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종하지 않는

기술이�진보함에�따라�전자부품은�점점�더�작아지고

오래된�부품은�단종되고�있습니다.

엠시스템은�최신�부품을�사용하여�설계�변경을�거듭하며, 

같은�형식, 같은�성능, 같은�외형의�제품을�계속해서�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상은�이에�대한�내용을�소개한�것입니다. 

꼭�시청해�주십시오.

 

부품�단종, 자연재해로�의한�부품�조달의
어려움�등을�극복해�왔습니다！

설계�변경을�지원하는  자사�평가�시험�시설
교토�테크노센터�전파암실

엠시스템은
         어디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채널을�등록해�주세요.
엠시스템의�홈페이지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s://www.m-system.com/video_k/

백문이�불여일견！
꼭�한번�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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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의 생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제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엠시스템은 전자부품의 공급이 중단되어도"단종하지 
않는다"를 정책으로 세우고 대체 부품으로 대응하거나,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회로가 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만드는

생산체제

전자 부품의 공급 중단과 시대 배경

전자 부품의 공급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신속한 설계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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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설계 변경한 횟수

설계 변경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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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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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중단된 전자 부품 건수

년

［공급 중단된 전자 부품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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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의 M-UNIT 현재의 M-UNIT

전자 부품의 입수가 어려워진 원인은 부품 제조업체의 
일방적인 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
은 것 같습니다. 일본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사업소 
통폐합으로 부품이 단종되는 경우 이외에도, 동일본 
대지진으로 부품 공장이 피해를 입거나 태국에서 발생
한 홍수로 공장이 침수되어 부품 입수가 어려워진 경우
도 있었습니다.

전자 부품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는 부품 제조업체
에서 미리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를 받은 설계부문은 
바로 설계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산출합니다. 생산관
리부문은 설계 기간 내의 출하 대수를 산출하여 부품 
제조업체에 필요한 수량을 주문합니다.
회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평가 시험 등 여러 개
의 항목에 걸쳐서 수정 사항이 발생하지만, 엠시스
템에는 공공기관에 인증/등록된 전파암실과 실드룸 
등 필요한 시험 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효율적으로 변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Your local representative:

M-SYSTEM CO.,LTD.
본사
MG KOREA CO., LTD.

주소：�-�-��, Minamitsumori, Nishinari-ku, Osaka ���-���� JAPAN
전화：+��-�����-����　팩스：+��-�����-����

우편�번호：�����
주소：서울�성동구�성수일로�길 ��, ����호
전화：��-���-����　팩스：���-����-����
E-Mail：mgkorea@m-system.co.jp

자세한�내용은�엠시스템으로�문의해�주십시오.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콘덴서 
　부품 입수가 
　어려워져 
　제조업체를 
　변경했습니다.
　설계 변경: ���회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콘덴서 부품 
　입수가 어려워져 제조업체를 변경했습니다.
　설계 변경: �,���회
●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의 영향으로 
　트랜지스터 부품이 생산 중단되어 
　제조업체를 변경했습니다.
　설계 변경: ���회

●트랜스 부품 제조업체의 사업 폐지로 
인해 제조업체를 변경했습니다.

　설계 변경: �,���회 
●일본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사업소 

통폐합에 의해  부품이 단종되었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변경했습니다. 
　설계 변경: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