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ame Grabber란

카메라 링크는 비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이다. 이 인터페이스는비젼 어플리케이션을 위

한 더 유용한 사양을 공급하는 Channel Link의 기본 기술까지 확대된다. 수년 동안 프레임 그레버와 카메

라 제조 업자들은 업체들마다 서로 다른 커넥터와 케이블을 개발해 사용자들을 혼란케 했다. 다양한 카메

라들과 진보된 신호선과 데이터 전송은 Camera Link와 같은 표준을 만들었으며 비용분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표준 케이블은 증가하는 신호선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사

용자에게 준다. 

Channel Link --- 디지털 카메라와 프레임 그레버 사이의 연결 표준은 데이터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

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고, 물리층인 LVDS를 기초로 한 flat panel 디스플레이 연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Channel Link 기술이 National semiconductor에 의해 개발되었다. Channel Link는 드라이버와 리시버 쌍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라이버는 28 single-ended 데이터 신호들과 클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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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signal --- 표준 Camera Link 케이블은 카메라 제어 신호들, 시리얼 통신, 비디오 데이터를

공급한다.

Video data --- 이미지 데이터와 이미지는 Channel link 버스상에서 전송되며 4개의 신호선으로 구

성되어 있다.

FVAL --- Frame Valid 는 유효한 라인들을 위해 High로 정의된다.

LVAL --- Line valid 는 유효한 픽셀들을 위해 High로 정의된다.

DVAL --- Data valid 는 데이터가 유효할 때 High로 정의된다.

Spare --- 여분의 신호. 사용하지 않음.

Camera Control signals --- 4개의 LVDS 신호쌍은 범용 목적의 카메라 제어 신호이다.

Camera Control 1 (CC1)

Camera Control 2 (CC2)

Camera Control 3 (CC3) 

Camera Control 4 (CC4)

Communication --- 두 개의 LVDS 신호쌍은 카메라와 프레임 그레버 사이의 비동기 직렬 통신

을 위하여 정의되어 있다. 카메라와 프레임 그레버는 적어도 9600bps baud, 1 start bit, 1 stop 

bit, no parity, no handshaking 을 제공한다.

SerTFG --- 프레임 그레버와 직렬 통신을 하는 차동 신호

SerTC --- 카메라와 직렬 통신을 하는 차동 신호

Power --- Camera Link 커넥터는 전원은 공급하지 않는다. 

Port Assignments --- Camera Link 인터페이스는 3개의 configuration을 갖는다.

Base --- Single Channel Link chip, single cable connector 

Medium --- Two Channel Link chips, two cable connectors

Full --- Three Channel Link chips, two cable 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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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DS --- 낮은 전압 차분 신호(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ing)는 저렴한 구리 케이블에 고속

으로 동작이 가능한 전기적 신호 시스템이다. LVDS는 고속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를 위한 낮은 전력 소비 및 뛰어난 노이즈 내성의 특성을 가진다. ANSI/TIA/EIA-644로 표준화

된 후 여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및 업계에서 응용되고 있다. 

LVDS의 전기적인 특성

그림은 일반적인 LVDS 트랜스미터를 의미한다. 차동 쌍의 전송선을 통해 약 3.5mA의 전류를 제공

하는 전류 모드 드라이버로 구성된다. 수신기의 100옴은 전송선의 임피이던스 매칭을 하는데 사용

되며 이는 신호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신호 반사를 줄일 수 있다. 수신기의 높은 임피이던스는 드라

이버로부터 100Ω 테미네이션 레지스터로 3.5mA의 전류를 생성하여, 수신기 이력간 350mV의 전압

차를 발생시킨다. 레지스터를 통한 전류의 방향이 전압 차의 +/-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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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신호의 파라미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차동 출력 전압(VOD)이다. 이 전압은 드라이버의 두 개의 출력 라인간 측정된

전압차의 절대 값으로 247~454mV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350mV이다. VOH 및 VOL 은 각각

전압 출력 하이와 전압 출력 로우를 가리키는데 LVDS 디바이스용으로 명시된 건 아니지만 출력 상쇄

전압 범위(VOS)와 차동 출력 전압(VOD)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VOH와 VOL은 그라운드와 관련된 출력

전압이며, 항상 수신기의 입력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LVDS의 혜택 및 장점

 높은 데이터 속도(Max. 1.923Gbps) 

 낮은 노이즈 방출 및 동위상, 공통 전압 노이즈 제거

 낮은 전력 소모(1.2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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