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ATmegaS128 마이크로컨트롤러
요약
AVR® ATmegaS128 마이크로컨트롤러(MCU)는 항공우주산업에 업계 최고의 AVR 코
어를 제공합니다. ATmegaS128 MCU는 우주 분야 애플리케이션에서의 방사선 성능 개
선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 세계 일반 시장를 위해 개발되어 수년 간
사용되어 온 Atmel AVR 툴을 활용합니다. ATmegaS128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 모터 및 센서의 작은 풋프린트, 저전력 및 아날로그 제어를 필요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우주 분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특징

Memory

• 고성능, 저전력 8비트 AVR MCU

128 KB of Flash
Program Memory

• 고급 RISC 아키텍처/최대 8 MIPS
• 온-칩 2-사이클 멀티플라이어
• 3–3.6V/0–8 MHz 동작 전압 및 속도 등급

4 KB Internal
SRAM Memory
4 KB
EEPROM Memory

• 내구성이 뛰어난 비휘발성 메모리

Up to 64 KB of
External SRAM Memory

•
•
•
•

128 KB 플래시 프로그램 메모리
4 KB EEPROM – 4 KB 내부 SRAM
최대 64KB 옵션 외부 메모리 공간
시스템 내 프로그래밍을 위한 SPI 인터페이스
• 확장된 온도 범위 (−55 ~ +125°C)

Advanced Risc
Architecture
8 MIPS
8 MHz
3.0–3.6V
−55 to +125˚C

Features
Programmable
Watchdog Timer
Internal RC Oscillator
Six Different
Sleep Modes
Power on Reset and
Programmable Brown
Out Detection
Six Different
Sleep Modes

ADC
8 Channel 10-bit ADC

2 USARTS
Master/Slave SPI TWI

7 Differential Channels

Analog Comparator 6
PWM Channels

8 Single-Ended
Channels

주변장치 특징
•
•
•
•
•
•

ATmegaS128

2 Differential Channels
with Programmable Gain
1× 10× or 200×

2개의 8비트 및 2개의 16비트 타이머/카운터

2 8-bit Timers
2 16-bit Timers

Ceramic 64-pin CQFP

Up to 53 I/O

6개의 PWM 채널
8채널, 10비트 ADC
TWI/USART/SPI 직렬 인터페이스

우주 환경을 위한 주요 특징

프로그래머블 와치독 타이머

•
•
•
•
•
•
•

온-칩 아날로그 비교기

특수 마이크로컨트롤러 기능
• 파워 온 리셋 및 프로그래밍 가능한 브라운 아웃 감지
• 내부 교정된 RC 오실레이터
• 외부 및 내부 인터럽트 소스
• 6가지 슬립모드:유휴,ADC 노이즈감소, 절전(Power-save), 전원
차단(Power-down), 대기및 확장 대기(Extended Standby)

www.microchip.com

전체 웨이퍼 로트 추적 가능
64 리드 세라믹 패키지 (CQFP)
우주 스크리닝
우주 등급 충족

총 이온화 선량: 최대 30 Krad (Si)
단일 이벤트 래치 업 LET > 62.5 MeV.cm²/mg
2 ~ 62.5 MeV.cm²/mg에서 다른 LET의 모든 기능 블록에 대해
125°C에서 전체 특성 분석
• 예상 SER: 1,000일마다 1개의 이벤트 (LEO)

ATmegaS128 스타터 키트

AtmegaS128 툴 가이드

디자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Microchip은 ATmegaS128 AVR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위한
완벽한 스타터 키트 및 개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프로토타이핑 및 테스트를위한 고급 기능을 갖춘 이
키트는 AVR 디바이스에서의 코드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ATmega128 MCU 또는 ATmegaS128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우주산업(space) 버전을 사용하거나, 산업용 버전을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 모두 동일한
핀아웃을 공유합니다.

ATSTK600

스타터 키트 마더보드

STK600-RC064M-9

megaAVR

®

64핀 디바이스를 위한
라우팅 카드

8 비트 및 32 비트 AVR® MCU를 위한
미드레인지 시스템 내 디버거 및 프로그래머

JTAGICE3

ATmegaS128-ZC-EK

STK600용 세라믹 64핀
패키지(CQFP) 및 보드

ATmegsS128 제품 선택 가이드
ATmegaS128-ZC-E

64-pin CQFP

엔지니어링 샘플

ATmegaS128-ZC-MQ

64-pin CQFP

QML-Q 동급

ATmegaS128-ZC-SV

64-pin CQFP

QML-V동급

ATmegaS128-MD-HP

64-pin QFP

Hirel 플라스틱 플로우

Atmel Studio

Atmel Studio는 AVR 및 ARM® 프로세서 기반 MCU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디버깅하기 위한 IDP (Integrated Development Platform)
입니다. Atmel Studio IDP는 C/C++ 또는 어셈블리 코드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 빌드 및 디버깅 할 수 있는 원활하고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Atmel Studio는 모든 8비트 및 32비트 AVR MCU를 지원합니다. 또한 디버거 및 개발 키트에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Atmel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ASF (Atmel Software Framework)는 AVR 및 ARM 기반 디바이스를 포함하여 Flash 기반 MCU 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1,600 개
프로젝트 예제를 제공하는 MCU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모든 ATmegaS128 주변장치에 대한 기본 C 코드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노트
Atmel Software 프레임워크 외에도 Microchip은 ATmegaS128 디바이스의 다양한 주변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노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노트 대부분은 C 언어로 된 소스 코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Microchip은 요청에 따라 Weibull 곡선 및 관련 SER에 기반한 디바이스의 모든 주변장치에 대한 자세한 방사선 보고서를 제공
합니다. 이 문서와 함께, “ATmegaS128 - 항공우주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안전 관리” 애플리케이션 노트는 안전한 항공우주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기 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ATmegaS128의 주요 특성을 안내합니다.

볼륨 프로그램을 위한 Hirel 플라스틱 플로우
• 64핀 QFP플라스틱 패키지
• QMLN/AQEC/AEC-Q100 동급
• ECSS Class 3 대응

• 확장 온도 범위
−55°C ~ 125°C
• 온도 사이클링 (옵션)

• 단일 번인 (옵션)
• 로트 전체 추적 가능
• 중성자 방사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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