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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에 관한 플래닝

나사에 관한 다양한 요구를 최적화시켜 해결하겠습니다 .
저희 ( 주 ) 이케다 네지쇼카이는 나사에 관한 모든것을 기점으로
빠른 계획력 그리고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님들께서 원

나사에 대한 컨설팅

하시는 제품을 최적화된 서비스로 부응해 드리는 맞춤형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
창업이래 나사관련업종의 외길만을 걸어온 저희 이케다 네지 쇼카이는 현재 일본중부에 위치
한 시즈오카현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굴지의 매출량을 자랑하는 나사판매점으로 성장을 해왔
습니다 . 그 긴 세월 속에 고객님들께서 문의하시는 여러 문제점의 빠른 해결을 위하여 출발한

당사의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지식으로

제안형컨설팅 방식은 기존에 판매방식의 틀에서 벗어난 신개념 개발컨설팅의 영업방식으로
써 주 판매 영역인 시즈오카현은 물론이고 현재는 현내 뿐만아니라 그 영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한 자세와 방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주문받
은 물건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나사에 관한 정보 , 기술 , 서비스를 활
용하여 고객님의 신제품 , 신공법 개발지원등 내적인 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든든한 파트너의
관계로 고객님께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많은 분야에서 고도의 품질 신뢰성을 요구하

고객님들의 요구를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는 요즘 . 나사에도 더 많은 진화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
저희들은 고객님과 제조사와의 중간관계자 역활로써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독창적인 나
사의 진화를 인도하는 사회의 일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근현대의 모든 창작의 근
원이자 모토인 나사 . 그 이념에 걸맞는 프로의식과 프라이드를 모토로 삼아 기업윤리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
주요 사업내용
● 일본 표준기획제품(JIS)에 의거하여 주문받은 제품 및 종류를 불문하고 여러가지 나사류를 제공하고 판매.
● 앏은 보호필름에 볼트와 너트, 와셔, 스프링와셔 등을 일체화로 포장시킨 팩트의 제조,판매 및 연구개발.
● 요구주문에 따른 최적의 나사 및 체결품을 제안, 제공 또는 오리지널 나사의 개발과 그에 따른 컨설팅업무.
● 하이텐션볼트의 현장납품 및 검사업무.
● 각종 공구의 판매.

본사 개발품인 팩트가 이뤄낸 전통의 메달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한 당사의 등록상표
특허품 팩트 . 그중에서 1995 년 일본내에서도
권위있는 과학기술청장상을 수상하여
메달을 취득하였습니다 . 이 메달에는
고대건축가 비톨 비우스가 창조한 [ 인류의
불의 순화 ] 가 그려져 있습니다 . 불의
순화에 따라 과학기술은 그 장래를 인류의
손에 맡기게 되었고 그런 태곳적 정신을
상징하는 메달의 의도를 가슴속에 새기며
현사회에 책임을 임하는 자세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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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작업의 혁신을 불러 일으키다

현장에서 발견한 독창성으로

본 사 의 자 세 를 상 징 하 는 개 발 품［ 팩 트 ］
항상 세트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별로 공급되는 볼트 , 너트 , 와셔 등의 잠금부품들을 얇은 필름으로 포장시켜
일체화시킨 제품으로 볼트와 너트의 기능을 손실시키지 않은 채 작업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신개발품 [ 팩트 ]. 개발
이래 다양한 팩트가 주택건축을 시작하는 많은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또한 과학기술청장관상을 비롯한 발명 분야의
상을 수상하는 등 나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러한 팩트의 발명도 현장에서 나사체결 작업의
더딘 속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개발한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저희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들러오는 여러 가지 고충과
의문점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수많은 과제해결에 계속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
［팩트］의 특징
● 볼트, 너트, 와셔 등의 일체화로 인해 잠금, 조임의 작업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킴.
● 부품의 일체화로 분실 우려를 줄이고 시공미스를 방지하는 등 체결작업의 신뢰성 향상.
● 외관을 감싸고 있는 피막으로 인해 건축자재 등 타 부품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음.
● 녹슬음방지 효과가 탁월함. 비닐피막으로 인한 보호작용이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킴.
● 포장에 쓰이는 피막은 인쇄가 용이하여 부품의 식별성을 높히고 시공미스를 방지한다.

주요 실적
（목조 ▪ 경량철골）▪ 빌딩 외벽공사 ▪ 기계제조 ▪ 토목공사.
▪ 주택건축
팩트 사업부는 ISO9001： 2008
JIS Q 9001:2008 을 인증 취득하고
있습니다.
ISO 9001인증 번호
제1416739

팩트의 정신을 모든 업무에
여려 종류의 나사를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제공.
팩트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표준규격제품 (JIS 제품) 주문제품을 발주 요망에 따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신속히 납품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신제품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
나사판매뿐만 아니라 관련제품정보를 전달하는 상사의 역활 및 나사 제조사와의 긴밀한 연계를 살려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항시 신속히 제공하고 거래처의 기술개선과 제품신뢰성 향상등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
현장리서치
현장과 항시 접신을 유지 . 체결작업 및 조립 , 시공에 관한 과제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보다 알맞은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개발 체제의 정비
일반적인 나사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독자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나사 제조사들과 함께
새로운 오리지널 개발품의 협력을 돕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검사 업무
본사는 하이텐션볼트의 현장납품 및 검사가 가능한 현장인수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현재도 설계사무소 , 종합건설회사
등에서 주문 , 설치한 하이텐션 볼트의 매매 및 납품 , 검사 업무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품질 안전성의 신뢰를 높일뿐만 아니라 현장의
이해와 판정을 중시하는 업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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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관련에 관한 그 어떠한 자문이라도 고객님의 문제해결에 성심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기업

반세기의 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회사개요

환경대책의 토탈어드바이저

릿카공업주식회사

연혁

후지시로부터 태어난 기업으로써 사회 공헌을 .
상

호

주식회사 이케다 네지 쇼카이

설

립

1966년 10월 1일

종 업 원

80명（ 2012년도 현재）

자 본 금

1,200만엔

대 표 자

대표이사 이케다 카츠히로

업무내용

* 팩트의 제조, 판매 및 연구개발（피막필름을 입힌
나사부품들을 타부품들과 체결시킨 상품）
* 상담에 따른 최적의 상품을 제안
오리지널 나사개발에 따른 컨설팅 업무
* 나사류의 판매（표준규격품,절삭가공품,냉간압조품,
열간단조품, 프레스가공품, 굴절가공품, 용접가공품,
스프링가공품 등）
* 기계공구판매ㆍ물류기기판매
* 밸브,조인트,플랜지파이프제품판매
* 하이텐션볼트의 현장납품, 검사업무

거래은행

관련기업

시미즈은행 후지지점, 시즈오카은행 후지지점
미즈호은행 시즈오카지점, 시즈오카신용금고
요시와라지점
릿카공업주식회사
（시즈오카현 환경 개량사업소, 작업환경 측정 및 대기,
수질검사기관, 배수처리장치의 설계 시공 및 기타등등）

주요판매처 （주）아이에이아이, I H I운반기계（주）,（주）아루바쿠
ABB（주）, SUS（ 주）,（주）에이치케이에스, 엔슈우（주）
（주）오오카와하라제작소, 오치아이하모노공업（주）
카와사키기공（주）, 쿠리타공업（주）
（주）코바야시제작소, 미츠토모제작소（주）
스즈키제기（주）,（주）스즈키비즈니스
（주）스미케이닛케이엔지니어링, 세키스이하우스（주）
타이요우공업（주）,（주）타츠미, 도시바기계（주）
토키코테크노（주）,（주）나루코이와이, 닛토우공업（주）
니혼케이금속（주）, 햐쿠넨주택（주）
（주）무라카미카이메이도
주요거래처 알프스정공（주）,（주）임페리얼,（주）우메다정밀
SPS안브라코（주）,（주）오오츠카공장, 오오츠철공（주）
（주）오치아이, 키시와다스텐레스（주）, 삼원금속공업사
산코테크노（주）, 산와정공（주）,（주）산와철공
스미킨정압품공업（주）,（주）스리본드
타이요우화스너（주）, 트라스코나카야마（주）
나가이단조（주）, 니혼케미컬스크류（주）
니혼뵤우라（주）, 니혼스프류（주）, 니혼패스너공업（주）
하드록공업（주）, 하마나카너트판매（주）
히카리정공（주）,（주）호시모토, 팝리벳패스너（주）
볼트원（주）, 마에다금속공업（주）, 우전공업（주）
마츠킨공업（주）, 미야가와금속판매（주）
유니타이트
（주）,（주）욧토인다이와, 와코우금속공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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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 본사 / 제1창고
〒416-0906 시즈오카현 후지시 모토이치바 420번
지 13 ［토지： 1,652m² 점포：1,505m²］
TEL. 81-54-564-2048 FAX. 81-54-563-9092

1960년

3월

후지시 모토이치바에서 이케다 네지
쇼카이를 창업.

1966년

10월

1968년

12월

시미즈지점 신설.

1971년

10월

시마다지점（현 요시다지점）을 신설.

1978년

6월

후지사와지점을 신설.

1984년

3월

팩트사업부를 개설.

자본금 300만엔으로 주식회사 이케다
네지 쇼카이를 설립.

너트와 와셔등에 필름을입힌 포장제품
의 제조,판매를 개시.（특허）
1989년

3월

1992년

10월

팩트제조를 위한 공장을 신설.
진흥재단발명협회 관동지역으로부터

이케다 네지 쇼카이는 일본에서도 유수의 공업도시
후지시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 이러한
공업도시에서는 고도의 환경대책을 계획하여 도시환경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당사는 이제껏 본사의 뿌리가 되어 회사를 길러 주었던
본고장에 보답을 해야할 시점이라 생각한 것을 계기로
1971 년 환경보호유지 서포터를 목적으로 한 전문가집단
[RIKKA] 를 창업했습니다 .
창업이래 모든 환경분야의 측정 , 분석 , 환경장치의 관리 ,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토털 어드바이저로써 성장 . 관공서를
중심으로 현내 전역에 정확하고 친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사와셔세트］로 발명 장려상 수상.
● 제2창고
〒416-0931 시즈오카현 후지시 다데와라 아자후쿠
로마치 45번지14 ［토지： 826m² 창고：359m²］
● 팩트사업부 / 제1공장
〒416-0946 시즈오카현 후지시 고칸지마 897
번지 1 ［토지： 1,021m² 공장： 525m²］
TEL. 81-54-562-1166 FAX. 81-54-562-1170
● 제2공장
〒416-0946 시즈오카현 후지시 고칸지마 910번지
［토지： 1,031m² 점포：1,238m²］
● 시미즈지점
〒424-0934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 무라마쓰하라 3쵸메 1번 5호
［토지： 262m² 점포：294m²］
TEL. 81-54-334-2048 FAX. 81-54-335-6164
● 요시다지점
〒421-0304 시즈오카현 하이바라군 요시다쵸
칸베 1534-1 ［토지： 2,679m² 점포：919.24m²］
TEL. 81-54-834-2200 FAX. 81-54-834-2201
● 후지사와지점
〒252-0815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이시카와
6쵸메 18번 34호［토지： 748m² 점포：451m²］
TEL. 81-466-88-1161 FAX. 81-466-88-3119
● 시마다 배송센터
〒427-0111 시즈오카현 시마다시 사카모토 917번지
［토지： 1,234m² 창고： 645 m²］
TEL. 81-54-738-1177 FAX. 81-54-738-3143
● 배송센터（건축예정지）
〒437-1421 시즈오카현 가케카와시 오사카
402번지［토지： 4,203m²］

1993년

10월

1993년

12월 ［체결부재.체결용기계요소셋트,체결용 기

시즈오카현 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조개발 우량기업 표창.
계요소의결합방법］으로 미국, 대만 외
세계 각국의 특허취득.（와셔조립기술）

1995년

4월

1996년

11월

1998년

국무대신 과학기술청장관상 수상.

사업내용
■ 측정 , 분석
수질 , 대기 , 악취 , 토양 , 소음 , 진동 , 작업환경 ,
식수 , 산업폐기물 , 기타

팩트 제2공장 신설.

4월 ［복수의 체결구조 및 결합방법］
으로 특허취득.

1998년

11월

1999년

4월

오사카 영업소 신설.
하이텐션볼트의 현장 납품 및 검사
업무를 개시 .

2004년

5월

팩트 사업부 ISO9001 ： 2000인증 취득
인증 증명서 번호 제 152091.

2006년

3월

제2창고 신설.

2010년

3월

시마다지점을 시마다센터로 개장.

2011년

5월

■ 각종 환경 설비의 설계 , 시공

요시다지점 신설.
이케다 카츠히로가 대표이사로 취임.

■ 각종 환경 설비의 유지관리

■ 각종 환경 설비기구의 판매
■ 공업 약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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