building 813, 3-1-1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0005, Japan
Tel.: +81-3-3211-7111  Fax: +81-3-3211-7110
http://www.ikc.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