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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 BcN
I. 개념 및 특성

01

개념

·IP 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단말의 종류나 위치 그리고 접속 방식에 상관
없이, 이용자 서비스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IP기반의 유무선 융합 광대역
통합망
■ 음성·데이터 통합 및 통신·방송 융합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
● 유선 IP 네트워크, IP 이동통신 네트워크, IP 방송네트워크가 융합된 All IP Converged Network
● 개인·응용별 QoS, 네트워크의 보안 및 보호가 보장되는 지능화된 Manageable IP 네트워크
※ 품질보장(QoS) 정의 : 트래픽이 제공 받는 bandwidth, delay, loss, jitter 등의 다양한 물리적 성능 파라
메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보장하는 것

● 네트워크 및 단말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Seamless) 이용할 수 있는 유비
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지원하는 통신망
- 연결, 품질, 인증, 보안, 정책 등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네트워크
▼ 광대역통합망(BcN) 개념도 ▼

CP
서비스 및 제어

망 제어

PP
유무선 통합 및
방송 응용

유무선
통합 IMS

Open API

망제어
플랫폼

서비스 제어
플랫폼
통합 보안
플랫폼

서비스

제어

광대역무선
USN

WIBro, WLAN

유선 통신/방송
HFC, FTTH, XDSL

Home G/W

3G+

지상파/위성
DMB

홈·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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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성

■ 통합·융합화 : 음성·데이터 통합, 유·무선 통합,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패킷 기반 광통신 통합망 구축을 의미
● 광대역화 : 무선 가입자에게 2Mbps 이상, 유선 가입자에게는 100Mbps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하고,
가입자망의 집선 단계를 간소화하여 운용비용 최소화함을 의미
● 품질보장화 : 이용자 및 서비스별 차별화된 품질보장을 위한 전달망/가입자망의 QoS 보장기능과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제어 계층의 품질보장 서비스 관리 기술을 의미
● 개인화 : 이용자 개인의 상황에 최적인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플랫폼
기능과 이용자의 접속 환경에 따라 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능이 지원되는 것을 의미
● 그린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광대역 통합망 부문 녹색화(Green of BcN)와 광대역
통합망에 의한 녹색화(Green by BcN)를 실현하는 기술을 의미

■ 산업기술 분류
● 서비스 및 제어 분야 : BcN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BcN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 요구 정보, 서비스 정보 등을 결합하여 처리하는 기술 및 통합 네트워크/서비스 제어, 저전력
그린네트워킹 제어 기술
● 전달망 분야 : 전달되는 트래픽에 맞추어 차별화된 품질을 보장하고, 이동성 및 멀티캐스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네트워크 기술
● 가입자망 분야 : 가입자가 기가 인터넷, UBcN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단말 장치로부터 기간망의 서비스 노드장치까지 연결시켜 주는 광대역 액세스망 기술, 유·무선
통합 및 방송·통신 융합 액세스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BcN

●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 분야 : 현재 인터넷의 구조적 한계극복과 미래의 요구사항 수용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크 구조 개발 및 새로운 주소체계와 라우팅, 보안, 망관리
등의 혁신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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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 세부 기술
1단계(중분류)

2단계(소분류)
서비스/
네트워크 관리
기술

3단계(요소기술)
네트워크 관리기술
이용자 중심의 종단간 SLA 기술
네트워크 설계 기술
개방형 서비스기술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술

개인화 서비스기술
서비스 생성 및 전달 기술
차세대 IMS/융합서비스 제어기술

서비스
제어 기술

미디어 제어/서비스 브로커 기술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어 기술
QoS 자원 제어 관리 기술

서비스 및 제어

이동 서비스 제어 기술
동적 망 컴포지션 기술
네트워크
통합 제어 기술

통합신호 플랫폼 기술
그린 네트워킹 제어 기술
실시간트래픽 통합제어 플랫폼 기술
DPI 기술을 이용한 우회접속 차단 기술
Managed WiFi-Direct 제어 기술
전력절감형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그린네트워킹
제어 기술

전력절감형 동적 데이터 전달 경로 제어 기술
전력절감형 서비스 제어 통합 시그널링 기술
전력절감형 이동체 연속성 제어 기술
Flow QoS 보장형 패킷 처리 기술
단말 이동성 지원 기술
Cross-layer OAM 및 복구 기술

전달망

패킷망 기술

이동성 지원 동적 패킷 터널링 기술
Session-aware/Subscriber aware 라우팅 기술
Managed Vehicle Ad-hoc Networking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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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중분류)

2단계(소분류)

3단계(요소기술)
멀티미디어 융합 NoC 기술

멀티미디어 변환
및 전달 기술

FMC 융합 멀티미디어 변환 기술
IPTV 서비스 중심 인프라 기술
지능형 분산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및 단말 지원 기술
광패킷 통합 교환 기술
OTH 전송/스위칭 기술
100G급 광링크 전송 기술

광통신망 기술

광 스위칭기반 ROADM 기술
ASON기반 GMPLS 제어관리 기술

전달망

광트랜스폰더 기술
100G급 Ethernet over Fiber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광 패킷 기반 스위칭 기술
DWDM 기반 광대역 전송핵심 기술
그린 전달
네트워크 기술

전력절감형 전달망 구조 및 기능 구조 기술
전력 소비를 감안한 트래픽 전달 알고리즘 및 QoS 기술
전력 제어를 위한 독립형 시그널링 및 구성 기술
단말 및 CPE 상황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기술
초고속 모뎀 기술
TDM-PON 기술

기가급
가입자 망
전송 기술

10G-PON 기술
WDM-PON 기술
Hybrid-PON 기술
BcN

OFDM-PON 기술

가입자망

TPS/QPS Agent 구현기술
유무선 가입자망 보안기술
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

유무선 통합 인증 기술
이종망간 핸드오버 기술
펨토셀 기지국 및 단말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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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1단계(중분류)

2단계(소분류)

3단계(요소기술)
근거리 고속 통신 기술
이동 라우터 기술

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

Cross-layer 기반 단말 및 노드 기술
u-City 융합 서비스 액세스 노드 기술
유/무선 융합노드 기술
유무선통합 Mobile B-RAS 시스템 기술
차세대 LAN/이더넷 스위치 기술

가입자망

구내망 기술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 시스템 기술
IP-USN,유무선 통합기술

광부품 기술

전달망용 광부품 기술
가입자망용 광부품 기술
전력절감 가입자망별 무선 자원 관리 기술

그린 액세스
기술

전력절감형 CPE 유지/관리/인증 기술
전력 절감형 이동체 관리 기술
전력절감 가입자망간 동적 이동성 지원 기술
가상화 인프라 보안 보장구조 기술

가상화 지원
구조 기술

네트워크 컴퓨팅 보안지원구조 기술
확장성 지원 가상화 구조 기술
가상화 인프라/서비스 품질 보장 구조 기술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

Knowledge/Context 기반 자율 관리구조 기술
망 제어 및 자율
관리 구조 기술

Ontology 기반 관리정보 modeling 구조 기술
자율 관리 protocol 구조 기술
특수환경 네트워크 구조 기술

통합아키텍쳐
기술

혁신적인 계층구조 기술
다양성 지원 네트워크 상호 운용 구조 기술

※ 유/무선 융합노드 기술 : LTE의 eNodeB등의 무선 접속노드에 IP기술을 접목하여 유무선 융합이 가능한 기술
※ 유무선 통합 Mobile B-RAS 시스템 기술 : 유/무선 가입자의 통합인증 및 유무선 트래픽의 통합 인증이 가능한
B-RAS 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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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전망

01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가. 세계 시장현황 및 전망
■ 세계 BcN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 세계 BcN 시장 현황 및 전망 ▼
구 분

2008

2009

2010

유선인프라

102,805

97,242

서비스 및 제어

12,323

13,513

14,703

전달망

36,367

34,167

가입자망

54,115

2011

2013

2014

CAGR
(09~14)

112,371 120,964 130,225

6.0%

15,909

17,307

18,703

20,211

8.4%

34,676

36,016

37,867

40,358

43,013

4.7%

49,562

51,146

54,323

57,197

61,904

67,001

6.2%

48,617

46,227

44,461

46,380

48,680

51,456

53,880

3.1%

이동통신시스템 47,506

44,781

42,504

43,721

45,329

47,669

49,752

2.1%

MobileWiMAX

1,446

1,957

2,659

3,351

3,787

4,128

23.3%

무선인프라

총합계

1,111

100,525 106,248

2012

(단위 : 백만달러)

151,422 143,469 144,986 152,628 161,051

172,420 184,105

5.1%

※ 자료원 :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 기획보고서, 10-001, 2010.01, Gartner,2009.
주) 구내망장비는 가입자망 장비에 포함되어 있음

● 세계 BcN 장비시장은 2008년 1,51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1,841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BcN

- 유선인프라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IMS 및 SDP 장비가 속한 서비스 및 제어장비의 고성장에
힘입어 전체 성장률을 상회하는 6.0%를 기록하며 2014년에 1,302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유선인프라 부문의 전달망 장비와 가입자망 장비는 각각 4.7%와 6.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1,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 무선인프라 부문은 Mobile WiMAX 시스템이 23.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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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N
■ 2009년 주요 BcN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현황
▼ BcN 장비별 주요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현황 ▼
순위

라우터

MSPP

LAN Switch

FTTH 장비

업체명

점유율

업체명

점유율

업체명

점유율

업체명

점유율

1

Cisco

45.7%

AlcatelLucent

25.6%

Cisco

53.5%

Sumitomo

13.6%

2

Juniper

21.0%

Huawei

18.6%

ALU

19.3%

Mitsubishi

10.9%

3

AlcatelLucent

11.7%

Ericsson

9.8%

Juniper

7.1%

Tellabs

9.9%

4

Huawei

9.5%

ZTE

9.5%

Foundry

2.9%

Nokia
Siemens
Networks

6.7%

5

Tellabs

5.5%

Fujitsu

7.1%

Extreme

1.6%

Cisco

5.5%

-

기타

6.6%

기타

27.1%

기타

15.5%

기타

48.2%

※ 자료원 :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 기획보고서, 10-001, 2010.01

● 2009년 세계 라우터 시장은 Cisco가 45.7%의 높은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Juniper가 21.0%로 추격
- Cisco의 라우터 매출은 전체 제품 매출액의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출액의 증가는
CRS-1 Routing System 등의 High-end 라우터의 판매증가에 기인
● 세계 MSPP 장비 시장점유율은 Alcatel-Lucent와 Huawei가 각각 25.6%, 18.6%로 전년과 같이
1, 2위를 기록
- Alcatel-Lucent의 2009년 MSPP 장비 매출액은 15억 달러 정도이며, Alcatel-Lucent의
MSPP 장비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8% 증가하였음
- Huawei의 2009년 매출액은 11억 달러 정도로 Huawei 광전송장비 전체 매출액의 40% 정도를
차지
● LAN 스위치는 Cisco가 53.5%의 높은 시장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ALU, Juniper 등
후발주자들의 시장점유율은 Cisco 대비 매우 낮은 편
- Cisco의 2009년 LAN 스위치의 매출액은 155억 달러 정도이며, Cisco 전체 제품 매출액의
45.3%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이러한 스위치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은 Cisco Catalyst 3750 시리즈와 Cisco Catalyst
Express 500 시리즈 등의 출시가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기인
● FTTH 장비의 경우 Sumitomo가 13.6%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Mitsubishi와
Tellabs가 각각 10.9%, 9.9%의 점유율로 2위 자리를 놓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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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유선 통신사업자 장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2008Y)
▼ 주요업체의 세계 통신사업자 장비시장 점유율 현황 ▼

(단위:$M)

매출액

시장점유율

26.7%

14,000
12,000
10,000

25.0%
18.5%

17.0%

20.0%

8,000
6,000
4,000

30.0%

9.8%
9,144

8,387
4,861

2,000

13,178
8.9%
4,404

8.0%
3,947

10.0%
4.2%

3.8%

3.0%

2,082

1,855

1,500

0
Cisco

A-L

Huawei

NSN

15.0%

Ericsson Juniper Nortel

Tellabs

5.0%
0.0%
기타

※ 주 : A-L : Alcatel-Lucent, NSN : Nokia Siemens Networks
자료원 : IDC, 2009.3

● 2008년 세계 통신사업자 장비시장에서는 Cisco가 91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시장점유율
18.5%로 1위 자리를 차지
- Cisco의 통신사업자 장비의 매출액 중 47억 달러 정도가 통신사업자 라우터의 매출이며, 이는
Cisco 전체 매출액의 25%에 해당
● Alcatel-Lucent가 2007년까지는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08년에는 시스코에게 1위
자리를 내줌
- Alcatel-Lucent의 2008년 통신사업자용 유선장비의 매출액은 83억 달러 정도로 2007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무선 장비의 매출액이 72억 달러에서 58억 달러 정도로 감소하며 전체 매출액의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
BcN

● Huawei는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
- Huawei의 2008년 통신사업자용 유선장비의 매출액은 48억 달러 정도로 전년대비 19% 정도로
성장
- 통신사업자용 무선장비의 경우 2008년 매출액이 73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14%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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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 국내 BcN 장비 생산현황 및 전망
▼ 국내 BcN 장비 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09~14)

유선인프라

12,113

11,891

12,967

14,223

15,580

17,105

18,862

9.7%

서비스 및 제어

1,535

1,599

2,110

2,698

3,360

4,132

5,081

26.0%

전달망

4,346

4,042

4,143

4,272

4,415

4,572

4,735

3.2%

가입자망

6,233

6,250

6,714

7,253

7,804

8,401

9,046

7.7%

32,680

31,971

30,332

28,303

25,887

25,479

25,544

-4.4%

이동통신시스템

31,135

30,253

28,508

26,440

23,785

23,549

23,432

-5.0%

MobileWiMAX

1,546

1,718

1,824

1,862

2,102

1,930

2,112

4.2%

44,794

43,862

43,299

42,525

41,467

42,584

44,406

0.2%

무선인프라

총합계

※ 자료원 :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 기획보고서, 10-001, 2010.01, ETRI 경제분석연구팀 내부 추정자료, 2009
주) 구내망장비는 가입자망 장비에 포함되어 있음

● 국내 BcN 장비생산은 2008년 4조 4,794억 원에서 연평균 0.2%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4조 4,406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유선인프라 부문은 9.7%로 서비스 및 제어장비가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며 반면에, 무선인프라
부문은 이동통신시스템의 시장이 크게 감소하여 -4.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유선인프라 부문의 서비스 및 제어 장비는 IMS, SDP, 소프트스위치의 성장이 두드러진 가운데
26.0%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2014년에는 5천억 원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가입자망 장비는 IP-PBX의 성장률이 두드러진 가운데 연평균 7.7%의 성장률로 2014년에는 9천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보일 전망
- 무선인프라 부문은 MobileWiMAX가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동통신시스템이
-5.0%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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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BcN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유발계수의 산정
(단위 : 억원, 명)

구 분

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1.857

부가가치유발계수

0.541

고용유발계수(명/억원)

0.540

※ 출처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2009. 1.

●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생산유발

100,928

106,984

113,403

120,207

127,419

135,064

143,168

847,173

부가가치유발

29,403

31,168

33,038

35,020

37,121

39,348

41,709

246,807

고용유발

29,349

31,110

32,977

34,955

37,052

39,276

41,632

246,351

- 국내 BcN 산업의 생산유발액은 2015년까지 84조 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2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또한 2015년까지 24만 6천명 이상의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Bc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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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기술개발 추진현황
■ 서비스 및 제어 분야
●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
-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은 다양화 되는 신규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 관리, 이용자간 체감
품질에 대한 관리, 사업자나 이용자의 정책을 반영하는 관리기술 등이 요구되는 추세
- 다양한 신규 및 QoS 보장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관리기술 및 정책기반 망 관리기술이 개발 중
- All-IP 기반의 네트워크에 이용자의 체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종단간 SLA
기술 모색
- 사용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설계 기술 연구
●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술
- 개방형 서비스 기술은 유·무선 및 방송·통신 융합망의 자원 제어 기능들이 API로 표준화 및 구현
되어 일부 상용망에 도입되기 시작
- 하드웨어, OS, SW를 모두 애플사에서 제어하는 iPhone 앱스토어의 폐쇄성에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개방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기술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조명
- 특정 네트워크 및 사업자, 서비스 종류에 종속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공유와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중
- 스마트폰 단말의 모바일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단말 플랫폼이 모두 공통적으로‘개인화
웹’
을 강조하며 개인화 서비스를 강조
- 이동성 특성과 결합되어 개인화 서비스 가속화,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성화,
Situation 기반 개인 맞춤 서비스, 모바일 광고 시장이 주목
- 애플의 앱스토어의 성공을 불러온 다양한 Mobile application은 그 수가 늘어나면서 사용자들은
필요한 Application을 찾는 것이 어렵고 개발자들은 Application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어려워
지고 있어 사용자와 Application 사이를 연결하는 Brokering 기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애플의 앱스토어의 성공에 자극받은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드웨어와 이동통신 사업자에 종속된 다양한
앱스토어의 번성과 함께 독립적인 앱스토어 사업자도 등장
● 서비스 제어 기술
- IMS 규격을 기반으로 하는 세션 제어 서버 제품과 IM(Instant Message), Presence 등의 IMS
서비스 Enabler 서버들이 개발되어 유무선 사업자 망에 제공
- IMS 기반 IPTV 제어 기술 개발로 방송통신 서비스 제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IPTV 등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융합 서비스 Enable 들을 웹 서비스
및 OSA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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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개인화/지능화를 위해 가입자 프로파일, 위치 정보, 프레젼스 등 정적/동적 가입자 프로
파일 관리의 중요성 대두
- 유선, 무선 통신망, IPTV를 제공하는 통합 사업자의 등장과 TV, PC, 휴대단말 등 다양한 유무선
단말을 가진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하나의 서비스를 다양한 단말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NScreen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어 기술이 필요
- N-Screen 환경에서 융합 서비스를 수행중인 단말의 엑세스 도메인간 이동 뿐 아니라 사용자의
단말 변경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레벨 이동성 제어 기술 개발 중
- 산업 분야 융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Enabler와 새로운 응용 서비스의 등장, 기존
서비스를 단위서비스로 하는 융합 서비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서비스 Id 관리
기술이 필요성 대두
- IPTV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IPTV 기반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미래형 TV 모델인
소셜 TV에 대한 서비스 핵심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시도
● 네트워크 통합 제어 기술
- 다양한 종류의 유·무선 접속환경에서 이용자 중심의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적
네트워크 컴포지션(Dynamic Network Composition) 기술 개발 시도
- IPTV와 같이 광대역 전달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P 플로우 제어기술과 광전송 제어기술을 결합한 다계층 통합 자원 및 경로제어 기술 개발이
시도 중
- 서비스/이동성/자원/QoS/보안 등 네트워크의 All-IP화를 위한 제어기술들은 개별적인 계층 단위의
부분적인 IP화만 가능할 뿐 이용자의 서비스 관점에서의 복합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내에서는 이러한 IP네트워크 기술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진화에 따른 기능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멀티미디어 All-IP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P패킷교환에 최적화된 유무선통합
Network Layer 기반의 통합(보안/QoS/이동성/연결/VPN) 신호처리 (Integrated Signaling
System) 기술개발을 추진 중
- IP 트래픽 측정 및 제어기술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상황으로 핵심기술 보유
국은 인터넷 고속회선에 대한 트래픽 측정 및 제어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트래픽 제어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중
● 그린 네트워킹 제어 기술
BcN

- 현재 통신인프라는 피크타임 기준 설계로 인한 상시운용을 원칙으로 하여 성능과 안정성을 중요시
하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으로 현재 네트워크에서 이를
보완하여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
- 전달망과 제어망의 물리적인 구분을 통해 자가 최적화가 가능한 네트워크 제어 기술 개발이 요구
되며 이를 위한 Autonomous OAM 기술 개발 준비 중
- 애쉴론의 LonWorks 개방형 제어 네트워크 기술은 수많은 독립적 제어 네트워크 기술과 엔터
프라이즈 레벨의 네트워크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기술로 ISO 국제 표준과 많은 국가별 표준(미국,
유럽, 중국 등)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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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인프라 개발 업체인 유호스트는 실시간 전력소비량의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적정
지역의 쿨링존 설치를 통해 IDC(Internet Data Center)의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XCMS(Xfra Cooling Management System)을 개발

■ 전달망 분야
● 패킷망 기술
- 국내 국책 연구소는 Caspian Networks(Sable Networks로 인수됨) 기업과 공동으로 2005년부터
4년간 국책기술사업을 통해 플로우 기반으로 패킷 처리가 가능한 네트워크 프로세서와 스위치
패브릭 관련 기술을 확보
- 추가적으로 120G급 플로우 기반 품질보장 라우터를 개발하여 2009년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에
도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가 기술 개발 중
- Sable Networks 사의 Stateful Inspection 방식에서 패킷 상세 검사 성능을 개선시킨 원천 기술
(마이크로 플로우 처리 기술)을 상기 사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패킷 전달에서 가장 앞선
기술인 SI+DPI 방식에 대한 연구도 병행
- IP 기반의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이면서도 SONET/SDH 수준의 신뢰
성을 가지는 패킷 기반의 전송 계층망 기술로서 MPLS-TP (Transport Profile for MPLS) 기술과
PBB-TE (Provider Backbone Bridge-Traffic Engineering) 기술이 대두
- PBB-TE는 IEEE 802.1ah PBB (Provider Backbone Bridge)와 802.1ag CFM (Connection
Fault Management) 같은 기존 표준들을 이용하는 이더넷 기반의 전송 기술로서 Nortel,
Extreme Networks 등이 참여하여 2009년 IEEE 802.1Qay로 표준화 완료
- MPLS-TP는 ITU-T에서 2008년까지 작업 중이던 T-MPLS 관련 드래프트를 무효화하고 IETF와
함께 JWT (Joint Working Team)를 조직하여 IETF의 해당 워킹그룹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011년 이후 표준화 완료 예상
- 패킷전달 기술 표준으로 PBB-TE와 MPLS-TP가 양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신사업자의 경우
기존망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코어망에서 MPLS-TP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
- IEEE802에서 진행하는 표준화와 연계하여 40G/100G급 이더넷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캐리어급 이더넷 기술 개발은 IEEE 802 또는 MEF/ITU-T 표준 기술 기반으로 각각 추진
- 3G HSDPA, 4G LTE/Wibro 대역폭 수요에 대비하여 미국 버라이전, 독일 T-Mobile,
Swisscom Mobile, Telecom Italia 등 외국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백홀망을 Carrier Ethernet
기술을 적용한 IP/이더넷 기반의 IP 백홀 방식으로 대체를 진행 중
● 멀티미디어 변환 및 전달 기술
- 단말, Set-Top, PC 및 네트워크 각분야에서 경쟁적으로 멀티미디어 융합 및 전달을 위한 서비스
연속성 기술을 개발 중
- 국내 국책연구소의 G.711 기반 광대역(50~7,000Hz) 음성 코덱은 ’
08년 3월 ITU-T G.711.1 표준
으로 승인, 국제표준 권리를 확보 하였으며 슈퍼 와이드대역(50~14,000Hz) 코덱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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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통신망 기술
- Fujitsu, Alcatel-lucent 등 많은 수의 POTS 장비업체들이 광 전송 플랫폼으로 ROADM을 채택
하고 있고, ROADM에 필요한 주요 광부품 및 Subsystem을 개발하고 있으며, LightConnect,
Capella, Polychromix 등의 광부품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
- 국내 광전송 장비 전문 업체인 코위버는 2009년 총 9개사(시스코, 화웨이 등)가 참여한 KT의
지능형 WDM(ROADM) 장비 구축을 위한 BMT를 최종 통과
- 지능형 WDM(ROADM) 시스템은 Point-to-Point, Ring, Mesh 망 구성이 가능하고,
WSS(Wavelength Selective Switch) 기반 320Gbps 용량 이상의 광 파장 스위치를 사용하며,
STM-1/16256, GbE, 10GbE 등의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들을 수용
- POTS(Packet Optic Transport System)의 장비의 경우 패킷전달계층과 광전달계층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므로 ROADM 기능을 내부에 포함하며, 타 ROADM과도 직접 연동
- 외국 통신사업자는 효율적인 망운용을 위해 MPLS/GMPLS 간의 통합 제어에 의한 광전달망으로
우회 경로를 제공하는 IP 라우터 트래픽을 분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적용 중
- 외국 통신사업자인 BT는 ’
11년까지 고비용 구조의 망을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
07년
부터 IP/MPLS/WDM 방식으로 Core망 단순화 및 자동화를 진행
- 40G/100G급 이더넷 기술이 표준화 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한 OTN의 OTU4 (112G) 계위의
등장으로 100G급 광링크를 DWDM 전송망에서 수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 그린 전달 네트워크 기술
- Cisco, Juniper와 같은 대형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업체와 IPInfusion과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
에서는 네트워크 가상화, 멀티 서비스 라우터 등 네트워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NSF/FIND 프로젝트에서는 Energy-Aware Network Architecture로 호스트가 전력을 유지
하면서 절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연구 중
- Cisco는 10Gbps에서 IEEE의 DCB(Data Center Bridging)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UFT(Unified Fabric Topology) 기술을 개발
- KT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서버자원 효율화와 ICT 융합형 통신서비스 및 인프라를 녹색
성장의 동력화하는 방법을 추진 중(출처 : ’
09.04.08., 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안])
-’
08년 통신업계의 친환경 정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해외 방송통신사업자인 Vodafone은 신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전보다 평균 에너지 효율성을 35% 향상 시킴
BcN

■ 가입자망 분야
● 기가급 가입자 전송 기술
- FTTH 선두국가인 일본과 홍콩(HKBN에서 bb1000서비스 출시, 요금 : US$216/month)에서는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2005년부터 제공
- 국내에서도 기가급의 인터넷 접속속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PON 장비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장비
개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이용한 기가급 접속 서비스 출시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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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M-PON 기술은 1Gb/s급 E-PON 및 2.5Gb/s급 G-PON에서 고 분기(64분기 이상) 및 광대역
(10Gb/s) TDM-PON으로의 기술개발이 예상
- 국내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WDM-PON은 현재 파장당 1Gb/s WDM-PON이 상용화 되었고,
가입자망의 광역화(전송거리 20km 이상), 광대역화(파장당 2.5Gb/s 이상) 기술개발이 추진 중
- TDM-PON 전송거리 확장을 위해 Extender Box를 적용하는 기술과 WDM-PON에 기존
TDM-PON 단말을 수용하는 Hybrid-PON 기술개발이 추진 중
- 미국의 NEC Labaratories America와 Gergia Tech.등에서는 2006년부터 공동으로 OFDMPON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음. 2010년
3월 OFC에서 파장당 44Gb/s 전송 시험 결과를 발표
- EU FP7 ICT objectiv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CCORDANCE (A Converged Copper Optical-Radio OFDM-based Access Network with high Capacity and flExibility) 프로젝트를
통해 OFDMA-PON에 대한 연구를 ’
10년부터 진행
- Alcatel-Lucnet, Mitsubishi, 에릭슨, NSN, FT-Orange 등 글로벌 업체들이 현재 초기 단계의
기술 개발을 검토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
- FT에서는 RSOA, SELD등의 colorless 광원을 이용해 AMO (adaptively modified optical) OFDM-PON 기술을 개발 중
● 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
- 셀룰러와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블루투스, WiFi)를 결합한 듀얼모드 단말을 이용하는 접근방법과
펨토셀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과 셀룰라의 결합을 통한 싱글 인터페이스 접근의 FMC 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진행 중
- 듀얼모드 단말을 이용하는 FMC 서비스는 UMA 기술을 탑재하는 단말을 통해 핫스팟 또는 댁내에
VoLAN 서비스를 제공하고, 옥외에 대해 셀룰라와 Seamless한 핸드오버 서비스를 제공
- 싱글모드 단말을 활용하는 펨토셀 기술은 매크로셀 기반의 전통적인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선 인터넷의 오픈형 BM(Business Model) 실현의 한계성을 극복할 보완재로
이동통신사 및 vendor 들에 의해 개발이 진행 중
- 펨토셀을 위한 Chip 솔루션은 picoChip과 Ubiquisys에서 개발이 진행중이며, Nokia, Ericsson,
Cisco, Alcatel, 삼성전자 등에서 펨토셀 기지국 개발과 상용품 출시를 진행 중
- 2008년 12월 3GPP에서 펨토셀 표준이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미국의 Sprint, Nextel, Verizon
Wireless, 싱가포르의 StarHub, 일본의 소프트방크모바일 등이 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영국의
Vodafone, 독일의 T-Mobile, 프랑스의 Orange 등이 상용화 추진 중
- 통신망의 All-IP화에 따라 다양한 액세스망간의 효과적인 핸드오버 제공을 위해 IEEE 802.21
MIH(Media Independent Handover)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통합 이동성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이 국내외의 주요 연구소 및 vendor 들에 의해 진행
- 복수 사업자 공유 단일 액세스 망 관련하여, 유럽 및 북미 일부 지자체 등에서 WLAN Open
Access Network을 구축,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망을 개방하는 액세스망의 wholesaler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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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망 기술
- 홈단말 계층 유선(xDSL, Ethernet, FTTx), 무선(이동통신, 휴대인터넷, WLAN), 방송(HFC,
DMB), 홈네트워크, u-홈(u-센서 네트워크), 통합단말 (Access Mediator) 등 IP 기반 단일 네트
워크 플랫폼에 의한 다양한 차세대 형태의 통합 가입자 접속장치로 구성
-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 기술과 다양한 무선 단말의 등장으로 이기종 단말 간 유무선 접속 차세대
LAN/이더넷 스위치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회선기반의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하여 VLAN
기반 연결 기술, 보안 및 QoS 성능보장 기술개발 진행
-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터널링 기술, 암호화 및 데이터 무결성 전달 기술,
불순 트래픽 검출/격리 기술, 접속 인증 및 서비스 인증 기술 등이 개발 중이며, 실시간 서비스 및
line speed 처리가 가능하도록 성능 개선도 진행
- 구내망의 경계영역에서 지능형 플로우, 응용, 정책을 인지하는 기술과 플로우 변환 기술을 표준화 및
상용화하여 적용함으로서 공중망과 별도의 Secure한 구내망 구축이 가능
- 플로우, 응용 및 정책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패킷을 심층 분석하는 칩 개발이 필요하며, Cisco,
Anagran, Sable Networks등 에서는 이를 위한 DPI(Deep Packet Inspection) 디바이스를
개발 및 출시
● 광부품 기술
- 멀티미디어 수요의 증가에 따른 대역폭 증가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지능형 전달망 광부품의
개발이 핵심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고출력 파장가변 광원, ROADM용 광스위치 등이 도입 중
-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수용을 위해 가입자당 대역폭 증가와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입자망 광역화를
위한 부품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5G급 WDM-PON용 광부품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10G PON용 광부품 기술개발이 필요
- 차세대 WDM-PON을 위해 빠른 가변 속도를 갖는 10G 외부변조 방식의 파장가변 광원과
50GHz 이하의 좁은 대역폭에 적용 가능한 파장가변 필터 기술 개발이 필요
- 이더넷 기반의 데이터 수요의 급증을 수용하기 위한 100G 이더넷용 광트랜시버, 대용량 장거리 전송을
위한 OTN용 코히어런트 통신기반의 100G 광부품 개발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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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액세스 기술
- 네트워크와 단말의 능률적인 시그널링을 통한 전력 소비의 최소화 및 자원 절약을 위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 사용자 트래픽 양이 적을 때 저전력 모드로 모뎀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에게 회선 안정
성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고 모뎀의 전력 소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로 Alcatel-Lucnet에서는
그린 DSL을 개발
- 미국에서는 남플로리다 대학과 로렌스 버클리 국가연구소가 공동으로 이더넷 링크 속도 적응 기술,
신속한 물리계층 전송 선택 기술, 효과적인 스위칭 시간 등에 대한 연구 등 에너지 절감형 인터넷
프로젝트를 추진
- IT 단말기기를 중심으로 그린 IT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비스 및 통신인프라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시도는 통신장비의 저전력화를 시도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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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 기술
●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
- 국내외 학계 및 연구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미래 인터넷의 혁신적 기술연구 하고 이를 실재망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구조 기술을 연구
- 미국, 유럽 및 일본은 국가 경쟁력 제고,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분야로 미래인터넷을
선정하여 신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를 진행
- 국내에서도 2006년에 설립된 미래인터넷포럼(FIF, Future Internet Forum)을 중심으로 서울대,
KAIST, 충남대등이 모여 2007년부터 미래인터넷 아키텍처 위주의 기술개발을 추진
- 최근 Clean Slate 기반으로 추진되던 미국의 FI(Future Internet) 진영에서도 Bottom Up
Design Group 을 중심으로 현재 망에 동작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Evolution 기반의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
- 국내에서도 revolution + evolution 형태의 혁신과 진화의 조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기술의 단계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래 인터넷 기술의 경우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 기술로 분류되어 초기 구조연구 중.

나. 표준화/특허/정책 추진동향
■ 서비스 및 제어 분야
●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
- TMF(Tele-Management Forum)에서는 차세대 OSS(Operations Systems and Software ;
운용관리 시스템 및 S/W)에 대한 규격화 작업을 수행하고, 3GPP, ETSI/TISPAN과 협력하여
ITU-T에 NGN 망관리 기술의 표준화를 제안
- 최근 국내·외 모두 통합 서비스 SLA(Service Level Ageement) 관리 기술 분야에 특허가 집중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책연구소, KT 및 해외에서는 Lucent, IBM, NTT, NEC, Alcatel 등
에서 출원 활동이 활발
- 최근 국내 국책연구소, KT, Lucent, IBM, NTT, NEC 및 Alcatel-Lucent을 중심으로 통합 서비스
SLA 관리기술 분야에 특허 출원이 집중
- 모든 사물의 네트워크 연결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산된 컴퓨팅 능력 등을 매개로 능동적으로
인간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상황에 맞게 제공해 주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표준화 활동은 아직 미약하나 ITU 등은 이를 중요한 경향으로 인식
- 미 국가정보위원회는 2025년까지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6대 잠재기술 중 하나로서,
“Internet of Things”
을 선정하고 대응 로드맵을 발표
- 유럽연합은 FP-6 (’
02~’
06)를 통해 인간에 반응하는 환경인“Ambient Intelligence”및 이를 위한
네트워크 설계 기술인“Ambient Network”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7년부터 시작
된 FP-7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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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술
- OMA Board 레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T/F를 구성하여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
10년도 2월 미팅에서 수요가 높은 Open API를 위한 Target Enabler를 공개
- OMA Open API는 크게 서버 API와 단말 API로 나누어져 있음. 서버의 Open API는 ’
08년도에
OMA에 합병된 Parlay 그룹 관련 WG 그룹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
- 그러나, 단말에 대한 API의 Open화는 관련 WG 생성 등 시작단계에 불과
- IEEE에서는 IPT 기반의 차세대 서비스 네트워크 규격으로 사업자 또는 하부 망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전달 할 수 있는 상황인지형, 동적 서비스 적응형, 자가
구성이 가능한 서비스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표준화
- ITU-T에서는 Y.2012의 ASF&SSF 기능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의 네트워크 구조에 넣을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Y.NGN-SIDE-Req에서 NGN SDP의 기능적 framework을 표준
화를 진행
- 애플, 구글, MS등에 대항하기 위해 24개 메이저 이통사들 중심으로 Third Party 개발자들이
단말에 관계없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WAC(Wholesale Application Coumminity) 이니셔티브 출범시킴
- 유럽 연합에서는 정책적으로 FP7 ICT 프로그램에 상황인지 서비스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
하고 있으며, 동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
- 애플, 구글, BT, NTT 등의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을 보호하고, 새롭게
다가올 미래 통신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의 개인화 서비스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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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어 기술
- 3GPP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무선 망에서 IMS를 공통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한 Common
IMS 기술과 IMS 기반 서비스 연속성 기술에 대한 규격 작업이 활발히 진행
- TISPAN NGN 규격에서는 IMS 기반의 통신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격 작업과 함께 IMS 기반
IPTV 서비스 제어 기본 규격을 완성하고 서비스 개방 및 융합을 위한 규격 진행 시작
- MSF에서는 GMI2008에 IMS 기반 IPTV 서비스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규격 작업을 진행
- OMA에서는 IMS 기반 망에서 제공 가능한 메시징 관련 서비스, 프레젼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의
서비스 규격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
- ITU에서는 NGN IMS망에 대한 신호 규격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레벨 이동성 제공 규격
작업이 시작 단계에 있고, IMS 기반 IPTV 구조를 표준화 하였고, 웹기반 서비스등 융합 서비스를
위한 제어 규격 작업 시작
- 웹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련한 특허는 서비스 시나리오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IPTV와 연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 관련 특허 출원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
- 웹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특허 출원은 핵심기술 보다는 서비스 기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IPTV와 연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은 미비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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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통합 제어 기술
- ITU-T SG13에서 NGN에서의 접속/자원/이동성제어에 대한 표준 규격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제어기능을 중심으로만 개발되고 있고, 각 제어기능 간의 연동 및 최적화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상태
- ITU-T NGN 제어계층의 표준이 사용자 및 서비스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으로 완성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3GPP에서는 SAE(System Architecture Evolution) 구조를 기반으로 유·무선 망간 이동성 제어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이나 IETF의 Mobile IP, Proxy Mobile IP를 채택하고 있어 추후
Seamless Mobility와 관련한 추가적인 표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
- ITU-T SG13에서 NGN에서의 접속 및 자원제어에 대한 표준 규격 작업을 진행하고, 3GPP에서는
Seamless Handover 등 유·무선 통합망간 이동성 제어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 IST의 Ambient Network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 중인 동적 이기종 망 통합 기술은 아직 표준화
단계전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3GPP를 중심으로 활발한 표준화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이종 액세스망 통합제어 기술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외 특허출원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미국,
유럽,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상황
- 이종 액세스망 통합제어 기술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특허 출원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국내의 특허
출원이 미국, 유럽 및 일본 보다는 다수의 특허 출원이 진행 중
- 무선통합 Network Layer 기반의 통합(보안/QoS/이동성/연결/VPN) 신호처리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를 출원 중에 있고, 관련 특허가 다수 출원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천 기술의 검증 이후 2013년경
부터 국제표준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
● 그린 네트워킹 제어 기술
- IBM과 같은 대형벤더의 경우에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하여 데이터 센터의 서버 클러스터링 시스템
에서 전력절감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
- IBM과 같은 대형벤더의 경우에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하여 데이터 센터의 서버 클러스터링 시스템
에서 전력절감에 대한 특허 출원
-’
09년 방송통신 위원회는“녹색 방송통신 추진 종합계획”
을 확정( ’
09.4월) 하였으며 그린 네트
워크로 전환하기 위한 향후 12년까지 총 7,234억원의 예산 투입 계획

■ 전달망 분야
● 패킷망 기술
- ITU-T SG13 중심으로 NGN의 Seamless 이동성 기술, ITU-T SG13을 중심으로 NGN 환경
에서의 Flow 기반의 품질측정 등 트래픽 측정 및 QoS 제공 방안 등에 관한 표준화 진행 중
- 최근 이동성, QoS, 통합인증 등 핵심 전달망 기술을 결합하여, 3G 이동망을 포함하는 이종 액세스
기술간 QoS 보장형 이동성 제공 및 통합인증과 연동 기술에 관한 표준화 본격적으로 시작
- 국내에서 개발한 A-IMS, xGMIP 등 이동성 기술과 QSR 등 QoS 기술, 그리고 융합게이트웨이 등
통합인증 및 연동 기술의 개발 결과를 ITU-T 등 관련 표준화 기구에 반영하여 표준특허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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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력 캐리어급 이더넷 네트워크 QoS 제어 및 OAM 기술에 대한 표준 특허를 추진하고 그린 IT와
연계방안을 강화
- IETF RFC 2009 GPS-Based Addressing and Routing 표준 문서에서 GPS 정보를 사용하는
라우팅 방식이 제안되어 있으며, 유선 인프라에서 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시작단계
- BT에서는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공유를 통해 여러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에 성공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모델로 하여 기 보유한 특허들을 바탕으로 표준화
추진 및 파생 특허들에 대한 확보 경쟁 시작
- ITU-T는 2008년까지 작업 중이던 T-MPLS 관련 드래프트를 무효화하고 IETF와 함께 JWT
(Joint Working Team)를 조직하고 IETF의 표준화 절차를 따라 MPLS-TP의 아키텍쳐 및 프레임
워크가 논의
- JWT는 2009년 하반기에 임무가 완료되어 해체되었고 현재에는 IETF의 해당 워킹그룹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
- PBB-TE(Provider Backbone Bridge-Teaffic Engineering) 또는 PBT (Provider Backbone
Transport)로 불리는 기술은 이더넷 기반의 전송 기술로서 Nortel, Extreme Networks 등이 참여
하여 2009년 IEEE 802.1Qay로 표준화 완료
● 멀티미디어 변환 및 전달 기술
- Premium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가 IEEE802.1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더넷
에서는 고정밀 동기를 위한 IEEE1588 v2가 진행 중
- ITU-T와 3GPP에서는 통신망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코덱이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FMC 통신망에서 활용가능한 음성 및 오디오 융합 코덱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준 개발을 진행 중
- DVB의 CM-IPTV와 TM-IPI 서브 그룹에서는 P2P기반의 개방형 인터넷 컨텐츠 전달 및 IPTV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
- IEEE NGSON에서 2009년 2Q부터 서비스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표준화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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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통신망 기술
-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40/100G급 전송 및 인터페이스 구조, 40G 모듈의 고성능화 등 개발 진행
중인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 및 표준화 추진
- IETF는 2008년 현재 ASON 및 GMPLS 관련 신호방식 및 라우팅 관련 프로토콜 확장 작업을
종료하였으며, GMPLS LSP 설정을 위해 경로 계산을 담당하는 노드(PCE, Path Computation
Equipment)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
- 2007년부터 최근에는 T-MPLS의 대안으로 볼 수 있는 IEEE의 PBB-TE에 IETF의 GMPLS
제어평면 기술을 접목하고자 IETF에서 GELS (GMPLS enabled Ethernet Label Switch) 관련
표준화 작업을 진행
- 2008년 2월 ITU-T SG15 회의에서 T-MPLS와 MPLS의 상호 불일치성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TU-T와 IETF간 공동 회의 그룹(Ad Hoc group on T-MPLS)을 구성하고 T-MPLS
표준화에 대한 공동 작업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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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802.ba에서 2010년 7월 목표로 40G/100G급 이더넷 표준화를 진행중이며, ITU-T SG15에서
40G/100G 이더넷 신호를 수용하는 OTH 계위인 OTU4 표준화 진행
● 그린 전달 네트워크 기술
- 범 세계적인 그린 정책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는‘저탄소 녹색성장’
을 국가 비젼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중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
- 미국은 상무성에서 그린 스마트 네트워크로 전력 전달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중
- 일본의 경우 경제 성장과 환경이 양립하는“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실현”
의 비전 제시 및 그린 IT
국가 정보화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IT 기술 개발을 장려
- 미래인터넷에서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네트워크 가상화 및 유무선접속 기술 규격을 반영한 국제표준
개발 중
- 2009년 3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전력소비가 큰 절전형 중계기, FTTH 그린 방송통신 장비개발
사업과 ITU 글로벌 그린표준화 연구 작업 진행
- 통신장비의 저전력 하드웨어 기술 개발 및 도입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인 상태(ex. 저전력 통신 LSI 등)

■ 가입자망 분야
● 기가급 가입자 전송 시스템 기술
- 기가급 WDM-PON에 대한 국내 TTA 표준안이 2008년 말에 채택
- IEEE 802.3av에서 10Gb/s급 E-PON 물리계층에 대한 표준화가 2009년 9월 완료되었으며,
FSAN에서는 10G G-PON에 대한 표준화가 마무리 단계
- 또한, FSAN에서는 WDM-PON과 OFDM-PON 중심의 Next Generation Access 2에 대한 기술
보고서를 2011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
● 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
- UMA 기술은 이미 3GPP에서 표준화가 완료된 상태이며, 펨토셀 포럼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펨토셀
표준은 3GPP를 통해 표준이 발표 되었으며, 기존 셀룰라망과의 연동을 위한 추가적인 표준화 작업
진행 중
- 유무선 통합 서비스에 사용되는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들은 IEEE 802.11 및 802.15에서 기반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완료되었으며, 성능 개선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
- 최근에는 유무선 통합 서비스의 핵심장비인 홈내 게이트웨이 장비로의 진화 및 기술 선점을 위한
시도가 외국의 주요 vendor 및 통신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
- 초기 형태의 FMC 서비스를 위한 요소기술들에 대한 특허들은 선진 외국 Vendor에 의해 선전
되었으나, FMC 2.0에 대한 특허권 확보 작업은 진행 중
- IEEE 802.21의 MIH 기술 표준화에는 국내의 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초기부터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일부 요소기술에 대한 특허권리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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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상품 허용 정책으로 인해 국내 통신사업자에 의한 상품간 연계를 통한 요금할인을 중심의
FMC 1.0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며, IPTV의 보급 확대에 따라 서비스간 연동이 중심이 되는 FMC
2.0으로의 서비스 환경 변화가 예상
- 복수 사업자 단일 액세스망 기술 관련하여 ETSI 및 ITU-T에서 표준화 연구중이며 2008년 6월
ITU-T GSC(Global Standard Collaboration) 13에서“Efficient broadband deployment and
multi-service implementation Network Termination (NT) in Next Generation Network
architectures”기고문 제출
- 본격적인 유무선 통합시대의 준비를 위하여 3GPP의 기술에 독립적인 4G/B4G 신 시장 창출을
위한 유무선 통합 네트워킹 기술을 독자개발하기 위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
● 구내망 기술
- 차세대 LAN/이더넷 스위치 기술 관련 IEEE 802.3에서 40Gb/s 및 100Gb/s 이더넷 표준이, IEEE
802.1에서는 VLAN 기반 연결 기술과 이더넷 상호 연동 표준 등 차세대 이더넷 기술표준이 진행 중
- ITU-T SG15에서 이더넷 VLAN의 보호절체에 대한 표준이 진행 중이고, 네트워크 동기는 IEEE 1588
에서 패킷 네트워크 시각(Time of Date) 전달 기술 표준화가 완료

- 구내망에서도 유·무선통합 과 IPTV, 센서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수용하기 위한 상호연동
및 통합표준을 위해 기술표준이 진행 중
- Arbor Networks는 NetFlow와 같은 표준 플로우 포맷에 정보를 추가함으로 확장성 있는 플로우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한“Method and System for Annotating Network Flow Information”
라는 특허를 출원
● 광부품 기술
- 100G 이더넷용 광부품은 IEEE 802.3ba 표준화 작업에서 세부 규격 사항 등이 정의되고 있으며
100G OTN용 광부품은 ITU-T와 OIF에서 표준화 진행
- IEEE 802.3av에서 10G-PON의 표준화 작업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FSAN에서 WDM-PON을
포함한 차세대 가입자망 표준화를 진행 중
BcN

● 그린 액세스 기술
- 글로벌 그린 IT 선도 국가의 비전 실현을 위해 IT의 녹색화 및 신성장 동력화, IT 융합 스마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및 IT 기반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대 분야 9대 정책 핵심 과제 선정
- IT 부문 녹색화 과제로 1) World Best 그린 IT 제품 개발 및 수출 전략화, 2) IT 서비스 그린화
촉진, 3) 10배 빠른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을 선정
- UN 산하 ITU에서는 ICT와 기후변화 포커스 그룹을 설립하여 네트워크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통신
전 영역에서의 에너지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를 위한 IT 장비 및 기기에 대한 표준화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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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는 이더넷의 전력 소모를 절감하기 위해 디바이스나 기능 미 사용 시 전력 소비를 차단하는
방식의 접근을 추진 중이며 사용량에 따른 인터페이스 속도를 조정하여 전력소모를 줄이는 표준
연구가 진행 중
- IEEE 802.3 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이더넷 테스크 포스 그룹(IEEE802.3az)에서 2010년 완성
목표로 에너지 절감 이더넷 관련 표준(EEE:Energy Efficient Ethernet)을 개발 중
- 주요 이더넷 칩 개발회사(VITESSE, Broadcom, LSI Corporation, 3Com, Solafare)등에서
에너지 절감 이더넷 표준 제정에 참여 중
- IEEE RPS(Rapid PHY Selection)에서는 이더넷 표준화 그룹(802.3) 내에 에너지 효율 연구그룹
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기반의 가변 전송 속도 연구 중

■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 기술
●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
- 학계 및 연구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미래 인터넷의 혁신적 기술연구와 이를 실재망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구조 기술을 연구
- 최근 Clean Slate 기반으로 추진되던 미국의 FI 진영에서도 Bottom Up design group을 중심으로
현재 망에서 동작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Evolution 기반의 의견이 커지고 있음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인터넷 연구 분야에서도 Revolution + Evolution 형태의 혁신과
진화의 조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기술의 단계적인 개발을 목표
- 초기 미래인터넷에서 추구 하였던 revolutionary approach 의 경우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
기술로 분류되어 초기 구조연구를 통해 기술검증이 이루어 지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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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제어 분야
● 서비스 기술은 교환기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대용량 DB와 신호망을 활용한 지능망서비스, IT와
통신을 결합한 개방형서비스를 거쳐, 미래에는 컨텍스트나 지식 기반의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
발전할 전망
● 2010년 이후 미래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수집된 상황 정보들을 능동적으로
적용하여 개인 특화, Long-tail, Short-lived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 기술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
●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모든 사물의 네트워크 연결,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산된 컴퓨팅 능력 등을 매개로 능동적으로 인간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상황에 맞게 제공해 주는 지능공간으로 발전할 것이 예상
● 이를 위하여 상황에 적응하여 QoS를 제공해 주고, 실시간적인 연결이 가능하며 정보에 대한 권한을
엄격히 제어하는 지능공간인지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
● 유무선 통신망, IPTV 통합 사업자의 등장, 3-Screen 전략과 더불어 유·무선 및 방·통 융합
서비스의 연결을 위한 능동형 망 자원 관리, 서비스 연속성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중심 제어 기능이
강화된 통합 세션 제어와 전달망 제어 플랫폼 기술 도입이 필요
● 향후 패킷-광 통합 장비 기반의 다계층 네트워크 기술 전개가 예상되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패킷-광 통합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제어하는 기술 도입이 요구
● 서비스/자원/이동성/보안/VPN 등 네트워크 계층별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제어방식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Flow 기반의 패킷처리기술과 연동하여 최적화된 All-IP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신호처리기술 및 통합신호플랫폼 개발 요구
- 통합신호 : 통합이동성제어(망기반 + 단말기반)신호 + 서비스제어(SIP + Non-SIP)신호 + QoS
제어(자원/경로)신호 + 보안제어(보안 + VPN)신호를 통합하여 단일 신호프로토콜로 처리
- 서비스제어(IMS), 자원/QoS제어(RACF), 이동성제어(단말기반/망기반), 보안제어, VPN제어 등
계층별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최적화 되지 못한 기술 및 표준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BcN

● 그린 IT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에 통신장비의 에너지 소모에 대한 규격이나 기준재정이 급격히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소모를 고려한 그린 네트워킹 기술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
●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통신인프라의 불필요한 자원을 끄는 방법으로 적은 컴퓨팅 자원 기반
운영 및 자원 활용률 극대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린 네트워킹 기술은 통신인프라에서 정확한 상황 정보 모니터링 및 인지,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정보에 따른 네트워킹 제어 기술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하여 통신인프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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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망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장비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QoS 보장을 위한
트래픽 분류가 필수적이며 또한 링크 정체 현상을 회피하기 위한 오버레이 기반의 Selforganizing 라우팅 기술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
● 개방형 IPTV 서비스 플랫폼은 기본의 소매형 IPTV 사업자에게 공용 플랫폼 기반이 효율적 콘텐츠
분배/제어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
● 저전력 및 에너지 효율이 좋은 네트워크 제어 시그널링 방안 및 시그널링 전달을 위한 융합망
환경으로 발전 예상
●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방안의 도입으로 인해 망에 유효한 트래픽 및 망 성능 저하 트래픽을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가 치유형 트래픽 전달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감형 네트워크 구조로
발전 전망
● 또한 모바일 데이트 트래픽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트래픽 관리, 상세 패킷검사 기술인 DPI 기술 및
사용자 기반의 트래픽 제어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시장의 확대가 예상

▼ 서비스 기술 발전 전망 ▼

정보유형
Knowledge

Presence/
Location

개인화서비스

2010~

Context
2000

Video

프레즌스
LBS
Multimedia Call
MMS

Data

SMS
~1990

Text
Voice

시내/외 전화
국제전화

기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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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기 기반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

링서비스
대표번호
착신부담
선불카드

융합화
개방화
개인화
지식화
모바일화

IT+Telecom 응용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벨서비스

지능망 서비스

개방형 서비스

서비스
개인특화
유형
Long-tail
Short-l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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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망 분야
● IPTV, UCC 등 이더넷 기반 Multiple Play 서비스 등의 지속적 증가로 네트워크의 광대역화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에 따른 대용량 이더넷 기술 및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용의 필요성 증대
● 향후 10년 내에 10T~100Tbps급 광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며, 100Gbps급 광 링크 기술,
10Tbps급의 광 스위칭 실현을 위한 기술은 2012년경까지 개발될 전망이고, 지속적으로 광·전자
복합형 테라급 라우터 기술이 개발될 전망
● ROADM/PXC를 이용한 광 파장 단위 스위칭이 수십 테라급 용량의 광 패킷 기반 스위칭 네트
워크로 전환될 것이며, GMPLS 기반의 지능적인 다 계층 통합제어가 이루어질 전망
● 네트워크 서비스의 통합화와 물리적인 네트워크 환경 구축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네트워크를
개방하여 여러 개의 논리적인 네트워크로 분할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개발될 전망
● IPTV로 대표되는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IP 데이터
중심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오버레이
네트워크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
●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송장비의 과부하 및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신호 전송대역의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고밀도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될 전망
● 전광 기반의 라우팅 기술, 네트워크 트래픽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 30% 감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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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망 기술 발전 전망 ▼

Optical
Packet
Optic based
Mutimedia
Packet 2020
융합서비스

Flows
VOICE
VIDEO
DATA

Packets
2005

Circuits

2012 지능형 광인프라
·OmniFlow
·Session
·Lamda

All Optical
Packet network

Converged Network

1995

·Flow
·Session
2005 ·Tunnel

Cost-Effective
Global Data Connectivity

Pre-1995

Connecting Networks
through Circuit

■ 가입자망 분야
● 가입자망의 비용을 절감하고, 광대역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광섬유의 특성을 활용한 가입자망의
광역화, 대용량화가 진행될 것이며, 그에 따라 WDM-PON이 여러 나라에서 상용서비스를 시작
하였거나, 계획 중
● 10G TDM-PON에 대한 표준화가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2011년경에 상용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
● 10G PON의 다음 기술로 40G OFDM-PON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NEC는 OFC 2010에서 파장 당 44Gb/s급 OFDM-PON 기술을 발표
● TDM/WDM Hybrid-PON은 간선 광섬유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장거리 전송 PON과 더불어 많은
사업자들이 가능성을 검토 중
● 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은 액세스 기술간의 단순결합을 통합 요금할인을 추진하던 FMC 1.0에
방송이나 금융과 같은 타산업을 통신서비스로 끌어들여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FMC 2.0
서비스로의 진화할 것으로 예상
● FMC 2.0에서는 비통신 영역과의 컨버젼스, 소비자 관점에서의 요금, 단말, 컨텐츠의 이용편익 강화
등이 추진될 것이며,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댁내용 게이트웨이 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 될 것
● 통신사업자들은 기 확보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홈용 게이트웨이 장비의 설치 및
서비스 런칭을 단계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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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ty와 같이 지역 사회망과 사용자 망이 결합되는 경우 원활한 IP기반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링크 및 네트워크계층에서 망을 개방하는 복수사업자 개방형 융합서비스 액세스 망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
▼ 가입자망 기술 발전 전망 ▼

1Gb/s per user, Long-reach

FTTH
Access

IEEE802
Wireless
Access

Giga-PON
(EPON, GPON)

10G TDMA-PON
Hybrid-PON
DWDM-PON

Seamless mobility
WiFi
Bluetooth

WiBro
WiMax

EhancedWiBro/
WiMax

Vertical Handover
3G Mobile
Network
Access

Wired
&
Wireless
Unified
Access
Network

100Mb/s bandwidth per cell
3G
(WCDMA)

2000

3.5G
3G-LTE
(HSDPA)

2005

2010

2015

2020

■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 분야
● 보완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의 요구사항과는 크게 달라진 현재 및 미래의 네트
워크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인터넷의 전면적 재설계 요구
● 혁신적 구조의 네트워크 설계 및 완성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네트워크의
진화는 꾸준히 계속되어 기존 네트워크와 상당 기간 공존하면서 상호 연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
BcN

●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기술을 통해 새로운 미래인터넷 서비스들을 수용해 나갈 것이며, 미래 네트
워크는 새로운 구조의 미래인터넷과 진화된 기존 인터넷을 아우르는 모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험사용자가 참여하는 시험인프라(Experimental
Infrastructure)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
- 초기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제성, 사업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시험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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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경쟁력분석 및 핵심발전 동인

01

국내 기술경쟁력 분석

■ 광대역통합망(BcN) 기술 비교
● 광대역통합망(BcN) 분야의 전체 기술수준은 미국이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일본, 프랑스가 그 다음인 수준
- 미국의 기술수준이 월등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 상대수준은 78.9%점으로 일본, 유럽과 10점
미만의 기술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격차기간이 세계최고수준국인 미국과 2.9년으로 향후 격차기간 단축을 위해 국가차원의 역량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광대역통합망(BcN) 주요국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현황 ▼
(BcN 응답자, n=157)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한국

분 류

미국

일본

중국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상대
수준

기술
격차

서비스 및 제어 플랫폼

83.0

2.2

100

0.0

87.6

1.7

93.3

0.8

74.8

3.2

전달망 시스템

74.5

3.0

100

0.0

85.3

2.0

84.9

1.7

68.6

3.7

융합 엑세스 시스템

82.2

1.9

100

0.0

87.1

1.4

85.0

1.1

65.7

3.3

구내망 시스템

71.3

3.8

100

0.0

77.5

2.5

82.4

1.7

61.2

5.5

미래인터넷

73.9

3.6

100

0.0

82.5

2.5

89.1

2.0

62.4

5.1

100.0

BcN 대분류 비교

78.4

85.6

2.9

2.0

0.00

※ 출처 : 2009년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
0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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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68.6
1.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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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역통합망(BcN) 기술수준 추이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발전추세는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5년간 16%
정도 상승하여 일본, 유럽의 기술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광대역통합망(BcN) 주요국의 기술수준 추이 ▼
(BcN 응답자, n=157)

분 류

연도
2009

2011

2013

한국

76.6

83.5

89.1

미국

97.6

98.2

98.7

일본

83.6

88.0

91.4

유럽

85.0

89.6

93.3

중국

67.0

75.8

82.7

※ 출처 : 2009년도 IT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
09.12월

■ 광대역통합망(BcN) 기술격차 해소방안
BcN

● 이번 설문을 통해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우선순위로는 R&D 투자재원 확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
으로는 연구기반 확충, 기술 사업화/활성화,
인력양성 강화 순으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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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및 제어분야 경쟁력 분석
● 네트워크 관리, 개방형 서비스, 통·방 융합 제어, QoS 자원 관리 및 이동 서비스 제어 분야 등
에서는 선진국과 동등하며, 개방형 IPTV 부가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적 우위 확보
▼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경쟁력 수준 비교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분야 및 기술 항목
부족 다소 부족 동등 우월 보다 우월
네트워크 관리기술
서비스/네트워크
관리

○

이용자 중심의 종단간 SLA 기술

○

네트워크 설계 기술

○

개방형 서비스기술
서비스 제공
플랫폼

개인화 서비스기술

○
○

서비스 생성 및 전달 기술

서비스 제어

차세대 IMS/융합서비스 제어기술

○

미디어 제어/서비스 브로커 기술

○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어 기술

○

QoS 자원 제어 관리 기술

○

이동 서비스 제어 기술

○

동적 망 컴포지션 기술
네트워크
통합 제어

○

○

통합신호 플랫폼 기술

○

그린 네트워킹 제어 기술

○

실시간트래픽 통합제어 플랫폼 기술 개발

○

DPI 기술을 이용한 우회접속 차단기술 개발

○

네트워크 전력 측정 및 서비스 기술
그린네트워킹
제어

전력제어를 위한 동적 트래픽 경로 변경기술
장비원격 전력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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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용자 중심의 종단간 SLA, 지식기반 개인화 서비스, 동적 망 컴포지션 등의 분야는 선진국과
격차를 보임
- 동 분야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이므로 정확한 서비스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 지능공간을 위한 지능공간인지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며 QoS
제어가 가능한 UBcN(Ultra BcN) 기반 위에 구현할 경우 국제적인 선도 연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선진국 등도 IT 인프라의 에너지 소모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이며, 현 단계에서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에 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

■ 전달망 분야 경쟁력 분석
● 국내에서 MicroFlow 기반 멀티미디어 QoS 라우팅 기술 및 시스템 기술이 개발 중으로 IPv4/v6
패킷 스위칭 칩 기술은 2년, 코어 라우팅 기술은 3년, 에지 라우팅 기술은 1년 및 액세스/SOHO
라우팅 기술은 0.5년 정도 차이
● 국책연구소는 MicroFlow 기술을 더욱 확장·고도화하여 컴퓨팅과 네트워킹의 밀결합을 통한 개인화
/실감 융합서비스의 품질보장과 비용 최적화를 실현하는 OmniFlow 기술개발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OmniFlow 기술 : 이용자 데이터/서비스를 특징짓는 모든 정보(MAC, IP, TCP/UDP, 응용유형, URL,
Security 등)를 종합하여 이용자 및 서비스별 품질/경로 제어, 정보보호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선형 패킷(Circuit-like Packet) 전달 기술

● 이는 Cisco, Redbak, Alcatel보다 Flow 처리 성능, Flow 식별/상태 관리 능력, Flow별 트래픽
제어/관리 능력 등에서 월등히 앞선 기술임
● 또한 패킷-광 통합 전달망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GMPLS 제어기술을 적용한 기술은
선진국과 동등 수준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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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경쟁력 수준 비교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분야 및 기술 항목
부족 다소 부족 동등 우월 보다 우월
Flow QoS 보장형 패킷 처리 기술

○

단말 이동성 지원 기술
패킷망

○

Cross-layer OAM 및 복구 기술

○

이동성 지원 동적 패킷 터널링 기술

○

Session-aware/Subscriber aware 라우팅 기술

○

멀티미디어 융합 NoC 기술
멀티미디어
변환 및 전달

○

FMC 융합형 코덱 기술

○

IPTV 서비스 중심 인프라 기술

○

지능형 분산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및 단말 지원 기술

○

광패킷 통합 교환 기술

○

OTH 전송/스위칭 기술

○

100G급 광링크 전송 기술
광통신망

○

광 스위칭기반 ROADM 기술

○

ASON기반 GMPLS 제어관리 기술

○

광트랜스폰더 기술
100G급 Ethernet over Fiber 기술

○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O

광 패킷 기반 스위칭 기술
그린 전달
네트워크

○

○

DWDM 기반 광대역 전송핵심 기술

○

네트워크 구조 및 관리 기술

○

전력절감형 트래픽 경로설정 및 관리기술

○

전력절감형 네트워크 관리 및 운용 시그널링 기술
이동 및 CPE를 고려한 전달망 전력 절감 기술

○
○

● 광전송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WDM 기술 기반 광회선 분배용 ROADM이 연구 개발
되었고, 10G에서 40G에 이르는 광트랜스폰더 기술을 확보하고, 이의 성능 향상 및 100G 광전송
핵심 기술 확보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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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망 분야 경쟁력 분석
● VDSL2 등 초고속 모뎀기술에서 크게 뒤쳐져 있으나, FTTH 전송 기술 중 기가급 TDMA-PON
기술은 계속적인 투자의 결과로 선진국 대비 대등한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WDM-PON
분야에서는 선진 그룹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기술을 보유
● 반면 10G-PON 기술은 아직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
▼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경쟁력 수준 비교 ▼
분야 및 기술 항목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부족 다소 부족 동등 우월 보다 우월

TDM-PON 기술
기가급
가입자 망
전송

○

10G-PON 기술

○

WDM-PON 기술

○

Hybrid-PON 기술

○

OFDM-PON 기술

○

TPS/QPS Agent 구현기술

유무선 통합
액세스

○

유무선 가입자망 보안기술

○

유무선 통합 인증 기술

○

이종망간 핸드오버 기술

○

펨토셀 기지국 및 단말기술

○

근거리 고속 통신 기술

○

이동 라우터 기술
Cross-layer 기반 단말 및 노드 기술

광부품

그린 액세스

○

u-City 융합 서비스 액세스 노드 기술

○

차세대 LAN/이더넷 스위치

○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 시스템

○

IP-USN,유무선 통합기술

○

전달망용 광부품 기술

○

BcN

구내망

○

가입자망용 광부품 기술

○

그린 액세스 장비 기술

○

그린 액세스 모듈/부품 기술

○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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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선 통합 액세스에 사용되는 무선 통신기술의 핵심 chip 분야는 외국의 주요 제조사 대비 기술
경쟁력이 열위에 있으나, 홈용 게이트웨이 장비 개발기술은 국외 경쟁사와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
● 기업용 FMC 솔루션은 국내의 사업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외국의 주요 vendor 대비 기술경쟁력이
열위인 상태
● 광부품의 경우 WDM-PON 등 가입자망용 광부품 기술은 선진그룹과 대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달망의 광부품은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상태

■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 기술 경쟁력 분석
●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 연구는 미래인터넷 연구시작 시점이 선진 외국에 비해 2~3년 늦었고, 원천
기술의 확보가 미비하여,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뒤져 있는 상태

▼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경쟁력 수준 비교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분야 및 기술 항목
부족 다소 부족 동등 우월 보다 우월

가상화
지원 구조

가상화 인프라 보안 보장구조

○

네트워크 컴퓨팅 보안지원구조

○

확장성 지원 가상화 구조

○

가상화 인프라/서비스 품질 보장 구조

○

Knowledge/Context 기반 자율 관리구조
망 제어 및
자율 관리 구조

Ontology 기반 관리정보 modeling 구조

○

자율 관리 protocol 구조

○

특수환경 네트워크 구조

○

통합
아키텍쳐

혁신적인 계층구조
다양성 지원 네트워크 상호 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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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WOT 분석 및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SWOT 분석
약 점

국내 통신망은 초고속 인터넷, WiBro, DMB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 인프라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BcN 환경에서 유·무선 통합, 통·방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 기반 확보
사용자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강한 흡수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빠른 Feedback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용이
차세대 네트워크으로의 패러다임쉬프트시 네트워크
장비의 핵심기술인 Flow기반 패킷 처리 원천
기술을 확보
TDMA-PON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WDM - PON은 세계최초 상용화하는 등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

네트워크의 진화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이 취약
하며, 관련 SoC 부품에 대한 선도 개발 능력이
선진그룹에 열세
대형 통신장비 산업체가 부재하고, 미래 통신망에
대비한 장기적인 핵심 기술 확보가 취약
BcN 분야에서 일본, 중국에 비교하여 시장 규모가
적어 기술 및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 어려움
표준화 분야에서 기술, 시장 등이 열세로 주도적인
위치 확보 어려움
WDM-PON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OFDM-PON에
대한 기술개발 능력이 열세
국내 사업자/산업체/학계를 막론하고 3GPP,
IETF 등의 해외 표준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해외
표준이 없는 기술에 대한 개발 의지나 적용의지가
없어 신 시장 창출을 위한 선도적 신 기술 개발의
착수가 어려운 실정

기 회

위 협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에 발맞
추기 위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에
따라 그린 IT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성 대두
유무선 통신망, IPTV 통합 사업자의 등장, 스마트폰
등의 등장에 따른 3 Screen 전략으로 인한 유무선
통합/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제어 기술의 필요성
증가
4G 이동통신, UHDTV 등 대용량 트래픽 유발
서비스의 도입으로 액세스 고도화 필요성 증가
40G/100G 이더넷의 표준화 추진 등 새로운
대용량 전송 기술의 요구와 IP와 광전송 및 유무선
통합서 비스의 요구로 새로운 기술 영역이 출현
전세계적으로 그린화에 대한 관심 급증에 따른
연구 중요도 증가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의 그린화 연구수준에 따른
그린 IT의 세계적인 기술력 보유 가능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 그룹과의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중국에 의한 기술 추격으로 Sandwich
상황에 봉착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개발 및
산업 활동으로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부족
해외 업체의 저가 공세 강화 및 통신사업자의
최저가 입찰 등에 따른 국내 시장 잠식
소수의 선도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음
수요기업은 장비의 성능 보다 제품의 신뢰성, 유지
보수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하여 글로벌 기업 제품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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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공급 가치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한 부품소재업체의 핵심기술력 부재로
전체 공급사슬이 구조적으로 취약
-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고부가가치·차별화가 어려운 현실
※ Cisco와 같은 해외 업체들의 경우 범용칩(ASSP)이 아닌 주문칩(ASIC)을 자체 설계하여 기술을 보호하고
부가가치를 증대

- 국내 네트워크장비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국내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경우, 기술경쟁력 보다는 가격경쟁력(최저가)이 제품구매의 결정요인이
됨에 따라 업체 간 출혈경쟁이 심각한 수준
- 신생 후발업체의 경우, 레퍼런스 획득을 위한 제조원가 이하 입찰행위가 발생
- 이로 인해, 통신사업자는 업체 선정에 있어 타 업체와 동일한 가격 혹은 그 이상의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상황
※ 고가의 FTTH용 장비와 IPTV용 셋탑박스가 신제품 출시 수개월만에 저가로 공급

- 국내 네트워크 부품업체는 가치증대를 위해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쟁열위 상황이 지속
● 저가의 중국 및 대만 제품이 네트워크 전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당경쟁 가속화 등
경쟁력 저하 요인 발생
원자재 수입
제품 공급 사슬

1차 중소기업

1차 가공(부품 등)

조립생산(완제품)

2차 중소기업

3차 중소기업

제품구매
통신사업자

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미반영으로 인한 경영난 가증
최저가격입찰제 및 입찰가격 가이드라인 제시
제품 구매 단계

RFP 및
제안서 접수

BMT 시험 수행

가격 입찰

최종계약

납품

● 불합리한 관행인 통신사업자의 납품기간 단축요구로 인해 장비업체의 수익성 악화
- 통신사업자는 재고비용 절감을 위해 최종 납품업체 선정 후 납품기간의 단축 요구
- 장비 업체는 기간 단축 요구에 따라 입찰과정에서 최종 선정전에 원재료의 선주문이 불가피하게
되어 탈락 시 막대한 재고비용을 감당
● 조립업체 및 SI/NI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낮게 책정된 유지보수비용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입찰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낮은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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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현황 ▼
대 상
구 분
국산 제품
외산 제품

통신사업자

일반기업체

공공기관

도입단가의 1~2%

도입단가의 4~5%

도입단가의 6~7%

도입단가의 10~20%
(지배적 사업자 제품의 경우 요구 수준에 따라 차이 발생)

● 다국적 통신장비 업체는 국내 대기업 및 대형 SI/NI 업체와의 협력적 제휴를 통해 기업·공공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실정
- 국내 중소업체의 협력 방안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부재로 국내 중소업체의 단독 진출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기업·공공 시장에 대한 국내외 업체 간 시장접근성 차이가 존재
- 네트워크 장비시장은 점차적으로 판매수익보다 유지보수와 관련된 수익이 증가되는 추세로 변화
되고 있는 실정
● 국내 네트워크 부품업체는 기업·공공 시장의 프로젝트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의존적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됨
- 기업 시장의 경우, 대형 벤더들에게 유리한 스펙들을 요구하고 있어 중소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
- 공공 시장의 경우, 공공 프로젝트의 대형화 및 대형 SI/NI 업체의 높은 유통비용으로 인한 중소
업체의 수익 악화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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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심발전 동인분석

가. 서비스 및 제어 분야
■ 견인 요인
● 인터넷 이용자들의 성향은 개방과 참여, 자신만의 특별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향유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기존 개방형 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유도
● 개방형 서비스 기술은 유·무선 및 방·통 융합망의 자원 제어 기능들이 API로 통신망 외부에 제공
되어 어플리케이션(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통신망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 스마트폰의 도입과 이를 위한 application의 증가로 사용자들이 필요한 Application을 찾는 것과
개발자들이 Application을 홍보하는 것이 모두 어려워지고 있어 사용자 선호도, 위치를 포함하는
콘텍스트 정보를 사용한 연결 방법의 필요가 대두
● 이 Application들은 향후 도입될 스마트 TV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앱스토어 사업자들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네트워크에서의 콘텍스트 정보 수집 및 관리, 이를
이용한 연결 기능 등이 요구
● 애플, 구글, MS에 대항하여 이통사들과 단말제조사를 중심으로 3-Party 개발자들이 단말에 관계
없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으로 움직이는 상황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제어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통신 장비들이 인공지능, 자동 저작
도구, 음성인식과 같은 IT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
● 기존 인터넷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All-IP 이동환경 중심의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회선기반 서비스에서와 같은 고도의 보안 VPN, QoS, 이동서비스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
- All-IP 이동환경에서 고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순/최적화된 통합신호처리기술 및 통합
신호플랫폼의 개발은 차세대 네트워크의 기술/시스템 시장의 선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신시장
창출이 가능
● 전 세계적으로 그린 IT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서비스 및 네트워크 인프라의
그린 개념 및 기술의 도입은 관련 분야 산업의 경쟁력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
● 그린 네트워크 기술이 환경을 고려한 IT 기술 활용을 위한 인프라 제공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에너지 절감형 그린 네트워크 기술 자체가 그린 IT 활용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 IPTV와 같은 대용량 트래픽의 서비스들이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 및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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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네트워크는 유무선 네트워크가 통합된 환경에서 단말 및 서비스 이동성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어 시그널링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력 절감 효과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
● 칩의 소형화 고성능화, 나노기술의 발달 등으로“Internet of Things”
의 시대가 조만간 실현될 것
으로 보이며, 이것은 BT, E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만들어 낼
것으로 판단

■ 저해 요인
● 서비스 분야는 차별화와 표준화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업자간 요구사항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 전략 수립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
● 네트워크 관리 분야처럼 기술개발의 성과가 장기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관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 국내 산업체는 인프라 기술에 대한 선투자 없이 단말처럼 수익성 우선의 기술 개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서비스 기술 및 시장 발전에 한계
● 해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R&D 환경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의 현재 국내 장비산업 상황으로는
네트워크 기술/장비시장에 대한 국부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기술 선점/신시장 창출을 위해
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이 요구
●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삶의 질 향상과 이의 역작용을 조화롭게 조절할 수 있는 규제 방법에 대한
연구와 합의가 필요
● 국내 통신 인프라의 많은 부분이 외국 제품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통신장비 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임. 따라서 국내 통신장비 산업체 중심 그린 네트워킹 기술 도입장비가 시장진입에
어려움 예상
●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 및 네트워크 제어에 있어 이동성 제공을 위한 시그널링 및 안정
적인 트래픽 모니터링에 있어 이종사업자간 협력에 있어 어려움 예상

■ 잠재 요인
BcN

●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한 네트워크 산업의 부활이라는 산·학·연간 공감대가 형성 중
● 통신과 IT의 결합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Long-tail 서비스, Short-lived 서비스, Usercreated 서비스 경향 등에서 이러한 가능성 증대
● 이동성제어, 서비스제어, 자원제어 등의 개별기술에 대한 개발 경험이 일부 축적되어 있어 이들
기술을 기반기술로 하는 통합신호처리기술 및 통합신호플랫폼 기술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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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적으로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통신네트워크의 전력소모량 절감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이나 미국의 IBM 등의 기술개발에는 통신네트워크를 포함한 그린 IT가
추진 중

■ 시사점
● IT 분야에서의 웹 2.0의 등장은 통신, 방송 분야에 까지 영향을 미쳐 텔레콤 2.0, TV 2.0 등 새로운
기술 흐름의 등장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직접 참여와 개방을 촉진
● 따라서 IMS 이후(Beyond IMS) 단계에서 새로운 서비스 기술의 가장 큰 화두는 개인 중심(ICentric) 또는 이용자 중심(User-Centric)의 서비스 기술이 될 전망
● 모든 서비스 중심에 개인 또는 이용자를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계층
부터 응용 서비스 계층까지 개인화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식기반 u-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네트워크 서비스 및 제어 인프라에 지식기반의 새로운 능력들을 부여하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이 적극적으로 창출
● 또한, 단순/최적화된 통합신호처리기술 및 플랫폼기술은 향후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및 CVNO(Converged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서비스 및 컨텐츠시장의 확대가 가능
● 나아가 모든 사물의 네트워크 연결,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분산된 컴퓨팅
능력 등을 매개로 능동적으로 인간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상황에 맞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복합적인 네트워크 관련 기술 확보 가능
● Apple, Google, MS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오픈 플랫폼과 단말
지배력을 회피할 수 있는 모바일 웹 기반 융합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기술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통신 인프라의 그린IT 기술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통신인프라의 그린 IT를 위한 제어/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선점할 경우에 통신 인프라 분야의 경쟁력 향상 가능
● 통합망 환경에서 IPTV와 같은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이종사업자간 제어 및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기술 및 국제 표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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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달망 분야
■ 견인 요인
● 2007년을 기점으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음성에 대한 Traffic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데이터 트래픽의 성장은 무선 Operator에게 무선 백홀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상황
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 국내 통신사업자는 IPTV 등 새로운 융합서비스 개시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
08년 총 7조원을
투자했으며, 통신 서비스 시장은 56.4조원에 이르는 수준
● 총 트래픽 증가에 따라 Tera급 IP 라우터의 접속 속도가 현재 40Gbps로 증가되었고 향후
100Gbps로 증가될 전망
● 통신망의 유무선 통합, 단말장치에서의 멀티미디어 및 서비스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1개의 코덱
으로 원음 수준의 음성과 음악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FMC 융합 코덱 기술의 수요가 증대
● 통신망에서의 유무선 통합, 단말장치에서의 멀티미디어 및 서비스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FMC
융합 코덱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
● 현재 패킷망과 광통신망은 Overlay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 통신망 운용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Capex. 및 Opex. 비용이 증대
● Capex 및 Opex 절감에 대한 요구사항 증대에 따라 제한된 대역폭 상에서 사용자 공정성 및
SLA에 기반한 차별성의 제공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증가 추세
● 무선데이터의 급격한 증가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무선망의 증설 뿐 아니라, 무선구간, Backhaul, Core 구간에서의 Data Offload 전략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 IP 망과 무선망의 접합을 통한 Data Offload 전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All-IP 융합이 필수적
이며, 이를 위하여 IP 망의 이동성에 대한 확장성 있는 해법과 함께 무선 노드의 동기화와 같은
특수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의 국가 비젼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전달 네트워크
장비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BcN

■ 저해 요인
● 전달망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내 산업체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
● 유·무선 통합 및 통·방 융합 관련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통신사업자간 및 사업자내
업무영역은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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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집약적 지식산업으로 소수 선도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
● 융합 NoC(Network on Chip) 분야는 융합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칩 보완이 필요
● IPTV2.0, 4G, B4G, Network 기반 App.Store 등의 본격적인 유무선 통합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 관련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유무선 통합 기술
선점과 시장창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잠재 요인
● 현 인터넷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네트워크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장비교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 예상
● 차세대 이더넷 분야는 PBB, 40GbE/100GbE, 링 네트워크, 이더넷 동기 등의 새로운 기술 개발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어 IPR 선점의 기회 증가
● Flow 기반 IP QoS 제어 기술과 CAC 기술의 융합을 통해 회선망 수준의 QoS 보장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검증하였고, 이동 중 데이터 손실이 없는 Seamless Handover를 지원하는 기술이
개발 중
● 멀티미디어 융합 NoC 분야는 멀티미디어 융합 단말 개발을 선도하고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
창출이 기대
● 이더넷 관련 서비스 및 OAM/Protection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거나
시작될 전망이여서 상호연동성을 갖는 장비가 요구

■ 시사점
● 다양한 지능형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하여 ALL-IP 망으로 환경이 변화될 것이 예상되며,
집중적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
● 선진국 대비 약 90%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을 넘어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네트워크 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 필요
● 차세대 Carrier Network 장비나 Smart Grid 서비스를 위한 고성능 플랫폼 장비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나, 국내 제조업계의 경우, 생산 기반에 대한 준비가 시급히 필요
● Cloud Computing과 같은 차세대 IDC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기반의
장비에 대한 시장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기술 확보 및 장비 개발 필요
● 개인맞춤형 서비스, 재난통신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유무선 인프라에서 위치 정보를 활용한 전송 기술 개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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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물리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논리 네트워크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네트워크 기술,
획기적으로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광 패킷 기반 스위칭 기술, 대역폭을 향상시킬 수 있는
DWDM 기반 광대역 전송 핵심 기술 개발이 필요
● 유무선 통합시대를 대비한 중점기술의 선정과 이에 대한 집중투자 및 개발이 필요하며, 산업체 또는
사업자의 주도로 개발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국가 R&D 투자에서 산업체 주도로
이관을 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

다. 가입자망 분야
■ 견인 요인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에 공조하기 위한‘저탄소 녹색성장’
의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하여 방송통신
영역에서의 역할 대두 및 규모 확대를 통해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FTTH인 선두국가인 일본, 홍콩에서는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2005년부터 개시하고 기가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대중화시키는 등 초고속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국가적인 전략적 추진이
예상
● 포화된 초고속 인터넷 시장 환경에서 기존 시장방어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개가 가능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기가 인터넷 접속에 대한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가속화될 예정
● 통신 사업자의 시설 투자 및 운영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입자망에 대한 Capex. 및 Opex.
절감 필요성에 따라 대역폭, 거리 확대 및 운영 관리 요소 최소화 등에 적합한 광 기반 고성능
PON 방식 가입자망 적용 확대 및 고도화가 진행될 전망
● 전반적으로 FTTH 시스템 기술은 외국과 동등한 수준이고, WDM-PON 기술은 국내에서 선도하고
있으며, Color-free 광원 및 저가형 파장가변 광원 등 핵심 기술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경쟁력을 확보

BcN

● 유·무선 복합 서비스는 무선, 유선 기존서비스 결합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급격히 도입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유선 사업자는 구축된 FTTH 망에 Wi-Fi, WiBro 등의 Access Point를 결합
하여 광범위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전망
● 차세대 LAN/이더넷 스위치는 데이터(Data)센타의 확대로 고속 인터페이스의 대역폭 수요가 증가
되며, 다양한 종류의 단말 등장과 유무선 통합 접속 요구가 증가
● 정부의 글로벌 마케팅에 따른 동남아 및 러시아 연합국가의 u-city 컨설팅에 따른 도시 통신망
구축 및 구내망 확대 요구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적극적 참여 노력과 국내기술과 장비의 해외 판매
기회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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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IT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여 핵심 광부품의 국산화율이 미비하나 부품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증가 추세

■ 저해 요인
● 기가 인터넷 접속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백본구간 병목, 고객 PC 사양, 구내 배선 문제
등 액세스 구간 외 여러 분야에 대한 제반 연건이 미흡하여 통신 사업자들이 신속한 투자가 기피
될 우려
● 유무선 융합은 단기적으로는 FTTH, Wibro 등의 결합 서비스 창출에 활용될 수 있으나, 단순 결합이
아닌 유기적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기 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은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에 따른 투자 기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연구 개발 자금
확보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세계 시장을 향한 핵심 칩 및 부품 기술 기반 취약
● 유·무선 통합 서비스는 저렴한 요금의 제공을 목표로 하므로 단기적으로 유선 및 이동통신 사업
자의 음성 및 데이터 매출의 감소가 예측
● 통신 사업자별로 외부 환경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모델을 통합하기 어렵고, 기술보다는 경쟁
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천 및 핵심 기술 확보에 소극적
● 통신 사업자 및 수요기업은 국내개발의 신생제품보다는 기존제품 및 해외 선두기업 제품을 신뢰성 및
안정성에 있어 무조건적인 선호하는 현상
● 유선 네트워크와 관련된 칩 및 시스템의 외국 선진그룹의 시장지배력이 강하고 국산장비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
● 광부품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나 국내의 경우 벤처기업 중심으로 기반이
취약한 편

■ 잠재 요인
● 기가급 인터넷 접속 인프라를 제공한 경우 다양한 부가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구내망, 백본망, 서비스 망 투자에 따른 산업 전반에 걸쳐 활성화의 원동력을 제공
● IPTV 등 FTTH 형 Killer Service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다양한 유사 서비스가 창출되어 통신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
● 유·무선 통합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는 사업자가 향후 통신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들 간의 서비스 경쟁이 가속될 것으로 사료
● 정부의 글로벌 마케팅에 따른 해외 통신시장 컨설팅으로 기간통신 및 가입자 장치 구축 기회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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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적으로 유·무선 통합 환경을 구축할 경우 Mobile IPTV 등 다양한 유·무선 융·복합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서비스 제공 기술면에서 세계적 경쟁력 확보할 가능성이 큼
● 정부의 지속적인 광통신 부품 기술 개발 투자에 힘입어 우수한 인력과 기반 기술을 확보

■ 시사점
● 가입자망에서의 전달 방식은 IP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자당 전송속도 및 전송거리도
광섬유의 장점을 최대한 속도하여 고속화/장거리화 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
● 가입자망에서 IP가 도입되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QoS 보장기술이 부각되고 있으며,
패킷을 사용하면서도 Circuit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스위칭 및 전달방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10Gb/s 파장가변 기반 고밀도 WDM-PON 기술, 양방향 대칭형 10Gb/s TDM-PON 등 국제적
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광 액세스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가입자
인프라 구축 및 제공 가능
● 3G, 4G, WLAN, WiMax/WiBro Mobile IPTV, DMB 등의 광대역 이동무선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Cell의 크기는 Pico-cell 및 Femto-cell이 도입될 것이며, 광통신 또는 무선 메쉬망을
이용한 Back-haul 등의 가입자망이 중계선로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
● 궁극적으로는 유·무선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Infra가 등장할 것이며, 이는 인터넷,
IPTV, VoIP, 전용회선, 다양한 무선서비스 등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가입자 단에서의 DDoS 등의 악성 공격에 대해 네트워크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플로우
단위의 IP 변환 기술을 공중망과 분리된 secure한 구내망 구축에 활용 가능
● 향후 광대역 통합망의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고기능
광부품 기술 보유에 따라 독창적인 시스템 개발에 응용이 가능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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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망 인프라의 그린IT 기술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통신 인프라의 그린 IT를 위한
제어/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선점할 경우에 통신 인프라의 가입자망 분야의 경쟁력 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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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연구 분야
■ 견인 요인
● 기존 인터넷 구조의 문제점 인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현 시점이 우리나라가 미래인터넷
분야로 진출할 최적기
● 2009년 9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에서는 IT Korea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미래인터넷을 국가 R&D 전략의 주요 이슈로 지정하고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인터넷 추진위원회’
를 구성
● 핵심 원천기술 및 표준 선점을 통해 인터넷 소비국에서 기술 생산국으로 변신할 것을 정부, 전문가
집단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

■ 저해 요인
● 아직까지 기업은 단기적인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정부는 중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 및 안전 위주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
● 인터넷 원천연구가 취약하여, 핵심 기술의 외국 의존이 높고 인터넷 기술 소비국으로서 표준화에
수동적

■ 잠재 요인
● 센서, 차량, 휴대폰, 가전제품 등 다양한 단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유선의 초고속화, 무선
access의 일반화로 인한 이동성, 그리고 인터넷이 통신수단을 넘어서 사회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기술발전 흐름
● PC 환경의 변화, 상용서비스로서의 P2P 진화, 전 지구적 센서 네트워크의 출현, 사물이 지능화되어
주변과의 자동 네트워킹 등 미래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혁신적
으로 재설계한 미래인터넷 도입의 필요성 제기

■ 시사점
●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기술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학교와 연구소가 선도적인
모험 원천연구를 통해 10여년 후의 미래인터넷 산업의 핵심기술을 선점 필요성 대두
● 혁신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기초 원천기술의 강화가 필요하고,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 연구
역량 강화, 세계최고 인재의 국내 유치, 세계 주요 거점에서 동시 병행 개발 등의 혁신적 R&D
전략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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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전 및 전략

01

비전 및 목표(비전, 추진전략, 추진과제)

비전

2015 新인터넷장비 주요생산국 도약

목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
10

’
15

’
20

생산

5.6조원

12조원

25조원

수출

13억불

50억불

120억불

세계시장

3.1%

6%

10%

선순환 생태계 복원 - 미래에 집중투자 - 수출지향
1. 내수시장의
합리적인 생태계조성
불합리한 구매관행·제도 개선

2. 명품 ICT 솔루션 확보

수요자 맞춤형 종합솔루션 제공

新인터넷 기술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내수시장 구매합리화 기반조성

국가주도 초기시장 창출개발

ICT 플랜트 수출 추진
글로벌 주도권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

BcN

3. 新 인터넷 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4.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토털솔루션 확보 기업 배출
네트워크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촉진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출처 :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
1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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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 서비스 및 제어 분야
구분

1단계( ~ ’
12)

2단계(’
13 ~ ’
15)

3단계(’
15 ~ )

달성
목표

개방형 통합 서비스를 제어하는
네트워크 구축

방송·통신 통합 제어를 제공
하는 네트워크 구축

상황 맞춤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실현

유·무선 개별 네트워크 망 관리
시스템 개발
유·무선 개별망 품질 측정 관리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설계 기술 개발
웹서비스 기반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개방형 서비스 생성 도구 개발
서비스 전달 공통 플랫폼 개발
세션/비세션 서비스 통합 제어
기술 개발
IPTV 통합 제어 구조 기술 개발
서비스 브로커 기술 개발
유무선 이동성 및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개발
Flow 기반 QoS 보장 기술 개발
통합신호처리/통합신호플랫폼기술
그린 네트워킹 제어 기술
10G급 실시간 트래픽 측정·제어
H/W 플랫폼 및 정책서버 기술
통신장비 전력사용량 측정 기술
통신장비 전력 제어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기술

통합망 관리시스템 개발
통방 융합서비스 통합 품질 측정
관리시스템 개발
지능공간 인지통신 네트워크 아키
텍처 개발
상황인지 개인화 서비스 플랫폼
개발
개방형 모바일 웹 플랫폼 개발
융합서비스 전달 산업융합 플랫폼
개발
세션/비세션 서비스 통합 제어 기술
개발
Mobile IPTV 통합 제어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어 기술 개발
미디어 브로커 기술 개발
통방융합단말이동성및세션이동성
제어 기술 개발
멀티 도메인간 E2E QoS 보장
기술 개발
통합신호 처리기술/통합신호플랫폼
기술 개발
능동적 상황인식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및 개념 검증
통신인프라 전력 모니터링 및 경로
/전력 제어 기술 개발
40G급 실시간 트래픽 측정·제어
H/W 플랫폼 및 정책서버 기술
10G급 불법우회접속 차단시스템
기술 개발
전력사용 정보 기반 저전력 제어
평면 기술 개발
자가최적화네트워크제어기술개발

유비쿼터스 망 관리 시스템 개발
고객지향 종단간 서비스/네트워크
품질 측정 관리 시스템 개발
지능공간인지통신 네트워크 구현
기술 개발
유비쿼터스 지식기반 서비스 플랫폼
개발
자동 서비스 조합 및 생성 기술
개발
오버레이 서비스 통합 제어 기술
개발
Beyond IP 통합 미디어 제어 기술
개발
지식 브로커 기술 개발
능동형 이동성 및 협업형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개발
동적 네트워크 조합 및 QoS 보장
기술 개발
All IP 융합 액세스를 위한 통합신호
처리기술/통합신호플랫폼기술 개발
능동적 상황인식 네트워크 실현
기술 개발
전력제어를 위한 동적 트래픽경로
변경기술 개발
네트워크 장비의 저전력 효율적인
제어를 위한 Autonomous OAM
기술 개발
전력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및 서버의
통합 제어 및 연동 기술
40G급 불법우회접속 차단시스템
기술 개발

시나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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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망 분야
구분
달성
목표

1단계( ~ ’
12)
고속 고품질 전달망 구축
Flow 기반 단대단 품질보장형 패킷
기술 개발
IPv6 기반 이동성 지원 라우터 기술
개발

전광 통합망 실현

통합망 관리시스템 개발

유비쿼터스 망 관리 시스템 개발

Session Aware 패킷라우팅 기술
및 광 패킷 통합 교환 기술 개발

테라급 패킷/광 통합 시스템 개발

50G급 캐리어급 이더넷시스템
개발
OTH 기반 40G 광전송 기술 개발

40G/100G급 이더넷 기술 개발

40G 광링크 모듈 및 광트랜스폰더
기술 개발

100G급 광변조 및 장거리 전송
기술 개발

ASON 제어 시스템 및 ROADM
시스템 개발

PBT 전달 기술

가변대역 음성 멀티코덱 기술 개발
전력 절감형 네트워크 구조 및 기능
구조 개발
전력 절감형 전달 기술 개발
전력 절감형 통합 시그널링 기초
기술
단말 및 CPE 특성을 고려한 전력
절감 기술 개발

3단계(’
15 ~ )

AII-IP 기반 방송통신 통합 전
달망 구축

이종 액세스 망간 이동성 및 다양한
패킷 처리 기능을 갖는 액세스
라우팅 기술

멀티미디어 융합 NoC 기술 개발

시나
리오

2단계(’
13 ~ ’
15)

어커스틱 멀티미디어 융합코덱
기술
GMPLS/TMPLS 기반 전달망 제어
기술

전광망 운용관리 기술 코덱 기술
적응형 컨텐츠 어댑더 기술
광 버스트 / 패킷 스위치 기술 및
광패킷 라우터 기술 확보개발
유비쿼터스 멀티미디어 감성형 융합
에너지 절감형 네트워크 관리 기술
전달 특성을 감안한 경로 관리 및
제어
상황 인지형 시그널링
에너지 절감형 이동성기술

플로우 기반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위치 정보를 활용한 IP 기반
Geocast 기술
차세대 IPTV 서비스 중심 인프라
기술
지능형 분산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및 단말 지원 기술
광 패킷 스위칭 기술
DWDM 기반 광대역 전송 기술
BcN

전력절감형 네트워크 구성 및
모니터링 기술
데이터특성별 전달기술
에너지 및 자원관리형 시그널링
기술
무선 특성을 고려한 이동단말관리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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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망 분야
구분
달성
목표

시나
리오

1단계( ~ ’
12)

2단계(’
13 ~ ’
15)

3단계(’
15 ~ )

FTTH, WiBro, HSDPA 등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에너지 저감화
가입자망의 효율화 및 개방화

상황인지/맞춤형
실감통신 서비스

1G/2.5G급 TDMA-PON 시스템
10Gb/s 비대칭형 TDMA-PON
시스템
32채널(채널 당 1G/2.5G급), 전송
거리 20Km WDM -PON 시스템
WDM/TDM 하이브리드 PON
시스템(32/64분기)
Colorless 광부품/모듈
2.5G FTTH 고도화 광부품
VoIP 단말 및 IP-PBX 시스템
FTTx 기반 저가형 DCATV/위성/
지상파 오버레이 방송 서비스 기술
QoS 보장형 HD급 양방향 IPTV
방송 서비스 기술
LAN/이더넷스위치10G인터페이스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 10~6 sec
정확도의 시각 (Time of Date)
전달 기술
VoIP on WiFi 서비스 기술
실시간 IP 서비스
무선 자원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10Gb/s 대칭형 TDMA-PON 시스템
개발
10Gb/s 파장가변 기반 Flexible
DWDM 액세스 시스템 개발
10G TDM/DWDM 하이브리드PON 시스템
Radio-fiber 전송 기술
10G OFDM-PON 시스템
고속 파장가변형 광부품/모듈
버스트모드 트랜시버 등 차세대
PON용 광부품
장거리/고분기 가입자망용 광부품 기술
어레이형 집적소자/부품
액세스용 FEC, EDC, DSP 기술
40G/100G급 이더넷용 광송수신
기술개발
Femto셀 기지국 노드 구현 기술
이동망 백홀 네트워크 기술
유무선 통합 서비스용접속 G/W 기술
TPS/QPS 서비스 정합 기술
다양한 이종 접속망 seamless 이동성
제공 기술
Cross-layer 기술
복수사업자 접속 유무선 통합
(Wibro/WLAN)액세스 노드
LAN/이더넷 스위치 40G 인터페이스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 10-8
sec 정확도의 시각 (Time of Date)
전달 기술
IP-USN, 유·무선 통합 적응형
액세스 기술
지능형 플로우, 응용, 정책 인지 기술
플로우 aggregation 및 translation
기술
이동단말 및 CPE 특성을 고려한
전력 절감기술

40G급 TDM-PON 시스템 개발
광 버스트 액세스 기술
광 버스트 집선 및 스위칭 기술
60GHz대역 RoF 시스템
40G OFDM-PON 시스템
초고속 광전송을 위한 저 CD, 저
PMD 광전송 매체
통합망용 전광 인터페이스 기술
고속 광 스위칭
링형 버스트링크 제어용 MAC
100G급 가입자망용 광부품 기술
광버스트/패킷 스위칭 부품 기술
초고밀도 WDM-PON 기술
WDM 기반 광 레이블 차세대 가입자망
시스템 개발
지능형 하이브리드 PON 광 부품
유·무선 통합망 운영 관리 기술
대용량 무선 Mesh Back-haul 망
기술
4G 액세스 기능
USN 액세스 망 통합 기술
복수 사업자 접속을 위한 유무선통
합(Wibro/ WLAN/4G) 액세스 노드
LAN/이더넷 스위치 100G 인터페이스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 10~9
sec 정확도의 시각 (Time of Date)
전달 기술
IP-USN, 유·무선 통합 적응형
액세스 기술
플로우 제어 프로토콜 기술
무선 및 이동체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기술

주1) Radio-fiber 전송 기술 : RF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하여 광케이블 통해 전송하는 기술
주2) Optical-wirleess 전송 기술 : 광 신호를 공간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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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 분야
구분
달성
목표

1단계( ~ ’
12)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 개발
및 개별 아키텍처/서비스의
요소기술 연구
한국적 미래인터넷 개념설계

시나
리오

2단계(’
13 ~ ’
15)
통합 아키텍처 및 요소기술의
개발 및 검증

미래인터넷 인프라 개발 및
기술확산

단위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용

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용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별
요소기술 (관리, 라우팅, 주소체계,
보안, 서비스 등) 연구

통합 테스트베드(미래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개발

Things 및 지식형 3D 이용자
행위 패턴 요소기술 연구

혁신적 네트워크 통합 아키텍처
개발 및 검증

Things 및 지식형 3D 이용자
행위 패턴 요소기술 연구

혁신적 서비스 통합 아키텍처
개발 및 검증

단위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
(네트워크 가상화 및 프로그램화,
프로그래머블 유무선 가상 플랫폼,
제어관리 프레임워크 등) 개발

Things 및 지식형 3D 이용자
행위 패턴 통합기술 개발

네트워크·서비스 아키텍처 요소
기술 시연
사용자-개발자 협업환경 포털
개발

3단계(’
15 ~ )

통합 아키텍처·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

통합 테스트베드 국제 연동
인프라 설비용 프로그래머블
유무선 네트워크(AP, 라우터,
광장비) 시스템 개발
인프라 설비용 프로그래머블
서비스 플랫폼 개발
인프라 설비용 프로그래머블
무선 인터페이스 및 단말 개발
인프라 설비용 자동 네트워크
관리·제어 시스템 개발

단위 테스트베드 국제 연동

미래인터넷 투자 및 이용 촉진
여건 조성

아키텍처 및 테스트베드의 역방향
호환성 기술 개발

Open R&D 환경을 활용한
집단지성 시스템 구축 및 운용

통합 네트워크·서비스 아키텍처
시연
한국적 미래인터넷 인프라 설계
Open R&D 환경을 활용한
집단지성 시스템 개발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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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제품 Milestone 및 기술 로드맵
1단계
2008 2009

2010

2단계
2011 2012

2013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서비스 전망

인프라

- 네트워크 지식기반 개인호 서비스
- 종단간 서비스 품질 보장 서비스
- 유무선 통합 및 방통 융합 서비스
- 1Gbps급 광대역 서비스

<유무선 통합·방통융합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All-IP 융합 네트워크
·OmniFlow 처리 기술[’
12]
·공통 IMS 기반 통합 이동성 제어 플랫폼 기술[’
13]

2014

3단계
~

2020

·인간 중심 서비스
- 상황인지형 개인화 서비스
- 실감미디어 방통 융합 서비스
- 가상현실 기반 서비스
- 10Gbps급 초광대역 서비스

<지능공간 통신 인프라 기술 확보>
·All-optic 통합 네트워크
·10Gx1024ch WDM-PON 기술[’
18]
·지능공간 통신 인프라 핵심기술[’
20]

SLA 서비스 관리기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기술 ·QoE
·All-IP 네트워크 관리기술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술
통합 서비스 제어 기술
네트워크 통합 제어 기술

그린 네트워킹 제어 기술

·Automatic SLA 서비스 관리기술 ·SLA-aware 서비스 관리 기술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 기술
·트래픽 플로우 관리기술
·유비쿼터스 지식기반 개인화 서비스 기술
·네트워크 지식기반 개인화 서비스 기술
·자동 서비스 조합 및 생성 기술
·서비스 전달 공통 플랫폼 기술
·유무선 방통 융합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Beyond IP 통합 미디어 제어 기술
·유무선 IPTV 통합 제어 기술
·컨텍스트/지식 브로커 기술 및 소셜 서비스 제어 기술
·통방 융합 이동성 및 서비스 연속성 기술/통합신호플랫폼 기술 개발
·능동형 이동성 및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다중망간 E2E QoS 보장 기술. 실시간 트래픽 통합 제어 플랫폼 기술
·동적 네트워크 조합 및 QoS보장 기술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실시간 트래픽 제어 기술 ·All-IP 액세스망을 위한 통합신호플랫폼 기술
·Managed WiFi Direst 제어기술
·네트워크 전력 측정 및 서비스 기술
·전력제어를 위한 IP경로 동적 변경 기술
·통신장비 원력 전력 제어 인터페이스 및 관리기술 ·전력제어를 위한 네트워크/서버 통합제어
·전력제어를 위한 이더넷 동적 경로 변경 기술
및 연동 기술

·테라급 이더넷 전송 기술
·품질보장 및 유무선 통합 라우팅 기술
·Managed Vehicle Ad-hoc networking 기술
·100G 이더넷 전송 기술 ·모바일 백홀 라우팅 기술
·사용자 맞춤형 다계층 플로우 처리
·멀티미디어 융합 NoC기술
멀티미디어 변환 및 전달 기술 ·FMC용 어쿠스틱 멀티미디어 코덱 기술
·유비쿼터스 멀티미디어 감성형 코덱 기술

패킷망 기술

·패킷/광 통합 스위칭 기술
·Optical Label 분배 및 제어 기술
·40/100G 광전송 기술
·3D 테라급 WDM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DWDM광대역 전송 기술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그린 전달 네트워크 기술
·광 패킷 기반 스위칭 기술
·10G TDMA-PON
·대칭형 10G TDMA-POW/하이브리드 PON ·40G TDMA-PON/초고밀도 WDM-PON
멀티기기급 가입자 전송 기술 ·1G/25Gx32 WDM-PON기술 ·10Gb/s 파장가변 기반 DWDM-PON
·광 베스트 기반 액세스 네트워크
·VoIP on WiFi 서비스
·이종망 연동 유무선통합 액세스 게이트웨이·u-액세스 연동 게이트웨이
·실시간 IP서비스
·개방형 다중 액세스 노드
·이동차량 모바일 라우터
유무선 통합 액세스기술
·유/무선 융합노드기술 ·유/무선 통합 Mobile B-RAS 시스템 기술

광통신망 기술

·지능형 플로우 응용, 정책인지
·스마트 보더 라우팅 기술
·100G 이더넷/OTN용 광부품 기술
광부품 기술
·장거리/고분기용 광가입자용 광부품 기술
·DWDM 기반 광 액세스 인프라/그린 액세스 10G TDM-PON
그린 액세스 기술
·에너지 저감형 이더넷/나노 포토닉스 기반 초고속 광부품
·네트워크 자원 가상화 기술
미래인터넷 인프라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제어 기술
계층구조 및 계층간 통신기술
미래인터넷 아키텍쳐 기술 ·새로운
·주소체계 및 라우팅 기술
컨텐츠 전달 기술
미래인터넷 응용 및 서비스 기술 ·상황인지
·서비스 특성에 따른 동적 네트워킹 구성 기술

구내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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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LAN/이더넷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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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 인터페이스 기술
·세션 보드 게이트웨이
·광직접회로기반 테라급 광부품 기술
·전광 통합 액세스망 기술
·인프라 시험 및 운용 기술
·통합 아키텍처 기술
·창조형 서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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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및 제어 분야 목표 및 마일스톤

유·무선과 통신·방송 서비스의 통합 제어 및 지적 능력을 가진 네트워크가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
2010
네트워크
관리기술
이용자 중심
서비스 및 종단간
네트워크 SLA 기술
관리기술 비즈니스
관리기술
네트워크
설계기술

2011

2011

2013

2014

2015

유무선 및 통방 통합 망 관리 기술

지능형 통합 망/서비스 관리 기술

Policy기반 망 관리 기술

미래 네트워크 관리 기술

All-IP 기반 QPS 통합품질 정량화 핵심 기술 개발

이용자 중심 SLA 품질관리 기술

통방 융합 서비스 체감품질 측정기술

QPS 통합 체감품질 측정관리기술

통합형 비즈니스 관리 기술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관리 기술

지능공간 구성관리 기술

지능공간 연결제어 기술

지능공간 개념 검증

지능공간 생존성 보장 기술

지능공간 구성기술 구현

●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술
2010
개방형
서비스기술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술

2011

2013

2014

2015

상황인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개발
시맨틱 기반 플랫폼 SDA 기술
모바일 이용자 컨텍스트 수집 및 관리 기술

개인화
서비스
기술
서비스 생성
및 전달 기술

2011

컨텍스트 정합 기술

개인 프로파일/선호도/Usage Behavior/Rule 관리 기술
상황정보 모델링/패턴 학습/서비스 추론 기술

지식 생성 및 학습 기술
Service Description 언어 처리 기술

사용자 Request Language 표현 및 처리 기술
Service Delivery 공통 플랫폼 기술/산업융합 서비스 플랫폼 기술

● 서비스 제어 기술
2010

서비스/미디어

서비스 브로커 기술
제어기술

서비스연속성
제어 기술

2011

2013

2014

2015

세션/비세션 서비스 통합 제어 기술

BcN

차세대 IMS
/융합서비스
제어기술

2011

유무선 통합, 융합서비스 제어 기술
통신 방송 융합 서비스 제어 기술
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 제어 기술
이종 망간 IMS 세션 이동성 제어 기술
이종 단말간 서비스 이동성 제어 기술

소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 기술
소셜 서비스
제어 기술 소셜 어플리케이션 오픈 컨텐츠 마켓 제어기술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소셜 TV서비스 제어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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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통합제어 기술
2010
네트워크
이동성 제어
기술
QoS자원
제어
네트워크 관리 기술

통합제어
네트워크
기술

2011

2013

2014

2015

방송 통신 융합 이동성 제어 및 서비스 연속성 보장기술
능동형 이동성/QoS 제어 기술
실시간 트래픽 통합 제어 플랫폼 기술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실시간 트래픽 제어 기술
유무선 통합 QoS 제어 기술
다계층 통합 경로 제어 기술

경로제어
기술
통합신호
플랫폼
기술

2011

멀티 도메인 최적 경로 제어 기술
Managed WiFi-Direct 제어 기술
통합신호처리(보안/QoS/이동성/연결/VPN) 프로토콜 기술 및 통합신호플랫폼기술
융합All-IP 액세스망을 위한
통합신호플랫폼 기술

3GPP/WIMAX 연동기술 개발

● 그린 네트워킹 제어 기술
2010
네트워크
전력측정 및
서비스기술

2011

2011

2013

2014

2015

통신장비 전력사용량 측정기술
네트워크 전송 성능 및 전력량 상관 관계 분석 기술
그린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이용회선 집중화 기술

전력제어를
그린
위한 동적
네트워킹
트래픽 경로
제어 기술 변경 기술
장비 원격
전력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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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사용 정보 기반 제어 평면 기술 개발
전력제어를 위한 계층 2(이더넷)
경로 동적 변경 기술

전력제어를 위한 계층 3(IP)
경로 동적 변경 기술

통신장비 전력 제어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기술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통신장비 원격 전력 제어 플랫폼 기술

전력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및 서버의
통합제어 및 연동 기술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전달망 분야 목표 및 마일스톤

All IP 기반의 방통 융합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고 이종망간의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전송 및 교환 전달이 가능한 통합 전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패킷망 기술
2010

2011

2011

2013

2014

2015

OmniFlow 라우팅 기술

QoS
보장 기술

패킷 광 통합 Packet 처리 기술
통합 서비스 플랫폼 기술

패킷망
기술

Managed Vehicle Ad-hoc Networking 기술

유무선
통합 기술

Ethernet
기술

네트워크 이동성 서비스 플랫폼 기술
모바일 백홀 라우팅 기술

기능 고도화

100G Ethernet 전송 기술

100G 급 패킷처리 기술

PBT-TE 전달 기술, MPLS-TP 전달 기술

Ethernet 확장 및 고도화

● 광통신망 기술
2010
광 패킷
통합
교환기술

광통신망
기술

ASON기반
전달망
기술

2011

2013

2014

2015

패킷 광 통합 스위치 기술
패킷 광 통합 라우팅 및 OAM&P 기술
ROADM 기술
GMPLS/TMPLS 기반 전달망 제어 기술

PXC 시스템 개발
통합 전달망 제어 기술

통합 전달망 트래픽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관리 기술
40G/100G 광변조 기술

100G 다중화 및 전송 기술

40G/100G 장거리 전송 기술

10Tb/s WDM 광링크 전송 기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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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급
전송 기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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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전달 네트워크 기술
2010

그린전달
네트워크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그린전달
네트워크
장비 기술

2011

2011

2013

플로우 기반의 가상화 핵심 기술

2014

2015

네트워크 사용률 증가를 위한 가상화 기술

네트워크 융합을 위한 DCB 기술
에너지 절감형 네트워크 구조기술

에너지 절감형 네트워크 관리 및 운용기술

트래픽 분산관리 및 시그널링 기술

패킷 전송 및 자원관리 시그널링 기술

특성별 패킷 스위칭 및 전달 기술

전력 절감형 전달 및 스위칭 기술

단말 및 무선 자원을 고려한 네트워킹 기술

이종망 지원 광대역 자원 절감 기술

■ 가입자망 분야 목표 및 마일스톤

유·무선 융합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및 운용비용, 신뢰성, 기능 진화
등의 특성을 갖는 통합 액세스망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 기가급 가입자 전송 기술
2010
대칭형TDM
멀티기가급 액세스 기술

가입자
전송

2011

2011

2013

2014

2015

양방향 대칭형 10G TDMA-PON 기술
40G TDMA-PON 기술
1G/10G 혼용수용 MAC기술

대칭형 10G-PON 플랫폼

고밀도
10Gb/s 고속 파장가변 기반 고밀도 WDM-PON 기술
WDM
10G OFDMA-PON
액세스 기술 하이브리드 PON

WDMA-PON
40G OFDMA-PON

● 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
2010
FMBC 서비스

2011

2011

2013

VoIP+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2014

2015

VoIP+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IPTV[UHDTV]

이동전화+WiFi/블루투스+방송형 복합단말

유무선통합
단말 및
액세스
노드

이동차량 모바일 라우터

u-액세스 연동 게이트웨이

이종망 연동 유무선 통합 액세스 게이트웨이
FTTH_WiFi/블루투스+펨토 통합 게이트웨이

개방형 다중 액세스 노드

유/무선 융합노드 기술
유무선통합 Mobile B-RAS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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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망 기술
2010

구내망
기술

2011

차세대
LAN/이더넷
스위치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

2011

2013

2014

2015

40G 인터페이스

100G 인터페이스

지능형 플로우 응용, 정책 인지 기술
세션 보드 게이트웨이
플로우 aggregation 및 translation 기술

● 광부품 기술
2010

광부품
기술

전달망용
광부품
기술

2011

2011

2013

100G 이더넷용 광송수신기 기술
100G OTN용 광/전자 부품 기술
광파장 스위치용 부품 기술

2015

광집적회로기반
1T급 광송수신기 기술
광파장/패킷 스위치용 부품 기술

10G TDM/WDM-PON용 광부품 기술

가입자망용
광부품 기술

2014

100G급 가입자망용
광부품 기술

장거리/고분기 Hybrid PON용 광부품 기술

● 그린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2010

그린
액세스
기술

2011

2011

2013

2014

2015

전력 절감형
이동체
관리 기술

이동단말 및 CPE 특성을 고려한 전력 절감 기술

전력절감
단말/CPE관리
및 인증 기술

개별 및 그룹형 통신 체계 기술

센서네트워크의 예약
통신 신호 체계기술

이동 단말 및 무선단말의 인증 시스템 개발

계층 독립형 인증 체계 기술

상황에 따른 기지국간 통신기술

고효율 단말-네트워크간 통신기술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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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 분야 목표 및 마일스톤

핵심 원천 기술(인프라, 아키텍처, 응용 및 서비스), 표준화 기술의 확보를 통해,
미래인터넷 상용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래인터넷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가상화 지원 구조 기술
2010

가상화
지원구조

2011

2011

2013

2014

2015

가상화인프라
보안보장구조

가상화 인프라 보안 보장 구조 연구

보안 보장 구조 개발

네트워크컴퓨팅
보안지원구조

네트워크 컴퓨팅 보안지원구조 연구

네트워크 컴퓨팅
보안지원구조 개발

확장성지원
가상화구조

확장성 지원
가상화 구조 개발

확장성 지원 가상화 구조 연구

가상화인프라/
서비스품질보장구조

가상화 인프라/서비스
품질 보장구조 개발

가상화 인프라/서비스 품질 보장구조 연구

● 망 제어 및 자율관리 구조 기술
2010

2011

2011

2013

2014

2015

Knowledge/Context
기반 자율관리구조

Knowledge/Context 기반 자율 관리구조 연구

자율 관리구조개발

망 제어 및
Ontology기반관리
자율 관리
정보modeling구조
구조

ontology 기반 관리정보 modeling구조 연구

관리정보 modeling구조 연구

자율관리
protocol구조

자율관리 protocol 구조 연구

자율 관리
protocol개발

● 통합 아키텍처 기술
2010
특수환경
네트워크 구조

통합
아키텍처
기술

618

2011

2011

2013

특수환경(예 : DTN, Vehicular Network 등) 네트워크 구조 연구

2014

2015

특수환경 네트워크 구조 개발

혁신적인
계층구조

혁신적인 계층구조 (예: PNA, RNA 등) 연구

혁신적인 계층구조개발

다양성 지원 네트워크
상호운용 구조

다양성 지원 네트워크 상호 운용 구조 연구

다양성 지원 네트워크
상호 운용 구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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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전략

■ 서비스 및 제어 분야
●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
- 다양한 신규 네트워크들이 등장함으로서 개별 망관리에서 통합 망관리로 전환하고, 사업자나
이용자의 정책을 망관리에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술로 통합 망관리 기술, Policy기반 망 관리
기술 및 상호 연동 기술 등을 자체 개발이 필요
- 컴포넌트 기반 SLA 품질관리 기술은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와 새롭게 생성되는 신규 서비스에
대하여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설계 기술로 자체 개발
- 고객지향 종단간 서비스/네트워크 품질 모니터링 기술은 각 서비스별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결정하고 지표 만족도는 사업자별로 측정,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
●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술
- 방송·통신 및 산업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 구축을 위해 플랫폼에 공통적용 요소를 독립화하여 1차
개발하고, 산업 융합 서비스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 산업 특화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 추진
- 개방형 서비스 기술은 기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체 주도의 상용화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주도
- 지식기반 서비스 기술은 유럽의 선도 연구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조기에 기술 격차를 좁히고, 중점
분야 집중 연구를 통한 Pre-Standardization 활동 강화로 국제 표준에서의 주도권을 확보
● 서비스 제어 기술
- 융합형 IMS 기술은 기 확보된 IMS core 기술을 바탕으로 IMS 기반 IPTV 서비스 제어 및 통합
인증 등에 대한 중점 연구를 통해 추가 확보된 기술을 표준화에 적극 반영하여 기술을 선도
- 국내·외, 유·무선 웹 서비스 기술, Web 2.0 관련 개발 업체와 통신 장비 업체, 사업자간의 기술
협력을 통해 IMS 기반 서비스 Enabler 기술 및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기술을 확보
- IMS 기반의 서비스 연속성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단말간 서비스 이동성
제공 및 QoS 자원 제어와 연계된 단말 이동성 제공 기술 확보
- 도입 초기에 있는 소셜 TV 서비스 기술은 유럽의 선도 연구 기관과 협력 및 중점 분야 집중 연구를
통해 핵심 서비스 기술을 조기에 확보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BcN

● 네트워크 통합 제어 기술
-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융합 QoS 및 이동성 지원 제어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와 병행
하여 미래 네트워크 기술과 연계하여 동적 네트워크 구성 원천 기술을 확보
- 기 개발중인 이동성제어, 서비스제어, 자원제어 기술을 기반기술로 하여 통합 신호처리 및 통합
신호플랫폼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
- 통신사업자,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개발을 통하여 상용화를 추진하고, 적용가능한 국제표준을
개발하여 표준 주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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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향적 기술 발전 동향 파악을 통하여 미래 네트워크의 역할 및 속성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통합적인 아키텍처 설계
- 개별적 기술의 발전보다는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요구 파악을 통하여 필수적 요소기술 도출하고
이를 원천기술로 확보
● 그린 네트워킹 제어 기술
- BcN에서 개발된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통합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절감형 네트워킹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 완성
- 그린 IT 통신인프라에서 필요한 핵심기술을 우선 확보하여 국제 표준주도권을 확보하며, 그린
네트워킹 제어기술 분야를 선도
- 국내 산업체와 공동연구 및 상용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용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시켜
개발기술의 가치를 견고하게 확보

■ 전달망 분야
● 패킷망 기술
- 패킷망과 광전달망 기술을 통합하고 초저전력 라우터 한계극복을 위한 핵심 기술 등을 자체 개발로
추진
- 2012년까지 GMPLS 단일 제어하에 PBB-TE/MPLS-TP 패킷전달 기능과 ROADM 광전달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전달망 핵심기술 확보
- 2008년~2011년에 표준화 활동 및 자체 개발을 통하여 40G/100G급 이더넷 기술 확보
- 2010~2012년에는 기 확보된 Flow 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자체 개발을 통하여 차세대 통신장비
개발 보급용 SDK(Flow Processing Engine) 기술을 확보
- 위치 정보와 IP 주소를 연동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오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기술을 개발하고
지적재산권 확보와 획득 기술의 표준화 추진
- 백본 인입단의 트래픽들에 대한 논리적인 대역폭을 보장할 수 있는 Flow 기반의 가상 대역폭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네트워크 가상화 제품군의 기반 기술과 지적재산권 확보
● 멀티미디어 변환 및 전달 기술
- IPTV를 위한 4A 서비스 네트워킹 등 기 확보 기술을 활용하고, IPTV 콘텐츠 및 서비스 특성 인식
기술 및 서비스 라우팅 및 분배 핵심 기술 등을 자체 개발로 추진
- 지능형 멀티미디어 터미널을 위한 씬(thin) 미들웨어, 분산형 멀티미디어 터미널 제어 및 이종
터미널 간의 IPTV 서비스 이동성 지원 기술 등 지능형 분산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
● 광통신망 기술
- 메트로, 코아망에서의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10G/40G, GE/10GE, SAN)를 수용할 수 있는
OTH 기반 전송 및 스위칭 기술을 확보하고 40G/100G급 MSPP와 OXC 시스템에 적용을 통한
상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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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LS 기반 ASON 제어 관련 프로토콜은 효과적인 부가 기능(동적 LSP 보호/복구, PTMP,
비대칭형 연결제어 등)을 위주로 차별화
- 2010년 이후 등장하는 40GbE/100GbE 서비스 신호수용 및 전송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미리
확보하며, 이후 수십 테라급 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요소기술로 적용
- 100G급 OTU4 관련 프레이머 및 다양한 EFEC 기술을 확보하며 40G/100G 이더넷 트랜시버,
100G 광트랜시버의 차별화 된 기술을 상용화 추진

■ 가입자망 분야
● 기가급 가입자 전송 기술
- 기가급 인터넷 접속은 기가급 접속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 구내 배선망 고도화, 댁내 단말 인터
페이스 고도화, 백본 망 대용량화 등 기가급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
- WDM-PON과 10G TDM-PON 기술에 대한 핵심특허권 확보와 국내 Reference Site를 통하여
기술검증 및 사업화 모델 구축
- 국내 기술 축적이 전혀없는 OFDM-PON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추진
● 유무선 복합 액세스 기술
- 유선, 이동 통신사업자의 영역이 파괴되고, 궁극적으로 유선·무선 가입자망이 통합될 것이므로
현재망에서의 진화 방법보다는 궁극적인 유·무선 통합 액세스망에 대한 연구에 조기 착수함으로써
관련 핵심 기술 및 지적 재산권을 선도적으로 확보
- Seamless Mobility를 위한 고속 MIH/PMIP 기술, 유·무선 트래픽 QoS 보장 기술, Femtocell/Micro-cell/이동기지국 Backhaul 기술, 저전력 소형화를 위한 ONU 기술 등 유·무선 통합
액세스 주요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 추진
- IEEE802.3, ITU-T SG15 등 적극적인 표준 활동을 통해 유·무선 통합 액세스망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여 관련 요구사항 도출, 국제 협력 체제 구축 및 산업체와 공동개발을 통한 세계
시장 개척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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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망 기술
- 기 확보 10Gb/s LAN/이더넷 스위치 상용화 기술을 기반으로 이 기종 단말간 유무선 접속 및 회선
기반의 서비스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보안등의 특화된 L7 응용 서비스 처리 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구내망 LAN/이더넷 기술 확보
- SoC기술과 상호보완적 기술협력을 통한 다양한 기능을 단일 플랫폼에서 수용을 위해 구내망의
적응형 IP퓨전 기술을 순차적으로 발전시키고 미래형 복합적 구내망 액세스 제공
- Enterprise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기 구현된 기술의 처리 성능 향상을 통해서 각 서비스 들의 실시간
구현 및 Line Speed 패킷 처리 성능 확보
- 기 확보된 전달망의 플로우 기술을 응용, 정책 인지 및 플로우 변환 영역에 적용하여 구내망 내부
뿐 아니라 구내망에서 공중망까지의 단-대-단 QoS 보장 기술로 확대하며, 검출된 방화벽 정보를
망에 전파하는 네트워크 방어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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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품 기술
- 100G 광송수신기 광부품은 기 확보된 10G, 40G EML 기술과 하이브리드 및 단일집적 기술을
결합하여 소형화, 저전력 소모 구현을 통해 경쟁력 확보
- 세계적으로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WDM-PON 기술의 상용 시장 진입을 위해 광부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가입자망 운용 비용 절감을 위한 10G급 장거리/고분기 PON 기술의 확보
● 그린 액세스 기술
- DWDM 기술과 10G TDMA-PON 및 액세스망 통합제어 기술을 개발하여 가입자망의 그린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수출 주도 품목으로 육성
- 그린 액세스 네트워크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 및 모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여 상용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 상황 인지를 통한 단말-기지국 간 통신 제어 기술, 전력절감을 위한 그룹 관리 및 예약 기반 통신
기술을 개발하여 가입자망의 그린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수출 주도
품목으로 육성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 기술
● 망 제어 및 자율관리구조
- 수백만 네트워크 요소가 이동하면서 구성정보가 계속 변화하고 상태정보도 매우 동적인 미래인터넷
특성을 가진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선 기존의 정적인 망에 적합하게 설계된 중앙 집중방식의 망 및
서비스 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구조의 변화가 필요
- 이를 실현하기위한 Knowledge/Context 기반 자율관리의 구조와 관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관리 정보 Ontology 구조 모델링 기술이 필요
- Knowledge 기반 자율관리 실현을 위한 관리 모듈 및 네트워크 계층과 요소간 정보전달을 위한
관리 프로토콜 구조 설계 기술이 필요
● 통합 아키텍쳐 기술
- Space Network, Vehicular Network, Military Ad-hoc Network 과 같이 지연, 이동성, 보안성
등 특수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을 최적으로 지원하기위한 네트워크 구조 및 메카니즘을
정의하는 기술
- 미래인터넷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네트워크 계층 구조를 도출
하기 위한 기술인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대표적인 예로 PNA (Patterns in Network
Architecture), RNA (Recursive Network Architecture) 등의 연구가 필요
- 다양한 특성의 이종 네트워크 공존하는 미래의 환경에서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확장성, 품질보장, 상호운용성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네트워크 구조 및 메카니즘을
정의하는 기술의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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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추진계획

01

기본방향

● 유·무선 통합,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내 통신망환경을 고려한
통신기술 및 IT 기술의 효과적인 융합이 가능하도록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
● 차세대 통신 환경에서 사용자의 상황에 적응된 동적 개인화 서비스 제공 기술을 비롯하여 통합 콘텐
츠의 전달, 가변적인 통신 환경의 최적 구성 기술 등의 개발에 주력
● 통신 서비스 기술 선도국과의 차세대 통신 서비스 인프라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관련 시장을 선점
하기 위하여 차세대 통신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
● 단기적으로는 All IP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성이 강화된 패킷 전달망 기술을
상용화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광 통합망 구축을 목표로 패킷/광 통합 시스템 및 다계층망 통합 제어
기술 개발을 추진
● 유선 및 이동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유·무선 융합 서비스를 위한 가입자망 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광 가입자망의 광역화/고분기화를 위한 FTTH 기술 고도화 및 유무선 통합
액세스망 관련 핵심 기술 등에 대한 중점 연구 개발 추진
● 미래인터넷의 핵심 원천 기술(인프라, 아키텍처, 응용 및 서비스), 표준화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여
IPR화하고, 상용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적용하여 미래인터넷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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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계획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유·무선 통합 환경의 방송·통신 융합 네트워크에서 품질보장형 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및 네트워크 통합 관리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연구분야

주요내용

네트워크 관리 기술

유무선, 통방 융합 네트워크의 통합 관리 기술 개발
- 관리 정보 모델 설계 기술
- 네트워크 상태 및 장애 관리 기술
-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실시간적 네트워크 재구성 기술
- Policy 기반 네트워크 관리 및 라우팅 경로 관리 기술

’
10~’
14

80

All-IP 기반 QPS 통합품질 정량화 핵심기술 개발
- 통합 체감품질 파라메터 정의 및 추출 기술
- 도메인 내/간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및 전달 기술
- 종단간/구간별 이용자 QoE 측정 및 분석 기술
- 종단간 SLA 서비스 품질 정보 수집 기술
- 공정경쟁 환경의 QPS 통합 체감품질 관리 기술

’
10~’
14

80

지능공간 구성관리 및 연결제어 기술
- 사용자와 네트워크의 상황을 인지하고 서비스 계층과의
’
10~’
14
자율협상을 통하여 능동적 상황적응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어 기술

50

이용자 중심의 종단간
SLA 기술

네트워크 설계 기술

추진기간 소요예산

■ 추진전략
● 향후 개발될 서비스/네트워크 제어 기술, 전달망 기술 및 가입자망 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개발 추진
● 광대역 통합망 구축계획과 광대역 통합 연구개발망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 적용
시험 추진
● 향후 도입될 All IP망에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QPS의 통합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정량화 기술과 통합 체감 품질 관리 기술 등을 전략적으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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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차세대 융·복합 통신망 환경에서 이용자 중심의 상황인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황인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개발
● 통신, 방송 및 IT 융·복합 환경에서의 개방형 서비스 기술 개발과 u-인프라 서비스 환경에 특화된
API의 발굴 및 국제 표준화
● 단시간 존재 서비스, 개인이나 특정 이용자 그룹(SNS: Social Network Service)만의 서비스를
상황에 맞추어 생성하고 전달하는 원천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분야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개인화
서비스기술

모바일 이용자의 선호도, 행동 패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화
된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기술 개발
- 컨텍스트 수집, 모델링, 추론 및 학습 기술
’
11~’
14
- 능동적 지능형 서비스 제공 기술
- 개인맞춤형 광고 서비스 제공 기술

80

개방형
서비스 기술

통신망의 기능들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고, 이를 웹서비스화
하여 외부에 제공하는 기술 개발
- 유무선 통합 개방형 서비스 기술
’
10~’
12
- 통신 방송 융합 개방형 서비스 기술
- 시맨틱 웹서비스 기반 개방형 서비스 기술

60

서비스 생성
및 전달 기술

최소한의 네트워크 지식을 가지고도 자신만의 서비스를 개발하며,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술 개발
- 개방형 서비스 생성 도구 기술
’
10~’
13
- 시맨틱 웹 기반 서비스 검색 및 조합 기술
- SOA 기반의 공통 서비스 플랫폼 기술
- SOA 기반의 산업융합 플랫폼 기술

60

BcN

■ 추진전략
● u-인프라 사업자 중심으로 차세대 통신 서비스 인프라 구축 후 IT와 네트워크가 융합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
● u-인프라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개인화, 개방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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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어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 IPTV 등의 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어 플랫폼 개발
● SOA/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IT 자원 (컴퓨팅, 저장장소, 콘텐츠)에 대한 오버레이 제어 관리 및
다양한 미디어 자원의 모니터링, 할당, 분배 연결의 통합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미디어 브로커
기술 개발
● 멀티 단말 환경에서 사용자의 이동 및 단말의 변경에 자유로운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공을 위한
서비스 레벨 연속성 제어 기술 개발
● IPTV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술 및 오픈 소셜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분야
차세대 IMS기술
서비스 브로커/
미디어 브로커
확장 기술

통방 융합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소셜 서비스
제어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IP 기반 음성서비스, 유무선 통합 제어, 통인증 기능을 수행
’
06~’
11
하는 IP 멀티미디어 서비스 통합 제어 기술 개발

140

IMS의 SIP 제어기능을 확장한 플러그 인 제어 기술 개발
07~’
13
네트워크 IVR, 단순 안내, UCC, 스트림 콘텐츠 등 유형별 ’
미디어 서버 및 미디어 브로커 기술 개발

60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단말간 이동성 제어 기술 개발
세션 기반 IP 이동성 제어 계층과의 연동 기술 개발
방송 통신 융합 다자간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개발
협업기반 적응형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개발

’
09~’
15

45

IPTV 기반 오픈 콘텐츠 마켓 제어 기술 개발
IPTV 기반 소셜 어플리케이션 매니저 기술 개발
IPTV 기반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

’
10~’
15

50

■ 추진전략
● 통합서비스 유형 및 요구사항 분석에 따라 기술 개발 항목을 선별하고, 기술별 특성에 따른
개발을 추진
● 다중 사업자간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통하여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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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통합 제어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이기종 네트워크간 끊김없는 접속을 위하여 네트워크와 단말기 기종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화된
네트워크 환경 보장 기술 개발
● 유무선, 통·방 융합, 이기종 네트워크의 동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QoS, 이동성, 보안, 과금 등의
망 제어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지능화된 망 제어 프로토콜 및 네트워킹 기술 개발
●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음란, 도박, 테러, 국가안보 저해, 사이버 범죄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에 대한 IP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정밀 분석 및 차단 제어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세부 분야

(단위 : 억원)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통합 시그널링
플랫폼 기술

All IP 기반 통합 신호처리 기술 및 통합 신호처리 시스템
개발
’
10~’
13
- 보안/QoS/이동성/연결/VPN 통합 신호처리기술
- 응용서비스 연동 통합 신호 처리 기술

40

실시간트래픽
통합 제어
플랫폼 기술

IP 고속회선에 대해 트래픽 정밀측정, 트래픽 비용정산
및 유해트래픽 차단을 위한 In-line Computing용 실시간 ’
09~’
12
정책관리 트래픽 통합제어플랫폼 기술을 개발

95

인터넷서비스 실시간
트래픽 제어 기술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에 대한 IP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
11~’
14
정밀 분석 및 차단 제어 기술 개발

120

Managed WiFiDirect 제어 기술

저전력 고신뢰 Wi-Fi 단말간 직접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제어
’
11~’
14
기술(데이터 채널과 제어 채널 완전 분리)

120

■ 추진전략
BcN

● 미래 신종 네트워크 출현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통합 제어(Future-Proof Network Control) 기술
개발 추진
● 이기종/통방 융합망간의 이동에 따른 서비스 연속성 및 QoS 제공기술 개발을 통하여 미래통신망의
진화를 도모하고, 차세대 BcN 시범 사업, 서비스와 연계하여 능동형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제어
기술 개발을 추진
● All-IP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P 패킷교환에 최적화된 유무선통합 Network
계층 기반의 통합 신호처리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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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네트워킹 제어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통신 인프라의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전송효율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성을 감시하는 전력측정 및 서비스기술 개발
● 에너지 최적화된 통신망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제공하며, 회선을 집중화
하고 논리적인 라우팅과 경로를 동적으로 변경 제어하는 기술개발
● 통신장비의 전력제어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기술과 네트워크의 원격통합 전력제어를 위한 제어
플랫폼 기술 개발
● 네트워크 장비들의 저전력/고효율 제어를 위한 전력사용 정보 기반 저전력 제어 평면 기술 및 자가
최적화 네트워크 제어 기술 개발
● 전력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및 서버의 통합 제어와 네트워크 장비 가동률 및 자원 상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utonomous OAM 기술 개발
● 네트워크 전력 및 트래픽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전력 절약형 모드 기술과 예약 기반
시스템 온오프 조절 기술 개발
● 전력절감형 통신망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네트워크 노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노드 별 상태를
파악하여 유효 트래픽 전송을 위한 경로를 제어하는 기술 개발
● 전력절감형 신호 전달을 위한 네트워크 설계 및 프로토콜 기술과 제어 시그널링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요소 정립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분야
네트워크 전력측정
및 서비스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통신장비 전력사용 모니터링 및 상세 리포팅 기술
11~’
14
네트워크 전송성능 및 전력소모 관계 상세 분석 및 리포팅 ’
기술

100

그린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이용회선 집중화 기술
전력 사용정보 기반의 제어평면 기술

전력제어를 위한
동적 트래픽 경로
변경기술

전력제어를 위한 이더넷 경로 동적 변경 기술
전력제어를 위한 IP 경로 동적 변경 기술
자가 최적화 네트워크 제어 기술 개발
전력절감을 위한 노드 상태 모니터링 기술
노드별 상태 파악에 따른 트래픽 전송 경로 제어 기술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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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야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통신장비 전력제어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기술

통신장비
원격전력 제어 기술

통신장비 원격전력 제어 플랫폼 기술
Autonomous OAM 기술 개발

’
11~’
15

100

’
11~’
14

60

’
11~’
15

60

’
11~’
15

100

전력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및 서버의 통합제어 및 연동기술

- 서버 전력제어 및 통신기기 전력제어 연동 기술 개발
네트워크전력 및
트래픽 제어 기술

네트워크 장치에 전력 절약형 모드 기술
예약 기반 시스템 온오프 조절 기술

전력절감형
네트워크 제어
시그널링 기술

전력절감형 신호 프로토콜 기술

이동성 및 CPE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기술

전력절감형 무선 단말 관리기술

전력절감형 신호 전달 네트워크 설계
전력절감을 위한 상태 모니터링 요소 정의

에너지 절감형 무선 접속 절차 개발
전력절감형 상황 인지 기술 및 이동성 지원 기술

■ 추진전략
● BcN 통합제어기술 기반의 그린 네트워킹 제어 프래임 워크를 우선 완성하고 네트워크 장비의
사용 전력 및 자원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병행하여 추진
● 국내 통신사업자, 산업체 및 uBcN 관련 시험, 시범사업과 공동연구 또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용화와 연계되는 기술 개발을 추진

BcN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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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패킷망 기술개발

■ 연구목표
●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환경에서 고품질의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플로우 기반 품질 보장
네트워킹 기술 개발
● 100G급 이더넷 전송을 위한 핵심 기술 및 시스템 기술 개발
● 유·무선, 방송·통신, 센서망의 All IP화에 따른 이종 액세스 망 제어 및 이동성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분야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다계층 플랫폼 기술
Flow Processing
Engine 기술

범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
10~’
12

80

’
11~’
13

90

공용체(차량 등)에 탑재된 통신장비를 이용한 실시간 Ad’
12~’
15
hoc 통신 (망의 제어를 받는 Ad-hoc network)

160

맞춤형 서비스 개발환경 기술
다계층 플랫폼 검증 시스템 기술

모바일 백홀
라우팅 기술

Managed Vehicle
Ad-hoc
Networking 기술

모바일 서비스와 IP 코어 네트워크의 통합
다양한 무선 인터페이스 정합 기술
차세대 유무선 통합 환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전략
● 핵심 기술 및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패킷망 분야에서는 플로우 기반 라우터를 중심으로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내 기술력을 갖춘 장비 업체에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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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멀티미디어 변환 및 전달 기술개발

■ 연구목표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으로 IP 플로우를 세밀하게 검사 및 분류하는 패킷 미세
분석 기술 개발
● FMC 환경에서 1개의 코덱으로 원음 수준의 끊김없는 음성기반 오디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융합형 코덱 핵심원천 기술과 국제표준 권리확보 추진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분야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Scalable 마이크로 플로우 처리 기술 개발

사용자 맞춤형
다계층 플로우 기술

음성기반 오디오 코덱,
응용 및 제어기술

- 패킷 정밀 검사 및 플로우 관리 기술 개발
- 통합 트래픽 관리 기술 개발
- 다계층 처리 기술 개발
- 마이크로 플로우 프로세서 구현 기술 개발
가변비트율, 슈퍼와이드밴드 대역의 음성기반 오디오 신
호처리 핵심 원천 기술
고도의 패킷손실 은닉처리, 품질변동 제어기술

’
09~’
11

70

’
08~’
11

117

ITU-T의 융합코덱 국제표준 권리 확보

■ 추진전략
● 플로우 프로세서를 One Source, Multi-Applications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단일 Platform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하고, 단일 Platform 장기 사용을 통한 제작 비용 절감, 개발 시간 단축,
응용범위 확대, 응용 분야 추가 시에 응용 분야 종속적인 SW 및 인터페이스 카드만 추가 개발,
응용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다양한 응용 창출
BcN

● 융합형 코덱 및 제어기술은 IPR 중심의 핵심원천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국제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ITU-T G계열, 3GPP의 국제표준 권리 확보를 목표로 추진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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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망 기술개발

■ 연구목표
● 패킷망과 광전달망 기술을 통합하는 전광통합 교환 기술 개발
● 10테라급 이상의 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채널 당 100G급 신호 변조 및 광전송 요소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분야
광 패킷 통합
교환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
08~’
11

200

’
08~’
11

112

’
08~’
11

160

전광통합망 구조 및 제어 기술
Seemless Session Aware 스위칭 기술
패킷 광 통합 스위칭 기술

패킷 광 통합망 자원 관리 및 제어 기술
다계층 통합
제어 기술

패킷 광 통합망경로 제어 기술
패킷 광 통합망품질 모니터링 기술
패킷 광 통합망트래픽 엔지니어링 기술
서비스 제어 계층 연동 기술

100G급 이더넷
핵심기술 및
시스템 기술

100G급 이더넷 접속 및 광전송 기술
- 40G/100G 광변조 및 전송 기술
- 40G/100G 이더넷 MAC/PHY 기술
- 100G 전송 프레이머 및 FEC 설계 기술

■ 추진전략
● 회선 및 패킷 통합 처리 기술과 ROADM 광 스위칭 기술을 활용하여 통일된 제어 방식으로 회선
트래픽과 패킷 트래픽의 다계층 신호를 통합 교환
● 40G/100G 프레이머, FEC, 광 트랜시버의 실상용화를 추진하여 ROADM 및 MSPP 등 전송
시스템에 적용하며, 40G/100G 이더넷 광트랜시버, MAC/PHY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LAN,
SAN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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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전달 네트워크 기술개발

■ 연구목표
● 교환/전송 분야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현 기술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광 패킷 기반 스위칭
기술 개발
●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향상된 대역폭을 얻을 수 있는 DWDM 기반 광대역 전송 핵심 기술
개발
●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자원 사용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플로우 기반 기술 및 네트워크 융합
기술 개발
● 전력인식 트래픽 제어를 위한 QoS 기술 개발을 위해 전력인식 트래픽 분류 기준 및 네트워크
정보를 통한 트래픽 패턴 연구
● 전력인식 트래픽 제어를 위한 정책 기반 스케줄링 기술 및 멀티캐스팅 전송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분야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광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구조 연구

광 패킷 기반
스위칭 기술

광패킷 노드 구조 연구
광패킷 구조 연구

’
11~’
13

90

’
10~’
13

40

’
10~’
15

60

’
11~’
13

90

광패킷 생성/해체 기술 연구
링형 광패킷 테스트 베드 구현

DWDM 기반 광대역
전송 핵심 기술

전력 인식
트래픽 제어를 위한
QoS 기술

코히어런트 전송 기술
광대역 증폭 제어 기술

BcN

네트워크 구조 및
관리 기술

파장 당 100G급 전송을 위한 광링크 핵심 기술

플로우 기반의 자원 관리 핵심 기술
네트워크 장비 사용률 증가를 위한 구조 및 에너지 절감 기술
네트워크 융합을 위한 DCB 기술

전력절감을 위한 전력인식 트래픽 분류 기준 연구
네트워크 정보를 통한 트래픽 패턴 연구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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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분야
전력인식 트래픽 정책
및 스케줄링 기술

전력 절감형 이동단말
및 지원 기술

주요내용
트래픽에 대한 정책 기반 스케줄링 기술
트래픽에 대한 멀티캐스팅 전송 기술

추진기간 소요예산
’
10~’
13

40

’
11~’
14

80

전력 절감형 이동체 핵심 기술 개발
무선 자원 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이동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 추진전략
● 전송/전달 장비, OS, 제어 S/W의 각 요소 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차세대 저전력, 고효율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형태로 제공
● 전력절감형 전달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트래픽 제어를 위한 QoS 기준을 정립하여 정책 기반
스케줄링 및 멀티캐스팅 전송 기술 제시 및 핵심 기술 확보
●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높은 통신 네트워크 구현을 위하여 광패킷에 기반한 전광 스위칭 네트워크
구현 가능성 제시 및 핵심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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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기가급 가입자망 기술

■ 연구목표
● 장거리, 다단분기 및 고분기 FTTH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가입자망의 광역화, 대용량을 실현하여
많은 운영비용을 차지하는 가입자망을 저비용 구조로 개선
● 미래 기술로 광 버스트 전송 기반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추진

■ 중점 연구분야
세부 분야

고밀도 WDM
액세스 기술

(단위 : 억원)

주요내용
고속 파장가변 기반 고밀도 WDM 액세스 네트워크
- 망 자원 최적화, 동적 파장 할당, 회선제어기술
- Flexible 다단분기/고분기 액세스 노드 기술
- 에너지 저감 트랜시버 및 ONU 기술
- 차세대 액세스 네트워크 전송 기술

추진기간 소요예산

’
10~’
13

100

’
11~’
13

60

100Gb/s 이상 유무선 통합 신호 전송이 가능한 OFDM-PON 핵심
기술개발
- 저가형 파장 무의존 광원과 WDM-PON 및 TDM -PON용 구성
광부품등을 사용한 OFDM 변조 방식 최적화 기술 개발
’
11~’
13
- Coherent Detection 및 Direct Detection 기반 OFDM용 유/무선
송수신기 기술 개발
- RF 대역의 OFDM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혹은 그역의 과정
에서 발생하는 신호 왜곡 현상 보상 기술 개발

60

상하향 10G급 TDM/DWDM 하이브리드 액세스

- WDM/TDM 정합용 Extender box 기술
- Legacy TDM-PON 적용 기술
양방향 대칭형 10G TDM-PON MAC 기술

- 상하향 대칭 및 1G/10G 혼용 MAC 기술
- 상향 대역할당 알고리즘 기술
대칭형 TDM
액세스 기술

양방향 대칭형 10G TDM-PON 플랫폼
- 고집적화 OLT 시스템 플랫폼
고분기, 고효율 10Gb/s 버스트모드 광 모듈
광대역 무선용 RoF 광원/수광소자

OFDM-PON
기술

BcN

■ 추진전략
● 통신사업자,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 및 국책연구소 등이 공동 연구 체계를 갖추고 초기부터 핵심
부품, 시스템 적용, 서비스 적용, 요구사항 도출 등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추진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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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유선 및 무선 서비스가 통합되는 환경에서 복합/융합 유무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개방적 인프라로서 유무선 복합/통합 액세스망 구축
● Femto, VoIP, IPTV 등의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개방형 기기 플랫폼 및 컨텐츠
이동성 보장을 위한 플랫폼 개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분야
유무선 융합 액세스
게이트웨이 기술
u-City 융합서비스
액세스 노드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QoS 지원 이종 망간 이동성 제공 게이트웨이 기술
SIP 기반의 VoWLAN 서비스 구현기술

’
09~’
11

90

’
09~’
11

45

QPS 서비스를 위한 요소기술 기술 및 서비스 통합 기술
복수 사업자 네트워크 및 서비스 접속 제어 기술
All IP 기반 유선/무선/센서 통합 액세스 기술

유/무선
융합노드 기술

3GPP, WiMax 신호 종단을 통한 Access-Core의 완전
’
11~’
14
분리가 가능한 B4G 유/무선 융합노드

200

유무선통합 Mobile
B-RAS 시스템 기술

유/무선에 관계없는 가입자 인증 및 접속제어가 가능한
’
11~’
14
B-RAS 시스템 기술

120

■ 추진전략
● 유선, 이동 사업 영역의 파괴를 전제로 4G 까지 포함하여 궁극적인 유무선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유무선 복합 액세스 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조기 착수함으로써 관련 핵심 기술을 선도
확보
● FTTH, Wibro, HSDPA 등의 결합 서비스 제공에 따라 요구되는 Seamless Service 제공 방안
으로 유무선 복합 액세스 기술이 조기에 상용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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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망 기술

■ 연구목표
● 이기종의 단말을 수용하고, 보호절체와 회선 서비스가 지원 가능한 접속 기술 및 수십 기가 이상의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LAN/이더넷 기술개발
● 지능화, 고도화된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현을 통해 품질 보장 및 secure 한 구내망
구축

■ 중점 연구분야
세부 분야

(단위 : 억원)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수십Gbps 고속 이더넷 인터페이스 기술

차세대 LAN/이더넷
스위치 기술

패킷 회선 멀티미디어 결합 통신, 유무선 및 가전 단말 통합을
통한 이기종 무선 접속기술
응용서비스 기반 보안, QoS 및 차단 등 L7서비스 기술

’
11~’
13

90

’
10~’
12

45

링 네트워크의 보호 절체 및 고가용성 기술
마이크로이하 sec 정확도의 시각 전달 기술
소스 IP 기반 접근 제어 기술

엔터프라이즈
게이트웨이
시스템 기술

실시간 접속 인증 및 서비스 인증 기술
지능형 플로우, 응용, 정책 인지 기술
플로우 aggregation/translation 기술

■ 추진전략
● 기가비트 이더넷 정합 기술에 백본 무선 정합 기술까지 확장
● 전달망의 플로우 기술을 가입자단까지 확장하여 사용자의 호스트 및 패킷을 단-대-단으로 제어
하여 보호하고자 함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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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품 기술

■ 연구목표
● 통합·융합화가 진행중인 광대역 통합망 구현에 필요한 핵심 부품 기술 확보
● 고속화, 광대역화, 다채널화 등의 고기능 구현 및 소형화, 저전력 소모 등 Green IT 구현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분야

FTTH 광부품
고도화 기술

차세대 PON 및
광부품 기술

100G
광부품 기술

패킷 스위치용
광부품 기술

주요내용
2.5G/10G 광대역 광원/수광소자
장거리/고분기 광파장대역 광증폭기
저전력 소모, 고속 파장 가변 광원
- 10Gb/s 변조기 내장형 고속 파장가변 광원
- 고속 파장가변 필터

’
08~’
10

60

10G 외부변조방식 고속 파장가변 광원
DWDM용 파장가변 필터
10G 파장가변형 TOSA/ROSA
10G 버스트모드 광모듈
10G TDM-PON 플랫폼
장거리 고분기용 광증폭기 기술
2.5G/10G 광대역 광원/수광소자
광링크 부품/모듈 기술
- 분산 보상 장치
- 능동 스위칭 기술
- 신호 왜곡에 강한 전송매체 기술

’
11~’
13

60

’
10~’
13

45

’
11~’
15

100

100G 이더넷용 광원/수광 소자
초고속 다채널 어레이 광원 기술
초고속 어레이 RF 신호처리 및 패키징 기술
100G 광모듈 기술
패킷 스위치용 광스위치 기술
패킷 스위치용 광버퍼 기술
패킷 스위치용 파장 변환기 기술
패킷 스위치용 고속 파장가변 광원 기술

■ 추진전략
● 시스템 개발과의 연계를 통한 적용도 향상 및 Time-to-market 구현
● 하이브리드 및 단일집적을 통한 소형화, 저전력 소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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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액세스 기술

■ 연구목표
● 무선 단말 및 서비스 연속성 지원을 고려한 전력 최적화를 위해 상황 인지를 통한 전력 절감형
이동체 관리 기술 개발
● 무질서, 무작위 통신 신호 남발로 인한 전력 낭비를 억제하고 통신 신호 감지를 위한 동작 조건
제시로 최소한의 전력 소비를 통해 전력 절감을 위한 그룹 관리 및 예약 기반 통신 기술 개발
● 계층별 인증 시스템 이용에 따른 중복 요소 및 절차 제거를 위한 계층 독립형 인증 체계 기술과
이동단말 및 무선단말의 인증 시스템 개발

■ 중점 연구분야
세부 분야

(단위 : 억원)

주요내용

추진기간 소요예산

가입자망 고효율화를 위한 그린 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그린 액세스
장비 기술

- 액세스망 통합 제어 시스템
- 그린 액세스 10Gb/s TDM/OFDM-PON 시스템

’
11~’
13

80

’
11~’
13

80

상황에 따른 단말-기지국 간 통신 기술
고효율 단말-네트워크 간 통신 기술

’
11~’
13

80

센서네트워크의 예약 기반 통신 신호 체계 기술
개별 및 그룹형 통신 체계 기술

’
11~’
13

80

이동단말 및 무선단말의 인증 시스템 개발
계층 독립형 인증 체계 기술

’
11~’
13

80

DWDM 기반 광 액세스 인프라 기술
저탄소 배출형 네트워크 장비 기술

그린 액세스
모듈/부품 기술

상황 인지를 통한 전력
절감형 이동체 관리 기술
전력절감을 위한 그룹 관리
및 예약 기반 통신 기술
계층 독립형
단말 인증 기술

- 저전력 통신 LSI 기술
- 에너지 저감형 그린 이더넷 기술 및 국제표준
나노 포토닉스 기반 초저전력 초고속 광부품
저전력/광대역 광링크용 실리콘 마이크로 포토닉 플랫폼 기술

BcN

■ 추진전략
● 저전력·고효율 그린 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세계 그린 IT 시장을 선도
● 가입자망 구간에서의 고효율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을 통한 핵실 기술 보유
● 단말/인프라 접속 제어기술 개발을 통해 그린 액세스망 제어와 관련한 핵심 기술 보유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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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지원 구조 개발

■ 연구목표
● 네트워크 가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안 및 품질 보장기술 연구
● 미래인터넷 플랫폼등의 미래인터넷 유무선 인프라 구축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연구

■ 중점 연구분야
(단위 : 억원)

세부 분야
가상화 기반 보안구조 기술
가상화 인프라 확장성 및
품질 보장 구조 기술

주요내용
가상화 기반의 인프라의 보안구조 개발
네트워크 컴퓨팅 보안구조 개발
가상화 인프라에서의 서비스 품질 보장구조 개발
가상화 기반네트워크에서의 확장성 지원 구조 연구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3

30

’
11~’
13

30

■ 추진전략
● ITU-T FGFN 및 NSF 의 GENI FIND 의 가상화 연구와의 연계를 통한 호환성 확보
● 국내 보유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가상화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네트워크 가상화 구현기술 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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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제어 및 자율관리구조기술 개발

■ 연구목표
● 미래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서 네트워크의 상황인지기술 및 자율관리 구조 연구
● 상황인지 기술및 자율관리 구현을 위한 자율관리 protocol 연구

■ 중점 연구분야
세부 분야
지능형 자율제어
구조 기술
자율관리 protocol 기술

(단위 : 억원)

주요내용
Knowledge/Context 기반 자율 관리구조
Ontology 기반 관리정보 modeling 구조
자율 관리 protocol 구조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3

30

’
11~’
13

30

■ 추진전략
● 미래인터넷 연구를 통해 확보된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기술의 완성하여 장기적으로 실재 네트
워크에 적용
● 자율관리 프로토콜 개발을 통한 자율관리 네트워크 구현 가능성 제시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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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아키텍쳐 기술 개발

■ 연구목표
● 국내 산학연 및 외국 네트워크 연구자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처 기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위 통합구조 연구
● 혁신적인 계층구조의 연구로 혁신적인 네트워크의 통합구현기술 확보
● 특수 환경네트워크 구조연구를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통합방안 마련

■ 중점 연구분야
세부 분야
통합 아키텍쳐 핵심기술 기술

특수환경 네트워크 구조 기술

(단위 : 억원)

주요내용
혁신적인 계층구조 (예, PNA, RNA 등) 연구
다양성 지원 네트워크 상호 운용 구조 연구

Delay tolerant Network (DTN)
Vehicular Network

추진기간 소요예산
’
11~’
13

40

’
11~’
13

20

■ 추진전략
● 미래인터넷 연구를 통해 확보된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기술의 완성하여 장기적으로 실재 네트
워크에 적용
● 특허 심층 분석 및 Patent Map 작성을 통한 핵심기술의 원천 IPR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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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11년도 중점추진 계획

■ 중점방향
● 유무선 통합 그린 ICT 인프라 기술 중점 개발

■ 전략목표
● 창조적 연구기획 및 개발
- 미래 광인터넷, B4G를 위한 유무선 융합기술,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연구 등 차세대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창조적 연구개발
● 지식기반 ICT 인프라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주요 원천 기술에 대한 IPR확보와 표준화에 주력하여 신 시장 선도
- 상용화기술 조기 확보를 통한 개발기술의 빠른 시장진입 유도

■ 사업추진 계획
구 분 중점 연구분야

1

서비스
및 제어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표준화된 방법으로 산업 분야별 플랫폼을 개발 가능
한 공통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공통서비스 플랫폼 기반 산업 융합 플랫폼 기술 개발

방송·통신 융합 다자간
서비스 및 연속성 제어
기술개발

다양한 형태의 다자 단말 간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제어 기술
멀티 단말 환경의 단말간 서비스 연속성 제어 기술
개발

All-IP 융합 네트워크를
위한 통합 시그널링
기술개발

응용서비스 연동 통합 신호처리 방식 개발 및 대규모
가입자용 통합 신호 처리 플랫폼 연구

유무선 통합 미디어
적응형 서비스
게이트 웨이 기술 개발

유무선 멀티 단말 환경의 미디어 적응형 변환이 가능한
통합 서비스 제어 기술 개발

Managed WiFi-Direct
제어 기술 개발

저전력 고신뢰 Wi-Fi 단말간 직접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제어 기술(데이터 채널과 제어 채널 완전 분리)
개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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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반
수요자 지향 융합서비스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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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복합 상황정보기반
적응형 서비스 경로
구성 기술연구

사용자, 네트워크, 서비스의 복합적인 상황정보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적으로 서비스의 실행을 구성하고 제어
하는 미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Network coding을
이용한 광대역
무선- PON 결합
기술개발

테라급 무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백홀 및 300% 향상된 멀티개스트 대역 처리율을
갖는 네트워크 코딩 기반 광대역 무선 PON결합기술
개발

차세대 응용 플랫폼을
위한 대용량 WDM-PON
시스템 개발

10G 파장가변 방식 DWDM-PON 및 유·무선 융합
서비스 수용 기술 개발

차세대 PON 및
광부품 기술 개발
2

가입자망

저잡음 다파장
차세대 광원 기술 개발
대칭형 TDM
액세스 기술 개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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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망

연구내용(요약)

10G 파장가변 광원, 필터 및 TOSA/ ROSA 개발
광통신망 및 광가입자망을 위한 저잡음 다파장 광원
기술 개발
상하향 대칭 10G EPON 및 GPON 기술 개발

OFDM-PON
기술 개발

10Gb/s급 OFDM-PON 기술 및 유-무선 융합을 위한
RoF 기술 개발

유/무선
융합노드 기술 개발

3GPP, WiMax 신호 종단을 통한 Access-Core의
완전 분리가 가능한 B4G 유/무선 융합노드 기술 개발

유무선통합 Mobile
B-RAS 시스템 개발

유/무선에 관계없는 가입자 인증 및 접속제어가 가능
한 B-RAS 시스템 기술 개발

차세대 대용량
코히 어런트
광OFDM 기술 개발

차세대 대용량 코히어런트 광OFDM 기술개발, 코히
어런트 광OFDM 송신기 기술 개발

응용서비스 인식형
네트워크 스위치·플랫폼
기술개발

플로우 인식 기반다중서비스 스위치 및 이용자 기반
정책제어 관제 플랫폼 개발

Scalable
마이크로 플로우
처리 기술 개발

IP 패킷을 다차원 정밀 검사하고 마이크로 플로우
기반으로 다계층 처리하는 scalable 마이크로 플로우
처리 기술 개발

클린 인터넷과 공정 접속
환경 제공을 위한 실시간
트래픽 통합 제어플랫폼
기술개발

All-IP 망에서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을
목표로 트래픽관리 정책서버, 실시간 트래픽 전수 수집,
측정, 분석 및 제어를 수행하는 통합제어플랫폼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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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점 연구분야

3

전달망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인터넷서비스 실시간
트래픽 제어 기술 개발

음란, 도박, 테러, 국가안보 저해, 사이버 범죄 등 불법
유해사이트 접속에 대한 IP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정밀 분석 및 차단 제어 기술 개발

FMC 음성 및
오디오 융합코덱 및
제어 기술 개발

유무선 통합망 환경에서 1개의 단일 융합코덱으로 원음
수준의 음성과 오디오 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는 융합코덱 및 가변비트율 코덱 제어 기술 개발

통신장비 성능비교 시험
(BMT) 기반 구축

글로벌 통신장비 협의체 내에서 차세대네트워크 관련
표준규격 등의 도출 및 검증을 통해 국내 산업의
글로벌화 지원

융합서비스 장비
상호운용 기반구축

차세대 네트워크 관련 장비의 산·학·연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연구개발 단계별 시험·검증 및 장비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의 조기 정착 및 관련 장비 산업의 활성화

엔터프라이즈용 Smart
Border 라우터 개발

자가망 및 액세스 망에서 트래픽의 동적인 Behavior
변화, 응용 특성, 정책 등을 인지하여 인트라넷 보호
및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라우팅/트래픽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용 SBR (Smart Border
Router) 개발

통신장비 개발 보급용
Flow Processing
Engine 기술개발

국내 통신장비 제조업계의 신속한 차세대 Carriergrade 네트워크 장비 및 고성능 멀티미디어 서비스
장비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옴니플로우 통합 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패킷 광 통합 스위칭 기술 개발

다계층 통합
제어 기술 개발

패킷 광 통합망 자원 관리 및 제어 기술, 패킷 광 통합
망경로 제어 기술 개발

100G 이더넷 및
광전송 기술 개발

40G/100G 광변조 및 전송 기술, 40G/100G 이더넷
MAC/PHY 기술, 100G 전송 프레이머 및 FEC 설계
기술 개발

100G 이더넷용
광송수신기 개발

100G 이더넷용 광원용 광부품, 100G 이더넷용 광수
신용 광부품, 100G 이더넷용 초소형, 저전력 집적형
광송수신기 개발

캐리어 이더넷
멀티 플렉서 기술개발

200개 이상의 3G/4G/WiMax/LTE 기지국을 수용할
수 있는 40G 용량의 캐리어이더넷 멀티플렉서 시스템
개발

모바일 백홀
라우터 기술 개발

IP 기반의 차세대 무선망과 IP 코어망과의 연동, 이동성
및 보안 기술 개발

패킷 스위치용
광부품 개발

광패킷 스위치용 광스위치 부품, 광버퍼 부품, 파장
변환기, 고속 파장 변환 광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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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패킷 통합
교환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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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서비스 가용성을 위한
이성성 관리 기술 개발

IP 중심의 이동 무선네트워크의 핵심 요소기술을 파악
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초정밀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웹 서비스 및 모바일 환경에서의 대규모 사용자 행태
분석 및 고성능 대용량 초정밀 트래픽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가상화 지원 프로그래머블
플랫폼 기술 개발

미래인터넷 인프라를 위한 가상화 지원 프로그래머블
플랫폼 및 핵심원천 기술 개발

가상화라우터 기반
Test-bed 구축

4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

연구내용(요약)

미래인터넷 국제협력 연구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미래인터넷 네트워크
다양성 지원 연구

미래인터넷에서의 이동환경 및 네트워크 다양성 지원
구조 연구

초고속 가상화 라우터
기술 개발

다이나믹 서킷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초고속 가상라우터
기술연구

HiMang 기술 개발

혁신적 미래인터넷 망 및 서비스 관리 구조 도출, 관련
원천기술 및 연구 시제품 개발

가상화 기반
보안구조 개발
가상화인프라 확장성 및
품질 보장구조 개발
지능형 자율제어구조 개발
자율관리 프로토콜 개발
통합아키텍쳐
핵심 기술 개발
특수환경 네트워크
구조 개발

인프라 보안구조, 네트워크 컴퓨팅 보안구조 개발
가상화 서비스 품질보장구조, 확장성 보장구조 개발
knowledge/context 기반 자율관리구조, ontology
기반 관리 정보 modelong 구조
자율관리 protocol 개발
혁신적인 계층구조(예, PNA, RNA 등) 개발
DTN, Vehicular network 등 특수환경 H/W 구조
개발

* 연구과제명(계속과제포함)은 예산심의결과 및 분야별 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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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대효과

01

기술적 기대효과

■ All IP 통합망을 위한 패킷 기반 통합 액세스 기술을 먼저 확보하여, 융·복합화 추세에
부응한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관리/운용, 서비스 관리 기술의 경쟁력 확보
■ ALL-IP 융합 네트워크 기술의 주도권 장악은 미래의 차세대 광인터넷 기술, 미래 인터넷
기술 진화의 유리한 고지 선점이 가능
■ 통신·방송 및 유·무선 통신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의 전광 통합망을 구현하여
고속,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솔루션 제공
■ 다중 액세스망 환경에서 Seamless한 이종 망간 이동성 제어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
하기 위한 이동성 제어 프레임웍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유비쿼터스 통신 서비스
실현에 있어 기술 경쟁력을 확보
■ 다양한 차세대 무선망에서의 대용량 트래픽과 미디어를 IP 코어망과 연동하여 대역폭
보장 및 안전한 통신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융합 인프라 구축
■ 광대역 통합망을 통한 원격의료, 원격교육, 제택근무 등의 휴먼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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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Slate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네트워크 구조 기술은 아직 충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기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IPR화를 추진하고 향후
상용화 시점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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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적 기대효과

■ 국내 BcN 산업의 생산유발액은 2015년까지 84조 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2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 BcN 경제적 파급효과 ▼
구 분
생산유발효과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00,928 106,984 113,403 120,207 127,419 135,064 143,168

부가가치유발효과 29,403
고용유발효과

2011년

(단위 : 억원, 명)

29,349

합계
847,173

31,168

33,038

35,020

37,121

39,348

41,709

246,807

31,110

32,977

34,955

37,052

39,276

41,632

246,351

■ 2010년 이후 지식 기반 서비스 미들웨어 기술, IMS Evolution 및 동적 망 컴포지션 기술
등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제어 기술의 적용으로 국내외 새로운 서비스 및 장비 시장
형성이 예측
■ 통신 사업자는 유·무선 통합 및 통·방 융합 네트워크에서 통신, 방송, 신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기의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Capex./Opex.
감소
■ 정부의 글로벌 마케팅에 따른 해외 u-City 구축컨설팅과 장비공급에 따른 신규시장 개척
기대로 신흥시장 형성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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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유·무선 통합 및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롭고 편리하며 보다 다양해진
서비스를 통해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
■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를 단순하게 구축 및 응용 서비스 소요로 인해 제조, IT 통합, IT
조선 융합, 컨텐츠 등 수많은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 효과적인 통신 서비스 및 네트워크 관리를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통신생활의
질을 향상
■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및 사회 윤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유해 트래픽의 실시간 관리를
통한 국가 정보인프라 효율성 제고
■ 네트워크 대용량화를 위한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멀티미디어 및 비디오 기반의 가입자
트래픽 증가 수요를 경제적으로 수용하는 고도화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 1위의
통신 선진화 사회 달성 가능
■ IT 선진국의 기술 종속으로 부터 탈피하여 IT 기술 종주국으로의 지위 확보 및 미래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세계 선도 기대
■ 미래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시험서비스가
상용서비스로 이전되는 선순환 연결고리가 구축

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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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참여 전문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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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김철수

총괄

2

충북대학교

교수

최성곤

학

3

인제대학교

교수

이종협

학

4

넷진테크

팀장

김종철

산

5

SKT

책임

박성수

산

6

ETRI

팀장

김영부

연

7

ETRI

책임

박노익

연

8

ETRI

책임

김주성

연

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책임

현종웅

간사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

김은경

간사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

전광호

간사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

김서균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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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주요용어 및 약어해설
[A]
● AON : Active Optical Network
● ASON : Automatic Switched Optical Network

[C]
● CFM : Connection Fault Management
● CMTS : 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D]
● DPI : Deep Packet Inspection
● DSLAM : 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 DQPSK : Duobinary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 DWDM :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

[E]
● E-PON : Ethernet PON

[F]
● FTTB : Fiber-To-The-Building
● FTTH : Fiber-To-The-Home
● FTTN : Fiber-To-The-Neighbor
● FTTW : Fiber-To-The-Wireless

[G]
● GMPLS : Generalized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G-PON : Gigabit Ethernet PON

[I]
BcN

● IDC : Internet Data Center
● IMS : IP Multimedia Subsystem
● IP-PBX : IP-Private Automatic Branch eXchange

[M]
● MPLS :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MPLS-TP : 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 Transport profile
● MSPP : Multi-Service Provisioning Platform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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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AM :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 OEO-OXC : Optic-Electric-Optic Optical Cross-Connect
● 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
● OXC : Optical Cross Connect

[P]
● PBB : Provider Backbone Bridge
● PBB-TE : Provider Backbone Bridge Traffic Engineering
● PXC : Photonic Cross-Connect

[R]
● ROADM : 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S]
● SAE : System Architecture Evolution
● SDH : Synchronous Digital Hierachy
● SNS : Social Network Service

[T]
● TDM-PON : Time Division Multiplexing Passive Optical Network
● T-MPLS : Transport-MPLS

[U]
● UBcN : Ultra BcN
● UMA : Unlicensed Mobile Access

[W]
● WDM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 WDM-PON : Wavelentgth Division Multiplexing Passive Optical Network

[X]
● XCMS : Xfra Cool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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