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효율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온세미컨덕터

(Nasdaq : ON ; www.onsemi.com)가 사물인터넷 (IoT) 

솔루션의 빠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2개의 주요 전략

적 개발을 발표했다. 

사물인터넷(IoT) 전용 커넥티비티 분야의 세계적 선

도 기업인 SIGFOX와의 협력을 해온 온세미컨덕터의 

AX-SFEU 시스템-온-칩 (SoC)이 미국에서 진행 중

인 인증에 이어, 유럽에서 최적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을 위한 SIGFOX ReadyTM 인증을 완전히 받았다.

이에 따라 IoT 제품 개발자들은 온세미컨덕터의 AX 

-SF SoC 및 동반 라이브러리  개발 시스템을 통해 환

경 센서, 스마트 미터, 환자 모니터, 보안 기기, 가로등 

및 기타 산업용 및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에 아주 최적

화된 저비용, 저전력 소자-클라우드 연결 솔루션을 가

능케 하는 SIGFOX의 장거리, 양방향 글로벌 IoT 네트

워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AX-SF SoC는 데이터를 수신할 때 10 밀리 암페어 

(mA) 전류까지 끌어오며 GFSK 모듈레이션으로 초당 

600비트(bps)에서 129 데시벨-밀리와트(dBm)의 감도

를 갖는다. 값비싼 프론트-엔드 모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설계 디자인은 23dBm 트랜스미터를 내장하고 

있으며, 단지 220Ma 전류만을 소비하므로 제품 설계

자들은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현저하게 넓힐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온세미컨덕터는 공식 ARM® mbedTM 파트너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NCS36510 2.4 기가헤르츠(GHz) 

IEEE 802.15.4 표준 준수 트랜시버 플랫폼은 mbed 

OS 및 쓰레드(Thread) 스택을 포함하게 된다. 쓰레드 

- AX-SF 저전력 라디오 SoC를 위한 SIGFOX Ready 인증 완료

- NCS36510 802.15.4 플랫폼을 위한 ARM mbed 지원 발표

온세미컨덕터, SIGFOX 및 ARM과 함께  

IoT 개발용 저전력 무선 솔루션 포트폴리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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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조합한 ARM mbed 에코시스템으로의 접근은 

IoT 제품 개발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의 수요를 더욱 좋

게 해줄 단대단 보안과 저전력 예산의 장점으로 더욱 빠

르고 안정적인 원가 절감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세미컨덕터는 매우 일찍이 IoT를 위한 초저전력 무

선 연결을 제공하는 트랜시버에 대한 수요를 인지, 반응

해왔다라고 언급한 SIGFOX의 글로벌 세일즈 및 파트

너 수석 부사장 스튜어트 롯지(Stuart Lodge)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18개국에서 7백만 대 이상이 등록한 자

사의 급성장한 작동 네트워크는 고성능, 저비용, 초에

너지 효율의 집적 회로에 높은 신뢰도를 지원해야 하는

데, 온세미컨덕터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사들이 이 솔루

션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고 덧붙였다. 

 

한편, 그 동안 IoT 제품 및 솔루션의 빠른 개발을 가

능하게 하는 혁신적 저전력 무선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에 전념해왔다는 온세미컨덕터의 산업용 및 

타이밍 부 부사장 겸 총괄 담당 라이언 카메론(Ryan 

Cameron)은 당사의 AS-SF 초저전력 sub GHz 솔루

션을 이용해 개발자들은 SIGFOX 글로벌 네트워크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양방향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말했다. 

카메론 부사장은 또한 LAN 환경을 위한 당사의 

NCS36510 기반 802.15.4 플랫폼은 사용자들에게 보안

과 상호 운용을 위한 Thread의 장점이 결부된 ARM 

mbed 에코시스템에 대한 억세스를 제공하는 업계 선도

적인 솔루션이다라며. Thread와 결합한 SIGFOX는 또

한 여러 연결 솔루션을 합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선례에 큰 잠재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온세미컨덕터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전자 제품의 혁신을 주도하고 엔지니어들이 글로벌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설

계를 가능케 하는 온세미컨덕터(나스닥 : ON)는 반도체 기반 솔루션의 선두적인 공급업체로서 자동

차, 통신, 컴퓨터, 소비가전, 산업용, LED조명, 의료, 군사 및 방어 애플리케이션 부문에서 고객들이 

독특한 설계 과제를 해결하도록 에너지 효율적 파워 매니지먼트, 아날로그, 센서, 로직, 타이밍, 커넥

티비디를 비롯해 개별 소자와 SoC 및 맞춤식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온

세미컨덕터는 즉각적이고 신뢰성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급망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강력한 준

법 준수와 윤리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시장에 제조 

공장, 판매 대리점, 디자인 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

려면 http://www.onsemi.com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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