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유발하지 않는다. 스위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존 디

자인들은스위치와차동부하를필요로한다. 기계적커패시

터는 플레이트를 움직여서 커패시턴스 값을 변경한다. 다시

말해서면적또는플레이트거리를변화시킴으로써커패시턴

스를변화시킨다. MEMS 커패시터는 이러한 작업을 마이크

로미터수준에서가능하도록한다. 

성공적인MEMS는사용자가설계및제조프로세스를제

어할 수 있어야 한다. MEMS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무엇을

만드느냐 만큼이나 중요하다. 성공적인 MEMS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MEMS 설계 전문성, MEMS 프로세스 전문성,

MEMS 양산역량을필요로한다.

Cavendish Kinetics는이모든측면에서MEMS 전문성

을 갖추고 있다. MEMS 제조 프로세스를 개발 및 보유하고

있으며, 완벽하게 표준적인 CMOS 파운드리 기술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제조 프로세스 및

MEMS 설계에관련된1천개이상의특허를보유하고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
Geo Semiconductor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장

을창출하고있다. Geo Semiconductor는 자동차분야에서

HUD, 피쉬아이카메라(어안카메라), 디지털보정기술에주

력하고있다. 클라우드/스카이프카메라분야에서는홈모니

터링, 도어벨 카메라, 스카이프 TV에 주력하고 있다. 이 회

사의 마케팅 및 사업 개발 부사장인 Brian Gannon에 따르

면 Geo는 4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이지만 20년 이상의 개발

역사와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로 이루어진 회사라고 한다.

Geo는 전세계적으로 50곳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Geo는이들다양한고객들을위해서독창적이면서포괄적인

솔루션을제공하고있으며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있다. 

Geo는 모션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

Dennis Yost_President & CEO

Brian Gannon_VP Marketing and Business Development

미국산타크루즈에서열린GlobalPress가주최한

Electronics Summit 2013의열기가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후끈달아올랐다. 

예년에비해발표회사는줄었지만, 신규업체가5개나참여하여새로운기술의로드맵을발표하 다. 

특히모바일이나이미징, 소프트웨어에관련된발표가많아지면서

최근기업들의관심사를관찰하는데도움을주었다. 발표현장의스케치기사를정리해본다.

/이공흠기자(leekh@semiconnet.co.kr)

2013.5 Semiconductor Network   43

Special Report

Geo Semiconductor

Patricia
Highlight

Patricia
Highlight

Patricia
Highlight

Patricia
Highlight



GaAs를동일한전력수준에서지연시키고공급전압을축소

시킴에따라동적 역이낮아진다면최소화될수있다.

CMOS의제약요소들을보상하기위한LNA, 믹서, VCO,

PLL, ADC 설계 방법이 있다. RF 및 베이스밴드 성능차이

를감지하여보정할수있는디지털로직을사용하는방법이

권고되고있다. CMOS 수신기를최적화한다는것은전력또

는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설계하고 디지털 신호 처리를

활용하여RF를최적화시키는것을의미한다.

실리콘랩스의다중대역무선수신기솔루션을통해전력

통합을지원할수있다. 이를통해 80% 이상 BoM을절감할

수 있다. 수동 정렬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재작업

으로탁월한RF 성능을달성할수있다. BoM 비용은 -0.10

달러이다. 실리콘랩스는 Si468x FM 디지털라디오를내주

에출시할예정이다.

SDR은 복수의 디지털 라디오 표준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전세계 아날로그 FM과 RDS/RBDS를 지원한

다. 이것은 FM 디지털라디오를위한 iBiquity 및 NRSC-5

표준과도호환되며Eureka 147 DAB/DAB+과도역시호환

된다.

라디오-온-어-칩(radio-on-a-chip) 솔루션이 WLCSP

및 QFN 패키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연하고 비용효

과적이다. 이것은 모듈 또는 온-보드 설계를 지원한다. 실리

콘랩스는디지털라디오시장진입이한층확대될것으로기

대하고있다. 이것은휴대형시계, 탁상용라디오및시계, 휴

대전화, 테이블릿, PMP, PND, 붐박스, 미니/마이크로시스

템등에서사용될수있다.

MEMS 기반 자기 리드 스위치 제품 - RedRock
Coto Technology는 9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전세계

전자 산업 고객들을 위해서 소신호 스위칭 솔루션을 설계하

고개발하는앞선회사로서, Design West Conference에서

RedRockTM RS-A-2515 MEMS 기반 자기 리드 스위치 제

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스위치 제품은 이 회사 고유의

MEMS 설계및제조프로세스를기반으로함으로써제로전

력 동작 및 고전력 핫 스위칭을 비롯해서 일반적 자기 리드

스위치기술의모든이점을제공한다. 뿐만아니라여기에더

해서 부품-대-부품 균일성, 견고성, WLP을 이용한 소형화

된 크기를 비롯해서 MEMS 기반 설계 및 제조의 근본적인

이점들을결합하고있다. 

Coto Technology의 기술부의 부사장인 Stephen Day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출시한 RedRock MEMS 기반 스위치

제품은 소신호 스위칭 분야에서 우리 회사의 앞선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이 스위치 제품은 고종횡비

MEMS라고하는혁신적인기술을채택함으로써전통적인자

기리드스위치솔루션으로부터한단계도약할수있도록한

다. 전통적인자기리드스위치기술에MEMS 플랫폼을결합

함으로써극히소형화된스위치크기를요구하는많은고성능

애플리케이션에서이스위치가빠르게채택될것으로기대하

고있다. 이미다수의디자인에우리회사의RedRock 스위치

가채택되고있으며앞으로OEM 고객들과협력해서이들고

객이자사제품으로진정으로차별화되고성공적인애플리케

이션을달성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

James Stansberry_Vice President and GM Broadcast Products Stephen Day_PhD, Vice-Presid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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