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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반 시스템 용 
기가비트 멀티미디어 
시리얼 링크(GMSL)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운전자의 안전과 

미래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맥심의 SERDES (Serializer-Deserializer)          
제품은 견고하고 콤팩트하며 유연한 통신 기능

을 결합한 고성능 카메라 시스템을 구현한다. 

MAX967xx 제품군의 새로운 기능들은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 자동차를 설계하기 

위한 Maxim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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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술 요구 사항

카메라와 관련된 ADA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그림 2), 카메라의 

이미지를 프로세싱 장치로 전송하는 것과 프로세싱 장치에서의 

이미지를 각각의 디스플레이로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설계 과제이다. ADAS 카메라 시스템 

설계 시 핵심적인 상충 관계로는 이미지 해상도와 대역폭, 지연, 

신뢰성, 비용, 전력 소모량 등이 대표적이다.

•	대역폭 - 카메라는 그 목적에 따라 성능요구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와이드 앵글 렌즈를 가진 백업 지원 카메라는 

30fps에서 픽셀당 18비트 컬러의 1.3메가픽셀을 지원한다. 

컨트롤 비트와 밸런스용 인코딩을 포함한 이러한 싱글 

카메라는 1Gbps 이상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	지연 - 62.5mph (100km/hr)의 속도에서 자동차는 초당 

91.12ft (27.8m)를 이동한다. 탑승객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는 매초가 중요하다.

•	안정성 - 차량의 수명이 다할 동안 차량의 소모에 적응하고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를 탐지하는 것은 원활한 차량 구동을 

위해 필수적이다.

•	전력 소모  - 자동차에 전자 시스템이 적용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용량과 전원 공급에 대한 제약 문제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비용 -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품과 케이블을 

줄이는 것이 시스템 비용을 낮추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	이미지 해상도 - 시각을 토대로 물체를 탐지하는 ADAS는    

프로세스에 필요한 이미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고품질의 

이미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DAS 개요

자동차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나타내는 ADAS 덕분에 도로의 

안전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일부 기술들은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특정 상황에 완벽한 차량 통제를 제공한다

(표 1). 다른 기술들은 사각 지대를 탐지하는 것과 같은 정보를 

탑승자에게 제공하지만 차량의 제어는 운전자에게 일임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아이디어가 관심을 얻으면서 운전자와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많은 ADAS 기술의 기능들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1).

그림 1. ADAS 애플리케이션 위치 다이어그램

표 1. ADAS 기술 적용 사례

SURROUND VIEW

LANE DEPARTURE 
WARNING

TRAFFIC SIGN
RECOGNITION

PARK ASSISTANCE & 
SURROUND VIEW

SURROUND VIEW

가시성 제어 향상 차량 내부 보안

백업  

지원

서라운드 뷰

사각 지대 &          

차량 접근 

도로 표지판 탐지

ACC (Adaptive 
Cruise Control)

자동주차

차선 탐지 &           

차선 유지

전조등 탐지

안전벨트  

탐지

운전 부주의

에어백  

장착

졸음운전 탐지

https://www.maximintegrated.com/en.html
http://www.maximintegrated.com/DeepCover
https://www.maximintegrated.com/en/markets/automotive/adas.html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디자인 가이드 www.maximintegrated.com

4 www.maximintegrated.com/ADAS

CAMERA ECU (x4)
ADAS CONTROL UNIT

IMAGE
CAPTURE

VIDEO
SoC

LDO

LDO

LDO

STEP-DOWN
DC-DC

DISPLAY
SERIALIZER

CAMERA
SERIALIZER

CAMERA 
INTEGRATOR

VIDEO

STEP-DOWN
DC-DC

LOAD
SWITCH

MEMORY
POWER

LV STEP-DOWN
DC-DC

HV STEP-DOWN
DC-DC

V/I
PROTECTION

SUPERVISOR

SUPERVISOR

OSCILLATOR

COLLISION AVOIDANCE RADAR ECU  (x2)  
  

RADAR
FRONT
END IC

IMAGING
AND

CONTROL
SoC

CONSOLE
DISPLAY

TOUCH/
BUTTONS

CAN

CAN

PMIC

CAN

DRAM TEMP
SENSE

INPUT
PROTECTOR

STEP-UP
DC-DC

BRAKES

STEERING

ALERTS

SoC

ADC

PARKING ASSIST/BLINDSPOT ECU (x4)   

ULTRASONIC
MODULE

CAN

SEQUENCER

BATTERY

OSCILLATOR

POWER RAILS

LDO STEP-DOWN
D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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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애플리케이션용 MAX967xx 기능

1. 컨트롤 채널 에러 탐지와 재전송

•	 링크 컨피규레이션 시 100% 정확도 보장

•	 컨트롤 링크를 통해 접근하는 주변기기를 위한 안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2. 크로스바 스위치

•	 모든 병렬 출력에 대한 병렬 입력

•	 호스트 보드 한 대에서 다양한 카메라 모듈 지원 
•	 호스트 보드 여러 대를 위한 하나의 카메라 모듈 지원

3. EMI/EMC 절감

•	 프로그래머블 출력 대역 확산

•	 직병렬 변환기로 대역 출력 클록 전파 가능

•	 채널 EMC 저항 제어 위한 높은 면역 모드

 

4. 향상된 케이블 드라이브

•	 50Ω 동축 또는 100Ω STP (Shielded Twisted Pair)
•	 프로그래머블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및 디엠퍼시스

(De-emphasis)를 통해 풀 스피드로 15m 케이블 가능

•	 라인 장애 모니터링 이용 가능

5. 눈폭(Eye-Width) 모니터 & 어댑티브 이퀄라이제이션
(Adaptive Equalization)

•	 긴 케이블 드라이브를 위해 케이블 이퀄라이저 내장

•	 눈폭 모니터를 통해 이퀄라이저의 재조정 용이

6. 최대 1.74Gbps에 이르는 유연한 데이터 입력

•	 14	비트 입력에서 12.5MHz ~ 87MHz at + HSYNC와 VSYNC
•	 12	비트 입력에서 36.66MHz ~ 116MHz at + HSYNC와  

VSYNC

7. AEC-Q100 인증

8. 전용 프레임 싱크 GPO

MAX967xx GMSL SERDES 
설계 혁신 강화

맥심 인터그레이티드의 SERDES 제품들은 비압축 카메라 피드 

전송 시스템을 위해 향상된 신뢰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SERDES 
칩셋은 이미지 센서에서 나온 비압축 병렬 비디오 출력을 제어 

입력과 결합시키고 하나의 고속 출력으로 직렬화해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한 후 직병렬 변환기(Deserializer)에서 

원래의 병렬 비디오 출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실행한다. 많은 

시스템들이 동일한 케이블을 통해 전력과 고속 양방향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MAX967xx 제품군은 ADAS 애플리케이션 

전용인 새로운 보안 및 안정성을 제공한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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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백업 지원용 GMSL SERDES 시스템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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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병렬 변환기에도 동일한 이점이 있다. 싱글 카메라 모듈과 직렬 

변환기를 결합 시킬 경우 유입되는 카메라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수많은 직병렬 변환기 보드와 그래픽 프로세서가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호환성이 향상되면서 내부 크로스바 스위치의 활용이 

가능해진다.

라인 장애 탐지

MAX967xx 제품 일부에는 라인 장애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그림 5). 시리얼 링크의 내부 저항기 네트워크를 LMN0/LMN1 
핀에 부착하고 1.5V 및 1.7V 사이의 기준 전압을 포함시킴으로써, 

시리얼 링크의 물리적 상태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하드웨어 핀인 LFLTB/GPIO1는 오픈 케이블이나 

배터리로의 단락, 그라운드로의 단락이 탐지될 경우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두 개의 라인 장애 모니터 핀인 LMN0과 LMN1
이 단도체 동축 케이블이나 차폐연선(STP) 케이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다. LMN0/LMN1 핀을 위한 정격 운영 임계값은 

0.57V~ 1.07V이다. 케이블이 GND로 단락될 경우 라인 전압이 

이러한 임계값 아래로 내려간다. 케이블이 오픈되어 있다면 라인 

전압이 1.5V ~ 1.7V 사이의 기준 전압으로 올라간다. 케이블이 

배터리로 단락이 되는 경우 라인 전압이 2.5V보다 높게 올라간다.

MAX96711 직렬 변환기에는 라인 장애 탐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MAX96706와 MAX96708 직병렬 변환기 역시 이러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크로스바 스위치

크로스바 스위치로 모든 데이터 입력에 대한 모든 데이터 출력을 

위한 경로가 설정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통해 레이아웃 

제약이 용이해지고 디자인의 재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도입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출력 버스를 가진 센서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경우 모든 센서들이 동일한 MAX967xx 직렬 변환기 보드로 

인터페이스 가능하다(그림 4).	직렬 변환기에 적용된 신호가 적절한 

직병렬 변환기 출력으로 라우팅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크로스바 스위치를 구성할 수 있다. 하나의 이미지 센서 전용 직렬 

변환기 보드 대신에 다양한 카메라 모듈과 인터페이스 가능한 직렬 

변환기 보드를 설계함으로써 총 설계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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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크로스바 스위치의 기본 형태

그림 5. STP(좌)와 동축(우) 케이블을 위한 라인 장애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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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을 통해 전송된 모든 전류는 파워 필터의 각 인덕터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은 포화 전류, DC권선 저항, 패키지 크기 

등을 포함한 인덕터 파라미터 선택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한다. 

만약 전류가 인덕터를 통해 포화 전류보다 크게 흐른다면, 

자기장이 포화되고 인덕턴스가 급격히 떨어진다. 인덕터와 

인덕터의 직류저항을 통과하는 전류에 비례하는 전력 손실은 자기 

발열을 일으킨다. 전력 전달 레일에 전압 여유가 없다면, 전력 필터 

양단에서 전압이 떨어지게 되어 부하단에서 전압 레벨이 충분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전압이 

케이블에 적용되는데, 이는 케이블 전류를 낮추게 된다. 또한 

필요한 케이블 전류를 처리하도록 충분한 크기와 포화 정격 전류를 

가진 전도체가 선택된다. MAX967xx 제품군은 PoC 회로의 요구 

사항을 용이하게 해주는 최고의 전력 소비 기능을 제공한다.

어댑티브 이퀄라이저 
모든 케이블은 주파수가 높아지면 신호 품질을 저하시키는 기생 

임피던스를 갖고 있다. 또한 케이블 길이가 길면 신호 품질이 

낮아진다. 많은 고속 전송 시스템은 리시버 입력의 전면부 끝에 

케이블 이퀄라이저를 배치해 전송 케이블이 갖고 있는 저역 

통과 특성을 상쇄시킨다. 이퀄라이저는 케이블의 주파수 응답과 

조합하여 리시버가 더 높은 정확도로 광대역 신호를 복구할 수 

있도록 고주파의 관심 대역을 증폭한다.

MAX967xx 직병렬 변환기는 어댑티브 이퀄라이저 회로소자를 

내장하고 있다. 12개의 다양한 보상 수준을 갖고 있는 어댑티브 

이퀄라이저는 SERDES 시스템이 최대 30m의 동축 및 15m의 STP 
케이블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댑티브 이퀄라이저는 주기적으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하며 전송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에 

대응하도록 수동으로 조절 가능하다. 케이블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될 경우 어댑티브 이퀄라이저 레벨의 자동 설정에 의해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최적의 상태로 조정된다(그림 8).

PoC(Power Over Coax)

많은 시스템에서 하나의 STP 케이블은 실제로는 내부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력용이며 나머지 하나는 데이터 

용이다. SERDES 링크를 위해 STP 대신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더 저렴하고 가벼우며 보다 유연하고 높은 

주파수에서도 손실률이 낮기 때문이다. 저렴한 동축 케이블의 

이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데이터를 하나의 케이블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전도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전력과 역방향 채널 데이터, 순방향 채널 데이터 등 세 가지 

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6). 대응되는 회로로 알맞은 주파수 

대역을 전달하는 데 필터링이 사용된다. 데이터 채널은 직렬 

커패서터를 통해 트랜시버 입력으로 AC 커플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DC전력은 역방향 채널과 순방향 채널의 주파수 

대역에서 임피던스가 1KΩ 이상으로 상승하는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 저역 통과 특성의 인덕터를 사용한다. 데이터 채널이 50Ω 

터미네이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임피던스에서 20배 증가하는 

것은 DC 전압을 커플하고 고주파 성분을 필터하기에 충분하다. 

모든 인덕터는 자기 공명과 고주파의 임피던스에서 상응하는 

하락을 유발하는 기생 커패시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인덕터가 모든 관심 대역을 필터링하기 위해 선택된다       

(그림 7).

그림 6. 동축 GMSL 시스템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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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oC (Power Over Coax)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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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10b 인코딩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픽셀 클록 속도나 데이터 버스 폭과 같은 

파라미터를 결정하기에 앞서 8b/10b 인코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맥심 GMSL 기술은 시리얼 링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코딩을 활용하고 있다.

8b/10b 인코딩은 각각의 8비트 데이터 바이트를 10비트로 

변환해주는 전송 라인을 위해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8b/10b로 인코딩된 데이터 스트림은 동일한 수치의 1과  

0을 갖고 있으며 연속되는 1 또는 0을 5비트로 제한한다(표 2).

전송 선로가 DC 균형이 아닐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전압이 

선로에 축적되고, 이것은 비트 에러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1이    

연속적으로 전송될 경우 SERDES 링크의 AC 결합 커패시터가 

리시버에서 ‘0’으로 잘못 보이도록 DC 전압을 생성한다. 8b/10b 

인코딩은 1과 0의 RD (Running Disparity)를 추적하고 다음에 

생성된 신호가 ±1의 RD를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긴 시간에 걸쳐 

전송되는 1과 0의 수는 50-50으로 나뉜다.

전송 클록이 SERDES 데이터 스트림에 내장되기 때문에 리시버의 

데이터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리시버는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트랜지션을 모니터링한다. 1과 0의 긴 패턴은 클록 신호 

복구를 위한 리시버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8b/10b 인코딩은 

연속되는 1과 0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없애준다.

눈폭 모니터(Eye-Width Monitor)

긴 케이블을 통한 고속 통신의 견고함을 배가시켜주는 또 다른 

기능은 눈폭 모니터링 회로소자를 추가한 것이다. 의사 랜덤 비트 

시퀀스(PRBS)를 전송 라인에 보내고 트랜지션을 구성함으로써 

눈을 상징하는 끊임없는 구조가 생성된다. 안정적인 클록과 

보정된 케이블을 통해 아이(Eye) 다이어그램의 트랜지션이 

협소해지며 눈이 ‘개방’된다. 케이블 품질이 저하되거나 케이블 

길이가 늘어나면서 각 트랜지션의 고주파 성분이 약화되고 눈이 

닫히기 시작한다.

MAX96706은 눈폭의 개방을 감지하는 눈폭 모니터를 포함하고 

있다. 눈폭이 임계값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탐지하면 ERRB 출력 

핀에 신호를 보내거나 어댑티브 케이블 이퀄라이저를 재조정한다

(그림 9). 눈폭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성능이 떨어질 때 시스템 

설정을 조정함으로써 눈폭 모니터 회로소자는 SERDES 링크에 

안정성을 추가로 높여줄 수 있다.

그림 9. 폐쇄형(좌)과 개방형(우) 아이 다이어그램의 비교

표 2. 8b/10b 인코딩 포맷 예시

그림  8. 다양한 환경별 GMSL 리시버의 아이 다이어그램
Value (Decimal) Value (Binary) 10-Bit Code Alternate Code

HGF EDCBA abcdei fghj abcdei fghj

0 000 00000 1000111 0100 011000 1011

1 000 00001 011011 0100 100010 1011

2 000 00010 101101 0100 010010 1011

3 000 00011 110001 1011 110001 0100

4 000 00100 110101 0100 001010 1011

5 000 00101 101001 1011 101001 0100

6 000 00110 011001 1011 011001 0100

7 000 00111 111000 1011 000111 0100

8 000 01000 1110001 0100 000110 1011

9 000 01001 100101 1011 100101 0100

10 000 01010 010101 1011 010101 01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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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데이터 폭 선택

MAX967xx SERDES의 높은 유연성은 병렬 데이터 폭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계산된 픽셀 클록 속도는 BWS, DBL, HIBW에 

대한 가용한 설정을 제한한다. 다른 설정은 이용 가능한 입력 매핑인 

PXL_CRC, HVEN과 입력/출력 핀의 수를 제한한다(표 4).

PXL_CRC는 링크로 발송된 각 시리얼 패킷에 대한 추가적인 에러 

검사를 가능하게 해준다. 실행될 경우 이러한 기능은 추가적으로 6
비트의 내부 버스 폭을 갖게 된다.

HVEN은 HSYNC과 VSYNC 입력이 인코딩될 수 있게 해주며 내부 

데이터 버스로부터 분리되어 발송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병렬 

입력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슬롯을 허용한다. 이러한 기능은 

내부 데이터 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슬롯보다 입력 데이터 핀이 

많을 경우 유용하다. 실행될 경우 모든 HSYNC/VSYNC 신호가 

입력 슬롯에 적용되어야 한다.

입출력핀 계산은 입력 데이터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싱글 입력 모드가 실행될 경우나 픽셀 CRC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버스 슬롯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 

병렬 입력이나 병렬 출력보다 많은 비트가 있다면 패킷의 슬롯이 

사용되지 않으며 대역폭이 손실된다. 

픽셀 클록 속도 계산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는 모든 픽셀 클록 주기에서 한 픽셀로부터 

정보를 출력한다. 따라서 주어진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픽셀 클록은 이미지 크기와 매초 디스플레이된 이미지 수로 

계산된다.

픽셀 행 x 픽셀 열 x 프레임 속도 = 픽셀 클록(Hz)

직렬 변환기에서 직병렬 변환기로 통신할 때 맥심 GMSL 

디바이스는 내부적으로 24,	27이나 32비트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8b/10b(그리고 9b/10b) 인코딩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 

폭이 30 또는 40비트 패킷으로 변환되어 링크로 전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킷 인코딩은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나지만 

픽셀 클록 속도를 선택하고 링크로 병렬 데이터 전송을 할당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사용자들은 이러한 패킷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MAX967xx 제품군은 최대 1.74Gbps의 시리얼 데이터 속도를 

제공한다. 데이터가 30이나 40비트 패킷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최대 패킷 업데이트 속도가 각각 58MHz나 43.5MHz에 이르게 

된다. BWS, DBL, HIBW 등 세 가지 하드웨어 구성의 픽셀 클록 

범위가 MAX967xx 직렬 변환기에 적용될 수 있다(표 3).

BWS는 내부 버스의 폭을 결정한다. BWS=1일 경우 32비트, 

BWS=0일 경우 24/27비트이다. BWS는 인코딩된 시리얼 패킷이 

30비트인지 혹은 40비트인지에 직접 연관돼 58MHz나 43.5MHz
의 최대 클록 속도를 제공한다.

DBL은 직렬 변환기가 싱글 입력 모드인지 더블 입력 모드인지를 

제어한다. 싱글 입력 모드는 하나의 병렬 입력 워드를 하나의 

시리얼 워드로 전송을 위해 직렬로 변환하는 반면, 더블 입력 

모드는 절반으로 된 두 병렬 입력 워드를 하나의 시리얼 워드로 

결합시켜 전송한다. 더블 입력 모드는 병렬 입력 폭으로 두 개의 

픽셀 클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HIBW는 높은 대역폭 모드를 가능하게 해주며 BWS=0일 때에만 

활성화된다. HIBW=1은 27비트 내부 데이터 버스를 선택하고 

HIBW=0은 24비트 내부 데이터 버스를 선택한다.

DBL BWS HIBW PCLK 범위 (MHz)
1 1 0 25 to 87
1 0 0 33.3 to 116
1 0 1 73.3 to 116
0 1 0 12.5	to	43.5
0 0 0 16.7 to 58
0 0 1 36.6 to 58

Register Bit Settings Input Mapping  
(with MAX96706)

Input Mapping  
(with Other)DBL BWS HIBW PXL_CRC HVEN

1 1 — 1 1 DIN11:0, HS, VS DIN11:0, HS, VS

1 1 — 1 0 DIN11:0, DIN11:0, 

1 1 — 0 1 DIN11:0*, HS, VS DIN13:0*, HS, VS

1 1 — 0 0 DIN13:0* DIN14:0*

1 0 1 1 — DIN8.0, HS, VS DIN8.0, HS, VS

1 0 1 0 — DIN11:0, HS, VS DIN11:0, HS, VS

1 0 0 1 1 DIN7:0, HS, VS DIN7:0, HS, VS

1 0 0 1 0 DIN7:0 DIN7:0 

1 0 0 0 1 DIN10:0, HS, VS DIN10:0, HS, VS

1 0 0 0 0 DIN10:0 DIN10:0

0 1 — 1 1 DIN11:0*, HS, VS DIN13:0*, HS, VS

0 1 — 1 0 DIN13:0* DIN15:0*

0 1 — 0 1 DIN11:0*, HS, VS DIN13:0*, HS, VS

0 1 — 0 0 DIN13:0* DIN15:0*

0 0 1 — — DIN11:0*, HS, VS DIN13:0*, HS, VS

0 0 0 1 1 DIN11:0*, HS, VS DIN13:0*, HS, VS

0 0 0 1 0 DIN13:0* DIN15:0*

0 0 0 0 1 DIN11:0*, HS, VS DIN13:0*, HS, VS

0 0 0 0 0 DIN13:0* DIN15:0*

표 4. MAX967xx 입력 데이터 폭 선택

표 3. 다양한 패킷 설정에 대한 PCLK 범위 

* 입력 비트 폭은 이용 가능한 직렬 변환기 입력과 직병렬 변환기 출력의 수에 의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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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2비트 데이터 패킷 분해

32-BIT MODE

PACKET 
PARITY-

CHECK BIT

FCC PCBD0 D1 D24D23 D29D28D27SERIAL 
DATA

NO PXL_CRC

RX/
SDA

TX/
SCL

UART/I2C

FORWARD 
CONTROL-CHANNEL 

BIT

D0 D2 D29 D0 D2 D23 D29D28D27D26D25

2 BITS

24 VIDEO   
BITS

D26D25

30 BITS

30  VIDEO
BITS

D24

6 PXL_CRC  
BITS

PXL_CRC ON

PXL_CRC

D0 D1 D29

30  VIDEO
BITS**

D0 D1 D14

D15 D16 D29

15 x 2 VIDEO
BITS**

D0 D1 D23

24  VIDEO
BITS**

D0 D1 D11

D12 D13 D23

12 x 2 VIDEO
BITS**

DBL = 0 DBL = 1
DBL = 0 DBL = 1

NO PXL_CRC, DBL = 0
43.5MHz (max) NO PXL_CRC, DBL = 1

87MHz  (max)
PXL_CRC ON, DBL = 0

43.5MHz  (max) PXL_CRC ON, DBL = 1
87MHz  (max)

**내부 비트 입력/출력 핀의 가용성이 외부 버스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MAX96705/MAX96706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면(그림 10), 
BWS (Bus Width Select) = 1일 경우 내부 데이터 폭은 32비트

(8b/10b 인코딩 후 40비트)로 설정된다. 제어 채널과 패리티 

정보를 위해 2채널이 할당되며 남은 30비트가 비디오 데이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에러 탐지 강화를 위해 PXL_CRC가 실행될 

경우 6개의 비트가 추가로 사용되고 남은 24비트는 비디오 

데이터를 위해 사용된다. DBL (Double-input Mode) = 1일 경우 

24비트가 두 12비트 입력 워드로 할당된다. 두 칩 모두 최소 14
개의 병렬 데이터 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DBL = 0일 경우, 24비트가 하나의 입력 워드를 위해 

할당되며 총 스루풋은 MAX96705/MAX96706의 병렬 데이터 

핀의 수에 의해 제한된다. MAX96706은 14개의 병렬 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렬 데이터는 정보를 누락시키지 않고 14개의 병렬 

입력(DIN13:0)에서 나타날 수 있다. 내부 데이터 버스의 다른 10
개의 슬롯은 사용되지 않는다.

관련 자료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자동차 제품, 애플리케이션 &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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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No. Inputs Interface Speed (Mbps) Size (mm2) HDCP Application
MAX96707 14 CMOS/LVCMOS 1740 16.8

1.74Gbps	Compact	Cameras
MAX96709 14 CMOS/LVCMOS 1740 16.8
MAX96705 16 CMOS/LVCMOS 1740 26
MAX96711 14 CMOS/LVCMOS 1740 26
MAX9271 16 CMOS/LVCMOS 1500 26

1.5Gbps Camera/Display
MAX9273 22 CMOS/LVCMOS 1500 37.2
MAX9249 4 LVDS 2500 50.4

2.5Gbps Camera/Display
MAX9259 30 CML 2500 65.6
MAX9293 — HDMI 3120 65.6 YES

3.12Gbps Display

MAX9277 4 LVDS 2800 50.4
MAX9281 4 LVDS 2800 50.4 YES
MAX9275 30 LVCMOS 2800 65.6
MAX9279 30 LVCMOS 2800 65.6
MAX9291 — HDMI 3120 65.6

Part No. Inputs Interface Speed (Mbps) Size (mm2) HDCP Application
MAX96706 14 CMOS/LVCMOS 1740 26

1.74Gbps	Compact	Cameras
MAX96708 14 CMOS/LVCMOS 1740 26
MAX9272A 28 CMOS/LVCMOS 1500 50.4 1.5Gbps Camera/Display
MAX9264 30 CMOS/LVCMOS 2500 65.6 YES

2.5Gbps Camera/DisplayMAX9268 4 LVDS 2500 50.4
MAX9260 30 CMOS/LVCMOS 2500 65.6
MAX9278A 4 LVDS 3120 50.4

3.12Gbps Display

MAX9282A 4 LVDS 3120 50.4 YES
MAX9276A 32 CMOS/LVCMOS 3120 65.6
MAX9280A 32 CMOS/LVCMOS 3120 65.6 YES
MAX9288 4 CSI-2 3120 50.4
MAX9278 4 LVDS 3120 50.4
MAX9286 4 CSI-2 1500 65.6 Quad SER Input for Cameras

직렬 변환기 제품 선택 가이드

직병렬 변환기 제품 선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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