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success is our future

The Best or Nothing
SAMAS는 자동차의 Wire Harness와 Micro Switch 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자동차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1996년 중국 제1공장과 2005년 중국 제2공장 (삼정전자)
2010년 중국 제3공장 (삼진전자)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성공장 설립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보다 낮게(가격), 보다 빠르게(납기), 보다 높게(품질)’의 슬로건 아래
최상의 고객 만족을 위하여 오늘도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다높게

납기
가격
보다낮게

보다빠르게

연혁 History
2010 ~ 2014
10.06

SQ-MARK 획득 (개성공장)

12.03

TS16949,ISO14000 품질인증 획득 (개성공장)

10.11

린이 삼진전자 유한공사 중국 현지법인 설립 (중국 산동성)

12.12

SKI 전기차 (PS EV) 배터리용 RAD SWITCH 수주

11.03

삼진전자 HKMC XM / TF MAIN WIR’G 초도 생산

13.11

GM HOOD LATCH 용 Micro Switch PPAP 승인

11.04

SQ-MARK 획득 (삼진전자)

14.01

HKMC HOOD LATCH 용 Micro Switch 공동개발 착수

11.08

GM HOOD LATCH용 Micro Switch 수주 (PHA-삼정전자)

14.10

세코닉스 후방카메라 WIR’G 수주 (개성공장)

2005 ~ 2009
05.04

삼정전자 위해 유한공사 중국 현지법인 (중국 산동성) 설립

07.09

- HKMC LAMP WIR’G 생산 (BUY-BACK)

INALFA 네덜란드 본사 품질승인
- SUNROOF WIR’G 수주

08.01

㈜ 사마스 개성공단 현지법인 설립

05.11

삼정전자 북경 SL HMC 중국 내수용 LAMP WIR’G 수주

08.06

㈜ 사마스 개성공단 현지법인 착공

06.03

삼정전자 연태 SL GM 중국 내수용 LAMP WIR’G 수주

09.07

㈜ 사마스 개선공단 현지법인 준공 (18,325㎡)

06.08

생산통합 시스템 (업무 전산화) 구축

09.08

㈜ 사마스 개성공장 생산통합 시스템 구축

1996 ~ 2004
93.09

SAMAS KOREA 설립

01.02

삼아전자 신축 이전 (4,975㎡)

96.08

삼아전자 위해 유한공사 중국 현지법인 설립 (중국 산동성)

02.06

삼아전자 1층 증축 (5,270㎡)

- HMC MAIN WIR’G 생산

02.10

㈜ 사마스 전자 본사 이전 (경북 경주시)

96.10

HMC X2 (엑셀) CKD MAIN WIR’G 초도 생산

02.10

사내 인트라넷 구축

97.07

HMC X3 (엑센트) CKD MAIN WIR’G 생산

02.11

삼아전자 2차 증축 (4,896㎡)

97.09

㈜ 사마스 전자 법인 설립 (충남 청양)

03.01

SQ-MARK 획득 (삼아전자)

- HMC EF, XG MAIN WIR’G 생산

03.12

ISO9001:2000 품질인증 획득 (삼아전자)

99.07

삼아전자 중국 현지법인 LC MAIN OEM 생산

04.01

동풍열달 기아자동차 MAIN WIR’G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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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개

개성 사마스
·소 재 지: 개성공단
·대지면적: 1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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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중국 린이
·대지면적: 31,300㎡

·건축면적: 7,530㎡
·설립연도: 2010.11

서울본사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4-3 제이타워빌딩 6층
T. 02 - 2143 - 5943

물류센터

화성 물류센터/ 경주 물류센터/ 군산 물류센터

SAMAS AMERICA (LA OFFICE)

삼정전자 (위해)
·소 재 지: 중국 위해
·대지면적: 9,900㎡

삼진전자 (담성)

·건축면적: 8,405㎡
·설립연도: 2008.01

·건축면적: 3,400㎡
·설립연도: 2005.03

SAMAS는 2008년 개성법인의 설립을 통해

보다 낮게(가격), 보다 빠르게(납기), 보다 높게(품질)이라는
최상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성 SAMAS
1. 개성(제조)-서울(금융)-인천(물류)의 삼각 경제벨트
개성의 우수한 인적 자본과 서울의 금융/서비스,인천공항 및 인천항의 물류기지의 연결

품질

접근성

보다 낮게
(가격)
보다 빠르게
(접근성)
보다 높게
(품질)

가격

2. 동북아 경제중심 거점 확보
철도 : 문산(한국) <ㅡ> 개성 27.3km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를 통한
동북아와 유라시아 연결을 통한 새로운 발전공간 확대

•노무비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여 적은 임금)
•물류비 (관세無, Inventory cost 절감)
•서울에서 60Km
•리드타임 감소
•같은언어 사용, 이직율 0%의 고용안정 (효율적 관리를 통한 불량율 감소)
•10년간의 현대&기아자동차 OEM통한 기술력
•ISO 9001/ TS 16949 획득

시베리아횡단철도
SAMAS 개성

삼진 전자
1. 원가절감 및 인원수급
산동성 대도시 대비 약25% 낮은 인건비
- 산동성 최대 인구보유 도시 소재(약 1,000만명)로 원활한
인원수급으로 인한 생산성,품질 향상

중국횡단철도

Under 3hours by Air

2. 물류의 요충지
산동성 (일조,청도,연태,위해),강소성(연운항) 활용

삼정 전자
1. 내수시장 선점
약 10여년간 GM, HONDA, HMC, INALFA, SL, MAGNA 등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인 파트너쉽 구축
2. 품질 관리 시스템
ISO/TS 16949 및 ISO9001 등 품질관리 시스템 발전을 통한 기업관리 시스템 구축

개성 사마스
위해 삼정전자

본사
화성물류

군산물류
경주물류
린이 삼진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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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WIRE HARNESS

ROOF WIRE HARNESS
Sun Roof, 실내등 제어 및 전원 공급

FLOOR WIRE HARNESS
시트,트렁크 및 리어 도어측에 제어 및 전원 공급

FRONT WIRE HARNESS

후방 카메라 하네스

Enjine 및 Transmission 제어 및 전원 공급

후방 카메라 제어 및 전원 공급

LAMP WIRE HARNESS

DOOR WIRE HARNESS

램프 제어 및 전원 공급

Door 제어 및 전원 공급

MAIN WIRE HARNESS
실내의 전장품 제어 및 전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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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SWITCH
RAD Unit Switch
RAD : Runaway Arrest Device
→ 배터리 셀 팽창 감지 센서

Micro Switch
미세한 점점 간격으로 스냅 동작기구를 갖추고
있는 스냅 스위치

8ea의 RAD Unit Switch가
직렬 조립되는 배터리 팩

Applicable Parts of Automobile
MICRO SWITCH 적용부위
Sun roof limit switch

E-Flex Fuel door switch
PHEV Charge port door switch
Trunk switch

Dash board lamp switch

Door latch module

Hood switch

Seat belt switch

Seat recl & tilt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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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WIRING HARNESS
제품공정시스템

자동절단압착

SUB 조립

조립

전선절단 및 압축 / 방수 SEAL 자동압착 /
단자 압착력 센서감지

하우징에 단자삽입 / 회로결합 ASS'Y 준비작업

회전식 컨베이어 / 회로 조립판 /

회로검사

제품검사

시험실

제품회로검사(누락/오배열검출) /
제품 PASS시 상표자동 출력 /
실핀 및 더미실 누락 파손 검출

제품 외관 및 기능 전수검사 /
중점 검사항목 선정 검사

WIRE 단자압착부 단면촬영 /
단면 부적합품 조치 / 압착하이트 및
인장력 측정 / 전압 강하시험

Relay & Fuse 비전검사

Air Leak 검사 Fool-Proof

형상 전용 지그 설치

품질특화공정시스템

검사공정 품질정보 전산화

검사공정 검사정보 및 부적합 정보 전산 등록 / 비전카메라를 통한 표준 이미지와 현품을 대비, 회로검사시 에어를 공급 정압/
공정 부적합정보 분석, 품질개선, 품질목표달성 누락 및 이종을 검출 / 부적합 발생시
부압을 이용하여 실누락, 파손등 부적합
부저음 발생
자동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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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MICRO SWITCH

Cap 열융착

B-Plate ass’y

B-plate초음파용착

Wire 자동 납땜

Terminal 자동 납땜

Epoxy 자동도포

Epoxy 건조

Air Leak Test

UV Bond 도포

UV Bond 건조

Lever 압입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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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인증 현황

SQ 인증서

ISO/TS 16949

벤처기업 확인서

ISO 14001

ERP 통한 생산성 효율 및 품질 관리
통합경영관리
인사

경영성과분석

의사결정지원

물류

자재관리

생산관리

생산기술

영업

품질관리

제품입고
제품입고현황정보

선입선출 관리
자재선입선출 자동화
자재출고지시서
(LOT별 출고량 지시)

생산계획
생산서열 예상계획정보
자동생성

설비 및 치공구관리
보전이력관리
절압작업지시서
설비별 등급, MTBF,
MTTR등 DATA분석

고객만족
수주즉시 납기약속
Order Tracking

공정품질정보 품질문제
피드백 DB
공정품질정보
실시간등록
공정품질 정보
검색및 분석
과거 품질정보
공유 및 분석

제품납품
실시간 현 재고 정보
납품내역 정보

구매처 자재/부품

10 www.samas.co.kr

생산종합효율관리
생산1팀설비별 종합효율
생산2팀라인별 종합효율

문의 고객/Buyer

R&D
1. 연구개발 PROCESS
PROTO

PILOT

PRODUCTION

- 제품개발 요청서 접수

- 제품개발 요청서 접수

- D-FMEA작성 검토

- 개발타당성 검토

- 개발타당성 검토

- 관리계획서 작성

- PRE제조공정도 작성

- Pilot 승인도면 작도

- 문제점분석 및 개선

- 신뢰성 시험

- 제조공정도 작성

- 양산 및 내구 TEST

- Sample 지원

- Pilot 검증 및 지원

2. 연구개발 구성
연구개발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 기획
단품 설계
사양검토/설계구상/
금형이력/수명관리/
금형설계

3. 기본전략

치공구 설계
자료수집/설계검토/
조립도/부품도/
개선 설계

공정설계

구매개발

공정 Layout/PFMEA/
실수방지 대책/
공정 설계

공급상 개발/협력업체
지속평가/견적 이력
관리

4. INNOVATION OF TECHNOLOGY

People

SAMAS연구소는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혁신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기
술 선진화를 추구하고 신기술을 개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업체로 성장.

- 우수인력 확보
- 고객사 요청에
대한 보다빠른
대응력 구축

PROJECT

Design Ability
- Technical
Benchmarking
- Design System

Design Process
SAMAS
R&D HUB

- 설계기간 단축
- 설계사양 최적화
- Process 표준화

(CAD/UG/CATIA/PRO-E)

신뢰성
품질계획 수립 및 운영/
검사 표준 제정/ 신뢰성
Test/공정능력평가

STANDARD
GENERIC
TRUST
PEOPLE

고객만족
신시장 개척
신제품 매출증대
고객 다변화

TOOL
METRICS

프로젝트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효율 극대화
Process관리 규정 준수 및 단계별 결과 Review & 평가
개발프로세스 표준화 및 지속적인 정비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표준화(시스템/부품)
제품 고유 기능별 모듈을 이용한 플랫폼 개발 및 적용
철저한 점검과 검증을 통한 Zero defect 제품 개발
우수인력 확보 및 지속적인 교율을 통한 고급인력 육성
지식공유를 통한 개발능력 극대화
선진화된 Design Tool을 활용한 Simulation 및 설계 최적화
(Design 능력 확대)
지속적인 평가(Cost, 품질, Time등)관리를 통한 연구부문 관리
효율 향상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지식능력 극대화

5. 신뢰성 시험장비

항온항습기

염수분무시험기

내진시험기

열충격시험기

낙하시험기

진동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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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AMAS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4-3 제이타워 6층
T. 02-2143-5943 F. 02-343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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