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91 -

국내 패킷광브로드밴드 표준화 추진 전략

오구영* · 이동철** · 박정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trategy for Packet Optical Broadband Standardizion

Kuyeong Oh* · Dong chul Lee**· Jeonghwan Park
***

*TTA

E-mail : ohky@tta.or.kr, dong@tta.or.kr, pjh0201@tta.or.kr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해 패킷광브로드밴드의 표준화 대상을 Ethernet/MPLS-TP 기

반 패킷 전달 기술(IEEE 802, IETF), PON 기반 광 가입자 망 기술(ITU-T), OTN 기반 광 전달망 기

술(ITU-T), Ethernet 기반 데이터 센터 기술(IEEE 802)로 구분하고 이들 기술들에 대한 국내 표준화

추진 대상 및 전략을 알아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standardization subject of packet optical broadband is classified

Ethernet/MPLS-TP based packet transport technology(IEEE 802, IETF), PON based optical access

network technology(ITU-T), OTN based optical access network technology(ITU-T) and Ehternet

based data center technoloty(IEEE 802) for establishing standardization strategy. therefor studing

domestic standardization items and driving strategy for each technologies.

키워드

standard packet optical broadband TTA

Ⅰ. 서 론

패킷광브로드밴드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영역

에서 경쟁 또는 보완 양상으로 유지 발전해오던

패킷 기술과 광 기술을 트래픽 특성에 따라 최적

으로 적용 및 융합하여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다.

패킷광브로드밴드 네트워크는 기존 이더넷망

뿐만 아니라 광가입자망과 캐리어 이더넷 메트로

및 백본망, 그리고 광전달망인 Optical Transport

Network (OTN)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해 패킷

광브로드밴드의 표준화 대상을 Ethernet/MPLS-TP

기반 패킷 전달 기술(IEEE 802, IETF), PON 기반

광 가입자 망 기술(ITU-T), OTN 기반 광 전달망

기술(ITU-T), Ethernet 기반 데이터 센터 기술

(IEEE 802)로 구분하고 이들 기술들에 대한 국내

표준화 추진 대상 및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패킷광브로드밴드 표준화 대상 기술

패킷 전달망 기술은 패킷 망에서 회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패킷 기반의 연결 지향

성 전달 기술로서, 이더넷 기반의 PBB-TE 기술과

MPLS 기반의 MPLS-TP 기술로 대표됨. PBB-TE

및 MPLS-TP에서 패킷 포워딩, QoS, OAM, 보호

절체, 제어/관리 평면, 타임 동기화 등의 중요한

요소 기술 등이 IEEE 802, ITU-T, IETF, MEF 중

심으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광 전달망 및 광 가입자망기술은 고속이더넷

신호를 광전달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

스 규격과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들을 신호형태

와 무관하게 수용하기 위한 ODUflex기술,

ODUflex 대역폭 제어 기술, 트래픽 그루밍 기술,

링과 메쉬망에서의 OAM, 보호절체 기술 및 차세

대 PON 기술 등이 ITU-T, OIF, FSAN 등에서 표

준화가 진행 중이다. 2012년 ODU SMP 표준기술

및 Protection swiching interworking 표준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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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시장

- 네트워크 포설 및 사용률에 있어

최고를 지향하는 유무선 통합망

보유

- 세계 시장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선도적, 첨단적

역할을 수행중
시장

 소비 시장으로의 역할일 뿐

개발 시장으로서의 역할

미흡

 단말을 제외한 교환, 백본

전송망 장비에 있어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전무

 국가 정책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의 지원에 있어

침체기로서 신규 기반투자

거리끼는 양상

 소프트웨어 및 단말 시장에

편중

기술

 PON의 포설, 상용화 조기 구

축, WDM-PON 세계최초 상용

화 및 원천기술 보유

 사범도시 구축등 광전송 시장

에서는 대용량 전송과 가입자

망의 기술 경쟁력 확보

 캐리어 이더넷 기술, 이더넷

OAM, 보호 절체 기술 확보

 패킷 광 통합

스위치분야에서는

PBB-TE/MPLS-TP 등 기반

기술 확보

기술

 이더넷 관련 기술의 원천

기술과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유 미비,

선도 핵심 기술 개발

지원 필요함

 백본망에 있어

고부가가치의 장비

개발기술경험자 미보유

표준

 MPLS-TP 보호절체 분야 , 링

보호절체 분야의 표준화

기구에 참여 지적재산권

확보함

 위의 분야 표준화 기구의

운영 참여 위원으로 활동하고

표준화 미팅을 개최하는 등

국제표준기구에서의 선도적

위상 확립

표준

 단말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활동에

편중되어 인프라 네트워크의

표준화 활동 지원 미흡

 위의 분야 및 유선,

광기반시스템에 대한

표준화의 산업체의 참여

고무 사항 결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 고유표준 개발 필요

기회요인

(O)

위협요인

(T)

시장

 무선 통신망이 신규 투자
모델이 부재인 반면 광전송
장비시장은 IPTV 등 고속
인터넷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성장중

 패킷 전달망 장비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더넷
기반의 장비 수요 속출
특히 MAN, WAN을 MPLS-TP
와 캐리어 이더넷으로
구축하려는 시도
- 클라우드 비즈니스 서비스
확대로 통합적인 기반망 요구

시장

 국내 기업이 세계
기반네트워크 시장
점유율에 거의 기여 못함

기술

 저전력, 친환경적 산업 육성으
로 광전송, 광소자 기술이 요
구되고 있음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이
더넷 전송 운용기술 개발되고
있음

 다양한 패킷 전달망 기술이
개발 중이고 이더넷의 타
산업분야 적용이 가속됨

기술

 국내 기업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여 국외 업체의
에코시스템에 대항할수
있는 통합시스템 미보유
 국외 대형 기업의 자금,
인력과 대비되는 열악한
지원체제

표준

 차세대액세스기술인NG-PON에
대한표준화에는기회가산재, 차세대
광전송방식 표준화 진행 중

 IEEE 1588 Precision Timing
Protocol과 ITU Synchronous
Ethernet(SyncE) 표준 등
패킷기반 이더넷 네트워크의
NG-PON 응용 기술 표준
개발

 IEEE 802.3ba 40G/100G
초고속이더넷표준화작업중

 네트워크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표준화가 다양한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진행 중

 ITU-T 에서는 ODU SMP 및
Protection switching
interworking에 대한 논의
표준화 진행 중

표준

 국내 기업등이 네트워크
인프라 분야의
표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 미흡

신규 working item으로 채택되었다. 광 가입자망

기술인 차세대 PON 기술은 기존 GPON 표준의

전송속도 등을 확장하는 XG-PON 기술과 상용

GPON을 융합한 hybrid PON 기술과 Reach

extender 기술, long reach option 이나 overlay가

가능한 WDM, CDM 또는 OFDM 기술 등을 포

함한다.

데이터 센터 기술은 서로 다른 여러 기술

(Inifiband, Fiber Channel, Ethernet 등)들을 사용

하여 구축된 기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브리지

기반의 단일 컨버전스 네트워크로 통합하기 위해

무손실 트래픽 처리, 가상화 트래픽 연동, 가상

ADC(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관리 시스

템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한 네트워크 기술 등이

IEEE 802, IETF, INCITS 등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Ⅲ. 표준화 추진 분석 및 항목별 표준화 계획

TTA에서는 패킷광브로드밴드의 전략적인 표준

화 추진을 위해 2010년부터 주요 기술들에 대해

국내외 시장 현황, 기술개발 현황, 표준화 현황,

IPR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 로드

맵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패킷광브로드밴드 기

술의 표준화 전략 수립을 위해 SWAT 분석을 다

음과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최신 바로미터를 제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서비스 수용도에 대한 즉각

적 반응을 추출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신규 시장 창

출에 주력하여 조기 상용화를 통한 4세대 미래기

술 및 표준화 선점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다만,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분야는 단기내 기

술격차를 줄이기 어려우므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

려는 국외장비업체와 공조, 기술협력 등을 전제로

기술 격차를 줄이고 시장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분석표를 기반으로 주요 표준화 항목별 중기

표준화 항목 및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패킷 광 통합 장비 산

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호환성 보유 장비를 개

발하고 패킷 중심의 서비스 제공하는 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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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야 하며 특히, 캐리어 이더넷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회선망과 패킷망 통합에 필요한 패킷

광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기술에 기술력 집중 필

요 하다.

Ⅳ. 결 론

패킷광브로드밴드 분야 표준화는 우리가 가지

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도경쟁에 나설 수

있는 MPLS-TP 기술, 초고속 광 전달망 기술, 광

가입자망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기술들이 선점하고 있는 이더넷 기

술과 데이터 센터 브리징 기술과 같은 부분은 방

어적인 표준 수용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외 표준화 추진시 산업체의 표준화

참여를 유도하여 국내 우수 기술의 국제 표준화

가능성 높여야 한다.

기존의 장비시장보다 고부가 가치의 신규 시장

을 발굴하여 유한한 전문인력을 선택적으로 집중

시키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계획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 국외업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방어적

기술 보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관련 전문가, 기업 간의 공조

적 협력 체계 및 구축 및 산학연 공동 협력 체계

를 구축하여 제한된 연구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표준화 및 개발동향 추이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연구, 개발 수준 조절할수 있는 변경시스템

구축하여 표준화의 핵심역량의 부재를 시장성을

고려한 표준개발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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