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다이신쿠(KDS)–싸이타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2015년 11월 16일,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 메가칩스 코포레이션(MegaChips Corporation, Tokyo Stock 
Exchange: 6875)의 100% 자회사인 MEMS 및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기업 싸이타임 코포레이션(SiTime 
Corporation)은 쿼츠 크리스털 디바이스 및 공진기 분야의 업계 선도적인 제조업체이자 공급업체인 다이

신쿠 코포레이션(Daishinku Corporation, Tokyo Stock Exchange: 6962)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고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업계 선도업체인 양사가 타이밍 시장을 선도하고 MEMS 주파수 제어 제품 

채택을 높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다이신쿠 (KDS)의 소헤이 하네가와(Sohei Hasegawa) 사장은 “쿼츠 크리스털 기반 디바이스 외에도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텔레콤과 같이 고속 성장하는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로 싸이타임의 MEMS 타이밍 

디바이스를 판매할 계획이다. 다이신쿠 제품 라인에 싸이타임의 독자적인 MEMS 타이밍 디바이스를 추

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협력의 일환으로, 다이신쿠는 수 만 명의 고객사들의 광범위한 글로벌 세일즈 및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KDS 브랜드로 싸이타임의 업계 선도적인 MEMS 오실레이터도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이신쿠는 

경쟁력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들로 MEMS 타이밍 디바이스 로드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싸이타임

과 협력할 방침이다.

싸이타임의 라제쉬 바쉬스트(Rajesh Vashist) CEO는 “2015년은 싸이타임과 MEMS 타이밍 시장에 있어 

격변의 한 해였다”면서 “주력 제품에 대한 열정과 기술적 혁신을 통해, 싸이타임은 모든 경쟁사를 압도할 

정도로 MEMS 타이밍에 주력해 온 유일한 기업이다. 우리 제품들은 경쟁사보다 몇 년을 앞선 기술 혁신 

제품들로서, 웨어러블, 모바일, 가전제품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제쉬 바쉬스트 CEO는 “지난 50년간, 다이신쿠는 쿼츠 크리스털 기반 타이밍 시장에서 선도적인 리더

로써 우수한 평판을 쌓아왔다”며 “이번 다이신쿠와 싸이타임의 파트너십은 양사 모두가 승자가 되는 협력

관계로서, 이를 통해 모든 전자 기업들이 우리의 MEMS 타이밍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

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가칩스의 아키라 타카타(Akira Takata) 사장 겸 CEO는 “다이신쿠는 쿼츠 크리스털 기반의 주파수 제어 

제품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기술 혁신, 품질,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평판을 받아왔다”면서 “싸이

타임이 메가칩스의 일부가 된지 1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싸이타임은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경쟁 구도

http://www.megachips.co.jp/english/index.html
http://www.megachips.co.jp/english/index.html
http://www.sitime.com
http://www.sitime.com
http://www.sitime.com
http://www.sitime.com
https://www.kds.info/index_en.htm
https://www.kds.info/index_en.htm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우리는 싸이타임과 KDS 파트너십이 MEMS 타이밍 솔루션을 위한 새로운 시

장을 열고, 이를 통해 모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여긴다. 업계 선도 업체들 간의 이

번 파트너십은 업계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신쿠(Daishinku:(KDS) 회사 소개

다이신쿠 코포레이션(KDS)은 모바일 폰에서부터 통신 위성에 이르는 폭넓은 전자 디바이스에서 사용되

는 고품질 크리스털 디바이스 및 공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계 선도 기업이다. 다이신쿠는 합성 쿼츠 

크리스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크리스털 디바이스 및 공조기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 제어에 대

해 세계적인 평판을 받아왔다. 1959년 회사 설립 이후, 다이신쿠는 전세계 고객사들과 탄탄한 신뢰를 쌓

아오면서 브랜드 자체가 곧 신뢰성을 대표하게 됐다.  

싸이타임(SiTime) 회사 소개

싸이타임 코포레이션(SiTime Corporation)은 MEMS 및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메가칩스 코포레이

션(MegaChips Corporation; Tokyo Stock Exchange: 6875)의 100% 자회사이다. 싸이타임은 MEMS 기반 

실리콘 타이밍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싸이타임의 구성 변경이 가능한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더 우수한 성능, 더 작은 크기, 더 높은 신뢰성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다. 싸이타임의 풍부한 기능세

트와 유연성을 통해 고객들은 자신들의 공급망, 총소유비용 절감, 시장 출시 시기 단축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표준화된 반도체 공정과 대량생산 패키징을 사용함으로써, 싸이타임은 업계 최고수준의 공급력과 매
우 짧은 납기 기간을 제공한다. 싸이타임은 9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3억 5,000 만 개의 

디바이스를 선적하면서 실리콘 기반의 타이밍 소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
다. 상세 정보는 www.sitime.com참조.

싸이타임 본사 문의:
Piyush Sevalia/ Executive Vice President, Marketing
SiTime Corporation
408.331.9138
psevalia@si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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