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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 최적!
고성능 멀티밴드 무선 통신 LSI 「ML7436N」 개발
~복수 주파수에 대응하여, 월드와이드 모델 전개 가능~
＜개요＞
로옴 그룹 라피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이하, 라피스 테크놀로지)는 스마트미터,
스마트 가로등과 같은 인프라를 비롯하여,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 등에도
필요시되는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에 최적인 멀티밴드 무선 통신 LSI 「ML7436N」을
개발하였습니다.
신제품은 고속 동작 가능한 32bit CPU 코어 「Arm®Cortex®-M3」와 무선 통신
LSI 로서 업계 최대 용량인 1024KB 의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는
멀티홉 통신 (중계 기능) 및 무선 펌웨어 갱신 (FOTA※1)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 및 대량 데이터를 탑재할 수 있어, 시스템의 광대역 메쉬 네트워크화 및 유지 관리 공수 삭감에
기여합니다. 또한, 강력한 암호화 회로를 탑재하여, 구축 시스템의 보안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IoT 기기는 각 국가의 무선에 관한 법규나 규격에 따라 개발해야 했습니다.
신제품은 멀티밴드 (Sub-1GHz 및 2.4GHz) 대응 RF 칩을 탑재하여, 월드와이드 모델 전개가 가능합니다.
본 제품은 2020 년 12 월 샘플 (샘플 가격 1,000 엔 / 개, 세금 불포함) 출하를 개시하였으며, 2021 년 3 월부터
월 10 만개의 생산 체제로 양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라피스 테크놀로지는 고품질의 무선 통신 LSI 를 개발하여, 생활이 편리해지는 스마트 사회의 실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배경＞
최근 인프라, 공장, 물류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IoT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광대역
통신을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및 보안성이 높은 메쉬 네트워크의 구축이 꼭 필요하여, 대용량 메모리 및 처리
능력이 높은 CPU 를 탑재한 무선 통신 LSI 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국내에 있어서는 법
개정을 통해 2020 년 4 월부터 IoT 기기에 업데이트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격의 펌웨어
갱신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라피스 테크놀로지는 스마트미터에서 채용 실적을 다수 보유한 무선 기술을 집약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메쉬 네트워크를 월드와이드로 구축 가능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특징＞
1. 메쉬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용이
Arm 사의 고속 저소비전력 「Arm®Cortex®-M3」를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무선 통신 LSI 로는 업계 최대급인 1024KB 의 메모리를
탑재하여, Wi-SUN FAN※2 으로 대표되는 멀티홉 통신 및 메쉬
네트워크의 기능을 지닌 IoT 기기에 최적이며, FOTA 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라피스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FOTA 를 실장함으로써,
제품 출하 후 IoT 기기의 업데이트도 용이하므로, 시스템의 유지 관리
비용 및 공수 삭감에도 기여합니다.
본 제품은 로옴에서 개발중인 Wi-SUN 모듈에도 탑재되어, 멀티홉
통신이 가능한 Wi-SUN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실현하는 모듈의 개발에도 기여합니다.
2. 멀티밴드 대응으로 월드와이드 모델 전개 가능
Sub-1GHz (400MHz to 960MHz)와 2.4GHz 의 복수 주파수에 대응합니다. 지금까지 무선 통신 기기의 해외
전개 시에는 각 국가의 법규, 규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무선 통신 LSI 를 채용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본 제품은
1 개의 무선 통신 LSI 로 각 국가의 Sub-1GHz 통신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또한, ISM 밴드※3 인 2.4GHz 에도
대응하므로, Sub-1GHz 통신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전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압
및 온도와 같은 환경 변동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무선 특성을 보유하여, 실내외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3. 안전한 네트워크 실현 가능
일반적으로 FAN 이나 IoT 기기에서 통신되는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통한 암호 처리는 매우 부하가 크고, 방대한
소프트웨어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신제품은 AES 등 각종 암호화에
대응하는 하드웨어 엔진과 패킷 처리에 최적인 DMA 컨트롤러를
탑재함으로써, CPU 부하를 기존품 대비 1/2000 로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해시 함수 (SHA-224 / SHA-256) 및 랜덤
특성을 더욱 높인 진성 난수 (TRNG※4)도 새롭게 탑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의 저소비전력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통신이 가능합니다.

＜개발 서포트＞
신제품을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ML7436N」 평가 보드, 평가 툴, 서포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 인증 시험에 필요한 테스트 모드에 대응하는 레퍼런스 소프트 제공 등, 무선 기기 개발용으로
다양한 개발 서포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품 사양＞

＜응용 분야＞
스마트미터를 비롯한 인프라 기기, 공장 내부, 물류, 농지 등에서의 센서 네트워크 기기, 기타 무선 통신이
필요한 IoT 기기 전반
＜용어 설명＞
※1 : FOTA (Firmware update Over-The-Air)
무선 통신을 경유하여 어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를 배포, 갱신하는 것이다.
※2 : Wi-SUN FAN (Field Area Network)
Wi-SUN 얼라이언스가 제정하는 스마트미터, 스마트 가로등과 같은 인프라 관리 등, 스마트 시티를 무선으로
실현하기 위한 센서, 미터기에 탑재하는 멀티홉 통신이 가능한 통신 규격이다.
※3 : ISM 밴드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band)
산업기기, 과학, 의료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할당된 주파수 대역. ISM 밴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기는 면허가 필요 없다.
※4 : TRNG (True Random Number Generator)
진성 난수 생성기
＜상표에 대하여＞
・Arm® 및 Cortex®는 Arm Limited (또는 그 자회사)의 EU 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등록상표입니다.
＜라피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회사 개요＞
라피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LAPIS Technology Co., Ltd.)는 마이컴, 무선 통신 LSI, 비디오 LS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배터리 감시 LSI 등을 제공하는 로옴 그룹의 LSI 메이커입니다.
2020 년 10 월 1 일에 로옴 그룹의 라피스 세미컨덕터 주식회사에서 LSI 사업을 분할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라피스 테크놀로지는 고객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제안과 이를 실현하는 설계 기술을
사업의 중심으로 하여, 더욱 신속하고 폭넓은 제안과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