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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차량에는 차량내 각종 장치와 기관사간의 데이터 송

수신을 위한 열차통신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다[1]. 차량의

운전제어 및 진단을 위한 데이터는 그 전송용량이 비교적 적

기 때문에 구리선을 매체로 한 협대역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IT 기술 발전에 따라 열차통신네트워크도

TCP/IP 기반의 정보통신망으로 진화하고 있다[2]. 특히, 객

실내에 IP카메라를 설치하여 기관사나 지상의 관제센터등에

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승객에게 인터넷을 포함

한 여행정보, 뉴스 및 광고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대역화가 추진되고 있다[3-6]. 이에따라,

기존의 열차제어 및 진단을 위한 통신과 동시에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멀티미디어 통신

을 수용하기 위해서 대용량의 열차통신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구리선 매체 및 동축케이블은 데이

터 전송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GOF (Glass Optical Fiber,

이하 GOF)를 사용하여 광대역 열차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있다. 그러나, GOF는 차량의 진동에 취약하고 유지보수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GOF를 이용한 열차통신네트워크

는 직경 50µm~62.5µm인 멀티모드 GOF 매체와 LC Type의

광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어, 열차운행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접속점에서 접속손실이 발생하거나 미세한 균열이 발

생하기 쉽고 통신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POF(Plastic Optical Fiber, 이하 POF)는 플라스틱 계열의

PMMA(Polymethyl Methacrylate)를 재료로 하는 광섬유로서,

사물과 사물의 통신, Human interface, 양방향 IPTV 등All-

Abstract Recent trains have broadband train communication networks to improve train operation safety and to provide

passengers with multimedia services. Compared to glass optical fiber, plastic optical fiber (POF) has a large diameter; it also

provides the good durability and maintainability necessary to railway applications. This paper suggests an All-IP broadband

train communication network that connects all devices in the train through a POF interface. Performance tests according to

Korean railroad standards shows that this POF interface is usable in the range of vibration and temperature conditions

encountered in trains. A dedicated Layer-2 switch with the POF interface is develop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ll-IP

train communication network. A prototype 1Gbps train communication network was set up in a trial-run of train on a metro

line using the developed Layer-2 switch and POF. On-track tests indicated the feasibility of the POF train communication

network. POF has an additional advantage of economic feasibility, and it is expected to start a trend toward broadband train

communication networks using P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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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의 철도차량은 안전성 향상 및 승객에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대역 열차통신네트워크

를 설치하고 있다. 플라스틱 광섬유(POF)는 일반 광섬유에 비해 직경이 크고 내구성 및 유지보수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진동 및 온도변화가 큰 환경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내 모든 장치를

POF를 이용하여 All–IP 방식으로 접속하는 1Gbps급 열차통신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

국철도규격에 의거한 특성 시험을 통하여 POF가 철도차량의 진동 및 온도변화 환경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POF 인터페이스를 갖는 전용의 Layer-2 스위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Layer-2 스위치와 POF를 이용하

여 시운전중인 도시철도차량에 1Gbps급 열차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데이터 전송률과 손실률을 측정하여 성

능을 검증하였다. POF는 경제성도 우수하며, 향후 철도차량용 통신네트워크는 POF 기반으로 광대역화될 것으

로 기대된다.

주요어 : 철도차량, 광대역 정보통신네트워크, 플라스틱 광케이블(POF), Al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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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기반의 근거리 광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정

보매체로 주목 받고 있다[7]. POF는 광섬유의 일종으로서 전

자파 유도장애가 없으며, 섬유의 구경이 커서 접속이 용이

하기 때문에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650(nm) 파장의 적색 광을 사용하는 멀티모드 경사형(Graded

Index) POF에서는 육안을 통한 신호 송수신 확인이 가능하

다[8,9]. 또한 POF는 고분자 재료로 구성되기 때문에 가볍

고 취급이 용이하며 내진동성이 강하고 구부림에도 강한 내

성을 가지고 있다[10]. GOF와 비교한 POF의 특성을 요약

하면, (1)절단 및 접속, 취급이 용이하여 유지보수성이 좋으

며, (2)직경이 커서 내구성이 강하고, (3)구축비 및 유지보수

비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높으며, (4)가시광선영역에서 동작

하며 NA(Numerical Aperture) 수치가 높다는 점이다[11,12].

최근에는 근거리 통신에서의 Gbps급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도 GOF 대신 POF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백미터 이내의 근거리통신에서 1Gbps이상의 데이

터 전송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있다[13]. 철도차량은 지속

적인 진동 및 급격한 온도변화 환경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각

종 자동화장치의 도입으로 통신 및 제어장치의 고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POF는 GOF를 대체하여

광대역 열차통신네트워크용 전송매체로 적합하다. 특히 철

도의 고속화로 전송매체의 내진동성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POF의 특성은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

다[14]. 

본 논문에서는 POF를 이용하여 철도차량용 광대역 열차

통신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장에서

는 POF 케이블의 전송손실특성을 분석하고 구부림 및 온도

특성 시험을 수행하여 철도차량 환경에의 적합성을 검토하

였다. 3장에서는, POF를 이용한 All-IP 기반의 광대역 열차

통신네트워크의 구성도를 보이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핵

심장치인 POF 인터페이스를 갖는 Layer-2 스위치를 개발하

였다. 4장에서는 개발한 장치를 이용하여 도시철도구간에서

시운전 중인 전동차에 POF 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신

시험을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POF의 철도차량환경 적합성 시험

2.1 철도차량 환경 및 POF 특성

철도차량은 레일 위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특성상 지속

적인 진동을 받으며 운행하고, 곡선구간이나 레일 이음매 통

과시 또는 궤도/차량 결함, 궤도 틀림에 따라 기계적 충격

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계적 충격 및 진동은 차량내 각종

장치의 파손 및 마모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도차량

에 장착되는 모든 장치는 철도규격에 따른 진동시험을 거치

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레일 및 철도차량은 자연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운영되어 있어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고 있

으며, 우리나라는 특히 사계가 뚜렸하기 때문에 온도변화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철도차량에 장착되는 각종 전기/전자

장치의 온도 조건은 -20oC ~ +70oC까지 요구되고 있으며, 온

도 시험 방법도 철도표준규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최

근의 철도차량은 25kV 고전압을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으

며, 전차선과 철도차량 집전장치간의 이선시 발생하는 아크

로 인하여 전자파장애를 유발하는 등 전기환경도 나쁘기 때

문에 EMI/EMC 대책이 요구된다.

철도차량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차량이 연결되

어 열차를 구성하기 때문에 통신네트워크 구성시 차량과 차

량 사이를 외부공간에 노출된 상태로 접속하여야 하며, 차

량 내부에서도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배선을 자유롭게 구성

하지 못하고 굴곡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철도차량 10

량으로 열차가 편성될 경우 열차길이가 250m에 불과하기 때

문에, 열차통신네트워크도 수백미터 범위의 근거리 통신으

로 충분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철도차량 운행환경을 고려하면 열차통신네트

워크의 전송매체로는 POF가 적합하다. PMMA계열 POF는

직경이 900µm 정도로서 GOF의 50~65µm 대비 7배 이상 굵

기 때문에 충격과 구부림에도 잘 부러지지 않아 굴곡이 많

은 배선구간에서도 자유로운 재단, 접속 및 말단처리가 용

이하다[15]. POF는 Fig. 1에 보이는 것처럼 별도의 융착접

속이나 광 접속기구 없이 단순한 커팅작업 후 직접적인 고

정접속만으로 용이하게 연결할 수 있다. 또한 PMMA계열

POF의 전송손실특성곡선을 보면, 650nm 파장의 광을 이용

해서 250m를 전송할 경우 전송손실이 30dB 이하로 나타나

고 있어, 열차통신네트워크내에서는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

하다[16].

Fig. 1 Connection of POF cable

2.2 POF 내환경 특성 시험

POF를 철도차량에 적용하기 위하여 “철도차량부품의 진

동시험방법(KS R 9144)”과 “철도차량용 전자기기의 시험통

칙(KS R 9156)”의 온도시험 기준을 고려하여, POF의 구부

림 특성과 급격한 온도변화 환경에서의 특성 시험을 실시하

였다.

2.2.1 상온에서 구부림 시의 광 손실

POF의 구부림 손실 분석은 철도차량내의 원하는 위치에

적합한 배선 환경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POF의 철도차량 적합성 확인을 위한 구부림 조건에

서의 광 손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을 수행

하였다.

반지름이 각각 10mm, 15mm, 20mm, 30mm인 원통형 마

운트에 POF를 1회에서 10회까지 감고 상온에서의 광 손실

을 측정한 결과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반지름이 작을수록

구부림이 커지므로 광손실이 증가하고, 또한 감은 수에 비

례해서 광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최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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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mm 반경으로 POF를 10회 감았을 경우에도 광 손실

이 0.12dB 정도로써, POF의 구부림 조건에서의 광손실은 매

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재킷처리된(Jacketed)

POF와 Bare POF에 대한 구부림 조건하에서의 광손실 측정

시험결과로써, 재킷 처리된 POF는 bare POF보다 손실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킷 처리된 POF는 재킷과 POF의

물질 차이로 열 팽창률이나 열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광

손실이 증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광손실은 0.4dB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2.2.2 온도변화에 따른 광 투과율 변화

철도차량용 전자기기의 시험통칙(KS R 9156)에 따른 동

작보증온도(-20oC ~ +60oC)에 POF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POF의 광투과율을 측정하였다.

Fig. 4(a)는 온도를 +25oC에서 +90oC로 변화시켰을 경우의

광 투과율을 측정한 것으로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 투

과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b)는 온도를

+20oC에서 -20oC로 변화시켰을 경우의 POF의 광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로써, 온도가 영하로 감소함에 따라 광투과율도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변화에 따른 광 투과

율 변화 범위는 각각 5%, 2% 이내로 한정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2.3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광 투과율 변화

-20oC ~ +90oC까지 급격하게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의 POF

의 광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를 Fig. 5에 보인다. 저온에서 고

온으로 급격한 온도변화가 일어날 때 광 투과율 또한 급격

하게 감소하였으나 변화범위는 5% 이내였으며, 시간이 지

나면서 광 투과율 감소추세도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Optical transmission rate under rapid temperature

variation

2.2.4 복합 환경에서의 광 투과율 변화

반복적인 구부림과 급격한 온도변화를 일정시간 동안 동

시에 가하였을 경우의 광 투과율 변화를 Fig. 6에 보인다. 구

부림 상태에서 상온에서 고온(+80oC)으로 급격하게 온도가

Fig. 2 Optical loss under bending conditions and normal

temperature

Fig. 3 Optical loss of jacketed and bare POFs

Fig. 4 Optical transmission rate under temperatur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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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었을 경우, 광 투과율은 최대 28%까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POF 기반 열차통신네트워크

3.1 열차통신네트워크 구성

열차내의 모든 장치 및 네트워크를 POF를 이용하여 연결

하고 All-IP 방식으로 1Gbps급 광대역 통신을 수행할 수 있

는 열차통신네트워크를 Fig. 7에 보인다. 열차통신네트워크

는 전체 열차를 연결하는 광대역 백본망과, 각 차량에 설치

되어 차량내부에 설치된 모든 장치를 접속하는 차내망, 그

리고 운전실에 설치되어 전체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열차 외

부와의 접속기능을 제공하는 서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백본망은 열차를 구성하는 각 차량에 Layer-2 스위치를 설

치하고 이들을 POF 케이블로 연결하여 구성한다. 차량과 차

량 사이의 연결은 POF 전용 OJB(Optical Junction Box)를

설치하여 차량 분리시에도 원활하게 분리 후 재접속이 용이

하도록 구성한다.

Fig. 7 ALL-IP POF train communication network model

운전실에는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서버시스템을 두고,

Layer-3 스위치를 설치하여 외부시스템과 접속한다. 운행중

인 열차에서 지상과의 연결은 지상-차상간 무선송수신장치

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또한 차량모니터링 및 제어장치도

연결하여 전체 차량상태를 감시제어하고 기관사의 운전업무

를 지원하도록 한다.

차내망에서는, Layer-2 스위치에 POF 인터페이스를 갖도

록 함으로써, CCTV 카메라, 모니터, 방송장치 및 신호장치

등 차량내의 모든 장치를 접속하는 단말장치를 수용하여,

POF 만으로 All-IP 열차통신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구리선이나 UTP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차

량내의 모든 단말장치 및 네트워크 장치를 POF로 직접 연

결하는 것은, 철도차량이 고전압/대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전

자파장애 발생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전자파장애를 원

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시리얼

통신이나 고유의 통신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All-IP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최근의 통신네트워크 발전추세와 일

치한다[17].

이상과 같이 구성된 POF 열차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열

차운행정보표시, 안내방송 등 여행정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

시에, 인버터 및 신호장치, 출입문 등 차량기기 상태를 감

시제어하여 기관사의 열차운전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관제실에서 객실내부의 IP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하거나 승강장 영상을 운전실 모니터에 표출할 수 있으며,

객실내의 모니터에 광고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표출하고

인터넷 서비스 등의 승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2 POF 기반 Layer-2 스위치 시제품 제작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통신용 스위치는 동선을 이용한 UTP

인터페이스를 갖는 IP Ethernet 기반의 Layer-2 스위치가 사

용되고 있다. POF를 이용하여 철도차량내 모든 단말장치를

접속하고 All-IP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POF 인터

페이스를 갖는 Layer-2 스위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철도

차량통신 전용의 POF 인터페이스를 갖는 Layer-2 스위치를

개발하여 시작품을 제작하였다. Fig. 8은 개발된 Layer-2 스

위치의 블록도와 PCB layout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

여 전원을 이중화하였고 2중 Ring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

다. Fig. 9는 제작한 시작품의 기판과 외부 사진을 보인다.

Fig. 6 Optical loss rate under temperature variation

Fig. 8 Layer-2 switch with POF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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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 차량에서의 시험평가

4.1 시험용 네트워크 구성

도시철도 본선 터널에서 시운전하고 있는 전동차에 POF

시험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하였으며, 패

킷 데이터 전송시의 Throughput과 Packet Loss를 측정하여

데이터 전송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시스템 구성은 Fig. 10과 같이 패킷 발생 및 분석 장

치, POF 케이블(30m), POF 커플러(2개), 1Gbps POF용

Layer-2 스위치 2대, 노트북(테스트툴 탑재), 측정기용 미디

어 컨버터, IP카메라 1대를 사용하였다. 본선터널을 시운전

중인 전동차 인통문 측벽에 1Gbps POF용 Layer-2 스위치

A와 B를 각각 매립하여 설치하고, POF 케이블과 POF 커

플러로 연결하여 Ring1과 Ring2의 이중네트워크를 구성하

였으며, IP카메라를 스위치A에 접속하였다. Fig. 11은 시험

시스템을 전동차에 설치한 현장사진이며, Fig. 12는 Layer-

2 스위치를 전동차 측벽에 매립하여 설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2 시험 결과

전동차내에서의 통신네트워크 구축 확인을 위해, POF용

Layer-2 스위치A에 IP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위치 B에 모니

터링 프로그램이 탑재된 노트북을 연결하여 IP 카메라의 동

영상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는 것을 Fig. 13과 같이 확

인하였다. 또한, Ring1과 Ring2로 구성된 이중네트워크에서

Ring1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Ring2로 끊김없이 자동절

체되는 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Ring1 중간에 연결된 POF 커

플러를 순간적으로 분리시켰을 때 노트북을 통해 표출되는

IP 카메라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모니터링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전송시험은, POF용 layer-2 스위치 A와 B에서 각

Fig. 9 Prototype of Layer-2 switch with POF interface

Fig. 10 Key map of packet transmission test

Fig. 11 Test arrangement on metro train

Fig. 12 Installation of Layer-2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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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양방향으로 프레임 사이즈별 패킷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송출한 다음, POF를 통해서 송수신되는 데이터에 대한

Throughput과 Packet loss를 패킷발생기/분석기를 통하여 측

정하였다. Table 1, Table 2는 Throughput 및 Packet loss 시

험결과로써, 모든 프레임 사이즈에서 Throughtput 100%,

Packet Loss 0%로 패킷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철도차량에서의 데이터 전송량 급증에 따라 열차통신네트

워크 광대역화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POF를 이용하

여 철도차량내 모든 단말장치까지 IP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

는 광대역 열차통신네트워크를 제안하고 다음과 같이 그 성

능을 검증하였다. 

(1) 열차통신네트워크는 철도차량내의 좁은 공간에 설치

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에 따른 진동, 온도 변화 등에 노출되

므로, 내구성 및 유지보수성이 우수한 POF를 이용하여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철도규격에 의거

한 내환경 특성시험을 통해서 POF가 철도차량 운영환경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POF를 이용한 열차통신네트워크에서 백본망을 포함하

여 차량의 모든 단말장치까지 POF로 직접 접속하고 IP 방

식으로 통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POF 인터페

이스를 갖는 철도차량 전용의 Layer-2 스위치를 개발하고,

도시철도 시운전 전동차에 1Gbps급 시험용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전송시험과 네트워크 절

체시험을 수행한 결과 throughtput 100%, packet loss 0%로

패킷데이터가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POF는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경

제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철도차량의 안전성과 신

뢰성 향상,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승객 편

의성 향상을 통하여 철도차량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POF를 이용한 철도차량

용 광통신네트워크와 인터페이스 기술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이므로, 전송거리 확장을 위한 광 트랜시버 모듈과 광

스위치, 단말용 인터페이스, 광접속장치(OJB)등의 광 커플

러 기술, QoS 향상기법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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