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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ime, 리얼리얼리얼리얼 타임타임타임타임 클록클록클록클록 및및및및 타이밍타이밍타이밍타이밍 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하는작동하는작동하는작동하는 세계세계세계세계 최초의최초의최초의최초의 MEMS 

공진기와공진기와공진기와공진기와 함께함께함께함께 $20억억억억 달러달러달러달러 공진기공진기공진기공진기 시장시장시장시장 입성입성입성입성 

 

석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능과 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리콘 디바이스로 형성 

 
SUNNYVALE, Calif. – November 30, 2010 – 실리콘 MEMS 기술 타이밍 솔루션의 선두주자인 SiTime 은 리얼 타임 클록 및 타이밍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SiT1052, 세계 최초의 

MEMS 공진기를 출시했다. SiT1052는 플라스틱 팩키지안에 통합되므로서, 모든 외부 타이밍 부품들을 전자시스템으로 부터 제거하므로 비용 효율적이다. 이공진기는 실리콘 기반의 타이밍 디바이스로서는 최고의 ± 5 PPM 총 주파수 안정성을 제공한다.  SiT1052의 대표적인 수요자는 리얼타임 클럭,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컨추롤러, 저전압 라디오, 센서노드, 시계, 스마트카드, 가전제품과 휴대용 애퓰리케이션의 ASSPs등의 IC 제조자들이다. 
 

 “SiTime은  타이밍 시장의 세가지 제품: 공진기, 오실레이터 & 클록 생성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MEMS기반의 뛰어난 기능, 성능, 빠른 가용성과 비용절감으로 

$1.5Billion (US 달러) 의 오실레이터 시장을 성공적으로 입성했습니다, 라고 라제시 바시스트 

(Rajesh Vashist), SiTime의 최고 경영자는 전했다.  업계 최초의 MEMS기반의 공진기와 함께 

SiTime은 이제 $2Billion (12 billion units)의 공진기 시장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SiTime은  이미 SiT1052 를 자사의 칩에 통합하고 있는 주요 대형 반도체업체와 협력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SiT1052 MEMS 공진기는 가장 작다는 32.768 kHz 크리스탈 공진기의 십분의 일의 크기이며, 업계에서 가장 작은 리얼 타임 클록 디바이스이다.  SiTime의 특허인  MEMS First™프로세서를 사용, 실리콘 상태에서 진공 밀폐됨으로 비싼 세라믹 패케지와 밀폐 실링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크리스탈 석영과 달리, SiTime의 MEMS 공진기 다이는 와이어 본딩 또는 플립 칩을 사용하여 

SOC, ASIC  및 ASSP 다이와 결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비용의 표준 반도체 플라스틱 패키지에 넣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보다 작아진 보드 공간, 적은 부품수와 빠른 시간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iT1052는 온도, 전압, 프로세스에 관련 퀄츠  보다 나은 최대± 5 PPM 주파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32kHz 퀄츠  공진기는  납땜과 리플로우때문에 상당한 주파수  변동을 보여준다고 알려져있다.  실리콘 MEMS공진기는 이런 특성을 보이지 않으며 그결과  고객은 애플리케이션 디자인과 구매에서 높은 성능, 안정성과 간소함을 경험 할 수 있다.  

SiTime 의 실리콘 기반의 MEMS 공진기는 반도체 산업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저하게 짧은 리드타임을 제공하며, 퀄츠제품보다 10배나은 50,000G 충격과 70G 진동을 견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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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 공진기는 또한 무어의 법칙의 혜택과 기존 퀄츠제품보다 현저희 나은 비용 탄도를 제공한다. 
 
SiT1052 MEMS 공진기는 KGD (Known Good Die)로 제공되며, 현재 생산 중이다. SiTime 은 공진기 다이, 아날로그 회로 IP를 포함한 완전한 솔루션을 제공하므로서 신속하고 빠르게 수익을 구할 수있도록 한다.   
 가격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itime.com/sales/ 로 연락바랍니다.  
 제품관련 정보: www.sitime.com/products/resonator/sit1052 
 
 
About SiTime 사이타임에사이타임에사이타임에사이타임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SiTime은 MEMS기반의 실리콘 타이밍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날로그 반도체회사입니다. 

85%의 시장점유률과 30 million 이상의 디바이스 출하와 함께, SiTime 은 (미화) $5Billion 의 타이밍 시장을 100% 실리콘 기반 타이밍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SiTime의 구성 가능한 솔루션은 고객들이 더 높은 성능, 크기 감소 및 더 나은 신뢰성과 함께 자신의 제품을 차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Time 의 풍부한 기능 세트와 솔루션의 유연성은 고객의 시장 출시 시간의 비용을 줄이고, 공급망을 통합하도록 도와줍니다.  표준 반도체 공정과 대량 플라스틱 패캐지를 사용하여 SiTime 은 업계 최고의 가용성과 짧은 리드 타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경험하고 있는 제조 업체들은 SiTime 을 The Smart Timing Choice™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