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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ime, 업계  최초로 킬로허츠 주파수 (kHz) 실리콘 MEMS 발진기 출시로 제품 포
트폴리오 확대

프로그래밍 기능과 소형화 및 견고성으로 오디오, 마이크로컨트롤러 & 산업용 애
플리케이션에 적합

서니베일, 캘리포니아, 9월 27일, 2010- 실리콘 MEMS기술 타이밍 솔루션의 선두주자인

SiTime이 오늘 업계 최초의 킬로허츠주파수 (kHz) 실리콘 MEMS 발진기, SiT8503을 출시

했다.  이제품은 오디오, 마이크로컨추롤러,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이다.  실리콘 
MEMS기술 업계에서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SiTime은  메가허츠 주파수 
(MHz), 전압 조절 오실레이터, 클럭 생성기, VCXOs, 확산 스펙트럼 타이밍제품 및 임베디

드 레조네이터를 제공한다.  SiT8503 킬로허츠 (kHz) 주파수  발진기를 타이밍 솔루션 제

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므로써,  SiTime은 원스톱 실리콘 타이밍 공급자로써의 기반을 

구축했다. 

“실리콘 MEMS 기술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구조기능을 가진 SiT8503은 석영 발진기에서

는 찾아 볼수 없는 독특한 기능들: 주파수, 전압 구성 설정, 소형 패캐지, 낮은 전력소비, 최
적의 견고성을 제공한다” 라고 SiTime의 마케팅 부사장 Piyush Sevalia는 전했다.  또한, 빠
른 속도로 고객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SiTime은  고객들의 현존 석영 발진기를 실리콘 
MEMS 솔루션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실리콘 타이밍 솔류션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광대

한 제품 포트폴리오는 SiTime으로 하여금  전세계 주요 OEM들의 타이밍 부품의 전략적 

공급업체가 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고 했다.   

SiT8503의 주요 기능과 장점

• 200kHz 에서 1000kHz (정확도 최대 5decimal) 범위내의 주파수를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능은 다양한 애플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으며, 디자인 애프리케이션

의 주파수를 최적화 할수 있다.
• 1.8V, 2.5V, 2.8V 또는 3.3V 와 같은 구성이 가능한 폭넓은  동작전압 지원은 가

격이 비싼 외부 레밸 트랜스레이터를 제거하고  시스템에 추가적인 레규레이

터의 필요성을 최소화 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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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상의 견고성 ( ruggedness)를 최대 50,000 G 충격 

저항과 최대 70G 진동저항력을 제공한다

• ±20PPM, ±25PPM, ±30PPM 또는 ±50PPM 의 구성이 가능한 주파수 능력은 (고
객이) 자신의 시스템에 최적의 타이밍 마진을 최적화 할 수 있게 한다.

• 업계 4개 표준  surface-mount  패캐지 (7.0x5.0 mm, 5.0x3.2 mm, 3.2x2.5 mm and 
2.5x2.0 mm )로  100% 드롭인 교체 할 수 있다

• 스탠바이 모드에서10µA미만의 전력소비로 바테리 수명연장을 보증한다.

SiT8503 샘플은 현재 공급중이며,  대량생산은 2010년 9월30일자로 가능하다.  
50PPM의 오차율과 7.0x5.0mm 패캐지의  SiT8503은 10,000단위수량의  리스트 가격 

$1.05에 제공하고 있다.            

SiTime은 석영제품에서 MEMS베이스 실리콘 타이밍 솔루션으로 전자 산업의 변화를 이

끌어 가고 있으며,  SiTime의 제품들은 FTTH, 수동형 광 네트워크(PON)장비, 10Gigabit  이
더넷 스위치,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버 같은 고성능 전자 제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액정 스크린 HDTV, 데스크톱 및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대량 애플 리케이션과 같은 고성능 
전자의 박동 수, 세트 톱 박스 (STB), 다기능 프린터 및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와 
같은 대량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울 하고 있다. 

SiTime에 대하여

SiTime Corporation은, MEMS기반의 아날로그 반도체 솔루션의 선두 업체로써,  전통 석영 
기술을 대체할 프로그램 가능한 실리콘 제품과 함께 $ 5 억의  타이밍 시장을 해결합니다.
 서니 베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SiTime은 NEA, Greylock, Jafco 그리고 Bosch와 같은 굴

지의 벤처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sitime.com 방문하시기 바
랍니다

http://www.sitime.com
http://www.sitim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