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7호 (2014년 7월)  9

S
P

E
C

I
A

L
 T

H
E

M
A

Special Thema

조경재 연구소장 (포미(주))

1. 서 론

1.1  광 네트워크 기반 자동차 스마트 CAN 통신 
동향

* 기업별 텔레매틱스 동향
(1)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독일 고급 자동

차 브랜드들을 제외하고 2000년 이전에는 텔

레매틱스 또는 차량용 e-service를 고려한 업

체는 적었으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텔레매틱스 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2) BMW는 7시리즈 내에 iDrive 시스템은 

위치 기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후 조절과 오

디오 통제를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

에 통합될 것으로 예측되며, iDrive 시스템은 

신차종이 개발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적용, 실

행될 예정이며, 음성 컨트롤 시스템을 채택하

여 차량을 출시 중에 있다.

(3) Daimler Chrysler는 텔레매틱스 관련 활

동은 주로 독일과 캘리포니아의 개발 센터와 

엔지니어링 센터의 Mercedes-Benz 클러스터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Ford는 Ford Fleet Telematics라고 하는 

Ford의 차량 관리 텔레매틱스 패키지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패키지는 자동차 추

적, 차량관리 패키지로 

Thales가 개발한 블랙

박스 주위에 장착되어 

있다.

(5) TOYOTA는 대다

수의 자동차에 텔레매

틱스 서비스를 장착하

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시스템이 호

응을 얻기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주차 유용성과 같은 추

가적인 서비스를 제공

광 네트워크 기반 자동차 스마트 CAN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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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사무실/
PDA

O O

CD 오디오 O O O O O O

디지털 
오디오

O O O O O

DVD, 
VIDEO

O O O

(출처 : 텔레메틱스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 고영기)

표 1.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텔레매틱스 기술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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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시스템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

으며, 또한, 북미에서는 긴급고장 발생과 사

고인지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6) Mitsubishi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

발과 공급영역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

고 있으며, 텔레매틱스 산업의 주요 영역에

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기술과 부품을 제

공하기 위해 Visteon, Motorola, Clarion, 

Jaguar와 협력 관계를 맺어 공동개발과 공유

된 공급 참여로 비용절감 효과와 시장 영향 

세력에 자사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업체별 자동차 광 
네트워크 동향
( 1 )  현대모비스는 

MOST기반의 AV 내비

게이션 시스템을 개발

하여 기아자동차 모하

비에 첫 적용된 상용

제품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MOST25 기

술이 적용된 제품으

로 800*480의 고해상

도 8인치 터치 패널을 

적용한 프린트 모니

터, 대시보드 내장 6매 

DVD 체인저, 지상파 DMB, 고음질 라디오, 

DVD & MP3 & CD 재생, TPEG 내비게이션, 

iPod & USB, AUX(외부 영상 입력단자), 스

티어링 휠 리모컨, 후방카메라, RS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디오, GPS, 지상파 DMB

의 안테나를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2) 현대모비스 측은 향후 현대/기아차 뿐

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다양한 차

종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

히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MOST25 기술을 적

용한 제품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2년 뒤 상

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MOST150 기술이 

적용된 제품개발에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국내에서 최초로 차량 내 광네트워크가 

적용된 차량인 제네시스 및 모하비는 (주)유

라 코퍼레이션에서 광네트워크 관련 부품을 

납품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Yazaki社에서 부

품 전량을 수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고급 차종인 에쿠스, 제네시스, 모하비, 체어

맨 등에 자동차 광네트워크가 적용 되고 있

으며, 현대 기아자동차인 경우는 2015년에 

출시되는 모든 중소형 차량에도 자동차 광네

트워크를 적용할 계획을 발표한 봐 있다.

(4)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표 2.  주요 자동차 업체의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 동향.

자동차 업체 서비스명 주요 내용

GM, Acura Onstar
도난차량 추적, 응
급서비스, 원격제

어, 경로안내

Audi Audi TElematics
내비게이션, 교통
정보, 응급서비스

BMW Assist(독일 내)
경로 안내, 응급서
비스, 주변정보

Ford RESCUE
100채널 위성 라디
오 방송, 원격진단, 

도난차량 추적

TOYOTA MONET
교통정보, 지리정

보, 뉴스

Mercedes Tele-Aid
주변정보, 차량 관
련 정보, 제한 경로 

안내

그림 1.  자동차 전장 주요 제품 현황 (출처 : 현대모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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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 커넥터 생산업체인 Tyoc社 및 Yazaki

社의 MOST용 POF 커넥터는 차량내의 

Multimedia용으로 시판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 및 국내의 일부 자동차 메이커에 장착

되고 있지만, 국내의 제조업체는 없는 상태

이며, 또한, 광송수신 모듈은 Melexis社와 

SMSC社들의 주축으로 제품화 시켜서 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는 없는 상태이다.

(5) Audi는 2000년 MOST Cooperation

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 이후 AUDI 

Multimedia Interface 기술을 2003년 출시

된 AB모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고, A8, 

A6, A5 승용차 모델과 아우디 SUV Q7 모델

에 MOST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6) BMW는 QoS가 보장되는 IP기반의 

MOST150/Ethernet 게이트웨이 기술에 대해 

제안하여 자동차 환경에서의 복잡도 증가로 

인한 요구사항과 실시간 카메라, 멀티미디어 

시스템, 복잡도 증가로 인한 요구사항과 실

시간 카메라, 멀티미디어 시스템, 운전자 보

조 시스템 등을 동시에 처리 가능한 응용 시

스템 구현을 위해 차량 인포테인먼트와 연동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본 론

* 자동차 광네트워크 부품 관련 업체 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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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림 2는 실제 적용되는 그림은 

MOST에서 Ring Network 구축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2) 자동차 광네트워크에 활용되는 MOST

커넥터의 형태는 그림 3과 같은 종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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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 광네트워크에 적

용되고 있는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에쿠스,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쌍용자동차의 

체어맨 등에 장착되고 있으며, 광네트워크용 

그림 2. MOST 규격의 Ring Network 구축 형태.

그림 3. MOST Connector 제품군.

그림 4. Integrated Pig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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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F 광점퍼코드는 와이어 하네스 업체인 유

라코퍼레이션에서 일본의 Yazaki에서 POF용 

광 Connector 관련 부품을 전량 수입하여 점

퍼코드화 하여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여, 

장착하는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4) 국내의 자동차 광네트워크 관련 기술개

발은 대학 및 전자부품연구소를 주축으로 시

스템 및 칩 제작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

에 있으며, 오이솔루션에서 IDB-1394용 150 

Mbps급 광송수신 모듈 개발을 진행 중에 있

으며, 에프엔엔(주)에서는 자동차 광네트워

크 구축을 위한 광부품(대구경 광분배기 및 

1 Gbps급 양지향성 구조의 광트랜시버) 등을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다.

(5) 자동차 광네트워크 구현을 위하여 필

수 부품인 광트랜시버에 적용되는 650 nm 

Source의 경우, 옵토웰에서 RCLED 및 Red 

VCSEL 형태로 개발 완료하고 상용화한 상태

로, POF 광네트워크용의 관련 source 분야

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두업체 군에 속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6) 이더넷용 POF 광트랜시버는 포인텍에

서 SC Type Interface의 100 Mbps 급으로 

개발된 적이 있으며, 젠옵틱스에서 1×9 형

그림 5.  Flexible Pigtail (a) 2Position Flexible, 
(b) 2Position Flexible.

그림 6. 2+0 Connector.

그림 7.  2+4 Connec t o r ( 2  Op t i c a l  +4 
Electrical).

그림 8.  2+12 Connector(2 Opt ical +12 
Electrical).

그림 9.  2+4 Connec to r ( 2  Op t i ca l  +4 
Electrical).

그림 10.  Radio Connector (4 Optical +40 
Electrical).

(a) (b)

그림 11. In-Line Connector(1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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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SC Duplex Type Fast Ethernet용(100 

Mbps급)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MOST용

으로는 개발된 예는 없는 상태이다.

(7) 자동차 광네트워크 관련 광분배기의 경

우 독일의 DieMount社는 대칭형 1×2 분배

기를 기본 제품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입출

력단에 외경이 2.2 mm인 페룰을 사용하여 

다양한 POF의 직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으로, 표준형과 Low cross talk형으로 구분 

되며, 특히 Low cross talk형은 신호 검출용, 

데이터 전송 시스템, 양방향성을 요구하는데 

이를 이용되며 가격대는 표준형은 약 6만원

대, Low cross talk형은 8만원 대로 형성되

고 있으며, 1×4 광분배기는 기존 1×2 분배

기를 1단 연결시키는 구조로 제작하여 판매

중이지만 접합면에서의 손실이 많이 발생하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8) 독일의 Bauer Engineering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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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로서 가격대는 약 48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9) 미국의 Industrial Fiber Optic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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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링 부분의 고정

은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여 고정시키는 형

태로 되어 있으므로 공간을 작게 차지하며, 

삽입손실은 결합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 dB 이하로 매우 낮은 삽입 손실 값을 갖

고 있다.

(10) 또한 자동차 광네트워크용 광트렌시

버 관련한 기술은 미국 및 일본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광전 커넥터 생산업체인 Tyoc社 

및 Yazaki社의 MOST용 POF 커넥터는 차량

내의 Multimedia용으로 시판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 및 국내의 일부 자동차 메이커에 

장착되고 있지만 국내의 제조업체는 없는 상

태이며, 또한 광송수신 모듈은 Melexis社와 

SMSC社들의 주축으로 제품화시켜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는 없는 상태이다.

(11) 현행 구조상 자동차는 전기배선과 동

일한 Assembly 내에 POF가 조립되어야 하

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구리 

그림 13. 자동차 광네트워크 POF-VYS.

그림 12.  자동차 광네트워크 광분배기 (a) 1×2 
POF coupler, (b) 1×4 Coupler.

그림 14.  Industrial Fiber Optics社 2×2 POF 
Coupler. 

(a) (b)



14 테마

테 마 기 획     _ LED 조명 및 광응용

배선과 혼합되어 포설되는 Hybrid 방식을 취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럽 및 북미 시장

에서 광전 커넥터 생산 회사 중 관련 제품군

이 매우 다양한 Tyco社는 기존에 커넥터 및 

RJ-45 등의 전기분야의 컨넥션에서도 충분

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시

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12) 해외 POF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는 

일본의 미쯔비스 레이온, 토레이가 주축이 

되어 생산을 하고 있으며, POF 커넥터를 이

용한 Patch Cord를 생산하는 업체는 대부분

이 커넥터를 제작하는 업체들에 의해서 제

작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업체는 미국의 

Tyco와 일본의 Yazaki, 후루가와 등이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자동차 광네트

워크 구현을 위한 광부품은 전량 위 두 개의 

업체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다.

(13) MOST용 광트랜시버 제품 분야에

서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기술개발과 제

품출시를 하는 업체는 FireComm이며, 

FireComm은 POF 광트랜시버 관련, Source

와 광트랜시버 및 미디어 컨버터까지 Line-

up 형태로 생산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14) FireComm은 POF Source의 경우, 

650 nm 대역의 Source인 RCLED와 Red 

VCSEL 등의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 양

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1 Gbps 

Bandwidth 특성을 가지는 650 nm 대역의 

Red VCSEL을 개발하고 제품으로 출시하였

다. IDB-1394 광트랜시버는 s200 계열의 최

대 250 Mbps Bandwidth 특성까지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개발한 Red VCSEL

을 적용한 1.25 Gbps의 Bandwidth 특성

을 가지는 Ethernet용 광트랜시버를 최근에 

Preliminary 형태로 출시한 상태이다. 미디

어 컨버터의 경우는 Toshiba 및 Molex社의 

광트랜시버를 장착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

며, Bandwidth는 s200 계열인 250 Mbps 특

성을 가지고 있다.

(15) 대만의 COMOSS社는 POF용 Source 

관련 제품은 없으나, 주로 광트랜시버 및 

미디어 컨버터 등의 POF 네트워크 관련 

Application 제품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군

을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광트랜시버

의 경우 대부분 RCLED Source를 이용한 최

대 250 Mbps의 Bandwidth 특성을 가지며, 

표 3. FireComm社 POF용 광트랜시버 제품 요약.

1.25 Gbps급 Red VCSEL
IDB-1394용 광트랜시버 Tx/

Rx 모듈

· 665 nm VCSEL, 0 dBm 
Power

·3 GHz Bandwidth

· 660 nm RCLED, Max. 
-2 dBm Power

· 250Mbps Bandwidth 
(s200)

·-24 dBm Min. Sensitivity

Media Converter
IDB-1394 Transceiver 

Eva Board

· SMI or Optolock
· 250 Mbps Bandwidth 

(s200)
· Max. 50 m POF length 

· IDB-1394 Transceiver 
(SMI)

· LVDS/CML/PECL

Optolock 광트랜시버
POF 1×9 Gigabit 

광트랜시버

· 660 nm RCLED, Max. 
-2 dBm Power

· 250 Mbps Bandwidth 
(s200)

· Max. -2 dBm Input 
Power

· 665 nm VCSEL, Max.  
-3 dBm Power

· 1.25 Gbps Bandwidth
· -18 dBm Min. 

Sensitivity
· 60유로/EA @ 50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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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FO7 Type과 Smaller Compact 형태인 

SMI Type의 2종의 Connecting 구조를 제

품군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 컨버터의 경우

는 Ethernet용 100 Mbps급 제품을 비롯하

여, 1394B to IDB OE Converter와 1394B to 

SMI OE Converter의 Connector 구조에 따

른 2종의 미디어 컨버터 제품을 보유하고 있

다.

(16) Fraunhofer가 2007년에 개발결과

로 선보인 시제품으로 Ethernet 부분에

서는 1.25 Gbps의 Bandwidth로 Gigabit 

Ethernet을 지원하며, IEEE1394 부분에서

는 1 Gbps의 Bandwidth로 s800을 지원하

는 Transceiver이다. 시제품의 특이 사항은 

POF Source로 LED 또는 Red VCSEL 대신 

FP-LD를 사용했다는 것과 광트랜시버의 인

터페이스가 Duplex Type의 SC Connector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의 오

른쪽 그림은 IEEE1394 s800의 전송 시험을 

진행하는 구조를 보인 것으로, Fraunhofer 

광트랜시버가 별도로 IEEE1394를 위한 인

터페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IEEE1394 인터페이스용 미디어 컨버터 모듈

에 광트랜시버를 장착한 형태로 전송이 이루

어져야 한다. 

(17) Molex社의 경우, 별도의 POF용 

Source와 Media Converter의 제품 없이 

s200계열의 MOST, IDB-1394용 POF 트랜

시버 제품만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POF용 

SMI커넥터 및 어댑터 분야의 제품에 중심을 

표 5.  Fraunhofer Institute POF용 광트랜시버 
시제품.

표 6. MOLEX社 POF용 광트랜시버 제품 요약. 

SC-RJ Package Gbps 
Transceiver

IEEE1394B s800 Test Setup

· Max. 1.25 Gbps 
Bandwidth

· 650 nm, FP Laser, 650 
nm

· 3~6 dBm Output
· <-13 dBm Min. 

Sensitivity

· Firewire s800 (1 Gbps 
BW)

· Duplex GI-PMMA 50 m
· with IEEE1394 Media 

Converter

표 4. COMOSS社 POF용 광트랜시버 제품 요약.

IDBDX 
(IDB-1394용 광트랜시버)

IDB-1394 POF Patch Cord

· 650 nm
· 250 Mbps Bandwidth 

(s200)

· PN FO7 : Max. 18 m 
(Left)

· SMI : Max. 50 m (Right) 

SMI POF 광트랜시버 모듈
SMI Ethernet Media 

Converter

· 650 nm RCLED
· 250 Mbps Bandwidth 

(s200)

· Electric : 10/100Base-
Tx

· POF : 100Base-Fx

1394B to IDB OE Converter 1394B to SMI OE Converter

· Electric : s100/s200/
s400

· POF : s100/s200

· Electric : s100/s200/
s400

· POF : s100/s200
· $60/EA @ 4개 Sample  

기준

1394B to IDB OE Converter 1394B to SMI OE Converter

· Electric : s100/s200/
s400

· POF : s100/s200

· Electric : s100/s200/
s400

· POF : s100/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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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18) Toshiba의 경우는, 기존의 Low 

Speed(<10 Mbps) 분야에 많은 제품군

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면서, High 

Speed(>100 Mbps) 분야의 제품으로는 

SMI 인터페이스 구조의 최대 250 Mbps 

Bandwidth(s200)급의 TODX2402 제품

과 10 m 이내에서는 최대 500 Mbps Band 

width(s400) 특성을 가지는 TODX2404 제품

을 보유하고 있다.

 

3. 결론 및 제언

(1) 최근 자동차는 안정성과 더불어 운전자

의 편리성 추구를 위한 콘텐츠의 증가로 단

순한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뛰어 넘어 하

나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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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며 자동차 내에 전자부품을 포

함하여 전자 부품의 급격한 채택으로 인해, 

차량 내의 제어기(ECU)수는 최근 10년 동안 

300% 이상 증가되었으며, 이는 최근에 들어 

그 증가 속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3) 신규 차량 중에서 자동차 광네트워크 

적용 차량은 2007년 이후에 매년 30~40%

의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을 기

점으로 점차 성장률이 둔화하는 경향이 예측

이 되고 있지만, 전체 차량 중에서 광네트워

크를 적용한 차량의 비율은 2011년 28%에서 

2015년에는 43%까지 적용할 걸로 예상되는 

봐, 자동차 광 네트워크 관련 시장은 급성장

이 예상된다.

(4) 고속화에 따라 네트워크의 광 케이블

화가 추진되고, 광 물리층과 표준화를 충실

하게 실현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도 광섬유가 많이 사용될 것이 기대되며, 선

박내의 광통신 및 홈네트워크와 같은 근거리 

통신 및 고속 디지털 데이터 통신이 요구되

는 응용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자동차 광 네트워크 규격중 하

나인 MOST는 25 Mbps급으로 운용되어 왔

으나 자동차 내의 편의장치, 인포테인먼트

의 증가로 인해 MOST25로는 기술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MOST150급이 앞으로는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MOST1000, 1 Gbps급의 전

송률을 갖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봐 

관련 부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

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광네

트워크에 관련된 광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으며, 광주지역에서 몇몇 업체에서 자동차 

광네트워크용 광 트랜시버 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업체들은 기존 선

진 업체들과의 차별성을 목적으로 현재 양지

향성 구조의 1 Gbps급 광 트랜시버를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6) 자동차 광네트워크용 양 지향성 구조

의 1 Gbps급 광 트랜시버의 개발을 위한 핵

심 부품인 도파로 chip은 기존 웨이퍼 식각

에 의한 방법은 생산성 및 수율부분에서 다

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도파로 chip은 

표 7. Toshiba社 POF용 광트랜시버 제품 요약. 

TODX2402 TODX2404

· 650 nm, LED
· 20 m@250 Mbps, 50 

m@125 Mbps
· POF : s100/s200
· $21/EA @ 5,000개 기준

· 650 nm, RCLED
· 10 m@500 Mbps, 20 

m@250 Mbps
· POF : s100/s200/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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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임프린트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방

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다.

(7) 또한, 자동차 광네트워크에 활용되는 

광원인 RCLED chip 및 VCSEL chip 등은 기

존 선진 업체의 부품을 수급 받아 패키징을 

통한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Micro Optic 소자를 정

렬시킬 수 있는 Interconnection 기술의 도

입과 이를 활용한 광부품 개발에 대한 노력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8) 향후 Ring Network에서 Star Network

로의 발전이 예상되는 바 그에 따라서 광분

배기의 수요 또한 증가가 예상되며, 와이퍼, 

도어록, 파워윈도 등 바디의 전자장치를 비

롯해 오디오 비디오

(AV) 시스템, 스피커, 

내비게이션, 텔레매

틱스 단말 등 멀티미

디어 전자장치와 파워

트레인 ECU, 트랜스

미션 ECU, 엔진 관련 

ECU 등 섀시 관련 전

자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각각의 전장품에 

연결하는 각종 커넥터

의 개발 또한 추가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또한, 자동차 광네워크의 멀티 프로토

콜 구현을 위해, 시간을 분할하는 TDM 방식

이나, 파장을 분활하는 WDM 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

스템 구현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관련된 

TDM 및 WDM소자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자동차 광네트워크용 광분배기(POF용 

광분배기 또는 PCSF용 광분배기)는 기존 광 

통신에서 활용된 Coupler 및 Splitter를 제작 

하는 방법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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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중에 있지만 

제품의 재연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

으며, 최근에 광주지역에 있는 에프엔엔(주)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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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하지만, chip 차원에서는 재연성을 실

현이 가능하였지만, 제품의 완성도를 위하여 

Pigtail Patch Cord와 접합을 위한 패키징 

공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그림 15. TDM 및 WDM 구동 원리.

그림 16. TDM 및 WDM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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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하여, 능동 정렬 방식이 아닌 수

동 정렬 방식으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단면, POF용 대구경 광분배기의 시장에서

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13) 현재 MOST 150에서는 기존 POF를 이

용하여 Network 구현이 가능하지만, 1 Gbps

급을 지향하는 MOST 1000에서는 사용되어

지는 Fiber는 대역폭 및 전송률의 문제 때

문에 MOST 150에서 활용된 코어의 직경이 

0.98 mm인 POF케이불이 적합하지 않으므

로, PCS파이버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

어져야 한다.

(14) PCS파이버은 코어의 직경이 200 um, 

클래드의 외경이 230 um으로, 기존 POF용 

광분배기 제작 방법으로는 적합지 않으므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노 임프린트 공정을 

이용하여 광분배기 소자를 제작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15)  또한 최근 고급 차량에 장착한 

Around View Monitoring (AVM) 시스템은 4

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全방향의 영상을 획

득하여 차량 내부의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

는 시스템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데, 전송 속도의 한계성 때문에 영상이 끊

어지는 현상을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고화질의 영상 전송 시스템이 요구되어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광 부품의 개발과 더

불어서 차량내의 각종 전장장치와의 고속 데

이터 및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는 

시스템 개발 또한 이루어지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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