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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조경재 연구소장 (포미(주))

1. 서 론

과거 사람이 직접 힘을 가하거나, 기계적

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매커닉 자동차에 

ECU (Electronic Control Unit)라는 전기·

전자 부품과 반도체 채택율이 갈수록 늘어나

고, 각각의 ECU를 연결하는 통신기술이 저

속에서 고속으로 진화하면서 소위 전자식으

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꿈의 `디지털자동차'

가 실현되고 있다. 한번쯤 자동차 내부에 정

신없이 얽혀 있는 전선들을 본 적이 있을 것

이다. 이런 전선들은 라이트에서부터 와이퍼, 

도어록, 파워윈도 등 바디의 전자장치를 비롯

해 오디오 비디오 (AV) 시스템, 스피커, 내비

게이션, 텔레매틱스 단말 등 멀티미디어 전자

장치와 파워트레인 ECU, 트랜스미션 ECU, 엔

진 관련 ECU 등 섀시 관련 전자장치들을 제

어하기 위한 것들이다. 적어도 200가닥 이상

의 전선들이 얼기설기 얽혀 있다. 수백 개의 

전선들은 차량 설계와 생산 과정에서 큰 문제

로 작용했고, 많은 전선 가운데 단, 한 가닥만 

이상이 생겨도 품질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또

한, 무수한 전선은 차량 정비 시에도 애를 먹

이기 일쑤였다. 현재 자동차의 바디, 전자장

치와 섀시관련 전자장치들을 제어하는 통신기

술로는 125 kbps ~ 1 Mbps 정도 속도의 CAN 

(Controller Area Network)과 LIN (Local 

Interconnect Network) 기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또 멀티미디어 전자장치 제어에는 아이

버스 (I-BUS)라는 기술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

며, 일반 구리 전선을 사용하는 CAN, LIN,아

이버스 기술은 많은 수의 전선을 동반하고 있

다. 이 같은 전선의 수를 최대한 줄여야할 필

요성이 생겼고, 전자 부품이 늘면서 기기간의 

데이터 전송량도 늘어나 기존의 CAN 기술로

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MOST (Multi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IDB1394, 플렉스레이 (Flexray) 

등 차량용 광통신 기술들이라 할 수 있다. 특

히,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주로 자동차

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술 위주로 발전해 왔

으나, 최근에는 텔레매틱스, ITS 등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Infotainment)와 교통안전기술 

등이 융합된 편의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융합화를 위해서는 기

존의 자동차 전용의 제어 네트워크 (CAN, LIN 

등)와 차세대 차량용 정보기기를 하나로 통합

할 수 있는 차량용 네트워크 기술개발이 필요

성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 네트워크의 구성은 차량 상태를 감지

하는 센서부, 시리얼로 구성되는 신호 및 전원 

공급 네트워크, 센서 신호를 처리하는 처리부

로 구성되어져 있다. 텔레매틱스 단말기, 블랙

박스, 기타 차량 탑재 모듈간의 데이터 송수신

을 가능하게 하며 차량상태와 도난방지, 원격

시동 등의 기술을 구현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자동차 광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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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자동차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달

리는 사무실 및 거래처로써 개념화 되면서 

자동차 기술에도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안전성과 편리함을 위해 다양한 전장품과 전

자제어 장치가 추가되고 있다. 그림 1은 다양

한 전자 시스템이 결합된, 전형적인 현대 고

급차의 차량 내의 네트워크 등급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분리된 시스

템들의 경우, 이것들을 함께 연결하기 위해 

보통 사용되는 배선 장치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케이블들을 필요로 하며, 이

것은 전체적인 차량의 무게와 제조비용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 문제의 확

실한 해결책은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을 차량 

둘레에서 실행되는 한개 혹은 두개의 전선들

로 구성된, 사무실의 데스크탑 PC들을 함께 

연결한 것 같은 방식인, 하나의 공통 네트워

크 버스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것은 차량에

서의 배선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네

트워크 인터페이스 칩들이 아주 저렴해지면, 

차량의 총 제조 비용도 감소된다. 이것이 바

로 계측 제어기 통신망 (CAN)의 숨은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시스템들과, 우선순위

들 변경으로, 서로 다른 응답 시간들과 우선

순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인 네트워크들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썬

루프 컨트롤러가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원하

지 않거나 블록 정보, 에어백 개발 시스템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트워크의 서로 다

른 종류들은 크게 4개의 클래스 범주들로 나

눌 수 있습니다: 

-  클래스 A 네트워크들은 전자 부트 작동

기 (Electronic boot release), 전동 거울 

조 정장치, 비 탐지, 썬루프, 기상 관리 

등과 같은 편의 기능 또는 고급 기능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0 kbit/s 미만으로 

작동한다.

-  클래스 B 네트워크들은 파워 윈도우, 좌

석 조절장치, 계기 같은 정보의 일반적

인 전송을 담당한다. 이것들은 10~125 

kbit/s 정도로 실행된다.

-  클래스 C 네트워크들은 파워 트레인, 안

정성 제어 (ABS, 견인 제어, 액티브 서스

펜션), 엔진 관리, 변속 같은 실시간 제어 

애플리케이션, 정보의 빠른 응답 시간 또

는 전송이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들

에서 사용된다. 이것들은 125 kbit/s부터 

최대 1 Mbit/s로 작동한다. 

-  클래스 D 네트워크들은 인터넷, 디지털 

TV, x-by-wire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에

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1 Mbit/s 이상

의 빠른 속도에서 실행되는 것들이다. 

이처럼 차량에 장착된 각종 전장부품과 센

서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 자동

차용 LAN의 도입이 추진된 것이 자동차 네

트워크의 계기가 되었으며, 자동차 네트워

크의 분류기준은 네트워크 적용 기술과 응용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적용 기술 분

야에 있어서 통신 속도와 통신 신뢰성 정도

에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속, 중

속, 고속으로 분류되며, 이를 구현하는 통신 

네트워크 기술로는 LIN, CAN, MOST, IEEE 

1394(IDB-1394) 등으로 구분되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LIN (Local Interconnect Network)은 차

그림 1. 차량 내의 네트워크 등급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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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서의 분산된 전자 시스템을 위한 저비용

의 직렬 통신 시스템으로 CAN과 같은 현존

하는 자동 다중화 네트워크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이 규격에는 프로토콜과 물

리 계층의 정의와 더불어 개발도구와 애플

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터페이스 정

의도 포함 되어 있다. LIN은 CAN의 대역폭

과 다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액츄에이터와 스

마트 센서를 위한 비용절감 통신을 가능하

게 하며, 이 통신은 SCI (UART)데이터 포

맷, Single-master/Multiple-slave개념, 

Single-wire 12 V 버스, 안정된 Time base

가 없는 노드들을 위한 클럭 동기화를 바탕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 환경과 맞추어 

Serial low cost communication concept의 

개념을 표준화하기 위한 LIN협회가 만들어

져서,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그들의 공급업체

들은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복잡한 계

층적 다중 시스템들을 생성, 실행,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규모 지역제어망에 적합하

며, 단 한 개의 와이어를 사용함으로써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속도

가 20 kbps에 불과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LIN의 핵심 기능으로는 개선된 ISO 9141

을 바탕으로 저비용의 Single-Wire 구현

으로 EMI의 문제로 인하여 최대 속도 20 

Kbit/s로 제한되고 있으며, Single Master/

Multiple Slave 개념에 따라서 중재 불필

요 하며, 크리스털 또는 세라믹 공진회로 

(Resonator)가 없는 Slave 모드에서의 반 동

기화로 Slave 하드웨어의 중요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신호 전송을 위한 보증된 대

기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 예측이 가능하다. 

다른 slave 노드들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

어를 변경하지 않고도 LIN네트워크에 노드

들을 추가 가능하며, 전형적인 LIN 네트워

크의 크기는, 적은 수의 64 식별자들과 상대

적으로 느린 전송속도로 인한, 12노드들 이

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 LIN 네트워크는 한 

개의 마스터 노드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Slave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노

드들은 하나의 전송과 하나의 수신 작업으

로 분할되는 한 개의 Slave 커뮤니케이션 작

업을 포함하며, 이에 반해 마스터 노드는 모

든 부가적인 마스터 전송 작업을 포함한다. 

Active LIN네트워크에 있는 통신은 항상 마

스터 태스크에 의해 초기화 되며, 이 마스터

는 동기화 Break, 동기화 Byte, 메시지 식별

자로 구성된 메시지 헤더를 전송하게 되며, 

정확히 하나의 Slave 태스크는 식별자의 수

신과 필터링 시 활성화되어 메시지 응답 전

송을 이루어지며, 응답은 2,4 혹은 8 데이터 

바이트와 한 개의 Checksum 바이트로 구성

된다.

그림 2.  차량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능형 자동
차 개발 흐름도.

표 1.  전송 속도별 자동차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분류.

속도 표준 특성

저속 LIN
·전송속도 20 kbps 내외
· 스마트 센서와 엑츄에이터 등과 같은 

시스템 통신

중속 CAN

· 전송속도 : 최대 1 Mbps (High Speed 
CAN)

 · 차체, 섀시 장치 등의 ECU간 통신, 제
어 신호

· ISO 국제 표준으로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고속

MOST

· 전송속도 : 25 Mbps 내외/MOST2의 경
우, 150 Mbps

·향후 전송속도 : 1 Gbps 이상 구현
·유럽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확산

IEEE 1394
(IDB 1394)

·전송속도 : 100 Mbps 이상
· 정보통신 장치 등의 대용량 정보통신 

시스템에 적용
·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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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버스의 전형적인 애플리케이션들

은 자동차 문, 스티어링, 의자, Climate 

regulation, Lighting, Rain sensor 또는 이

와 같은 조립 유닛들이다. 이러한 유닛들에

서 LIN의 예민한 비용 특성은 스마트 센서, 

액츄에이터 또는 조명 같은 메카트로닉스 요

소들의 도입을 가져왔다. 이것들은 차량의 

네트워크에 쉽게 연결될 수 있으며, 모든 종

류의 진단과 서비스들에 접속할 수 있게 된

다. LIN구현 하에서 흔히 사용되는 아날로그 

신호 코딩은 디지털 신호들로 대체될 것이며 

이것은 최적화된 배선 작업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비록 LIN이 원래 자동차 애

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또한 산업 자동화와 소비 전자제품들

을 위한 센서 버스로써도 관심을 받고 있다.

CAN (Controller Area Network)은 초기

에 자동차 산업 (Automotive Industry)분야

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시리얼 네트워크 

통신방식으로, 여러 가지 ECU (Electronic 

Control Unit) 들을 병렬로 연결하여 각각의 

ECU들과 서로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져 우선순위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ECU들 간에 정보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장점

과 여러 가지 장치를 단지 2개의 선으로 컨

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에어

백, ABS 자동문 잠김 등의 자동차에 트렁크

나 조수석 쪽에 문이 살짝 열린 경우 아니면 

핸드 브레이크를 걸어 논 상태의 경우 그거

에 대해 감지하지 못할 경우 위험 요소가 존

재하는데, 이러한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경

보 시스템과, 속도가 올라가 어느 정도의 속

도에 이르면 차 문이 저절로 잠긴다던지 하

는 이런 오토 락 기능 등의 각각의 ECU간의 

정보교류로 인해 우리는 좀 더 안전하고 편

안하게 그리고 일대일의 기기 조작만이 아닌 

연쇄적인 조작이 가능 하도록 한 시스템이

다. 1986년 자동차 내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전자장치 (ECU-Electronic Control Unit) 

간의 통신을 위한 통신 장치 개발을 자동

차 업체인 벤츠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부

품 업체인 독일의 보쉬에 의해 최초로 개발

되었다. 초기에는 UART 방식을 고려하였으

나 일대일 (Point To Point) 통신 방식이기

에 서로 다른 세 개의 ECU 간의 통신 방식으

로는 적합하지 않아 다중통신 (Multi Master 

Communication) 방식이 필요하게 되어 CAN

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최초의 집적화된 

CAN 부품은 1987년 인텔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CAN 프로토콜은 Multi Master 통신을 한

다. 통신버스를 공유하고 있는 CAN컨트롤

러들은 모두가 Master역할을 하여 언제든

지 버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수 있다. 

EX) RS485의 경우는 Master는 단 한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slave는 Master의 요청

이 있을 때 수동적으로만 반응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CAN 노드는 자동으로 CAN

버스에서 이탈되어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 개의 버스라인

에 최대 110개까지 노드를 연결할 수 있으

그림 3. 전형적인 LIN 버스 아키텍처.

그림 4.  자동차 네트워크 영역별 Protocol과 
Application (출처 : Infin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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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수백만의 메시지 확인자를 지원하고 복

잡한 메시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

을 가지고 있다. 레벨은 다르지만 RS485와 

비슷하게 Twist pair 2선을 사용하여 전기적 

Differential 통신을 하여 전기적인 노이즈에 

매우 강하다. 이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경쟁

적으로 CAN칩을 제작하고 있으며, 비용 또

한 비교적 저렴하다. CAN 프로토콜은 호스

트 CPU에 인터케이스된 CAN 컨트롤러 칩

이나, 호스트 CPU에 장착된 CAN 주변장치

에서 실행이 가능하므로, 시장성이 뛰어나

다. 최대 1 Mbps까지 통신이 가능하며, 최

대 1,000 m까지도 40 kbps로 통신할 수 있

으며,데이터 프레임에는 15비트 CRC가 HW

적으로 생성되어 붙기 때문에 오류검출이 가

능하고 만약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HW적으

로 알아서 재전송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 CAN에는 수신필

터가 있어 필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해진 ID만을 선택하여 수신 받을 수 있다. 

2선 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컨트롤러들

이 버스를 공유하더라도 추가되는 선의 양

이 거의 없다. 차량에서의 무수히 많은 제어 

장치들, 센서들과 액츄에이터들 간의 데이

터 교환은 CAN-네트워크 (Controller Area 

Network)를 통해 주로 처리되지만, 서로 다

른 필수 요건들에 따라, 데이터 교환은 서로 

다른 비트율을 (500 kB/s 또는 125 kB/s) 가

진 독립적인 CAN-네트워크 형태로 차량 관

리 (파워트레인), 섀시 또는 편리한 전자장치

들 (차체)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애플리케

이션들은 FlexRay에 의해서 실행된다.

FlexRay 프로토콜은 1 Mbps급 CAN 10개

가 처리할 내용을 혼자 처리할 수 있을 정

도의 10 Mbps 전송속도를 지원하며, CAN

으로는 다소 복잡해질 제어계통을 쉽게 대

체하여 제조 및 관리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FlexRay는 BMW에 의해 개발된 

Byteflight 통신 시스템과 TTP를 기초로 하

여 프로토타입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관

한 다임러크라이슬러 (DaimlerChrysler)

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Byteflight는 특히 수동적 안전 시스

템 (에어백)에서의 사용을 위해 BMW에 의

해 개발되었다. 능동적 안전 시스템의 필수 

요건들 또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Byteflight

는 시간 결정 (Time determination)과 오

류 허용한계 (Error tolerance)와 관련하여 

FlexRay 컨소시엄에 의해 더욱 개발되었으

며, 현재 FlexRay 컨소시엄 (www.flexray.

com)에는 Bosch, Motorola와 Philips 같은 

반도체 회사들과 자동차 제조업체들, BMW, 

DaimlerChrysler, General Motors와 Ford

社가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 사용자들이 고유의 수송 기능에 부

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오락, 전자 상

거래 및 ITS 등의 도입을 통한 수송기기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요구하므로, 기존의 전

기 배선에 의한 자동차 네트워크는 성능 (전

송속도, 사용공간의 협소화 및 연료 소모의 

증대 등)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법으로 광네트워크 필요성에 의

해, 세계적으로 자동차내의 네트워크에 도

입이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오디오 장치뿐

만 아니라, 카 시어터 (Car theater) 장치, 

텔레메틱스 단말기, 내비게이션 장치, 디지

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 단말기 등 많은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

고 있는 추세로써, 이로 인해 와이어 하네

스 (Wire harness)의 중량과 복잡성은 새로

운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

그림 5. FlexRay BackBone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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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장한 것이 멀티미디어의 방대한 데이

터를 지연과 손실 없이 전송하기 위해서는 

광대역 (Wide-bandwidth)의 통신 네트워크

가 필요한 상황이다. 디지털 멀티미디어 네

크워크 중 자동차에 적용 및 검토되고 있는 

기술로는 MOST (Media Oriented Systems 

Transport), IDB-1394, 그리고 USB2.0 등

이 있으며, 그림 6은 차량에 사용가능한 네

크워크의 종류와 대역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 중에서 통신 매체로써 광을 사

용하는 방식은 IDB-1394와 MOST 두 가지

로 표준이 재정 되어 있다. 

MOST는 차량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분야

의 선두 주자 격으로써, 1998년에 최초로 소

개 되었으며, 2001년 BMW 그룹에 의해 최초

로 상용화되었다. 현재 많은 유럽 자동차 제

조회사들이 MOST를 적용하여 운전자 정보 

시스템 (DIS, Driver Information System)

을 차량에 구현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24.8 

Mbps의 넓은 대역폭을 가지는 디지털 통신

이며, 실시간 오디오 데이터, 압축 비디오 영

상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패킷 (Packet) 

데이터 전송도 지원하는 네트워크 광통신 기

술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MOST 협회의 

WG (Working Group)를 중심으로 대역폭을 

50 Mbps을 거쳐 150 Mbps로 확대시키는 노

력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1 Gbps까지 전

송속도를 향상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MOST Forum에서 발표가 있었다.

차량 내에서 광부품과 광 파이버를 사용함

으로써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 및 전자 제어 

장치들을 연결시켜 주는 200여 가닥의 와이

어가 단, 1~2개의 광섬유와 10여 가닥의 와

이어로 정리됨으로써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의 설계 및 생산 공정이 획기적으로 단축되

어 품질과 연비 부분에서 큰 개선이 기대되

고 있다.

자동차 광네트워크의 표준 중에 하나인 

MOST의 경우 물리계층은 ePHY와 oPHY로 

구분되며,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는 MOST 

NIC, 혹은 최근 INIC 등의 매체접속으로 표

준이 진행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및 전송 계

층으로는 NS (Net Service)1과 NS2로 구분

되어 있고, 그 상위에 응용들 간의 연동을 위

한 FB (Function Block)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MOST의 발전 과정은 o-PHY로 구성된 

24.8 Mbps의 통신속도를 유지하는 MOST25

에서, o-PHY와 e-PHY로 함께 사용한 

MOST50로 통신속도를 향상시켰으며, 최근

에는 o-PHY를 바탕으로 한 MOST150로 통

신속도를 향상 시켰으며, 최종적으로는 PCS 

및 VCSEL을 기반으로 한 MOST1000으로 통

신속도 1 Gbps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

할 계획을 2010 MOST ASIA Forum에서 발

표가 있었다. 차량내의 멀티미디어 장치에

서 나오는 전기신호를 광으로 전환하여 (전-

광 변환) 광 신호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광

송신부와, 광섬유를 통해서 들어온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광수신부

그림 6. 네트워크에 따른 허용 대역폭.

표 2.  광 네트워크 이용 시 개선 효과, 자료참고 
: 현대모비스.

구분 구리선 이용 광네트워크 이용 비고

전송매체 Metal Optical Metal

대당 회로수 107 22 32
약 50% 
감소

와이어 하니스 
면적

167 (mm2) 62 (mm2)
약 63% 
감소

와이어 하니스 
무게

100 50
약 50% 
감소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1호 (2014년 1월)  31

로 구성된 광트랜시버는 자동차 광네트워크 

물리계층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으며, 광

네트워크 구현을 위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POF (Plastic Optical Fiber)와 그에 맞는 광

통신 부품 (대구경 광커넥터, 대구경 광분배

기) 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2. 자동차 광 네트워크 기술동향

2.1 기술동향
자동차는 안정성과 더불어 운전자의 편리

성 추구를 위한 콘텐츠의 증가로 단순한 운

송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뛰어 넘어 하나의 엔

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과거의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수단에 불과했

지만, 현대의 자동차는 생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며 제2의 주거공간으로까지 불리고 있

으며, 이는 자동차에 전자 기술이 빠르게 접

목되면서 편의성과 안전성, 오락과 정보 (인

포테인먼트, Infotainment) 생활을 개선시키

는 것에 기인한다. 이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

이며, 자동차 내에 전장부품을 포함하여 전

자 부품의 급격한 채택으로 인해, 차량 내의 

제어기 (ECU) 수는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최근 10년 동안 300% 이상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최근에 들어 그 증가 속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의 야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제어계 표준 

규격 노드 수는 2005년부터 2015년에 걸쳐 

약 3배로 증가하며, 고부가가치와 컴팩트 클

래스의 자동차 일렉트로닉스 도입 확대와 함

께, 제어계 차재 네트워크의 노드 수는 2005

년 7.8억 노드에서 2015년에는 26.4억 노드

로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렇듯, 전자기술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차량 네트워크 기술이 특

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차량 내의 ECU

의 증가와 각 전자부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절에 대한 데이터 전송량의 증대와 전송 

속도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로 기존의 저속 

차량 네트워크 기술로는 급증한 차량 전자장

치를 빠르게 제어하는데 한계가 생겼기 때

문이며, 전자부품간의 전자파에 따른 간섭

회피 기술의 필요에 따라 기존의 전기배선에 

의한 자동차 네트워크는 기능적 한계에 이

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많아진 자동차 내부 

전자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 

구리전선들의 묶음인 와이어 하네스 (Wire 

Harness)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

라, 현재 와이어 하네스는 차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 200 Line 내외로, 많고 

무게도 많이 나가 자동차 설계와 생산은 물

론 연비에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최소한의 전선 수로 빠르게 전

자장치들을 제어하고, 전자장치간 통신 속도

를 높여주며, 사용공간의 협소화 및 연료소

그림 7. MOST 기술의 계층 구조.

그림 8.  차량 내 제어기 수의 증가 추이 (출처 : 
Del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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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증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고속 차량네

트워크 기술과 통신 프로토콜은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9는 오디오 시스템 등의 고속 Data 

Rate 전송이 필요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결하는 경우에, 복잡하고 많은 전기 배선

을 대신하여, 하나의 POF 광네트워크로 원

형으로 간결하게 연결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이와 같이 차세대 차량 네트워크의 기술

적 요구에 맞춰 2000년대 들어, POF 광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Byteflight, MOST 및 

IDB-1394 등의 통신 프로토콜이 차량 내 상

이한 통신 시스템의 증가와 고속 데이터 버

스 시스템의 필요, 산업 표준 통신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고속 차량제어 시스템

의 안정성·신뢰성 요구 및 분산 제어 시스

템의 적용 가능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

세대 차량네트워크 기술로 개발되고 차량 내

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의 RS232

통신 위주 자동차 네트워크는 90년대의 LIN

과 CAN으로 발전하였으며, 2종의 주력 LIN

과 CAN은 2000년대로 오면서 CAN위주로 

주력이 재편되었고, 고속 데이터 통신을 위

해서 Byteflight와 MOST로 대변되는 POF 

광네트워크가 비로소 출현하게 되었다. 현

재를 기점으로 기존의 LIN과 CAN 통신 및 

Byteflight 등은 다시 FlexRay로 통합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POF 광네트워크

의 경우 기존의 MOST위주에서 Navigation 

및 DVD 등의 대용량 Entertainment 기기가 

차량 내에서 그 Application이 확대되고 있

다. 현재 POF와 Electric wire를 동시에 사

용하는 FlexRay와 MOST 및 IDB-1394가 자

동차 네트워크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자동차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은 주요 네트워크의 변화를 언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표 3과 표 4에 나열된 

Body control, Safety Information, Power 

train(X-by-Wire), Infotainment 등의 자동

차의 주요 네 분야의 Application Part에 따

른, 각각의 최적의 Solution으로 병행하면서 

진화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야노 경제연구소는 새로운 영역으

로 확장되고 있는 멀티미디어계 부분에서는 

MOST와 IDB-1394의 POF 광네트워크 적용 

표준규격 노드의 수가 2005년에 2,300만 노

드에서 2015년에는 9,700만 노드로 약 4배

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FlexRay가 CAN을 많은 부분

에서 대체할 것이지만, 여전히 2015년경에도 

CAN과 LIN은 제어계 부분에서의 표준규격 

노드 수에서 50%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자동차의 전자화 추세에 따

그림 9.  전기배선을 대체하는 POF 광네트워크의 
구조 (출처 : Infineion).

표 3. 차량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 모듈.

기능별 분류 구 성 모 듈

Body 
Network
Module

In-Panel Module (IPM), Front Area 
Module (FAM), Rear Area Module 
(RAM), Driver's Door Module (DDM), 
Assist Door Module (ADM) 등으로 구
성되며, 차량 내의 공조제어, 램프제어, 
Dashboard, 시트제어, 에어백제어에 필요
한 정보를 교환함

Powertrain 
Network
Module

엔진관련 제어신호, 변속관련 제어신호, 
운전자조작 관련 제어 신호, (RPM, 차속, 
Throttle 개도, Knock 발생, 고장상태) 처
리를 통해 Engine 제어, Transmission 제
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

Chassis 
Network
Module

 차속, 스티어링 앵글, 요레이크 센서 신호, 
엔진 RPM, 기어 변속 신호 등의 처리를 통
해 Vehicle Dynamic 제어 시 요구되는 정
보를 교환함

Infotainment 
Network 
Module

현재 차량의 운전편의성 및 쾌적성 향
상을 위해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A/V 
Unit, Front Monitor, Rear Monitor, CD 
Charger, Navigation Unit, Telematic 
Unit 등의 정보교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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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종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자제어 유닛 

(ECU : Electronic Control Unit)의 수가 고

급 자동차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각

종 ECU는 센서, 액츄에이터, 스위치 등을 관

리하고 있으며 ECU간 통신선 전원선으로 접

속되고 있으며 그 접속선 수는 2,000개 이

상으로, 이와 같이 많은 배선을 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결선하기 위

해, 다심일관 커넥터, 와이어 하니스 (Wire 

harness)로 장착하고 있다. MOST는 차량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

적화된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기술로써 차량

용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고품질 오디오

와 비디오 패킷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고, 단일 전송매체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차량용 통신기술이다. 

또한, MOST는 자동차 환경요건을 충족시키

는 플라스틱 광섬유나 전기 비차폐 또는 차

폐 꼬임 전선의 물리층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럽의 BMW를 비롯한 현재 100여개가 넘는 

자동차 모델에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장비

용 커뮤니케이션 백본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10은 MOST의 링형 네트워크를 통한 

응용을 도식화한 것으로 자동차에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 전송 및 제어를 동

시에 구현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음. MOST는 

25 Mbps의 전송 대역폭을 지원하는 상용화 

제품 출시에 이어 기존 동축과 광을 혼용하

여 사용하는 50 Mbps를 지원하는 MOST50

에서 현재는 광을 중심으로 하는 150 Mbps

를 지원하는 MOST150이 장착되기 시작하였

으며, 향후 1 Gbps를 지원하는 MOST1000 

표준에 대한 논의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과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회사에서 주축이 되어 개발을 하였으나, 최

근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으로의 기술개방과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DENSO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MOST 관련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는 현대모비스가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하

여 기아자동차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활용되어지는 광부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표준인 MOST150에 대

한 광부품 개발에 대하여는 최근에 연구 개

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업체는 없는 것

으로 파악되지만, 광주에 있는 에프엔엔(주)

에서 자동차 광네트워크 관련 핵심 부품들

을 출시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에 

MOST 관련기술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분야 및 홈네트워크 분야에도 접목키려는 시

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OST 표

준은 물리 계층에 대해 광 기술과 전기 기술 

양쪽을 모두 포함 하고 있는데, 전송 매체로

써 광섬유 (POF, Plastic Optical Fibers)를 

표 4.  자 동 차  네 트 워 크 의  P r o t o c o l 과 
Applications.

Category
Body 

control

Safety 
Infor-
mation

Power train
X-by-Wire

Info-
tainment

Protocol
LIN,

Low speed 
CAN

Med/High 
speed
CAN

Flex-Ray, 
Byteflight, 

TTPC,
High Speed 

CAN

D2B, 
MOST,
IDB1394

Applica-
tions

Door, Seat, 
Air-condi-

tioner,
Lighting

Air-bag, 
Seat belt
Collision 
detectors

Engine, 
Brake,

Steering, 
Transmission

Naviga-
tion, 

Audio, 
Video,
DVD

Data 
rate

<125 kbps
20~500 
kbps

500 kbps ~ 
10 Mbps

3~500 
Mbps

Features Low cost
High 

reliability
High 

reliability
Real-
time

그림 10.  MOST를 이용한 응용 구성의 예 (출처 
: MOS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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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코어 지름이 1 mm인 

PMMA (Polymethyl Methacrylate)로 되어 

있으며 송신기로는 적색 파장 범위의 발광 

다이오드 (LED, Light-Emitting Diodes)를 

사용하고 수신기로는 실리콘 광다이오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1 Gbps급의 전송률

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PCS파이버 및 VCSEL 

(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를 활용한 시스템 및 광부품의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된 광부품 (광 송수

신 모듈, 대구경 페룰, 광 분배기) 에 대한 

제품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MOST 

기술은 과거 25 Mbps급으로 운용되어 왔으

나, 자동차의 편의장치 증대와 운행 안전장

치의 증가로 기존의 25 Mbps급인 MOST25

로는 기술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업계에서

는 판단하여, 150 Mbps급의 MOST150이 활

용되고 있는데, MOST150에 활용되는 광전

송 매체는 기존 POF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기존 MOST25에서 활용된 광부품이 대부분 

활용되었지만, 향후 MOST1000에서는 전송

매체가 PCS 파이버로 변화하면서 관련 광부

품의 개발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자

동차 광네워크 관련업체 및 자동차 모듈업체

에서는 본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발전추세에 있는 

외부환경과의 호환성 및 접근성을 위해 향후 

기술은 MOST 와 Ethernet을 활용한 시스템

구성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Ethernet의 경우 적은 Frame을 전송하는 

경우 효율이 낮으며, MOST와의 연계를 통

해 자동차 네트워킹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응

용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MOST =  High efficient media 

streaming

·Ethernet = Higher total bandwidth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네트워킹의 대역폭은 

1,000 Mbps이며, 단일 MOST150 네트워크

는 ADAS와 인포테인먼트에 대해 충분한 대

역폭을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100 

Mbps의 Full Duplex 스위칭 이더넷을 통

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MOST/

AVB 게이트웨이를 통해 MOST의 장점인 높

은 미디어 전송효율과 높은 대역폭을 가지

는 Ethernet을 연계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

단된다. MOST150 기술은 2012년부터 본격

적으로 활용이 기대되며, 엔터테인먼트, 휴

대기기 및 기타 서비스 접속에 대한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50 Mbps로

는 첨단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3D HDTV나 고대역 모

바일 데이터 전송기기, 운전 보조 (Assist)장

치들의 증가가 150 Mbps의 시스템에 한계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12년 이후 

다양한 매체의 요구와 ADAS의 증가로 인해 

Giga급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스트

트가르트 공과대학에서 LED를 활용한 2~3 

G급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1998년 

설립된 MOST Cooperation은 아우디, BMW, 

다임러클라이슬러, SMSC, Harman/Becker

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멀티미디

어 네트워킹에 대한 MOST 기술의 세계표준

화를 주도하는 협동조합으로, 이 협동조합

에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16개社와 78개의 

주요부품 공급자로 구성되어 MOST 기술을 

협력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MOST 

그림 11. MOST25 vs MOST150 Band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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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에서 MOST 기술을 조선분야 및 

근거리네트워크인 홈네트워크로의 산업 분

야로 확대 적용시키고자 기술을 한층 더 발

전시키고 있으며, 그림 12는 MOST 협동조합

에 가입된 멤버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

내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

스, LG전자, 전자부품연구원등이 참여하고 

있다.

MOST25 프레임은 512비트 또는 64바이

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기식이나 비동기식 

데이터 전송에 60바이트를 사용하며, 전체 

32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제어 메시지의 일

부인 2바이트를 네트워크와 노드 관리를 위

해 전송이 이루어져 있다. 제어 메시지는 블

록 하나로 묶여지는 16프레임으로 전송되며, 

첫 바이트와 끝 바이트는 프레임 정보를 포

함하고 있으며, 이 구조를 표 5에서 나타내

고 있다.

MOST 프레임의 전문 (Preamble)은 타이

밍 슬레이브를 비트 스트림에 동기화하며 프

레임 초기인식을 위해 쓰이며, 타이밍 마스

터는 오실레이터 주파수나 S/PDOF 입력 신

호에 기반을 두어서 전문을 생성하고 있다. 

비트 스트림은 모든 MOST 노드를 통해 전

송된 후에 각 MOST 노드에서 신호 전파 지

연이 초래한 상 변환 (Phase shift) 상태로 

마스터에 도착하며, 마스터는 PLL을 사용해

서 들어오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동기화하며 

모든 비트를 복구하고 프레임을 다시 생성해

서 상 변화 상태를 보상한다. MOST50 프레

임은 차세대 MOST는 대역폭을 두 배로 늘린 

50 Mbit/s의 보오율을 사용함으로, MOST50

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사실에 기인하였다. 

샘플 주파수가 바뀌지 않더라도 프레임 길

이는 1,024비트 또는 128바이트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림 14는 MOST50 프레임 구조

를 보여주고 있다. 제어 채널은 11바이트길

이 헤더에서 4바이트를 차지하며, MOST 프

레임과 마찬가지로 경계 기술자를 포함하며, 

동기식 데이터 영역과 비동기식 데이터 영역

의 대역폭은 현재 요구사항에 맞춰 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동기식 데이

터 영역은 0에서 29 쿼드렛 더하기 1바이트 

(즉, 0에서 117바이트)이며, 비동기식 데이터 

영역 또한 0에서 29 쿼드렛으로 구성되어 있

다 (0에서 116바이트).

MOST150은 더 높은 속도 등급으로 이동할 

때 최대의 역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INIC 

표 5. MOST 프레임 구조.

그림 12.  MOST Coorperation 멤버 현황 (출처 : 
MOST Cooperation, 2010).

바이트 비트 설명

0 0-3 전문

4-7 경계 기술자

1 8-15 데이터 바이트 0

2 16-23 데이터 바이트 1

... ...

60 480-487 데이터 바이트 59

61 488-495 제어 프레임 바이트 0

62 496-503 제어 프레임 바이트 1

63 504-510 프레임 제어와 상태 비트

511 패리트 비트

그림 13. MOST25 프레임 (출처 : MOS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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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를 이용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간의 인터페이스는 바탕이 되는 속

도와 물리층을 바꾸지 않는 메커니즘을 이용

하였다. 이것이 MOST50과 MOST150 모두를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가 INIC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이유이며, MOST150은 

150 Mbps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MOST25 

네트워크에 비해 네트워크 속도를 6배나 끌

어올렸으며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들은 약 

98.9%의 효율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MOST150 기술은 2008년 11월 5일 개최된 

제9회 MOST Inter connectivity Conference 

ASIA에서 발표하여 2012년에 MOST 150

이 현재 장착되고 있으며, 발표 시기에 견

주어 봤을 때 그 적용 시기가 매우 짧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 Conference에서 

향후 300 Mbps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는 

MOST300이나 혹은 1 Gbps 전송속도를 제공

할 수 있는 MOST1000기술로 진화를 계획한

다고 발표하였으며, 동기적인 메커니즘과 프

레임의 계속적인 반복 순환과 가장 높은 대

역폭을 가진 프로토콜로 진화가 기대된다.

차량 내 기존 멀티미디어 기기와의 뛰어난 

호환성과 개방형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주변 

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가 용이한 자동차 

광네트워크의 또 다른 표준안인 IDB-1394

는 2000년 10월 16일에 미국 디트로이트에

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시회 (Convergence 

2000)에서 IDB-1394라는 새로운 규격으

로 선보였다. IDB-1394는 'IEEE 1394 협

회 (Trade Association)'와 자동차 내부의 데

이터 버스 규격의 표준화 단체인 'IDB 포럼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Data 

Bus Forum)'의 2개 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자

동차 네트워크 규격으로, 자동차 안에 광섬

유 케이블을 이용해서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시스템, 라디오, TV, 게임기와 핸드폰, PDA

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IDB-1394를 

이용하면 차 안에서 정보 기기 이용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 예를 들어, IDB-

1394로 핸드폰을 연결하면 IDB-1394에 연결

된 여러 장치들이 인터넷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PDA 안의 MP3 데이터를 카오디오에

서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 경고 

시스템을 연결해 두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이를 알려주게 된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 연구소의 나오마사는 "닛산은 RV 엘

그렌드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게임기에 연

결하는 기능을 시험했으며, 앞으로 멀티미디

어 기기를 차내 랜에 연결하여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07년 초에 Fujitsu

는 "SmartCODEC"이라고 하는 자동차내의 

그림 14. MOST50 프레임.

그림 15.  네트워크의 역호환 개발과 서로 다른 
물리층의 사용을 위한 기초인 INIC 아키
텍처.

그림 16. MOST150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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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전송을 위한 비디오 압축 기술과 관련 

Processor들의 개발을 발표하였다. Fujitsu

가 SmartCODEC을 개발한 배경으로는 '차세

대 자동차는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드라이

빙을 위해서 다수개의 비디오 채널을 요구하

게 되며, 이러한 비디오 채널들은 자동차 여

러 부분에 설치된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시스

템 및 DVD 등으로 부터의 디지털 비디오 데

이터를 수용하여, 자동차 LAN으로 전송되

어 질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Fujitsu는 '현재, 자동차 LAN 표준으로 가

장 큰 대역폭을 가지는 것은 IDB-1394이나, 

이 또한 여러 채널의 비디오 신호들을 전송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며, 자

동차 내의 LAN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채널의 비디오 신호들의 

Compressor and Decompressor (CODEC)

를 수행하고 Mux하는 수단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최근에, 자동차 내의 비디오 전송

이 필요한 기기로는 운전 보조용의 내비게이

션 시스템과 오락용도의 디지털 TV와 DVD 

플레이어를 기본으로 자동차의 측면과 후방

의 사각지대 감시를 위한 카메라들이 부착되

는 추세에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차세대 자

동차는 뒷좌석을 포함한 여러 승객들을 위한 

각 좌석마다 DVD나 내비게이션 화면을 시청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으며, 운전자 좌석에서도, 모니터를 통

해 여러 부분의 외부 이미지를 모니터 할 수 

있는 Multi-camera system의 장착이 일반

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러한 Multi channel의 비디오 신호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자동차 네트워크의 설계를 위해 

Fujitsu에서는 필요한 신호 트래픽을 추산해 

보았다. 

일반적인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기준으

로 필요한 트래픽을 추산해 보면, 640 × 

480-pixel VGA camera (147 Mbps), DVD 

(165 Mbps), 내비게이션 시스템 (415 Mbps) 

등 기본적인 3개의 멀티미디어 기기를 운영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Bandwidth는 727 

Mbps로, 400 Mbps의 일반적인 Bandwidth

의 규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320 Mbps

의 전송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재 자동

차 네트워크의 최대 전송 대역폭을 지원하는 

IDB-1394의 경우도 수용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Fujitsu는 이러한 전송 대역폭의 한계

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CODEC을 개발한 것

으로, 3배 압축의 성능을 제공하며 인터페이

스는 IDB-1394를 제공하는 Processor를 개

발하였다. 기존 JPEG 및 MPEG 등의 일반 

압축 표준의 규격은 1/10 및 1/20의 압축률

을 제공하나, 이러한 압축 비율이 높아질수

록 그림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례적으로 

회로와 Memory 등의 많은 공간과 많은 비

용 및 긴 Processing 시간을 요구하게 되어, 

공간상의 제약과 낮은 비용 및 외부 모니터

링을 위한 실시간 디스플레이 등이 요구되는 

자동차 네트워크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 4배

의 압축 비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

되어 있다. Fujitsu의 SmartCODEC도 3배의 

압축 비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30 ms 이상의 

그림 17. 자동차에서의 멀티미디어 기기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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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 Time 짧은 Processing 시간 및 LAN 

Processor와 결합한 Compact Type으로 개

발된 것이다.

 

2.2 자동차 광 네트워크 시장동향
자동차 광네트워크 적용 차량은 2007년 이

후에 매년 30~40%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

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점차 성장률이 둔

화하는 경향이 예측되면 이에 따라 부품의 

성장률이 다소 감소가 예상되지만 세계시장

은 꾸준한 성장률 유지가 예상된다. 세계 자

동차 생산량은 2005년 6,500만대를 넘어서

고 있으며, 2010년에는 7,600만대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된다. 또한, MOST를 비롯한 광네

트워크를 장착한 차량이 2012년을 계기로 

그림 18.  멀티미디어 전송데이터 압축비와 회로
용량 상관관계.

*자료)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복합기술시장동향
분석정보, 2010년 제22호, 1$=1000원

표 6.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단위: 천대)

년 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세계 총생산 
대수

광네트워크 
적용률

광네트워크 
적용차량

2004년 64,072 4.2% 2,691

2005년 65,260 6.0% 3,916

2006년 67,470 8.0% 5,398

2007년 69,680 10.0% 6,968

2008년 71,510 13.0% 9,296

2009년 73,724 16.0% 11,796

2010년 76,007 20.0% 15,201

2011년 78,360 28.0% 21,941

2012년 80,736 35.0% 28,275

2013년 83,287 40.0% 33,315

2014년 85,866 42.0% 36,064

2015년 88,527 45.0% 39,837

*자료)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복합기술시장동향
분석정보, 2010년 제22호, 1$=1,000원

표 7. 국내 자동차용 광네트워크 적용 차량. 
 (단위: 천대)

년 도
세계 자동차 생산량

세계 총생산 
대수

광네트워크 
적용률

광네트워크 
적용차량

2002년 3,148 - -

2003년 3,178 - -

2004년 3,470 1.0% 35

2005년 3,699 1.2% 44

2006년 3,905 1.6% 62

2007년 4,123 3.0% 124

2008년 4,353 5.0% 218

2009년 4,596 10.0% 460

2010년 4,853 15.0% 728

2011년 5,124 20.0% 1,025

2012년 5,410 33.0% 1,785

2013년 5,711 40.0% 2,284

2014년 6,030 42.0% 2,533

2015년 6,367 43.0% 2,738

*자료)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복합기술시장동향
분석정보, 2010년 제22호, 1$=1,000원

표 8. 자동차용 광네트워크 광부품 국내 시장 전망.
 (단위 : 억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광트랜
시버

600 1,370 1,720 2,100 2,220 45

광전
커넥터

320 740 930 1,150 1,230 46

광분배
소자

230 520 630 740 760 41

자동차
용 

광섬유
160 360 440 520 530 42

전체 1,310 2,990 3,720 4,510 4,740 44

*자료)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융복합기술시장동향
분석정보, 2010년 제22호, 1$=1,000원

표 9. 자동차용 광부품 세계/국내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불,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5년)

세계시장
(백만 불)

3,698 5,288 6,807 7,953 8,157 31,903

국내시장
(억 원)

1,310 2,990 3,720 4,510 4,740 17,270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1호 (2014년 1월)  39

2,800여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

내 자동차 생산량은 2005년 370만대를 넘어

서고 있으며, 2011년에는 512만대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며, 자동차용 광네트워크 세계적

인 표준인 MOST를 장착한 차량이 2011년을 

계기로 1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3 자동차 광 네트워크 업체동향
업체별 텔레매틱스 동향을 보면 자동차 제

조업체의 경우 독일 고급 자동차 브랜드들

을 제외하고 2000년 이전에는 텔레매틱스 

또는 차량용 e-service를 고려한 업체는 적

었으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텔

레매틱스 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BMW는 7시리즈 내에 iDrive 시스템은 위

치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후조절과 오디

오 통제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

에 통합될 것으로 예측되며, iDrive 시스템

은 신차종이 개발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적

용, 실행될 예정이며, 음성 컨트롤 시스템을 

채택하여 차량을 출시 중에 있다. Daimler 

Chrysler는 텔레매틱스 관련 활동은 주로 독

일과 캘리포니아의 개발 센터와 엔지니어링 

센터의 Mercedes-Benz 클러스터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Ford는 Ford Fleet Telematics

라고 하는 Ford의 차량 관리 텔레매틱스 패

키지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패키지

는 자동차 추적, 차량관리 패키지로 Thales

가 개발한 블랙박스 주위에 장착되어 있다. 

TOYOTA는 대다수의 자동차에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장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

에서 시스템이 호응을 얻기 위해 실시간 교

통정보를 활용하여 주차 유용성과 같은 추

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의 가

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북미에서

는 긴급고장 발생과 사고인지 서비스 개발

에 주력하고 있다. Mitsubishi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과 공급영역에서 꾸준한 성장세

를 유지하고 있으며, 텔레매틱스 산업의 주

요 영역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기 위해 Visteon, Motorola, 

Clarion, Jaguar와 협력 관계를 맺어 공동개

발과 공유된 공급 참여로 비용 절감 효과와 

시장영향 세력에 자사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업체별 자동차 광 네트워크 동향을 보면 

현대모비스는 MOST기반의 AV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아자동차 모하비에 첫 

적용된 상용제품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MOST25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800*480

의 고해상도 8인치 터치 패널을 적용한 프린

트 모니터, 대시보드 내장 6매 DVD 체인저, 

지상파 DMB, 고음질 라디오, DVD & MP3 & 

CD 재생, TPEG 내비게이션, iPod & USB, 

(출처 : 텔레메틱스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 고
영기)

표 11.  주요 자동차 업체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 동향.

표 10.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텔레매틱스 기술 
및 서비스.

BMW Chrysler Fiat Honda GM Renault

경로안내 O O O O O O

교통정보 O O O O O O

동적 내비게이션 O O O O O O

SOS/노변도움 O O O O O O

모바일 인터넷 O O O O

음성기술 O O O O

모바일사무실/
PDA

O O

CD 오디오 O O O O O O

디지털 오디오 O O O O O

DVD, VIDEO O O O

자동차 업체 서비스명 주요 내용

GM, 
Acura

Onstar
도난차량 추적, 응급서비스, 

원격제어, 경로안내

Audi Audi TElematics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응급서비스

BMW Assist (독일 내)
경로 안내, 응급서비스, 

주변정보

Ford RESCUE
100채널 위성 라디오 방송, 
원격진단, 도난차량 추적

TOYOTA MONET 교통정보, 지리정보, 뉴스

Mercedes Tele-Aid
주변정보, 차량 관련 정보, 

제한 경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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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외부 영상 입력단자), 스티어링 휠 리

모컨, 후방카메라, RSE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라디오, GPS, 지상파 DMB의 안테나

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현대모비스 측은 

향후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현대 오토넷은 

현재 MOST25 기술을 적용한 제품개발 기술

력을 바탕으로 2년 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MOST150 기술이 적용된 제품개발에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

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차량 내 광네트워크가 적

용된 차량인 제네시스 및 모하비는 (주)유라

코퍼레이션에서 광네트워크 관련 부품을 납

품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Yazaki社에서 부

품 전량을 수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고급차종인 에쿠스, 제네시스, 모하비, 체어

맨 등에 자동차 광네트워크가 적용되고 있으

며, 현대 기아자동차인 경우는 2015년에 출

시되는 모든 중소형차량에도 자동차 광네트

워크를 적용할 계획을 발표한 봐 있다.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광전 커넥

터 생산업체인 Tyoc社 및 Yazaki社의 MOST

용 POF 커넥터는 차량 내의 Multimedia용

으로 시판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 및 국내의 

일부 자동차 메이커에 장착되고 있지만 국

내의 제조업체는 없는 상태이며, 또한 광송

수신 모듈은 Melexis社와 SMSC社들의 주

축으로 제품화시켜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 국내에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 하는 업

체는 없는 상태이다. Audi는 2000년 MOST 

Cooperation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 이후 

AUDI Multimedia Interface 기술을 2003년 

출시된 AB모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고, 

A5, A5, A4 승용차 모델과 아우디 SUV Q7 

모델에 MOST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BMW

는 QoS가 보장되는 IP기반의 MOST150/

Ethernet 게이트웨이 기술에 대해 제안하여 

자동차 환경에서의 복잡도 증가로 인한 요구

사항과 실시간 카메라, 멀티미디어 시스템, 

복잡도 증가로 인한 요구사항과 실시간 카메

라, 멀티미디어 시스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동시에 처리 가능한 응용 시스템 구현

을 위해 차량 인포테인먼트와 연동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

자동차 광네트워크 부품 관련 업체 동향을 

보면 현재 차량 내 광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인 커넥터 등은 제조회사 마다 차

이가 있지만, 각각의 회사의 제품뿐만 아니

라 타사 제품까지도 상호 매칭 되도록 MOST 

Spec.에 맞추도록 이미 규격화가 되어있으

며, 그림 20은 실제 적용되는 그림은 MOST

에서 Ring Network 구축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 광네트워크에 활용된 MOST 커

넥터의 형태는 그림 21~29와 같은 종류로

써, Pigtail 형태와, Receptacle 형태, Radio 

Block 형태, Inline Connector 형태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들은 Tyco社 및 

Yazaki社의 제품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 광네트워크에 적용

되고 있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에쿠스,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쌍용자동차

의 체어맨 등에 장착되고 있으며, 광네트워

크용 POF 광점퍼코드는 와이어 하네스 업체

인 유라코퍼레이션에서 일본의 Yazaki에서 

그림 19.  자동차 전장 주요 제품 현황 (출처 : 
현대오토넷).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1호 (2014년 1월)  41

그림 20. MOST 규격의 Ring Network 구축 형태.

그림 21. MOST Connector 제품군.

그림 22. Integrated Pigtail.

그림 23.  Flexible Pigtail (a) 2Position Flexible, 
(b) 2Position Flexible.

그림 24. 2+0 Connector.

그림 25.  2+4 Connector (2 Optical +4 
Electrical).

그림 27.  2+4 Connector (2 Optical +4 
Electrical).

그림 26.  2+12 Connector (2 Optical +12 
Electrical).

그림 28.  Radio Connector (4 Optical +40 
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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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F용 광 Connector 관련 부품을 전량 수입

하여 점퍼코드화 하여 현대/기아자동차에 납

품하여, 장착하는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지

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 광네트워크 관련 기

술개발은 대학 및 전자부품연구소를 주축으

로 시스템 및 칩 제작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

행 중에 있으며, 오이솔루션에서 IDB-1394

용 150 Mbps급 광송수신 모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에프엔엔(주)에서는 자동차 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부품 (대구경 광분

배기 및 1 Gbps급 양지향성 구조의 광트랜

시버) 등을 개발 중에 있다. 자동차 광네트

워크 구현을 위하여 필수 부품인 광트랜시버

에 적용되는 650 nm Source의 경우, 옵토웰

에서 RCLED 및 Red VCSEL 형태로 개발완

료하고 상용화한 상태로, POF 광네트워크용

의 관련 Source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두 

업체 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더넷

용 POF 광트랜시버는 포인텍에서 SC Type 

Interface의 100 Mbps급으로 개발된 적이 있

으며, 젠옵틱스에서 1×9 형태의 SC Duplex 

Type Fast Ethernet용 (100 Mbps급) 제품

을 보유하고 있으나, MOST용으로는 개발된 

예는 없는 상태이다. 자동차 광네트워크 관

련 광분배기의 경우 독일의 DieMount社는 

대칭형 1×2 분배기를 기본 제품으로 제작하

고 있으며, 입출력단에 외경이 2.2 mm인 페

룰을 사용하여 다양한 POF의 직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으로, 표준형과 Low cross talk

형으로 구분 되며, 특히, Low cross talk형

은 신호검출용, 데이터 전송 시스템, 양방향

성을 요구하는데 이를 이용되며 가격대는 표

준형은 약 6만 원대, Low cross talk형은 8

만원 대로 형성되고 있으며, 1×4 광분배기

는 기존 1×2 분배기를 1단 연결시키는 구조

로 제작하여 판매중이지만 접합면에서의 손

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독일의 Bauer Engineering社는 POF-

VYS (Plastic Optical Fiber -Variable Y 

Splitter)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접합면의 면

적에 따라 (위치 조절) 다양한 광의 감쇄 기

능을 갖는 POF용 가변 광감쇄기를 출시하여 

근거리 통신 (자동차 네트워크)에 적용 되고 

있으며, 이는 장치로써 가격대는 약 48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Industrial Fiber Optics社는 2

×2의 대칭형 (50:50), 비대칭형  (80:20, 

90:10)과 1×2(50:50), 1×3 (33:33:33), 4×

4 (25:25:25:25)의 다양한 종류의 분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커플링부분의 고정은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공간을 작게 차지하며, 삽입

손실은 결합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 

dB 이하로 매우 낮은 삽입손실 값을 갖고 있

다.

또한, 자동차 광네트워크용 광트렌시버 관

련한 기술은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하이

브리드 광전 커넥터 생산업체인 Tyoc社 및 

그림 29. In-Line Connector (1 Position). 그림 30.  자동차 광네트워크 광분배기 (a) 1×2 
POF coupler, (b) 1×4 Coupler.

그림 31. 자동차 광네트워크 POF-V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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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zaki社의 MOST용 POF 커넥터는 차량내

의 Multimedia용으로 시판되고 있으며, 이

미 유럽 및 국내의 일부 자동차 메이커에 장

착되고 있지만 국내의 제조업체는 없는 상

태이며, 또한 광송수신 모듈은 Melexis社와 

SMSC社들의 주축으로 제품화시켜서 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는 없는 상태이다. 현행 구

조상 자동차는 전기배선과 동일한 Assembly 

내에 POF가 조립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기존 구리 배선과 혼합되어 

포설되는 Hybrid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와 더불어 유럽 및 북미 시장에서 광전 커넥

터 생산 회사 중 관련 제품군이 매우 다양한 

Tyco社는 기존에 커넥터 및 RJ-45 등의 전

기 분야의 컨넥션에서도 충분한 인지도를 확

보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

유하고 있다. 해외 POF를 생산하고 있는 업

체로는 일본의 미쯔비스 레이온, 도레이가 

주축이 되어 생산을 하고 있으며, POF 커넥

터를 이용한 Patch Cord를 생산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커넥터를 제작하는 업체들에 위해

서 제작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업체는 미

국의 Tyco와 일본의 Yazaki, 후루가와 등이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자동차 

광네트워크 구현을 위하여 전량 위 두 개의 

업체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 MOST용 광트랜시버 제품 분야에서 세계

적으로 가장 활발한 기술개발과 제품출시를 

하는 업체는 FireComm이며, FireComm은 

POF 광트랜시버 관련, Source와 광트랜시버 

및 미디어 컨버터까지 Line-up 형태로 생산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reComm은 

POF Source의 경우, 650 nm 대역의 Source

인 RCLED와 Red VCSEL 등의 제품을 자체

적으로 개발 양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

근에는 1 Gbps Bandwidth 특성을 가지는 

650 nm 대역의 Red VCSEL을 개발하고 제

품으로 출시하였다. IDB-1394 광트랜시버

는 s200 계열의 최대 250 Mbps Bandwidth 

특성까지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개발한 Red VCSEL을 적용한 1.25 Gbps의 

Bandwidth 특성을 가지는 Ethernet용 광트

랜시버를 최근에 Preliminary 형태로 출시

한 상태이다. 미디어 컨버터의 경우, 자사의 

광트랜시버 또는 Toshiba 및 Molex社의 광

트랜시버를 장착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Bandwidth는 s200 계열인 250 Mbps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대만의 COMOSS社는 POF용 Source 관련 

제품은 없으나, 주로 광트랜시버 및 미디어 

컨버터 등의 POF 네트워크 관련 Application 

제품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광트랜시버의 경우 대부분 

RCLED Source를 이용한 최대 250 Mbps의 

Bandwidth 특성을 가지며, PN FO7 Type과 

Smaller Compact 형태인 SMI Type의 2종

의 Connecting 구조를 제품군을 가지고 있

다. 미디어 컨버터의 경우는 Ethernet용 100 

Mbps급 제품을 비롯하여, 1394B to IDB OE 

Converter와 1394B to SMI OE Converter의 

Connector 구조에 따른 2종의 미디어 컨버

터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Fraunhofer가 2007년에 개발결과로 선보

인 시제품으로 Ethernet 부분에서는 1.25 

Gbps의 Bandwidth로 Gigabit Ethernet을 

지원하며, IEEE1394 부분에서는 1 Gbps의 

Bandwidth로 s800을 지원하는 Transceiver

이다. 시제품의 특이 사항은 POF Source

로 LED 또는 Red VCSEL 대신 FP-LD를 

사용했다는 것과 광트랜시버의 인터페이스

그림 32.  Industrial Fiber Optics社 2×2 POF 
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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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마 기 획     _ LED 응용기술

가 Duplex Type의 SC Connector 구조로 되

어 있다는 것이다. Fraunhofer 광트랜시버

가 별도로 IEEE1394를 위한 인터페이스 기

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IEEE1394 인터

페이스용 미디어 컨버터 모듈에 광트랜시버

를 장착한 형태로 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Toshiba의 경우는, 기존의 Low Speed (<10 

Mbps) 분야에 많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특

징을 가지면서, High Speed (>100 Mbps) 

분야의 제품으로는 SMI 인터페이스 구조

의 최대 250 Mbps Bandwidth (s200)급의 

TODX2402 제품과 10 m 이내에서는 최대 

500 Mbps Band width (s400) 특성을 가지

는 TODX2404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3. 결 론

최근 자동차는 안정성과 더불어 운전자의 

편리성 추구를 위한 콘텐츠의 증가로 단순

한 운송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뛰어 넘어 하나

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

으며, 현대의 자동차는 생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며 제2의 주거 공간으로까지 불리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에 전자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면서 편의성과 안전성, 오락과 정보 

(Infotainment) 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에 기

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기기들

이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며 자동차 내에 전

자부품을 포함하여 전자 부품의 급격한 채택

으로 인해, 차량 내의 제어기 (ECU)수는 최

근 10년 동안 300%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

는 최근에 들어 그 증가 속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규 차량 중에서 

자동차 광네트워크 적용 차량은 2007년 이

후에 매년 30~40%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

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점차 성장률이 둔화

하는 경향이 예측이 되고 있지만, 전체 차량 

중에서 광네트워크를 적용한 차량의 비율은 

2011년 28%에서 2015년에는 43%까지 적용

할 걸로 예상되는 봐, 자동차 광 네트워크 관

련 시장은 급성장이 예상된다. 고속화에 따

라 네트워크의 광 케이블화가 추진되고, 광 

물리층과 표준화를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분야에서도 광섬유가 많이 사

용될 것이 기대되며, 선박내의 광통신 및 홈

네트워크와 같은 근거리 통신 및 고속 디지

털 데이터 통신이 요구되는 응용분야로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동차 광 네트

워크 규격중 하나인 MOST는 25 Mbps급으

로 운용되어 왔으나 자동차 내의 편의장치, 

인포테인먼트의 증가로 인해 MOST25로는 

기술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MOST150급이 앞으로는 주

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MOST1000, 

1 Gbps급의 전송률을 갖는 시스템으로 발전

이 예상되는 봐 관련 부품 시장이 크게 성장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

지는 자동차 광네트워크에 관련된 광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으며, 광주지역에서 몇

몇 업체에서 자동차 광네트워크용 광 트랜시

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들 업체 들은 기존 선진 업체들과의 차별성

을 목적으로 현재 양지향성 구조의 1 Gbps급 

광 트랜시버를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자동

차 광네트워크용 양 지향성 구조의 1 Gbps급 

광 트랜시버의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인 도

파로 Chip은 기존 웨이퍼 식각에 의한 방법

은 생산성 및 수율부분에서 다소 무리가 있

다고 판단되며, 도파로 Chip은 나노임프린트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고 판단되다. 또한 자동차 광네트워크에 활

용되는 광원인 RCLED chip 및 VCSEL chip 

등은 기존 선진 업체의 부품을 수급 받아 패

키징을 통한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Micro Optic 

소자를 정렬시킬 수 있는 Interconnection기

술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광부품 개발에 대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Ring 

Network에서 Star Network로의 발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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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봐 그에 따라서 광분배기의 수요 또

한 증가가 예상 되며, 와이퍼, 도어록, 파워

윈도 등 바디의 전자장치를 비롯해 오디오 

비디오 (AV) 시스템, 스피커, 내비게이션, 텔

레매틱스 단말 등 멀티미디어 전자장치와 파

워트레인 ECU, 트랜스미션 ECU, 엔진 관

련 ECU 등 섀시 관련 전자장치들을 제어하

기 위한 각각의 전장품에 연결하는 각종 커

넥터의 개발 또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동차 광

네워크의 멀티 프로토콜 구현을 위해, 시간

을 분할하는 TDM 방식이나, 파장을 분활하

는 WDM 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동시에 다양

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 구현이 가능

하리라 판단되며, 관련된 TDM 및 WDM소자

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자동차광네트워크용 광분배기 (POF용 

광분배기 또는 PCSF용 광분배기)는 기존 광 

통신에서 활용된 Coupler 및 Splitter를 제작 

하는 방법으로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도파로 

공정을 이용하는 방법은 생산성 및 수율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POF Coupler 부분은 

맞대기 방법을 활용하여 독일의 DieMoun社

에서 1*2, 1*4 광분배기를 출시중에 있지만 

제품의 재연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

며, 최근에 광주지역에 있는 에프엔엔(주)에

서 광분배기의 Chip을 금형 사출을 통하여 

구현하는 공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구현된 시제품이 기존의 DieMoun社에서 제

작된 분배기에 비하여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

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Chip 차원에서는 

재연성을 실현이 가능하였지만, 제품의 완

성도를 위하여 Pigtail Patch Cord와 접합을 

위한 패키징 공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능동 정렬 방

식이 아닌 수동 정렬 방식으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단면, POF용 대구경 광분배

기의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MOST 150에서는 기존 POF를 이용

하여 Network 구현이 가능하지만, 1 Gbps급

을 지향하는 MOST 1000에서는 사용되어지

는 Fiber는 대역폭 및 전송률의 문제 때문에 

MOST 150에서 활용된 코어의 직경이 0.98 

mm인 POF케이불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PCS파이버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한다. PCS파이버은 코어의 직경이 200 

um, 클래드의 외경이 230 um으로, 기존 

POF용 광분배기 제작 방법으로는 적합지 않

으므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노 임프린

트 공정을 이용하여 광분배기 소자를 제작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고

급 차량에 장착한 Around View Monitoring 

(AVM) 시스템은 4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全방향의 영상을 획득하여 차량 내부의 모니

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의 보급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송 속도의 한계

성 때문에 영상이 끊어지는 현상을 발생하

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화질의 영상 전

송 시스템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

한 광 부품의 개발과 더불어서 차량내의 각

종 전장장치와의 고속 데이터 및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시스템 개발 또한 

이루어지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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