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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한 이유는 제품의 소형화와 저전력을 실현함으로써 제품의 휴대성과 이용자의 편SoC

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번 전시회에서 내가 둘러본 제품들 대다수는 기존.

에 볼 수 있었던 서비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기들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상파.

관련 칩들이다DMB .

와 에서는 각각 관련 기술과 그 기술들이 적용된 제품들을 시연하고 있었ETRI Nexilion T-DMB

다 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제품의 특장점을 꼽자면 부분을 제외한. Nexilion RF

부분을 하나의 칩 안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면서 저전력으로 작동된다는 것이라BB/MM

고 한다 초기 가 소프트웨어로 실행하였던 부분이 많았던 것에 비해 수신보터 디코딩까. DMB

지 이상을 하드웨어에서 구현하여 소비전력이 월등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가장 큰 고객95% .

은 자동차의 네비게이션 회사로 네비게이션에 쓰이는 화면 크기가 증가하고 기능이 많아LCD

지면서 소비전력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수요가 늘어났다고 한다 이번.

에 기술이 많이 눈에 뜨이는 것에 비해 왜 기술은 없느냐고 물어보았는SoC Fair DMB HDTV

데 가 를 이용하여 화질을 약간 포기하고 이동 수신에 중점을 둔 반면 는, DMB VHF HDTV UHF

에서 고화질로 고정 수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소형화 저전력화에 대한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가 조금 부진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들을 수가 있었다SoC .

에서 수신 후 디코딩 부분에 집중한 반면 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답게 초Nexilion RF , ETRI

저전력 인코더 기술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또한 같이 전시하고 있었다 이 기술들은MPCore .

외에도 캠코터 휴대용 게임기 등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다고 한다T-DMB , PMP, .

카이스트 연구실에서도 활발히 프로모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 눈길을 끌었던 것은 SIP, NIP,

였다 의 약자들로 란PIP . System in Package, Network in Package, Package in Package SIP

하나의 패키지 속에 센서 안테나 필터 칩 등 이질적인 기능의 반도체 및 일반 부품을 집적, , ,

시키는 기술을 말한다고 한다 기판 위에 넓게 퍼져 있던 것을 두겹 세겹으로 쌓아 크기를 줄.

이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저항을 줄여 기능 또한 전과 동일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한 설명과 관

련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을 수가 있었다 아쉬운 점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그랬지만.

전자 분야에 대한 지식이 짧아 그 분들이 나름 쉽게 설명해 주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

었다는 것이다.

세티즌 부스에서는 세티즌의 주 수익원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광고 외에도 프로모션 진행, ,

체험단 리뷰 등의 콘텐츠를 네이버나 네이트 등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수익원이 있다는 이야,

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기술과 기술을 접목하여 이내에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CDMA TDMA 100m

기술 무선 헤드셋 에 쓰이는 등 다양한 제품들을 보며 간단하게나마, , LCD Timing Controller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고 관련 분야의 잡지들도 얻는 등 짧지만 유익한 시간이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