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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계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Synopsys 의 MIPI 

라인 제품 매니저, Kelvin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해볼 주제는: MIPI IP를 어떻게 사용하여 

장 거리의 MIPI CSI-2 전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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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업계의 전반적인 트렌드나 새로운 활용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분산식의 ECU 가 갈수록 많은 도메인 컨트롤러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중, 운전보조시스템(ADAS)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시스템(IVI)은 현재 이미 전기차와 전통 자동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커넥티드 카 와 V2X 가 더 발전된 자동차로 변하고 있습니다. 

센서(Sensor), 이미지센서(Image Sensor), 광학라이다(LIDAR), 레이더(Radar)를 비롯해 그의 

수와 종류가 늘었고, 대응 시스템과 SoC 급 기능의 보안 및 신뢰성이 중요시 되면서 

그의 수준과 사양도 향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용 규격 SoC 성능에 는 더욱 

발전된 FinFET 제조 공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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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SoC 활용 시나리오에서는 더 많은 요구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 

시나리오의 전체 보안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 보조 시스템(ADAS)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등이 포함되는데 ADAS, IVI에서 다른 센서(Sensor)를 다룹니다. 이 

밖에도 후방시야, 전방적시야, 그리고 보조 운전에도 다양한 센서가 사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난제 중 하나는, 이 센서들이 어떻게 하면 장거리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활용 시나리오 중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동차 규격은 다른 

모빌리티시장과 달리 온도 수명과 고장률(failure rate)이 크게 향상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디자인 기능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품질도 마찬가지로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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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품의 개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소비급과 차규격 제품의 개발 프로세스는 

다릅니다. 보라색 부분은 전통적인 소비급 ASIC 의 개발 프로세스이며, 구성부터 규격, 

디자인, 그 이후의 통합검증까지 모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시장에 쓰일 경우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의 일부가 더해집니다. 전형적인 

V자형 아키텍처에서는 우선 ISO 26262의 보안계획(safety plan)을 작성해야 하며, 그 다음 

하드디웨어의 안전성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설정한 목표, FIT rate 분석, 기능 안전의 기능 

정의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안전 매뉴얼(safety manual), FMEDA 보고서는 전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작업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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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 MIPI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할까요? MIPI CSI 규범이 과거에 전체 소비전자를 상대로 하나의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천적인 기능의 보안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 

규격에 사용된다면, 별도의 디자인 필요합니다. 디자인에는 사용자인터페이스, 내부 

인터페이스 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호는 인코팅 교정, 신뢰성 강화, 이 

레지스터 공간 보호, ECC 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안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안 메커니즘을 통해 랜덤 하드웨어 고장(Random Hardware 

Fault) 가 요구하는 사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oC 디자인 디테일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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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SoC 의 차규격 설계 과정에는 보통 Safety Manager 가 인용됩니다. 전체 

도표(Diagram)에서 보라색 부분은 전통적인 IP 블록이고, 연두색 부분은 Safety Manager 

입니다. Safety Manager 의 목적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이며 Mission Mode 의 테스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MIPI 의 

포장부터 전체에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 전부 Safety Manager규범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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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안전 디자인 외에 신뢰성이 있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신뢰성 디자인은 전체 

시스템 설계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 온도, 소음, 진동, 수명 및 

경기율(Field Rate)을 포함한 지표를 처리합니다. 디자인면에서 볼 때 PDK, DRC, 생산된 

목적(Mission Profile)을 비롯해 테스트칩(Test Chip)까지 차량 규격의 모든 신뢰성을 

테스트하고 입증 해야합니다. 그리고 온도의 범위, 그 인증(Certification)의 조항, 

검증(Qualification)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전자 및 소비급 제품과는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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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진정한 자동차 규격의 SoC 를 실현하려면, 전체 자동차 규격의 IP 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제품을 실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IP 들은 time-to-market 뿐만 

아니라, IP 자체의 신뢰성, 기능 보안 및 품질 면에서도 공급업체들에 매우 높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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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파트너인 Valens가 어떻게 Synopsys의 MIPI IP를 사용하여 차규격 제품 디자인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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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s 에서 업계 최초로 A-PHY 관련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 빠른 속도로 전체의 차 

규격을 만드는 일은, 자체적으로 설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높은 

신뢰성의 IP 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Valens 는 Synopsys 

를 차규격 IP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MIPI 풀세트 제품을 제공했습니다. 드디어 

올해 Q4 에 첫 샘플을 출시하게 됩니다. 총 세가지 제품 번호가 있고, 이는 다른 

규격들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IP 덕분에 개발시간을 단축 할 수 있었고, 개발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차기 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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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림은 더 디테일한 제품 설명입니다. 센서(Sensor)에서 프로세서로 이어지는 

브리지칩로 장거리 전송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RX 측에는 Synopsys 의 CSI 인 

RX컨트롤러(Controller), 차규격 RX컨트롤러, 그리고 C-PHY/D-PHY RX가 사용됩니다. PHY는 

ACQ-Grade 2 의 기준을 충족하고 컨트롤러도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을 갖춘 ASIL 

B 입니다. 오른쪽 발사단에는 CSI 인데, 마찬가지로 차규격 CSI TX 컨트롤러와 이에 

대응하는 CSPHY/D-PHY TX 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성숙한 솔루션으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속도를 올려주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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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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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규격은 전체 자동차 공업 시장에서 선진적인 구성과 더욱 선진적인 FinFET 은 

전체 업계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중요한 트랜드입니다. 제품디자인은 차규격 

기능안전지표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안전한 MIPI IP 가 필요하고 

고객들의 제품 출시 기간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IP 들은 AEC-Q100 을 

만족시켜야 하고, 일부 다른 기능의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고객들을 빠르게 

모으는 것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Synopsys 는 지난 수년간의 투자를 거쳐 현재 풍부한 

자동차 규격(Automotive Grade)의 MIPI 관련 IP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들의 

디자인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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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ys 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컨트롤러(Controller)의 경우 센서(Senor) 부터 

디스플레이까지 CSI에서 DSI로 매우 완전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PHY 물리층은: D-

PHYRX 부터 D-PHYTX 까지, C-PHY/D-PHY RX 부터 C-PHY/D-PHY TX 까지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킷면에서는, 우리의 PHY노드는 22, 16, 또은 7nm까지 커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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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관련 제품들의 링크입니다. 더 많은 제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Valens 솔루션에 대한 링크입니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