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타임, 전력, 크기, 무게의 새로운 벤치마크 수립한
오실레이터 신제품 출시
 모바일, 웨어러블, IoT 를 위한 µ Power MEMS 오실레이터 제품군
 90% 더 적은 전력
 40% 더 작은 크기
 70% 더 가벼운 무게
2015 년 5 월 18 일 – 메가칩스 코포레이션(MegaChips Corporation - 도쿄 증권거래소 : 6875)의
100% 자회사인 MEMS 및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기업 싸이타임 코포레이션(SiTime Corporation)은
오늘 웨어러블, IoT, 모바일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µPower MEMS 오실레이터 제품군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군읜 첫번째 디바이스인 SiT8021 은, 전력, 크기, 무게 면에서 새로운 벤치마크를
수립하여 쿼츠(석영)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 SiT8021 은 쿼츠 디바이스 대비 전력 소비량이 90% 더
적으며, 크기가 40% 더 작고 무게도 70%나 더 가볍다. 동급 최강의 스펙을 갖춘 이 신제품
오실레이터는 스마트 워치, 피트니스 밴드, 스마트폰, 휴대용 및 오디오 액세서리의 배터리 수명을
길게 보장할 뿐 만 아니라 가장 작은 크기 및 가장 가벼운 무게를 구현한다.
싸이타임의 피유시세발리아(Piyush Sevalia) 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2013 년도와 2014 년도에,
싸이타임은 웨어러블, IoT 및 모바일 시장을 위해 최소형의 최저전력 32 kHz 오실레이터와 TCXO 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제품들은 업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싸이타임의 TempFlat MEMS 와
저전력 프로그램이 가능한 아날로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고객사들은 이 제품들을 빠른
속도로 채택해 왔고, 2015 년, 우리는 수억 대의 디바이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싸이타임은 빠르게 혁신을 이루어 왔으며, µPower 제품군의 MHz MEMS 오실레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혁명적인 기술을 사용해왔다. 이 오실레이터의 새로운 제품군은 쿼츠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형 전자 기기들이 배터리 수명을 드라마틱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세미코 리서치(Semico Research)의 토니 마시미니(Tony Massimini) 기술 책임자는 “웨어러블 및 IoT 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성화 될 것이고 다양한 기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실리콘 MEMS 타이밍 솔루션 분야를 주도하는 싸이타임은 빠르게 성장하는 웨어러블과 IoT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입지를 구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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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8021 µPower 오실레이터 제품 소개
The SiT8021 은 쿼츠(석영) 기술 대비 다음과 같은 기능과 장점을 제공한다.


100 μA 의 전원 전류: 90% 더 낮음



초소형 1.5 mm x 0.8 mm 패키지, 40% 더 적음



무게: 1.28 mg, 70% 더 가벼움



높이: 0.55 mm, 45% 더 얇음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정확한 1 ~ 26 MHz 출력 주파수



-40°C ~ +85°C의 동작 온도



±100 PPM 주파수 안정성



배터리 구동식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1.8V 동작



최상의 EMI나 멀티로드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그램 가능한 출력 드라이브



30 배 더 높은 신뢰성, 11억 4천만 시간에서MTBF (< 1 FIT)



30 배 더 높은 쇼크 & 진동 저항, 업계 최고

SiT8021 은 대량생산 제품들을 타겟으로 현재 샘플이 가능하다. 일반 샘플링 공급은 2015 년 3 분기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대량 생산 일정은 3~5 주 짧은 납기와 함께 2015 년 3 분기로 예상되어 있다.
상세 정보 및 데이터 시트: www.sitime.com/products/uPower-oscillators/sit82021
SiT8021 이미지: www.sitime.com/sit8021-press-kit

싸이타임(SiTime) 회사 소개
싸이타임 코포레이션(SiTime Corporation)은 MEMS 및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메가칩스
코포레이션(MegaChips Corporation; 도쿄 증권거래소: 6875)의 100% 자회사이다. 싸이타임은
전통적인 쿼츠(석영)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MEMS 기반 실리콘 타이밍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싸이타임은 8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2 억 7,000 만 개의 디바이스를 선적하면서 100%
실리콘 기반의 타이밍 소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싸이타임의 구성 변경이 가능한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은 더 우수한 성능, 더 작은 크기, 더
높은 신뢰성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다. 싸이타임의 풍부한 기능세트와 유연성을 통해
고객들은 자신들의 공급망, 총소요비용 절감, 시장 출시 시기 단축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표준화된 반도체 공정과 대량생산 패키징을 사용함으로써, 싸이타임은 업계 최고수준의 공급력과
매우 짧은 납기 기간을 제공한다.
주요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싸이타임을 The Smart Timing Choice™로 인지하고 있다.
상세 정보는 www.sitime.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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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타임 본사 문의:
Piyush Sevalia/ Executive Vice President, Marketing
SiTime Corporation
408.331.9138
psevalia@si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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