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ptember 2017 

 

© 2017 CML Microsystems Plc   
 

News Bulletin 

CML Microcircuits (CML) 는 무선통신용 집적회로를 설계 및 제조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표준 및 

사용자 주문 제품 모두를 다년간에 걸쳐 설계한 경험을 통해, 혼합신호(mixed signal), RF, 아날로그, 디지털 

및 DSP 기술을 다루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생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되는 정보를 

통해 새로이 출시되는 제품에 대하여 여러분께 빠르게 알려 드리려 합니다. 

 
Dual PLL VCO - RF Building Block 

CMX979 는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신호생성을 지원하는 저전력의 이중 RF/IF Synthesizer 입니다. 

이것은 단일 변환 및 슈퍼헤트로다인(Superheterodyne) 구성 양쪽 모두를 지원합니다. CMX979 는 

6x6mm 소형 패키지로 유연성 있는 LO 발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이점들: 

 단일 칩 이중 Synthesizer + VCO 솔루션 

 넓은 운용 주파수 범위 

 낮은 운용 전류 

 작은 패키지 공간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CMX979 제품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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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Power Amplifier - 130MHz to 950MHz  

CMX901 은 VHF 와 낮은 UHF 주파수 대역에서 부하 견고성(load-ruggedness), 저비용 및 고효율의 

조합을 제공하는 3 단계(Class A, AB, C) 고이득 및 고효율 RF 파워 앰프입니다.  

주요 이점들: 

 작은 패키지 공간 WQFN 패키지 

 고이득 (40dB 까지)  

 고효율(VHF 에서 60% 까지) 

 단극 전원 공급 2.5V-6.0V 

 고성능 

 견고함, 부하 VSWR 10:1 이라도 무리 없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CMX901 제품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여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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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exactTrax® and AIS Class-B 

CMX7032/7042 는 SOTDMA 및 CSTDMA AIS 송수신기, 이중 AIS 수신전용기, 그리고 exactTrax™ 

위성 기반 장거리 위치 추적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고집적 기저대역(baseband) 신호 처리기 IC 

입니다. 

 주요 이점들:  

 고성능  

 빠른 개발 시간을 통한 빠른 시장 접근  

 AIS SOTDMA/CSTDMA, DSC 및 exactTrax™ 을 모두 지원하는 단일 하드웨어  

 RF 회로영역을 관리하는 보조 기능 있음 

 집중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함  

 FirmASIC® 기술을 통한 향후 검증 보증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CMX7032/CMX7042 제품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여기를 누르세요. 

 

 

 

CML Microcircuits Benefits 
 

Faster Time to Market 
Developing proven high performance and field tested ASSP ICs, CML 
is helping engineers to cope with increasing pressure in delivering 
shorter project design cycles. 

Design Flexibility 
CML’s FirmASIC® reconfigurable technology with the use of a 
Function Image upload enables a single hardware platform to be 
used for multiple communications systems. 

High Quality 
With 100% of products being tested before shipping,  
customers are assured of the highest reliability. 

 

Product Longevity 
Designing with CML products, manufacturers are rewarded with 
longer product life cycles and a stable BOM, ensuring minimum 
engineering costs and maximum profit. 

Low Power 
Being at the forefront of low power chip technology,  
manufacturers can develop smaller equipment with  
extended battery life. 

Superior Support 
Internal and field based applications teams worldwide  
provide focused customer support to ease the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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