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logic S922X A311D A311D2 Android 개발 보드

명세서
모델 번호. Amlogic S922X A311D A311D2 Android 개발 보드
CPU Amlogic S922X 쿼드 코어 ARM Cortex A73 및 듀얼 코어 ARM Cortex A53 1.98Ghz
GPU ARM Mali-G52 MP4(6EE) OpenGL ES 3.2, Vulkan 1.1 및 OpenCL 2.0
램 DDR4 2GB/4GB
ROM 16GB eMMC(최대 128GB까지 확장 가능)
OS 안드로이드 9.0
비디오 및 오디오 코덱
디코딩 해상도 4K H265 10Bit, H.264, AVS, MPEG-2 및 기타 여러 형식 지원
멀티미디어 지원 MPEG1, MPEG2, MPEG4, H.264, WMV, MKV, TS, flv 및 기타 비디오 형식 지원

MP3 및 기타 오디오 형식 지원 JPG, JPEG, BMP, PNG, GIF 및 기타 사진 형식 지원
포트
비디오 출력 1 채널 LVDS 40핀 2.0mm 이중 핀, 8비트, 10비트 화면 지원 가능;

1 채널 HDMI 출력;
1채널 AV 출력

비디오 입력 x1, MIPI CSI
오디오 출력 4핀 2.5mm 소켓 25W@2 앰프 및 3W@2 스피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x1, 10M/100M 이더넷

WIFIBT, 2.4G 단일 대역 또는 2.4G/5G 이중 대역(옵션)
옵션용 PCIE 슬롯(4G) x1 또는 M.2 슬롯(4G) x1

USB2.0 인터페이스 USB OTG x1(호스트에서 사용 가능)
USB 호스트 x7

백라이트 인터페이스 x2, 6핀 2.0mm 소켓
적외선 인터페이스 x1, 7핀 2.0mm 소켓, 빨간색 및 녹색 LED 표시기 모두 지원
기능 확장 포트 직렬 포트 x4
TF 카드 슬롯 x1
SIM 카드 슬롯 x1
RTC 시간 동기화 지원
힘
전원 공급 장치 12V, 2.5DC 커넥터











이사회 소개

Amlogic S922X Android 개발 보드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플레이어-LCD 드라이버 통합 보드는 UHD 4K@60fps 하드웨어 비디오 디코딩을 지원하는 Amlogic S922X 12nm
하이엔드 칩을 채택합니다. 또한 H.265 10비트, H.264 및 AVS 및 기타 여러 형식을 지원합니다. 다중 채널 UART 및 USB 인터페이스로 HDR10 및 HLG HDR(High
Dynamic Range) 처리를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WIFI, 4G 및 이더넷 기능을 지원합니다. AV 직렬 사용, SD 카드 확장을 지원합니다. 고성능 지능형 디스플레이 단말 장비, 산업 자동화 단말, 컴퓨
터 비전/알고리즘, 3D 경험, 게임/오락 장비, 고성능 얼굴 인식 컴퓨팅/저장, AI 지능 등에 적합한 모든 종류의 터치 스크린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금융, 광고, 보안, 교통, 대중교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급
형 지능형 마더보드로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인터페이스
- 1채널 LVDS 비디오 출력(40핀)
- 1채널 HDMI 비디오 출력
- 5채널 USB2.0
- 4채널 RS232 (패치로 USB2.0으로 수정 가능)
- 1채널 MIPI CSI
- 1채널 AV 출력
- 1채널 I2C
- I2SC/IS2B



- 1채널 25W 슈퍼 파워 앰프 및 3W 스피커 인터페이스
(2) 네트워크 제약을 돌파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킹
- 유선, WiFi 및 4G 액세스 지원, 다중 네트워크 하이브리드 네트워킹 실현 가능
(3) 조작이 간편하고 유지보수가 빠름
- 중단점 재생 지원
- 슈퍼 다주기 타이밍 스위치 기능
- U 디스크 로딩 또는 직접 재생 지원
- 자동 복구, 원격 업그레이드, 지능형 도메인 이름 확인 지원

칩 성능

CPU 서브시스템
(1) 쿼드 코어 ARM Cortex-A73 및 듀얼 코어 ARM Cortex-A53 CPU
(2) Neon 및 Crypto 확장이 있는 ARMv8-A 아키텍처
(3) 통합 시스템 L2 캐시
(4) 상시 처리를 위한 내장 Cortex-M4 코어
(5) 고급 TrustZone 보안 시스템
(6) 내부 QoS 기반 스위칭 패브릭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기반 트래픽 최적화

3D 그래픽 처리 장치
(1) ARM Mali-G52 MP4(4ppc) GPU
(2) 8와이드 워프, 2x 듀얼 텍스처 파이프, 6x8 너비 실행 엔진(EE)
(3) 동시 멀티 코어 처리
(4) OpenGL ES3.2, Vulkan 1.0 및 OpenCL 2.0 지원

비디오/사진 코덱

(1) 전용 하드웨어 디코더 및 인코더가 있는 AVE(Amlogic Video Engine)
(2) 최대 4Kx2K@60fps1x1080P@60fps의 다중 비디오 디코더 지원
(3) 다중 "보안" 비디오 디코딩 세션 및 동시 디코딩 및 인코딩 지원
(4) 비디오/사진 디코딩
VP9 프로필-2 최대 4Kx2K@60fps
H.265 HEVCMP-10@L5.1최대 4Kx2K@60fps
AVS2-P2 프로필 최대 4Kx2K@60fps
H.264 AVCHP@L5.1최대 4Kx2K@30fps
최대 1080P@60fps의 H.264 MVC
MPEG-4 ASP@L5 최대 1080P@60fps(ISO-14496)
WMV/VC-1 SP/MP/AP 최대 1080P@60fps
AVS-P16(AVS) /AVS-P2 JiZhun 프로필 최대 1080P@60fps
MPEG-2 MP/HL 최대 1080P@60fps(ISO-13818)
MPEG-1MP/HLupto1080P@60fps(ISO-11172)
RealVideo 8/9/10 최대 1080P@60fps
다중 언어 및 다중 형식 자막 비디오 지원
MJPEG 및 JPEG 무제한 픽셀 해상도 디코딩(ISO/IEC-10918)
JPEG 축소판, 크기 조정, 회전 및 전환 효과 지원
*.mkv,*.wmv,*.mpg, *.mpeg, *.dat, *.avi,*.mov, *.iso,*.mp4, *.rm 및*.jpg 파일 형식 지원
(5) 비디오/사진 인코딩
성능/비트 전송률을 구성할 수 있는 독립적인 JPEG 및 H.265/H.264 인코더
JPEG 이미지 인코딩
낮은 대기 시간으로 최대 1080P@60fps의 H.265/H.264 비디오 인코딩

비디오 출력

(1) CEC, Dynamic HDR 및 HDCP 2.2, 4Kx2K@60 최대 해상도 출력을 지원하는 컨트롤러와 PHY를 모두 포함하는 내장형 HDMI 2.1 송신기
(2) CVBS 480i/576i 표준 화질 출력
(3) 모든 표준 SD/HD/FHD 비디오 출력 형식 지원: 480i/p, 576i/p, 720p, 1080i/p 및 4Kx2K
(4) 4레인 MIPI DSI 인터페이스, 최대 1920*1080 해상도(회전 및 패널 보정 포함)



칩 성능

CPU 서브시스템
(7) 쿼드 코어 ARM Cortex-A73 및 듀얼 코어 ARM Cortex-A53 CPU
(8) Neon 및 Crypto 확장이 있는 ARMv8-A 아키텍처
(9) 통합 시스템 L2 캐시
(10) 상시 처리를 위한 내장 Cortex-M4 코어
(11) 고급 TrustZone 보안 시스템
(12) 내부 QoS 기반 스위칭 패브릭을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기반 트래픽 최적화

3D 그래픽 처리 장치
(5) ARM Mali-G52 MP4(4ppc) GPU
(6) 8와이드 워프, 2x 이중 텍스처 파이프, 6x8 너비 실행 엔진(EE)
(7) 동시 멀티 코어 처리
(8) OpenGL ES3.2, Vulkan 1.0 및 OpenCL 2.0 지원

비디오/사진 코덱
(6) 전용 하드웨어 디코더 및 인코더가 있는 AVE(Amlogic Video Engine)
(7) 최대 4Kx2K@60fps1x1080P@60fps의 다중 비디오 디코더 지원
(8) 다중 "보안" 비디오 디코딩 세션 및 동시 디코딩 및 인코딩 지원
(9) 비디오/사진 디코딩
VP9 프로필-2 최대 4Kx2K@60fps
H.265 HEVCMP-10@L5.1최대 4Kx2K@60fps
AVS2-P2 프로필 최대 4Kx2K@60fps
H.264 AVCHP@L5.1최대 4Kx2K@30fps
최대 1080P@60fps의 H.264 MVC
MPEG-4 ASP@L5 최대 1080P@60fps(ISO-14496)
WMV/VC-1 SP/MP/AP 최대 1080P@60fps
AVS-P16(AVS) /AVS-P2 JiZhun 프로필 최대 1080P@60fps
MPEG-2 MP/HL 최대 1080P@60fps(ISO-13818)
MPEG-1MP/HLupto1080P@60fps(ISO-11172)
RealVideo 8/9/10 최대 1080P@60fps
다중 언어 및 다중 형식 자막 비디오 지원
MJPEG 및 JPEG 무제한 픽셀 해상도 디코딩(ISO/IEC-10918)
JPEG 축소판, 크기 조정, 회전 및 전환 효과 지원
*.mkv,*.wmv,*.mpg, *.mpeg, *.dat, *.avi,*.mov, *.iso,*.mp4, *.rm 및*.jpg 파일 형식 지원
(10) 비디오/사진 인코딩
성능/비트 전송률을 구성할 수 있는 독립적인 JPEG 및 H.265/H.264 인코더
JPEG 이미지 인코딩
낮은 대기 시간으로 최대 1080P@60fps의 H.265/H.264 비디오 인코딩

비디오 출력
(5) CEC, Dynamic HDR 및 HDCP 2.2, 4Kx2K@60 최대 해상도 출력이 있는 컨트롤러와 PHY를 모두 포함하는 내장형 HDMI 2.1 송신기
(6) CVBS 480i/576i 표준 화질 출력
(7) 모든 표준 SD/HD/FHD 비디오 출력 형식 지원: 480i/p, 576i/p, 720p, 1080i/p 및 4Kx2K
(8) 4레인 MIPI DSI 인터페이스, 최대 1920*1080 해상도(회전 및 패널 보정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