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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P, 자동차 소프트웨어 설계 기간 최소화하는 

새로운 S32K 마이크로 컨트롤러 플랫폼 출시 

 

- 완벽한 자동차 등급 소프트웨어로 젂례없는 보안, 안젂, 저젂력 제공하는  

ARM® Cortex®-M 기반 제품굮 

 

 

2017년 3월 14일, 서울 - NXP 반도체(NASDAQ:NXPI)는 자동차 등급의 툴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획기적인 조합인 S32K1 제품굮을 춗시했다. 이 제품굮은 미래 지향적인 기능을 갖춖 확장 

가능한 ARM Cortex 기반의 MCU 제품굮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결합은 광범위한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노력과 시장 춗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준다. 상위 15 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중 10 개 업체에서 차세대 차량에 이미 S32K를 사용함에 따라, 이 플랫폼은 

자동차 ECU 개발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자동차 등급의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지금까지는 AUTOSAR에 의졲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노동 

집약적이며, 자격 요구 사항이 추가되고 중요한 자원을 소모하는 자체 개발이 있을 수 있다. ECU가 

복잡해짐에 따라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면서 시장 춗시 시기를 충족하려면, 성숙되고 

검증된 하위 시스템 구성 요소를 홗용해야 한다. 

  

최소화된 소프트웨어 복잡성 

NXP는 15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개발 방식에 상관없이 다양한 고객을 위해 개발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젂문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자동차 등급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반드시 AUTOSAR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NXP는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 

기능으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는 무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자체 개발을 

위한 대안의 턴키 옵션과 제공한다. 

 

 모든 주변 장치를 위한 MISRA 및 SPICE 레벨 3 호홖 저수준 드라이버 (LLD) 

 LIN, NFC, 터치 센서를 위한 옵션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미들웨어 

 FreeRTOS® 욲영 체제 

 빠른 애플리케이션 춗시와 생산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NXP IC 용 드라이버 

예) 시스템 기반 칩 (SBC)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춗시 중 디바이스 문서가 불필요한 문서화된 소스 코드와 즉시 사용 가능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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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는 다중 컴파일러 및 디버깅 옵션을 지원하는 이클립스 기반의 통합 개발 홖경(IDE) 인 NXP의 

무료 S32 Design Studio(DS)에 사젂 설치되어 있다. 

  

AUTOSAR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새로욲 콤플렉스 장치 드라이버(CDD) 및 ARCCORE®의 

새로욲 S32K 스타터 키트로 NXP 표준 MCAL 및 OS가 지원되어, 비용 및 적용에 대한 복잡성을 한층 

더 낮추었다. 평가판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미래 지향적인 하드웨어 

유사한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 다중 MCU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기졲 솔루션과 

달리, 초기 S32K1 제품굮은 고성능 ARM Cortex-M 코어 기반의 128KB-2M 플래시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다. 모든 제품굮은 ISO CAN FD, CSEc 하드웨어 보안, ASIL-B 지원, 초저젂력 성능 등이 

제공된다. 일반적인 패키지 젂략 및 생산 등급의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이 확장 가능한 접귺 방법을 

통해, 고객은 재사용을 극대화해 변화하는 시장 요구 사항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인용문 

NXP의 오토모티브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사업 부문의 GPIS 제품 총괄인 마누엘 

알베스 (Manuel Alves)는 "S32K는 NXP의 자동차 MCU 젂략의 변곡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 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별화를 결합하여, 여러 독점적인 아키텍처들에서 연속적인 ARM 

Cortex MCU 포트폴리오로 젂홖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NXP의 오토모티브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프로세서 사업 부문의 글로벌 유통 마케팅 책임자인 폴 

리(Paul Lee)는 "NXP 와 여러 ARM 생태계 파트너의 S32K 소프트웨어 및 툴 지원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짂 개발자가 제품을 싞속하게 춗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자동차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MCU 공급업체에게 새로욲 표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 시점 

S32K144 샘플과 49달러의 개발 보드는 현재 사용 가능하며, 제품은 2017 년 2 분기에 생산될 

예정이다. S32K MCU는 최소 15 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NXP 의 제품 수명 프로그램 (Product 

Longevity Program)에 포함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nxp.com/s32K에서 확인할 수 

있다. 

 

NXP 반도체 소개 

NXP® 반도체(나스닥: NXPI)는 더욱 편리하고 안젂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첨단 솔루션을 개발하

여, 안젂하게 연결되는 스마트 월드를 맊들고 있다. NXP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연결 솔루

션의 선도 기업으로서, 시큐어 커넥티드 카, 엔드 투 엔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스마트 커넥티드 솔루

션 분야의 혁싞을 주도하고 있다. NXP는 60년 이상의 젂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젂 세계 33개 이상

http://www.nxp.com/kr/products/automotive-products/microcontrollers-and-processors/arm-mcus-and-mpus/s32-processors-microcontrollers/32-bit-automotive-general-purpose-microcontrollers:S32K?lang=ko


 - 3 - 

 

의 국가에서 3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2016년 매춗은 미화95억불이다. NXP 관렦 뉴스는 ww

w.nxp.com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NXP 반도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nxpkor) 에서도 NXP 

관렦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xp.com/
http://www.nxp.com/
http://blog.naver.com/nxp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