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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ime, 통신, 네트워킹, 스토리지, 무선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고 성능 MEMS 오실레이터 출시

엔코어-기반 SiT820X 제품군, 
600fs 위상 지터, 10PPM 안정성, 220MHz 주파수 범위, 1.8V~3.3V 동작 등의 특성 제

공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 2011년 5월 23일 –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인 SiTime 코포레이션
이 통신, 네트워킹, 스토리지, 무선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SiT820X MEMS-기반 프로그래머
블 오실레이터 제품군을 오늘 출시했다. SiT820X 제품군은 SiT8208 및 SiT8209 프로그래머
블 오실레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각각 1MHz~80MHz 및 80MHz~220MHz에서 
동작한다. 이들 두 디바이스 모두 12kHz에서 20MHz까지의 범위에서 측정 시 600fs
(Femtosecond)의 통합 RMS 위상 지터 특성으로 전례가 없는 지터 성능을 제공한다. 이들 디바
이스들은 산업 온도 범위에서 10PPM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이것은 쿼츠-기반 솔루션 대비 2
배에 달하는 성능이다. SiT820X 제품군은 200개 이상의 부품 번호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
램 가능 기능들과 함께 제공되며, 모두 기존 쿼츠, SAW, 오버톤 오실레이터에 대해 드롭-인 대
체가 가능하다. SiTime은 또한 일주일 이내에 주문 샘플, 3~5주 이내 양산 물량을 공급함으로
써 업계 최고의 납기를 제공한다.

SiTime의 마케팅 부사장인 피유쉬 세발리아(Piyush Sevalia)씨는 “SiT820X 제품군은 SiTime의 
혁신적인 MEMS 기술과 독창적인 고성능 아날로그 전문기술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SiT820X 
제품군의 모든 기능과 사양이 최상의 등급으로 설계되었으며, 통신, 네트워킹, 스토리지, 무선 
등의 시장에서 명확한 이점들을 제공한다. 고성능과 결합하여 SiT820X는 탁월한 유연성과 가용
성을 제공함으로써 쿼츠-기반 타이밍에 대한 요구를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말했다.

SiT8208 및 SiT8209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을 제공한다:
• 업계 표준 SONET-지정 12kHz~20MHz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 시 600fs의 일반 통합 

RMS 지터 특성 제공
• 모든 주파수에서 최상의 소수점 6자리의 정확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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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리어스(spurious) 잡음 효과에 대해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을 제공하는 최소 
±10PPM의 업계 선도적인 주파수 안정성 제공

• 임피던스 매칭 및 최고의 EMI 감소 특성을 위해 프로그램 가능한 구동 강도 지원
• 다양한 부하들을 구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하이-드라이브 옵션을 제공하여 추가 버퍼 
요구 제거 및 비용 절감

• 업계 표준 3225, 5032, 7050 등의 패키지로 제공되어 기존 쿼츠, SAW, 오버톤 오실레
이터에 대해 100% 드롭-인 대체 가능

• 산업(-40°C에서 +85°C까지) 및 상용 온도(-20°C에서 +70°C까지) 동작 지원
• 1.8V 및 2.5V~3.3V의 동작 지원
•

SiT8208 및 SiT8209의 샘플은 2011년 6월 초에 제공될 예정이며, 양산은 2011년 3분기부터 
예정되어 있다. 가격 정보는 요청 시 별도로 제공 받을 수 있다.
SiTime에 대해서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인 SiTime 코포레이션은 기존 쿼츠 제품들을 대체하는 MEMS-기반 타이
밍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85%의 시장점유율과 4,500만 개 이상의 제품 선적 실적 등을 통해 
SiTime은 50조 달러 규모의 타이밍 시장을 100% 실리콘 기반 타이밍 시장으로의 이동을 가속
화시키고 있다.

SiTime의 설정 가능 솔루션은 고객들이 향상된 성능, 감소된 크기, 보다 높은 신뢰성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SiTime 솔루션의 풍부한 기능 세트와 유연성을 
통해 고객들은 자신들의 공급망을 통합하여 소유비용과 타임-투-마켓을 줄일 수 있다. 표준 반
도체 공정과 양산용 플라스틱 패키징을 사용함으로써 SiTime은 업계 최고의 가용성과 최단 납
기를 제공한다.
세계 최고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이점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SiTime을  “The Smart Timing 
Choice™”로 인식하고 있다.
보도자료 140자 요약
#SiTime이 통신, 네트워킹, 스토리지, 무선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고 성능의 #MEMS 오
실레이터를 출시했다 http://bit.ly/jMqqH9
 #SiTime의 SiT820X #MEMS 오실레이터는 600fs 지터, 10PPM 안정성, 220MHz 주파수, 
1.8V~3.3V 등의 특성을 제공한다 http://bit.ly/jMqqH9 

#프로그래머블 기능들을 통합하고 있는 SiTime의 SiT820X는 기존 쿼츠, SAW, 오버톤 오실레
이터에 대해 드롭-인 대체가 가능하다 http://bit.ly/jMqq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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