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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 자동차용 eMMC 메모리

Ferri-eMMC ®

산업용 / 자동차용 eMMC 메모리

응용 프로그램

Ferri-eMMC®는 자동차와 다양한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고, JEDEC 표준 eMMC*
4.5/5.0/5.1 프로토콜을 준수합니다. 100/153-ball BGA 패키지로 출시되는 Ferri-eMMC®는 PCB 설계를 용이하게
해주고 생산비용 절감을 가능케합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컨트롤러와 고품질 NAND 컴포넌트로 구성된 Ferri-eMMC®는 오류 교정 (error correction), 불량
블럭 관리 (bad block management) 및 상태 모니터링 (health monitoring) 같은 고급 NAND 관리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첨단 산업용 임베디드 및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적의 비휘발성 저장매체 솔루션으로서 eMMC
메모리 업계 최고의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Ferri-eMMC® 의 업계 최저 dppm 관리와 AEC-Q100 인증 및
장기공급지원은 IVI (in-vehicle-infotainment) 와 자용차용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HDD 또는 단품 NAND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현재 사용 중인 HDD 와 단품
NAND 플래시 메모리를 Ferri-eMMC로 교체함으로써, 대용량 및 고성능 구현이 가능하며, 특정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용으로 Ferri eMMC 펌웨어 (firmware)를 맞춤화 (customization) 할 수도 있습니다.

Silicon Motion은 세계를 선도하는 NAND 컨트롤러 공급업체로서, 최고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제품을만듭니다 –
설계부터 생산 후에 이르기까지 타협하지 않는 영업지원과 기술지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Silicon Motion의 자동차
및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품질 약속은 Ferri-eMMC® 제품의 설계, 제조 및 품질검사 단계 전반에서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공장 자동화(HMI)

왜 Ferri-eMMC ®인가

통신 및 서버

Video Arcade Gaming

Thin Client

Surveillance (DVR)

의료 장비

산업용 휴대 장치

다기능 프린터

POS

Kiosk

테스트 기구

채택이 용이

• 손쉬운 PCB 트레이스 라우팅 및 레이아웃을 통한 높은 PCB/SMT 수율 확보 가능
• 탁월한 장기적 신뢰성 및 뛰어난 열방산

낮은 총소유 비용

• NAND 공정변화 (세대변화)에 따른 NAND 승인 재작업 비용 감소
• 저용량 Ferri-eMMC® 적용으로 비용 절감 (HDD 보통 용량 160GB 이상)
• 긴 제품 수명

다운타임 (down-time) 제거

• 자체 모니터링 지원, 분석 및 상태 정보 보고
• 현장 프로그램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 이용 가능

맞춤화 (customization) 가능

• 콘텐츠 사전 로드 / 보호 기능이 있는 수정 가능한 고급 파티션 기능
• 기술적 맞춤화 가능

*eMMC: embedded MultiMediaCard

Ferri-eMMC®
고효율 오류 수정 기능 (High-Efficiency Error Correction)

특징

• 고급 하드웨어 BCH 오류 교정 코드(ECC) 엔진
• StaticDataRefresh™ 및 EarlyRetirement™ 기술이 데이터 신뢰성 보장

신뢰성을 높이는 고급 글로벌 마모 레벨링
(Advanced Global Wear Leveling to Enhance Reliability)
• NAND 플래시칩 전체 영역에 프로그램/삭제 고른 배분 관리
• 낮은 쓰기 증폭 인덱스(WAI)로 수명 극대화

견고한 데이터 보호 (Robust Data Protection)

• 불안정한 전원에 대비한 고급 시스템 수준 보호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쓰기 보호 옵션
• 다중 사용자 데이터 보안 영역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안전 지우기 기능
• PowerShield 및 DataPhoenix 기술이 갑작스런 정전 시 데이터 손상을 방지

AEC-Q100 완료,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전장용 신뢰성 충족

Part Number

SM661

SM667

SM662

Host Interface

eMMC 4.5

eMMC 4.5

eMMC 5.0 / eMMC 5.1

NAND

MLC

SLCmode™

eMMC5.0: MLC / SLCmode™
eMMC5.1: TLC / MLCmode™ / SLCmode™

4/8GB

Density

2/4GB

eMMC5.0: 8~64GB MLC
eMMC5.1: 16~256GB TLC

Dimensions
Package

14 x 18 x 1.4(mm)

14 x 18 x 1.4(mm)

14 x 18 x 1.4(mm)

11.5 x 13 x 1.2(mm)

11.5 x 13 x 1.2(mm)

11.5 x 13 x 1.2(mm)

100 / 153-ball BGA

100 / 153-ball BGA

100 / 153-ball BGA

Commercial Temp (-25°C to +85°C)

Commercial Temp (-25°C to +85°C)

Industrial Temp (-40°C to +85°C)

Industrial Temp (-40°C to +85°C)

Industrial Temp (-40°C to +85°C)

Automotive Grade (-40°C to +85 / +105°C )

Automotive Grade (-40°C to +85 / +105°C )

Automotive Grade (-40°C to +85 / +105°C )

RoHs compliant / Halogen free

RoHs compliant / Halogen free

RoHs compliant / Halogen free

Temperature Support Commercial Temp (-25°C to +85°C)

Green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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