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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ime, 업계 최초 태블릿 PC 및 E-Book 단말기를 위한 완벽한 발진기 솔루션 제공

가장 작고 얇으면서 충격 및 진동 내성이 우수한 실리콘 MEMS 타이밍 솔루션

SUNNYVALE, Calif. - 2011년 4월 11일 - MEMS 기반 실리콘 타이밍 솔루션의 선두업체인 
SiTime Corp.는 태블릿 PC 및 E-Book 단말기를 위한 완벽한 MEMS 발진기 포트폴리오를 
출시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SiTime의 SiT8003 저전력 MEMS 발진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들 솔루션은 태블릿 PC 및 E-Book 단말기에서 모든 주요 기능 블록을 위한 클로킹
을 제공한다. SiT8003은 석영에 비해 30% 더 얇고 10배 더 우수한 충격 및 방진 내성을 제
공하는 외에도 태블릿 PC 및 E-book 단말기의 미적인 측면과 수명을 향상시킨다. 

SiTime 마케팅 부사장 Piyush Sevalia는 “태블릿 PC 및 E-Book 단말기는 전자 업계에서 가
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의 하나로 2014년에는 출하대수가 2억만 대를 뛰어넘을 전망이
다. SiTime의 저전력, 프로그래머블 MEMS 발진기는 이미 많은 태블릿 PC 및 E-Book 단말
기에 타이밍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SiTime의 솔루션은 최적의 크기와 견고성, 
새로운 수준의 유연성, 업계 최고 3-5주 리드 타임 및 최저 소유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태블
릿 PC와 같은 소비자의 많은 관심을 끄는 대용량 애플리케이션들이 기존 석영 제품 대신 
빠르게 SiTime의 실리콘 MEMS 타이밍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SiTime의 SiT8003 저전력 프로그래머블 MEMS 발진기는 태블릿 PC 및 E-Book 단말기 내
에서 많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구동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대표적인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및 USB2.0 트랜시버를 위한 SiT8003AC-12-18S-26.00000 
* 플랫폼 컨트롤러 허브 (PCH) 칩을 위한 SiT8003AC-12-33S-14.31800 
* HDMI SOC를 위한 SiT8003AC-12-33S-22.57920
* 오디오 CODEC을 위한 SiT8003AC-12-33S-24.57600
* 카메라 모듈을 위한 SiT8003AC-12-33S-27.00000 

SiT8003은 태블릿 PC 및 E-Book 단말기 설계를 위한 저전력, 소형 크기, 고성능의 최고 결
합을 제공한다. 이 디바이스는 동작 모드에서 3.5mA, 대기 모드에서 5µA 미만을 소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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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70℃ 동작 온도에서 ±25PPM 주파수 안정도를 제공하며 초소형, 2.5x2.0mm 패키
지로 제공된다. 

SiTime의 SiT8003은 추가 비용 없이 구성 가능한 상승 및 하강 시간을 제공한다. 설계자는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클록의 상승 및 하강 시간을 제어할 수 있어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
도 보다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시스템 EMI를 감소시키고 환경 규정을 만족할 수 있다. 

SiT8003의 주요 기능과 장점
* 1 ~ 110MHz 사이의 모든 주파수는 소수 다섯 번째짜리 정확도를 가지며, 맞춤형 클록 주
파수를 사용해 성능 향상 (오버클로킹) 또는 테스트 비용 절감 가능
* 구성 가능한 동작 전압: 1.8, 2.5, 2.8, 3.3V
* 산업 (-40℃ ~ +85℃) 및 넓은 상용 (-20℃ ~ +70℃) 온도 범위 
* 4가지 업계 표준 패키지로 제공되어 설계 변경 없이 석영 발진기 교체 가능
* 세계에서 가장 짧은 리드 타임: 24-48시간의 샘플 출하, 3-5주의 생산 리드 타임 

현재 양산 중이며 가격은 문의 요망.

SiTime 회사소개
SiTime Corporation은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로 기존 석영 제품을 대체하는 MEMS 기반 실
리콘 타이밍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85% 시장 점유율 및 4500만대 이상의 출하를 기록
하고 있는 SiTime은 100% 실리콘 기반 타이밍으로 50억 달러 타이밍 시장 전환을 주도하
고 있다. 

SiTime의 구성 가능한 솔루션은 고성능, 소형 크기, 높은 신뢰성으로 고객의 제품에 차별
화를 구현할 수 있게 한다. SiTime 솔루션의 풍부한 기능 세트와 유연성은 공급망을 통합
할 수 있게 하여 소유 비용을 줄여주고 시장 진출 시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SiTime은 표준 
반도체 공정 및 대용량 플라스틱 패키징을 사용하여 업계 최고 가용성과 함께 가장 짧은 
리드 타임을 제공한다. 

SiTime 솔루션의 이러한 장점을 경험하고 있는 유수 제조업체들은 SiTime을 Smart Timing 
Choice™로 꼽고 있다. 

News Release in 140 Characters
SiTime is 1st to offer complete Oscillator solutions for Tablet PCs and E-Book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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