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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L (Power over Camera Link) 이란 
 

PoCl의 표준은 AIA 위원회인 Matrox 사의 Dwayne Crawford에 의해서 개발됐다. 최근 표

준으로 부각되고 있는 Power over Camera Link (PoCL)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데이터 전

송 케이블과 같은 케이블로 power를 카메라로 전송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전원 공급을 하

지 못하는 Frame Grabber들을 위해 PoCL 기능을 갖는 Repeater 사용도 가능하다.  

 

Camera Link Signals                        전원, 기타 제어 신호  

 

Camera Link Signals         전원 공급                   기타 제어 신호  

<그림 1. Camera-Repeater-Frame Grabber Connection with Po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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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L의 장점은 카메라 뒷 부분에서 요구되는 인터페이스의 수를 줄여주는 것이다. 즉, 

Camera Link 케이블의 4개의 drain wires (4개 Ground)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므로 한 케

이블로 전원과 데이터를 전송함으로 카메라 전원 케이블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림 2. Camera-Cable Connection without Power Cable> 

이 개념은 USB-powered 장치들과 유사하여 컴퓨터에서 USB에 필요한 전원을 받듯 

Frame Grabber나 Repeater 등으로부터 전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4W 미만으로 적은 전력량

이지만 많은 카메라의 전원으로 충분하고 많은 비젼 어플리케이션의 요구를 만족시킬만하다. 

카메라로부터의 데이터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뿐더러 전원 단자의 제거로 시스

템의 비용과 크기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PoCL의 기능 구현 즉, 전원 전송은 Camera Link 1, 13, 14, 26번 신호선 중에 핀 1번과 26

번을 전원(+12V)으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그림 3. 참조> 위에서 말한 4W의 제한으로 12V

에서는 333mA, 10V에서는 400mA의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 PoCL를 사용하려면 전용 케이

블이나 일반적으로 Frame Grabber의 변환(전원공급부분)이 필요하다.  

Frame Grabber 변환은 power supply를 포함하기 위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원을 “safe power” 또는 “dedicated power”로 할지 논란이 있었다. 둘 사이의 차이는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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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의 경우 PoCL 사용이 가능한 카메라나 케이블을 detect 하기 위하여 약간의 센서 회

로를 부가하는 것이고 – 카메라나 케이블을 검출하지 못하면 전원 공급은 없다, “dedicated 

power”는 전원은 항상 공급하되 지원받지 못하는 장비들을 위하여 fuse를 사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표준 작업에서 safe power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지만 dedicated power

도 사용하는 것으로 혼용중이다. 

 

 

<그림 3. Camera Link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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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PoCL 케이블 디자인은 많은 새로운 작은 카메라들에게 충분한 전원(~400mA with 

up to 1A under fault conditions)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Camera Link 응용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Camera Link 케이블은 28awg 굵기의 쌍(pair) 신호선 11개와 

4가닥의 drain wire(ground로 사용)로 구성되어 전체 굵기가 약 9mm정도(이게 표준은 아님)

이다. PoCL 위원회는 기존 케이블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 즉,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두 개

의 drain wire만 전원(+12V)으로 절연시켜 사용함으로 케이블 변경에 요구되는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디자인 요구를 간단하고 쉽게 해결했다.  

 

 

<그림 4. PoCL 기능을 갖는 케이블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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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L의 미래 

 

위에서 언급한대로 PoCL을 어떻게 적용할 지 많은 논란이 있지만, 향후 Frame Grabber나 

Camera Link 카메라들에 적용될 것이다. 현재는 Base Camera Link만 지원되지만 

Mediun/Full Mode까지 확장될 것이다. 하지만, PoCL은 GigE와 같이 케이블에 전원을 실어주

는 차세대 사양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카

메라들이 Camera Link로부터 GigE Vision 데이터 전송과 같은 시리얼 전송으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