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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Fire® FPGA
PolarFire FPGA는 최적화된 비용으로 중간 범위의 밀도에서 최저 소비 전력을 가집니다.
Microchip은 업계를 선도하는 저전력 FPGA 제품군을 비용에
최적화된 PolarFire FPGA으로 확대하였습니다. PolarFire FPGA는
동급 SRAM FPGA보다 최대 50% 낮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본 디바이스는 유선 액세스 네트워크 및 휴대전화 인프라, 국방
및 민간 항공 업계, 산업 자동화 및 IoT 시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당사는 1K ~ 500K 로직 요소(LE)에 이르는 다양한 FPGA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디바이스는 가장 낮은 정적 전력, 보안 및 단일 이벤트 업셋
(Single Event Upset, SEU) 내성 등 비휘발성 FPGA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동급 최소 폼 팩터로 전례 없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비용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 12.7Gbps에 최적화된 트랜시버 성능으로 더 작아진 크기
• 특정 밀도의 특정 대역폭(10Gbps ~ 40Gbps)에 최적화된
아키텍처 및 프로세스
• 1.6Gbps 입/출력-동급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CDR 탑재 I/O
기어링 로직(해당 GPIO에서 SGMII/GbE 링크 지원)
• 고성능, 동급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보안 IP
(중급형 디바이스 시장)

해당 업계의 주요 문제 해결
통신

• 제한된 스펙트럼 및 CAPEX로
눈에 띄게 향상된 네트워크 용량 및
커버리지
• 4K 비디오 전송
• OPEX 감소
•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 IoT 성장
• 물리적 설치 공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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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소비 전력 최적화

• 가장 낮은 정적 전력-28nm 비휘발성 프로세스로 상당히 낮아진
정지 전력
• 최저 전력을 공급하는 12.7Gbps에 최적화
• 통합된 강화 IP-DDR PHY, PCIe® 엔드 포인트/루트 포트, 암호화
프로세서
• 총 소비 전력(정적 및 동적)-소비 전력 최대 50% 감소

• 대외 군사 판매(Foreign Military Sale,
FMS) 시 변조 방지
• 차량 및 무기 자동화 향상
• 작전 장교의 상황 판단 향상
• 전장 이동성 및 임무 수명 증가
• 사이버 보안 향상
• 공급망 보안

산업

• 공장 자동화 네트워킹 향상
• M2M-추가 센서 및 노드 증가
• 분산되고 안전한 컴퓨팅이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증가
• 점차 중요해지는 휴대성
• 사이버 보안 위협
• 기능 안전성

www.microchip.com

PolarFire 아키텍처
PolarFire FPGA는 최대 500K LE, 12.7G 트랜시버를 제공하며 전력 소비를 50% 낮췄습니다.
• 내장형 멀티 기가비트/멀티 프로토콜
트랜시버를 적용하여 250Mbps ~
12.7Gbps의 고속 직렬연결 가능
• 파괴 가능한 D형 플립-플롭이
적용되었으며 입력부가 4개인 조회
테이블(LUT)로 구성된 최대 481K
로직 요소
• 최대 33Mbit RAM 용량
• 강화된 프리-애더가 적용된 최대 1480
18x18 승산 누적 블록

• 최대 4개의 Gen 2 끝점(EP) 및
루트 포트(RP)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
듀얼 PCIe
• 최대 1,600Mbps DDR4, 1,333Mbps
DDR3L 및 1,333Mbps LPDDR3/
DDR3 메모리와 통합 I/O 기어링을
지원하는 고속 I/O(HSIO)

• 직렬 기가비트 이더넷, 1,067Mbps
DDR3, 통합 I/O 기어링 로직이 적용된
1,600Mbps LVDS I/O 속도를 위해
SGMII를 지원하는 3.3V 내장 CDR
지원 범용 I/O(GPIO)

PolarFire® FPGA
Up to 24 Lanes Multi-Protocol Low Power 250 Mbps—12.7 Gbps Transceiver Lane
4 to 24 Transceiver Lanes
PCI Express Gen 2
(EP/RP) DMA,
x1, x2, x4

PCI Express Gen 2
(EP/RP) DMA,
x1, x2

64B/6XB

8B/10B

CTLE

DFE

PIPE

OOB

Loop Back

Eye Monitor

PolarFire System
Controller
SPI Auto
Programming

Suspend

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 (PUF)

System
Services

CRPI

JESD204B

Interlaken

10GBASE-KR
EMAC

SATA

SDI SD/HD

RISC-V

AXI, DMA,
Bus Master

DDRx
Controller

LPDDRx
Controller

QDR II+
Controller

TSE MAC

Secure
eNVM
Tamper Detectors and
Countermeasures

VDD (1.0V or 1.05V)
VDD25 2.5V
VDD18 1.8V

안정성 측면

AHB

SEU Immune Configuration Cell FPGA Fabric up to 481K Logic Elements
18 x 18 MACC,
Pre Adder

Flag
Response

µSRAM
(64 x 12)

High-Speed I/O (HSIO) 1.8V–1.2V
I/O Gearing

• SEU 내성 FPGA 구성 셀
• LSRAM의 내장 SECDED 및 메모리
인터리빙
• 안전성이 중요한 설계에 필요한
시스템 컨트롤러 중단 모드

PolarFire 브로셔

Crypto
Co-Processor

Supported Protocols and Functions (Soft IP)

DDR4, 3L, LPDDR3
QDRII+

보안성 측면

LSRAM (1024 x 20)
SECDED

User PLLs and DLLs
µPROM

DPA
Resistant

True Random
Number
Generator
Available on Data
Security Devices

General Purpose I/O (GPIO) 3.3V–1.2V
I/O Gearing

• CRI(Cryptography Research
Incorporated) 특허 DPA(차분 전력
분석) 비트스트림 보호
• 통합 PUF(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
• 56Kbyte의 보안 eNVM(sNVM)
• 내장 변조 감지기 및 대책

SGMII

DDR2/3,
LPDDR, QDRII+

Soft IP

• 통합 안테나 TeraFire EXP5200B
암호화 코프로세서, 제품군 B에서 가능
• FPGA, μPROM 및 sNVM의
다이제스트 무결성 검사
• 진 난수 생성기
• 라이선스를 통한 CRI DPA 대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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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Fire SoC 아키텍처
PolarFire SoC는 다용도 저전력 멀티 코어 RISC-V CPU 서브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 Linux®에서 사용 가능한 64비트 멀티
코어 CPU 클러스터
• 결정적 동작
• 국방 등급 보안 부팅

• 50개의 중단점 또는 감시 지점
• 명령 추적
• 런타임 구성 가능 AXI 버스 모니터

• 대기
• 저전력
• 방대한 입출력

Deterministic, Coherent CPU Cluster
Performance/
Event Counters
• Instruction Trace
• AXI Bus Monitors
• 50 Break Points
• Fabric Logic Monitor
• SmartDebug
• Debug Locks

Secure Boot
RV64IMAC
Monitor Core

128 Boot Flash

RV64GC
Quad Core

Deterministic L2 Memory Subsystem

Coherent Switch

DDR4/LPDDR4 Controller

AMBA Switch with Memory Protection and QoS
IO

DDRIO PHY

Low Power PolarFire®
FPGA Architecture

개발 플랫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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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 설계용 Libero 디자인 제품군
C 및 C++ 개발용 SoftConsole IDE
PolarFire SoC 개발 키트
Antmicro Renode PolarFire SoC
모델링 플랫폼
®

MSS 구성기

• 푸시 버튼 프로세서 하위 시스템 구성
• 사전 설정 대상
•
쿼드 코어 SMP Linux
•
베어 메탈
•
Linux + 실시간

안정성 및 보안성 완비
•
•
•
•

모든 메모리에 SECDED 적용
물리적 메모리 보호
안전한 DPA를 위한 암호화 코프로세서
신뢰 및 인증을 위한 검사 가능 RTL

www.microchip.com

업계 최고의 FPGA 보안
사이버 보안은 네트워크 에지에 연결된 장치의 최우선 관심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애플리케이션 설계 시 까다로운 기능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안은 실리콘 제조부터 시스템 배포 및 작업 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Microchip의 PolarFire FPGA는 업계 최상급의 안전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FPGA입니다.

보안 분야의 선두주자
보안상 이점

오버 빌딩 및 복제 방지
완벽한 설계 IP 보호

Microchip

저밀도

뛰어난

RoT(Root of Trust)

저밀도

보안 데이터 통신

보안

변조 방지

“IoT 센서의 수는 5년 내 30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각 장치는 사이버 범죄의 진입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2016년 4월 11일

PolarFire의 가장 작은 폼 팩터

경쟁

Microchip

해당 없음

업계에서

해당 없음

우수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중급형

경쟁

해당 없음
미약함

가장

해당 없음

보안성

해당 없음

미약함

“일부는 사이버 범죄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 국제전략연구센터(Center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3년 7월, 사이버 범죄의 경제적
영향

PolarFire FPGA는 100K, 200K 및 300K LE에서 동급 최고의 폼 팩터를 제공합니다.

MPF100

11 x 11mm

PolarFire 브로셔

MPF200

11 x 14mm

MPF300

16 x 1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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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선 액세스 및 휴대전화 인프라
낮은 비용으로 추가 대역폭 제공

오늘날 휴대전화 인프라와 유선 액세스 네트워크는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중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동시에 운영 비용 및
설비 투자 비용의 지출을 줄이고 온난화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하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PolarFire FPGA는 비용
효율적인 대역폭 처리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컨버전스형 10Gbps 포트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FPGA는 사이버 보안 위협과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시장의 우려 및 구성 메모리의 SEU와 관련된 딥 서브마이크론 SRAM 기반 FPGA가
직면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용도

• 유선 액세스, 에지, 메트로
(1G~40G)
• 무선 이종 네트워크
• 무선 백홀

• 스마트 광 모듈
• 비디오 브로드 캐스팅

유선 액세스

SPI Flash

Control Bus – PCIe

5 Gbps (QSGMII)
4 X 1.25 (GE)

Ethernet
Switch
VSC7442

5 Gbps (QSGMII)
4 X 1.25 (GE)

PolarFire® FPGA
MPG300
Protocol Bridging,
Co-Processing

10G xPON

Time Stamp
PHY
VSC8575

5 Gbps (QSGMII)

4 x 1 GbE

10 GE Optical
~100 GPIO Flexible
Voltage Requirements

PolarFire 솔루션
•
•
•
•
•

PON 애플리케이션용 버스트 모드 수신기가 내장된 저비용 10G SERDES
GPIO에 내장된 CDR로 GbE 사용 시 더 작은 장치 사용 가능
최대 50% 감소한 총 소비 전력
비휘발성, 즉시 시작 가능
동급 최고 보안 및 구성 SEU에 대한 내성

HetNet-원격 라디오 헤드 디지털 프런트 엔드 및 BBU
CPRI
Framer #1

PolarFire® FPGA—MPF300

To AFE

JESD
204B

DUC
DPD
DDC

CFR

CPRI
Framer

BB Processing,
Bridging, Control,
Switching

CPRI

To Backhaul,
Cloud
CPRI
Framer #n

10 GbE, OTN, GbE

SRIO

PolarFire 솔루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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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가 제한된 무선 제품의 경우 소비 전력 최대 50% 감소
전력이 제한된 소형 셀 및 열이 제한된 실외 기기에 특히 중요
강화된 프리 애더를 적용한 신호 처리 기능으로 저 대역/중 대역 DFE 4 x 4 x 60MHz 및 기저 대역 처리에 이상적
10G CPRI, 브리징 및 프론트홀/백홀 전송을 위한 초저전력 트랜시버 포함
변조 및 해킹에 대한 동급 최고 보안 제공

www.microchip.com

국방 및 항공
크기, 무게 및 전력 소비를 낮춘 보안 기능

현대 군인이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크기와 무게를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첨단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무 수명은
휴대성만큼 중요하며 이를 결정짓는 요소는 전력 소비량입니다. PolarFire FPGA는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고 대역폭 무선 및 이미지 신호
처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FPGA의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Microchip은 FMS, 스마트 군수품, 레이더 및 보안 무전기에 사용되는
비용 효율적인 FPGA를 통해 변조 방지 및 데이터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국방 및 항공 애플리케이션

• 암호화 및 RoT(Root of Trust)
• 보안 무선 통신

• 스마트 군수품
• 레이더 및 전자전

휴대용 군용 무전기

• 항공기 네트워킹
• 작동 및 제어

Handheld Military Radio
Low Noise
XO

CSAC
Switching PIN Diodes
SP2T Switch
MPSR10-606

High Power MMIC
or GaN Amplifier

MMIC Digital
Shifter/Attenuator

MMIC Driver
MMA002, 17, 21

β

IEEE 1588
PLL
Keypad

LCD

D/A Converter
PolarFire® FPGA MPF300

Limiter PIN
Diodes
GC47, MPL47xxx

Waveform
Processing
DDC

MMIC LNA
MMA004
β

A/D Converter

DUC

Baseband
IEEE 1588

PolarFire FPGA
MPF200
HMI

Crypto

EEPROM
Flash

Timberwolf
Audio
Processor

PolarFire 솔루션

• 고속 무선 및 이미지 신호 처리를 위해 450MHz에서 작동하는
사전 어드레싱 강화 DSP 블록
• 최대 1.6Gbps에서 ADC/DAC를 지원하는 GPIO
• 최대 50% 감소한 총 소비 전력
• 비휘발성, 즉시 시작 가능
• 동급 최고 보안 및 보안 제조
• 뛰어난 안정성-구성 SEU에 대한 내성

보안 암호화 통신

PolarFire® FPGA
FPGA Fabric
RISC-V or
Arm® Cortex®-M1

Command
and Control

Cipher/Plain Text Data

AthenaTM TeraFire®
5200B Crypto Co-Processor

DMA

User Logic

56 Kbytes of Secure NVM (sNVM)

Physically Unclonable Function
Fetch Keys Through
System Service API

System Controller

JTAG
SPI

Encrypted
Bitstream

User Reconfigurable
and Permanent Lock-bits
Factory Reconfigurable
and Permanent Lock-bits

PolarFire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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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래를 위한 산업 솔루션 역량 강화

오늘날 Microchip FPGA 및 기술 솔루션은 전 세계 산업 시장의 최고 안전 수준에 맞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사용되는 위험
영역 레이저 커튼 센서, 액체 유량계, 원자력 발전소 제어, 내비게이션 시스템, 보안 통신에 이르는 안전성이 중요한 산업 응용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IoT(사물 간 인터넷)를 사용하여 스마트 공장과 연결성을 결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가 산업 네트워크의 에지로
이동해야 하며 패킷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고 대역폭 처리 기능이 탑재된 FPGA가 필요합니다. 머신 비전, 로보틱스, 열 화상 및 기타
기술은 가장 효율적인 전력 소비 방식으로 이미지 처리 기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산업 응용분야

• 프로세스 제어 및 공장 자동화
• 머신 비전, 처리 및 분석

• 열 및 이미지 처리
• 로보틱스 및 모션 컨트롤
• 산업용 IoT

• 프로그래밍 가능 로직 컨트롤러
• 산업용 네트워킹

360도 카메라-이미지 센서 집계 및 이미지 처리 수행
PolarFire 솔루션

최대 1.2Gbps에서 센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GPIO
업계 최고 수준의 TSN용 1588 알고리즘
저전력 멀티 레이트 SDI 지원
4K2K 이미지 신호 처리를 위해 450MHz에서 작동하는 프리
애더 강화 DSP 블록
• 최대 50% 감소한 총 소비 전력
•
•
•
•

•
•
•
•

비휘발성, 즉시 시작 가능
동급 최고 보안
프로토콜 스택 용 소프트 RISC-V 프로세서
기능 안전성 요구 사항을 위한 SEU 내성

PolarFire® FPGA—MPF200

CMOS
Image Sensor

Image
Aggregation
and Blending

Format
Conversion to
PCIe®

Wi-Fi® Module

Soft RISC-V

Image
Processing IP

SD Flash

CMOS Sensor
Interfaces

LPDDR3
Memory
Controller

LPDD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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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Fire 설계 환경
Libero SoC PolarFire 디자인 제품군

Microchip은 Microchip FPGA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증 및 최적화된 폭넓은 IP 코어 제품군을 제공하여 설계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광범위한 IP 코어 제품군은 모든 주요 시장 및 애플리케이션을 다룹니다. 당사의 코어는 Microchip에서 개발한 DirectCore 또는 타사에서
개발한 CompanionCore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DirectCores는 Libero 도구 제품군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일반 통신 인터페이스, 주변
장치 및 프로세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PGA Design Flow

Embedded Design Flow

Libero® SoC

SmartDesign IDE

Design
SoftConsole

IP Catalog

Firmware
Catalog

Sample
Projects

Complier
Simulation
Debugger
Synthesis

Layout
Timing
Analysis

Power
Analysis

Hardware Debug

SmartDebug

SmartDebug는 Microchip FPGA 내부의 오실로스코프와 동등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SmartDebug에는 엔지니어가 설계를 다시
컴파일하지 않고서도 외부 핀에서 FPGA 내부의 두 노드를 확인할 수 있는 LiveProbes라는 도구가 제공됩니다. 신속하게 노드를 선택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실시간 신호를 외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artDebug 기능을 사용하면 엔지니어가 디버깅하는 시간을 몇 개월이
아닌 몇 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martBERT 모듈을 사용하면 PolarFire 디바이스의 내장 PMA 테스터를 구성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DUT

D

SET

Q

D

SET

Q

RAM
CLR

Live PROBE A

CLR

Live PROBE B

D

SET

Q

CLR

D

SET

CLR

Q

D

SET

CLR

Q

JTAG

SmartDebug

PolarFire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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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Fire 설계 하드웨어
Microchip 및 유통 협력업체는 고객이 PolarFire FPGA를 평가하고 완전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10

PolarFire 평가 키트

디바이스: MPF300TS-1FCG1152EES

PolarFire 스플래시 키트

디바이스: MPF300TS-1FCG484EES

Arrow Everest 키트

디바이스: MPF300TS-1FCG1152EES

Future Avalanche 보드

디바이스: MPF300TS-FCG484EES

• 4GB 32비트 DDR4, 2GB 16비트 DDR3 및 1Gb SPI 플래시
메모리
• 이더넷 1588 애플리케이션용 PHY 적용 RJ45 포트 2개
• SFP+ 인터페이스 및 IOG 루프 백 지원
• 고속 SerDes 인터페이스
• FMC 커넥터(HPC) 4개
• 실리콘 내부 온도 모니터링
• 온보드 50MHz 시스템 클럭

•
•
•
•
•
•

•
•
•
•
•
•
•
•

•
•
•
•
•
•
•

x32비트 DDR4 및 1Gb SPI 플래시 메모리
SGMII 애플리케이션용 PHY 적용 RJ45 포트
FMC 커넥터(LPC)
프로토타입 브레드보드 영역
PCI Express(x4) 에지 커넥터
온보드 50MHz 시스템 클럭

1GbE 인터페이스 3개
10GbE SFP+ 케이지 1개
PCI Express(x4) Gen2
듀얼 DDR3L(x32 및 x16)
고속 FMC(HPC) 확장
HDMI 출력
확장 커넥터: PMOD
기타 저속 인터페이스: UART, SPI 및 I2C

PHY가 적용된 1GbE 인터페이스(VSC8531)
Wi-Fi® 모듈
확장 커넥터: 아두이노(Arduino) 실드, MikroBus, PMOD
DDR3 SDRAM(256Mx16)
SFP 케이지
64Mbit SPI 플래시
기타 저속 인터페이스: UART 및 JTAG

www.microchip.com

PolarFire SoC 개발
가상 플랫폼

Antmicro Renode PolarFire SoC 에뮬레이션 플랫폼

Antmicro의 Renode 플랫폼에서는 단일 디바이스 솔루션과 관련된 제한을 바이패스하여 동일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가상 장치(멀티 노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생산성이 높은 프로그래밍 플랫폼인 C#과 고급 추상화 계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이 C 프로그래밍의 번거로움 없이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파악하기 쉽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오픈 소스를 통해 제한 없이 통합,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어 Microchip의 SoftConsole IDE를 활용하는 고객에게 쉽게 묶음 판매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Imperas는 개발, 이식, 디버그 및 테스트를 돕는 도구인 Mi-V FreeRTOS 확장 가능 플랫폼 키트(EPK)를 사용하여 Microchip의 RISC-V
기반 SoC FPGA를 지원합니다.

PolarFire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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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V RISC-V 에코시스템
FPGA 및 내장형 시스템 솔루션의 Microchip Mi-V RISC-V 에코시스템은 RISC-V ISA의 채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자가 실리콘으로
설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운영 체제

RISC-V 소프트 CPU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용 및 오픈 소스
실시간 운영 체제에서 지원됩니다.

RISC-V용 상용 운영 체제

RISC-V용 오픈 소스 운영 체제

솔루션

Microchip은 설계자 쉽게 액세스하고 솔루션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GitHub 사이트에 RISC-V에 대한 다양한
설계, 솔루션, 데모 및 예제 프로젝트를 게시합니다.
github.com/RISCV-on-Microsemi-FPGA

GitHub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 포함된 항목:
• Buildroot Linux SDK
• Libero 프로젝트
• 예제 회로도 및 레이아웃
• FreeRTOS 데모 및 소스 파일
• RISC-V 베어 메탈 부팅 로더
• RISC-V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RISC-V 소프트 CPU

Mircosemi의 32비트 RISC-V 소프트 CPU는 RTG4,
IGLOO2 및 PolarFire FPGA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PGA

PolarFire SoC에는 위 RTOS의 Buildroot Linux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5 Stage Pipeline
Clock

Platform-Level
Interrupt Control (PLIC)

Reset
Interrupts to PLIC
JTAG

Mi-V 임베디드 전문가 네트워크

RV32IM

TAPC

Integer Div/Mul

Single Step

I and D Cache

Uncached TileLink

Mi-V 임베디드 전문가는 프로젝트 수명 주기 동안 고객이 PolarFire
SoC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증된 타사 설계 사무소
네트워크입니다.

eNVM/Boot
AXI MDDR Controller
CoreAHBtoAPB

DDR Interface

CoreAPB

To PLIC

Core16550
UART

CoreGPIO
To PLIC

RX/TX

RISC-V 소프트 CPU

CORE_RISCV_AXI4

Mi_V_RV32IMA_L1_AHB
Mi_V_RV32IMA_L1_AXI

Mi_V_RV32IMAF_L1_A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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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Timer0
To PLIC

CoreTimer1
To PLIC

GPIO

로직 요소

캐시

버스

부동 소수점

8K I 및 D

AHB

해당 없음

8K I 및 D

AHB

10K

8K I 및 D

10K

8K I 및 D

10K
26K

AXI
AXI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단일
정밀도

www.microchip.com

PolarFire IP 및 데모 설계
Microchip은 Microchip FPGA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증 및 최적화된 폭넓은 IP 코어 제품군을 제공하여 설계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광범위한 IP 코어 제품군은 모든 주요 시장 및 애플리케이션을 다룹니다. 당사의 코어는 Microchip에서 개발한 DirectCore 또는 타사에서
개발한 CompanionCore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DirectCores는 Libero 도구 제품군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일반 통신 인터페이스, 주변
장치 및 프로세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PolarFire IP
•
•
•
•
•
•
•
•
•
•
•
•
•
•
•
•
•
•

AXI4Interconnect
Core3DES
CoreABC
CoreAHBLite
CoreAHBL2AHBL Bridge
CoreAHBLTOAXI
CoreAHBLSRAM
CoreAHBtoAPB3
CoreAPB3
CoreAXI4DMA Controller
CoreAXI4SRAM
CoreAXItoAHBL
CoreCORDIC
CoreDDRMemCtrlr
CoreDDS(NCO)
CoreDES
CoreFFT
CoreFIFO

PolarFire 이미징 및 비디오 IP
•
•
•
•
•
•
•
•
•
•
•
•
•
•
•
•
•
•
•
•
•
•
•
•
•

4K 해상도 지원
알파 블렌딩
베이어 변환
색 공간(YCbCr)
색 공간(RGB)
파고율 감소
딥러닝
디지털 전치왜곡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디스플레이 향상(밝기/대비/색조)
디스플레이 포트 1.4a
HDMI Rx, Tx 2.0
HDCP 2.2
이미지 테두리 감지
이미지 샤프닝 필터
MIPI CSI-2 수신기 디코더
RAW8 지원
MIPI CSI-2 Tx
RAW8 지원
LVDS 7:1 디스플레이
TX 및 Rx
패턴 생성기
SATA 2.0
비디오 DMA
비디오 스칼라

PolarFire 브로셔

•
•
•
•
•
•
•
•
•
•
•
•
•
•
•
•
•
•

CoreFIR
CoreGPIO
CoreI2C
CoreJESD204BRX
CoreJESD204BTX
CoreMDIO_APB
CorePCS
CorePWM
CoreRSDEC
CoreRSENC
CoreRISCV
CoreRMII
CoreSPI
CoreSysServices_PF
CoreUART
CoreUART_APB
CoreLSM
CPRI(PHY만 해당)

PolarFire IP 로드맵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GBaseR PHY
10G NGPON
12G SDI
Core1553BRM
Core1553BRT
Core1553BRT_APB
CoreDivision
CoreFPU
CoreLNSQRT
CoreQDR
CoreQSPI
CoreSDITX/CoreSDIRX(HD/3G)
CoreSDITX/CoreSDIRX(SD/HD/3G)
CoreUSXGMII
컨벌루션 인코더
파고율 감소
CSI-2 Tx
CSI-2 Rx
이미지 노이즈 제거 필터
DSI-Tx
H.264
H.265
HD-SDI Tx/HD-SDI Rx(3G)
HSR PRP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MIPI CSI-2 수신기 디코더
MIPI CSI-2 Tx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암호화
DDR3
DPSRAM
DRI
PCIe 끝점
TAMPER
TPSRAM
UPROM
URAM
1GbE IO-CDR
Core10GMAC 10GBASE-R
Core429
CoreSGMII
CoreTSE, CoreTSE_AHB
DDR4
CoreRGMII

PCIe 루트 포트
QSGMII
쿼드 레이트 이더넷 MAC
SATA 3.0
SRIO
SLVS-EC Rx 최대 8레인
TSN
터보 인코딩/디코딩
USB 3.1 gen2 + UVC 지원
VbyOne
Viterbi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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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Fire IP 및 데모 설계
PolarFire 데모 설계

Microchip은 PolarFire 디바이스 및 IP 코어의 핵심 요소를 사용하여 설계하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데모 설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larFire 평가 키트

다음 데모 가이드는 PolarFire 평가 키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데모 설계에 사용되는 전력 모니터 GU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G0755: PolarFire FPGA JESD204B 독립형 인터페이스 데모 가이드
• DG0756: PolarFire FPGA PCIe 끝점 및 DDR3/4 메모리 컨트롤러 데모 가이드
• DG0757: PolarFire FPGA 10GBASE-R 이더넷 루프 백 데모 가이드 업데이트
• DG0759: PolarFire FPGA 멀티 레이트 트랜시버 데모 가이드
• DG0762: PolarFire FPGA DSP FIR 필터 데모 가이드
• DG0774: PolarFire FPGA 저전력 데모 가이드
• DG0783: PolarFire FPGA: LiteFast IP 데모 가이드를 사용하여 8b10B 모드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
• DG0798: PolarFire FPGA 시스템 서비스 데모 가이드
• DG0799: IOD CDR 데모 가이드를 사용하는 PolarFire FPGA 1G 이더넷 루프 백
• DG0802: PolarFire FPGA PCIe 루트 포트 데모

PolarFire 스플래시 키트

다음 데모 가이드는 PolarFire 스플래시 키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데모 설계에 사용되는 전력 모니터 GU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G0796: PolarFire FPGA 스플래시 키트 JESD204B 독립형 인터페이스 데모 가이드
• PolarFire FPGA 스플래시 키트 PCIe 끝점 및 DDR4 메모리 데모 가이드
• PolarFire FPGA 스플래시 키트 멀티 레이트 트랜시버 데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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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Fire 제품군
PolarFire FPGA 제품군의 기능 및 패키징 개요
기능

로직 요소(4 LUT + DFF)

MPF100T

MPF200T

MPF300T

MPF500T

336

588

924

1480
4440

109

연산 블록(18 x 18 MACC)
FPGA 패브릭

LSRAM 블록(20kbit)

352

전체 I/O
패키징

192
616

300

952

481

1520

µSRAM 블록(64 x 12)

1008

1764

2772

µPROM(Kbit, 9비트 버스)

297

297

459

513

250Mbps ~ 12.7Gbps의 트랜시버 레인

8

16

16

24

총 사용자 I/O

284

368

512

584

FCSG325
(11mm x 11mm, 11mm x 14.5mm*, 0.5mm)

170(84/86)/4

FCVG484(19mm x 19mm, 0.8mm)

284(120/164)/4

총 RAM(M비트)

7.6

사용자 DLL/PLL

고속 I/O

PolarFire F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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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e Gen2 끝점/루트 포트
유형/크기/피치

FCSG536(16mm x 16mm, 0.5mm)
FCG484(23mm x 23mm, 1.0mm)
FCG784(29mm x 29mm, 1.0mm)

FCG1152(35mm x 35mm, 1.0mm)

2

244(96/148)/8

같은 패키지 및 제품군 유형에 속하는 디바이스는 핀이 호환됩니다.

13.3
8
2

20.6
8
2

총 사용자 I/O(HSIO/GPIO)/트랜시버

170(84/86)/4*

300(120/180)/4
284(120/164)/4
244(96/148)/8

368(132/236)/16

33
8
2

300(120/180)/4
284(120/164)/4
244(96/148)/8

388(156/232)/16
512(276/236)/16

388(156/232)/16
584(324/260)/24

*더 큰 패키지 치수는 MPF200 디바이스에만 적용됩니다.

PolarFire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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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Microchip은 고객의 제품 개발 속도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Microchip은 제품 및 시스템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와 기술 지원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microchip.com을 방문하십시오.
• 기술 지원: www.microchip.com/support
• Microchip 디바이스 평가 샘플:
www.microchip.com/sample
• 기술 자료 및 도움말:
www.microchip.com/forums
• 각국 영업소 및 총판: www.microchip.com/sales

각국의 영업소 목록
미주

조지아주 애틀랜타
Tel: 678-957-9614
텍사스주 오스틴
Tel: 512-257-3370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Tel: 774-760-0087
애리조나주 챈들러(본사)
Tel: 480-792-7200
일리노이주 시카고
Tel: 630-285-0071
텍사스주 댈러스
Tel: 972-818-7423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Tel: 248-848-4000
텍사스주 휴스턴
Tel: 281-894-5983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Tel: 317-773-8323
Tel: 317-536-2380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Tel: 949-462-9523
Tel: 951-273-7800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Tel: 919-844-7510
뉴욕주 뉴욕
Tel: 631-435-6000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Tel: 408-735-9110
Tel: 408-436-4270
캐나다 - 토론토
Tel: 905-695-1980

유럽

오스트리아 - 벨스
Tel: 43-7242-2244-39
덴마크 - 코펜하겐
Tel: 45-4450-2828
핀란드 - 에스포
Tel: 358-9-4520-820
프랑스 - 파리
Tel: 33-1-69-53-63-20
독일 - 가르힝
Tel: 49-8931-9700
독일 - 하안
Tel: 49-2129-3766-400
독일 - 하일브론
Tel: 49-7131-67-3636
독일 - 카를스루에
Tel: 49-721-62537-0
독일 - 뮌헨
Tel: 49-89-627-144-0
독일 - 로젠하임
Tel: 49-8031-354-560

유럽

교육

Microchip은 추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심층 기술
교육과 참고 자료, 자가 학습형 교재 및 중요 온라인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기술 교육 리소스 개요: www.microchip.com/training
• MASTERs 컨퍼런스:
www.microchip.com/masters
• 개발자 도움말 웹사이트:
www.microchip.com/developerhelp
• 기술 교육 센터:
www.microchip.com/seminars

이스라엘 - 라아나나
Tel: 972-9-744-7705
이탈리아 - 밀라노
Tel: 39-0331-742611
이탈리아 - 파도바
Tel: 39-049-7625286
네덜란드 - 드루넨
Tel: 31-416-690399
노르웨이 - 트론헤임
Tel: 47-7289-7561
폴란드 - 바르샤바
Tel: 48-22-3325737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
Tel: 40-21-407-87-50
스페인 - 마드리드
Tel: 34-91-708-08-90
스웨덴 - 예테보리
Tel: 46-31-704-60-40
스웨덴 - 스톡홀름
Tel: 46-8-5090-4654
영국 - 오킹엄
Tel: 44-118-921-5800

아시아/태평양

호주 - 시드니
Tel: 61-2-9868-6733
중국 - 베이징
Tel: 86-10-8569-7000
중국 - 청두
Tel: 86-28-8665-5511
중국 - 충칭
Tel: 86-23-8980-9588
중국 - 둥관
Tel: 86-769-8702-9880
중국 - 광저우
Tel: 86-20-8755-8029
중국 - 항저우
Tel: 86-571-8792-8115
중국 - 홍콩 특별행정구
Tel: 852-2943-5100
중국 - 난징
Tel: 86-25-8473-2460
중국 - 칭다오
Tel: 86-532-8502-7355
중국 - 상하이
Tel: 86-21-3326-8000
중국 - 선양
Tel: 86-24-2334-2829
중국 - 선전
Tel: 86-755-8864-2200
중국 - 쑤저우
Tel: 86-186-6233-1526
중국 - 우한
Tel: 86-27-5980-5300
중국 - 샤먼
Tel: 86-592-2388138
중국 - 시안
Tel: 86-29-8833-7252

아시아/태평양

중국 - 주하이
Tel: 86-756-321-0040
인도 - 방갈로르
Tel: 91-80-3090-4444
인도 - 뉴델리
Tel: 91-11-4160-8631
인도 - 푸네
Tel: 91-20-4121-0141
일본 - 오사카
Tel: 81-6-6152-7160
일본 - 도쿄
Tel: 81-3-6880-3770
한국 - 대구
Tel: 82-53-744-4301
한국 - 서울
Tel: 82-2-554-7200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Tel: 60-3-7651-7906
말레이시아 - 페낭
Tel: 60-4-227-8870
필리핀 - 마닐라
Tel: 63-2-634-9065
싱가포르
Tel: 65-6334-8870
대만 - 신주
Tel: 886-3-577-8366
대만 - 가오슝
Tel: 886-7-213-7830
대만 - 타이베이
Tel: 886-2-2508-8600
태국 - 방콕
Tel: 66-2-694-1351
베트남 - 호치민
Tel: 84-28-544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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