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N(질화갈륨) 파워 디바이스의 세계적 리더인 

GaN Systems Inc.(이하, GaN Systems사)와 파워 반

도체의 리딩 컴퍼니인 로옴 주식회사(이하, 로옴 / www.

rohm.co.kr)는 파워 일렉트로닉스 시장의 혁신적인 진

화에 기여하기 위해 GaN 파워 디바이스 사업에서 협업

을 개시했다.

이번 협업은 GaN Systems사의 GaN 파워 트랜지스

터의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로옴의 GaN 파워 디바

이스 기술 및 다양한 전자부품의 설계·제조 기술을 종

합하여 융합한 것이다. GaN Systems사의 GaNPXTM 

패키징 기술 및 로옴의 전통적인 파워 디바이스 패키징 

기술을 모두 활용하여 GaN 디바이스에 최적인 제품을 

공동 개발한다. 이에 따라, GaN 디바이스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 수 있다. 또한, 양사가 호환성이 

있는 제품을 제공함에 따라, 양사의 고객은 GaN 디바

이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GaN 시장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

는 양사의 고객은 GaN 제품과 그 기술 서포트를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양사는 GaN 파워 디바이스의 연구 

개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하여, 산업 기기, 자동차 및 

가전 분야에 획기적인 제품을 제안한다. 

앞으로도 고객의 솔루션에 대한 선택지를 확대하고

자, 양사의 협력을 통해 GaN 제품의 라인업을 확충하

여, 파워 일렉트로닉스 시장의 에너지 절약화 및 소형

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GaN Systems사와 로옴이 

GaN 파워 디바이스 보급을 위해 협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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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 Systems Inc. CEO Mr. Jim Witham는 “GaN 

파워 디바이스는 파워 일렉트로닉스 분야에서 그 포지

션이 급속히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은 파워 일

렉트로닉스 제품에서 GaN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

냅니다. 이번에, 업계를 리드하는 기술 개발로 유명한 

로옴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을 매우 개쁘게 생

각합니다. 양사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조합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고출력 및 고효율, 소형·경량화를 실

현하는 GaN의 메리트를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로옴 주식회사 전무이사 Katsumi Azuma는 “로옴은 

파워 디바이스 사업을 성장 전략의 하나로 세워, 업계

를 리드하는 SiC(탄화규소) 파워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최첨단 디바이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성능을 최대화

시키는 게이트 드라이버 등의 제어 기술을 조합한 파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GaN에 대해서도 개발을 추진해 왔습

니다. 앞으로 시장 요구에 더욱 적합한 폭넓은 파워 솔

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양사의 우수한 기술 및 지식을 

융합하여, 차세대 파워 디바이스 개발을 가속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GaN 파워 디바이스는 GaN(질화갈륨)이란, 차세대 

파워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반도체 재료이다. 우수한 물

성과 고주파 특성으로, 저내압 영역에서 채용되고 있

다. 예를 들어, GaN 파워 디바이스를 DC/DC 컨버터 

및 인버터 등의 전원 장치에 탑재하면, 전력 변환 효율 

향상 및 장치의 소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미 양산

되고 있는 SiC(실리콘 카바이드)를 보완하는 파워 디바

이스로서 향후 보급이 기대되고 있다.

GaN Systems은 GaN 파워 반도체의 글로벌 리더이

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 자동

차, 공업용 모터, 소비자용 전자 제품 등, 시장 요구가 

까다로운 업계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

장을 리드하는 이노베이터 기업인 GaN Systems는 한

층 더 소형화된 저비용의 고전력 효율 시스템 설계를 

실현했다. 수상이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기존의 실리

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스템 디자인의 가능성을 개척

했다고 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 성능의 룰을 변화시킴으

로써, GaN Systems는 전력 변환 업계의 혁신에 기여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www.gansystems.com, 또는 Face book, 

Twitter, LinkedIn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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