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억의 연결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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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Skyworks는 고성능 아날로그 반도체 부문의 혁신 기업입니다.

Skyworks의 솔루션은 무선 네트워크 혁신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광대역 통신망, 
커넥티드 홈, 산업, 인프라, 사물 인터넷, 의료, 군사, 모바일 및 웨어러블 시장 내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람과 장소, 사물을 
연결합니다. Skyworks는 광범위한 기술적 역량과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yworks의 고객들은 사람들의 생활,  
일, 놀이 및 교육의 방식을 바꾸는 혁신적인 통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글로벌 업계 
선두 기업들입니다.

"Skyworks는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과 최종 시장 전반에 걸쳐 
증가하는 글로벌 무선 유비쿼터스 연결의 전면에 서 있습니다. 
Skyworks 솔루션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다양한 장치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보안과 빠른 속도, 끊김 없는 연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

창립 2002

SWKS

Irvine, CA

10,000+

종목명
(NASDAQ)

본사

5260 California Avenue

직원

2020년 현재
-Liam K. Griffin
사장 겸 CEO

언제나 모든 이와 모든 것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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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애플리케이션의 
혁신적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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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works의 제안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
집과 회사, 이동 중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에서 상시 연결된 연결성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아날로그 및 복합 신호 복잡성도 수반되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데이터 전송률을 
높이고 연결 기술이 끊김 없이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모든 기능을 최소한의 공간만 점유하면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계 상의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세계적인 수준의 시스템 전문성 외에도 신호 전송 및 
컨디셔닝, 필터링, 튜닝, 전력 관리, 전압 조정 및 배터리 
충전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Skyworks는 복잡성을 낮추고 비교 불허의 통합 수준과 
뛰어난 아날로그 성능을 제공하는 탁월한 구성 및 맞춤  
제작 유연성을 갖춘 솔루션을 혁신하고 창조합니다.

독점적인 통합 기술
더 뛰어난 기능과 빠른 통신 속도를 전달하는 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kyworks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고성능 무선 솔루션 업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 통합의 한계를 
넘어서며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과 고급 제조 기술 및 
핵심 패키징 역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 재산
반도체 산업에서 혁신과 지적 재산의 핵심은 특허입니다. 
업계 내 당사의 리더십 입지는 3,5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특허가 포함된 지적 재산 목록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공정 기술 경험
Skyworks는 GaAs HBT, pHEMT, BiCMOS, SiGe, CMOS, SOI, BAW 및 TC-SAW(Skyworks의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에 걸쳐 통합된)
를 포함한 여러 공정 기술과 함께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G를 위한 획기적 솔루션

잇따른 기술 세대에 걸친 수십 년의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 경험을 통해 Skyworks는 심층적인 시스템 지식, 전략적 파트너십 및 엄청난 투자를 활용하여 5G 
사용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Sky5®는 혁명적인 5G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Skyworks의 통합 플랫폼입니다. 매우 유연하고 맞춤 지정이 가능한 당사의 사상 초유의 시스템 솔루션 
제품군은 획기적 성능과 시설 공간, 전력 효율을 제공합니다. 고도로 통합된, 뛰어난 성능의 송/수신 프론트엔드 솔루션과 다중 수신(DRx) 모듈을 포함하는 이런 
고급 무선 엔진은 6 GHz 미만 범위의 새로운 스펙트럼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그 엔진들은 기저대 애그노스틱이며 3GPP 표준을 준수하여 
고객에게 성능과 구현 용이성 및 출시 시기 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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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ing the 5G Revolution 
5G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 통합



왜 Skyworks인가?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
오늘날의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Skyworks는 품질이 차별화 요소이며 고객 만족이 Skyworks의 성공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Skyworks
는 제품 개발 주기부터 제조 운영과 사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으로 고품질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은 
귀하의 비즈니스를 위한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로 환산됩니다.

글로벌 기업
Skyworks는 아시아, 유럽, 북미 전역에서 설계, 제조, 판매, 서비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yworks는  동급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수준의 요구 사항에 대한 Skyworks의 심층적인 이해를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엔지니어들을 채용함으로써,  고객은 완전한 아날로그 시스템 
공급을 Skyworks에게 맡기고 시장 수요와 산업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Skyworks의 첨단 제조 시설은 다양한 기술을 채용하고 최고 수준의 운영을 통해 매년 50억 개 이상의 유닛을 개별 구성 요소, 모듈 또는 고집적 
솔루션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Skyworks는 경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에서 수직으로 통합하거나 첨단 역량을 위해 연합에 참여하고 
전략적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혼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내부 설비 가동률을 높게 유지하면서 제조 역량과 시장 수요의 균형을 더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의 이점과 민첩함 및 유연함을 유지하는 역량을 결합하여 업계에서 가장 짧은 주기 시간, 가장 높은 수율,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낮은 비용 구조를 달성합니다.

Skyworks의 모든 솔루션은 언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와 검증된 기술로 뒷받침됩니다.

인증

Skyworks는 업계 리더로서 전통적인 기준과 고객 요구 사항 이상을 추구합니다. Skyworks는 고품질 시스템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했으며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편, Skyworks의 품질 리더십은 AS9100D, ISO 9001, ISO/TS 16949, ISO 14001 
및 ANSI/ESD S.20.20의 공식 써드 파티 등록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의 기술 리더십
Skyworks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간의 상호운용성, 법률 준수, 보안 및 기타 업계 필요에서의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표준 
조직의 구성원이자 적극적인 참여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전

홍콩

타이페이

상하이

베이징
서울 경기도  

도쿄

오사카
그린스보로

비숍스스토트퍼드
(Bishop’s Stortford)

헬싱키

파리
시더

래피즈

오타와
앤도버

워번(Woburn)

메히칼리

어바인
뉴베리 파크

새너제이(San Jose)
힐스버러(Hillsboro)

밀피타스
(Milpitas)

영업 지사
설계 센터
제조

애덤스타운(Adamstown)

코르크(Cork)



문화

Skyworks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기 위해 직원에게 역량과 동기를 부여하는 근무 환경을 유지 및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yworks의 문화는 관리 계층의 최소화, 용이한 협업, 열린 커뮤니케이션, 면밀히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적 자세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결과가 빠른 의사 결정과 혁신입니다. 

선정 / 수상
• Forbes: Forbes 100대 디지털 기업

• Fortune: 빠른 성장을 보이는 100대 기업

• 멕시코 연방 정부: 2015 국가 수출상 수상(PNE)

• STEM Workforce Diversity: 최고 고용주

• Motley Fool: 25 Best Companies in America

• Orange County Register: 최고 직장

• Great Place to Work 인증: 2016년 인증(멕시코)

다양성과 포용성
Skyworks는 직장 내의 다양성을 지지하며, 직원들이 전세계적으로 70개 국적을 대표한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kyworks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Skyworks는 기회 균등 고용주입니다. 고용 결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유전적 요인, 군/전역 상태 또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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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과 선택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Skyworks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kyworks는 설계와 개발에서 제조, 성능 및 수명 종료에 이르기까지 제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 효율성에 따라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조 효율성에 따라 최소의 자재와 천연 자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업 시민 의식
Skyworks의 목적은 품질 및 지속 가능성 정책에 따라 책임감 있게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Skyworks 시스템은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RBA®) 행동 강령 따라 설계 
및 운영됩니다. RBA®는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 및 지역 사회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전력하는 전자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연합입니다. RBA® 회원사는 공동의 행동 규범을 따르고 그 규범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양한 RBA® 
교육 및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공급망의 사회, 환경 및 윤리적 책임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솔루션
오늘 그리고 내일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skyworks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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