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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화 개요
1.1. 기술 개요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기술들을 총칭하며, 세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네트워크 기능 가상화(SDN/NFV), 네트워크 지능화,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양자 정보통신,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전달망, 유무선 액세스 등의 기술들을
포괄적으로 포함

¡ (SDN/NFV 기술) 네트워크 장비에서 네트워크 제어 부분과 데이터 전달 부분을 분리하고
제어 부분만을 중앙 집중화하여 외부에서 개방형 API를 통해 네트워크 경로 및 제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하는 기술과 전용 하드웨어 방식의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들을 범용
서버에 탑재하여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동작시키는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기술
¡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데이터의 자동 수집, 기계학습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
의사 결정을 위한 피드백 등 일련의 절차를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종단 간 (재)
설정, 제어, 관리 및 오케스트레이션 등의 기능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술
¡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패킷 처리 방법을 통해 실감형 미디어,
정밀 제어계측 등과 같은 시간민감형 또는 임무중요형 트래픽을 매우 적은 지연과 편차로
요구되는 시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장애 발생 시에도 트래픽 손실 없이 전달하는 기술
¡ (양자 정보통신 기술) 고전적 기술로는 처리 불가능한 양자 역학의 중첩, 비복사성 그리고
얽힘 등의 정보 처리를 통해 무조건적 보안이 제공 가능한 양자암호통신, 양자 시험/인증
및 양자 소자 등의 기술
¡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기술) IP 기반 호스트 간 연결성을 제공하는 기존 인터넷을 혁신하기
위해 세그먼트 식별자를 이용하거나, IP 주소 대신 서버, 라우터, 콘텐츠 등을 나타내는 네임을
이용하여 패킷을 전달하는 기술
¡ (전달망 기술) 데이터센터 간, 메트로 구간 그리고 장거리 통신망에서 물리계층 및 링크
계층의 전송 또는 스위칭을 통해 고용량 이더넷 광전송 및 OTN 광전송, MTN 광전송,
고정밀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등을 지원하는 기술
¡ (유무선 액세스 기술) 시간분할/파장분할 다중화 방식의 고속 개방형 광액세스 기술과
RoF/광기반 Sub-THz 전송 방식의 인도어 광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초저지연으로 모바일
5G 서비스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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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개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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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화 비전 및 기대효과
¡ 표준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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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지능형 네트워크의 SDN/NFV,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은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사실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이와 함께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de-facto 표준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으므로 사실 표준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간 상호 연계 및 협력
등 고려하여 추진 필요.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전달망, 유무선 액세스 기술은 초저지연
/초고속 유무선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버티컬 산업 분야에 이를 적용 4차 산업혁명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바일/무선 기술과의 연동도 고려하여 추진 필요. 마지막으로, 양자
정보통신,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기술은 전통적인 네트워크의 구조 변경을 수반해야
하므로 관련 표준 개발과 함께 시험망을 통한 서비스 검증 추진도 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능형 네트워크의 추진 전략으로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병행한
선도경쟁공략으로 선정
< 표준화 목표 >
구분

주요내용
·
·
·
·

∼ 2022년

·
·
·
·
·
·
·
·

∼ 2024년

물리 및 가상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확보 추진
물리 및 가상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정보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표준화 추진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슬라이싱 정보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링 표준화 추진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참조 아키텍처 표준 고도화 및 데이터 표준화 추진
ITU-T와 ETSI에서 유즈케이스 및 참조 아키텍처 위주로 1차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추가 논의 진행 중
근거리 또는 광역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 기술 확보 추진
IEEE, IETF에서 Ethernet/IP/MPLS 기반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기술(TSN/DetNet)에 대한 데이터 평면
보완, 제어관리 평면 프로토콜 및 파라미터 정의 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양자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제어기술 및 소자 인증 표준 기술 확보 추진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아키텍처 수립과 시스템, 인증, 키관리 기술의 표준화 진행 중
양자 보안 소자의 인증 기술 표준화 추진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와 프로토콜 표준화 추진
ITU-T, IETF, IRTF에서 정보중심 네트워킹과 세그먼트 라우팅의 데이터 평면 구조와 라우팅 프로
토콜의 확장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데이터 센터 간 800G급 이더넷 신호 및 OTN 망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기술 확보 추진
ITU-T에서 FlexE기반 OTN 망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표준 수정 보완, 800G급 OTN 망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표준 및 MTN 망동기 표준화 완료 추진
IEEE 802.3에서 800G급 IDC망에 대한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완료 추진
OIF에서 800G급의 변조기술 및 모듈개발에 대한 IA(Implementation Agreement) 표준화 완료 추진
고속 광액세스 및 인도어 광네트워크 기술 중심으로 핵심 원천 기술 및 IPR 확보
ITU-T, IEEE, IEC 등 표준 선도그룹에서 유무선 광액세스 주도권 확보 추진
점대다점(P2MP) 구조, 고속 TDM-PON 표준 구현 기술 및 RoF 전송 및 광 기반 sub-THz 전송
기술개발 추진

- AI 기반의 물리 및 가상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관리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NFV 가상화
기술 표준화 확보 추진
· AI 기반 네트워크 제어관리 자동화를 위한 모델링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가상화 및 컨테이너 Infra 관리 표준화 추진
-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은 지능형 네트워크 참조 구조 표준 완성 추진
· ITU-T에서 네트워크 참조 구조 표준에 대한 추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수정본 발표. ETSI에서
다양한 PoC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모델 중심의 표준 발표 예상
-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다중 도메인 및 다계층 간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화 추진
· IEEE, IETF에서 정의한 TSN/DetNet 프로파일을 참고로 이종 네트워크 도메인 및 계층 간 상호
연동을 위한 표준화 이슈 발굴 및 표준 IPR 확보 추진

10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구분

주요내용
·
·
·
·
·
·
·
·

∼ 2026년

양자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제어 관리 기술 및 소자 인증 표준 기술 추진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키관리 시스템의 세부 표준화 완성 추진
양자 보안 시스템 및 소자의 인증 시험에 대한 표준 기술 확보
네임 기반 네트워크 기술을 5G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기능 확장 표준화 추진
ITU-T, IETF, IRTF에서 네임 해석 서비스를 5G 네트워크에서 적용하고 IP 기반의 5G 네트워크
구조를 네임 기반 기능 구조로 확장하는 표준화가 진행 중
데이터 센터 간 1.6T급 이더넷 신호 및 OTN 망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고정밀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기술 관련 IPR 확보와 표준화 주도권 확보 추진
ITU-T에서 1.6T급 OTN 망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IEEE 802.3에서 1.6T급 IDC망에 대한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
OIF에서 1.6T급의 변조기술 및 모듈개발에 대한 IA(Implementation Agreement) 표준화 추진
저지연 5G 수용 및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유무선 광액세스 기술 표준 개발 및 상용화 추진
ITU-T, IEEE, IEC 등 표준 선도그룹에 표준을 반영하고 국내 산업계 상용화 추진
차세대 인도어 광네트워크용 광 기반 sub-THz 대역 전송 원천 기술 및 IPR 확보 추진

- AI 기반의 물리 및 가상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관리 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차세대 SDN
표준화 추진
· AI 기반 네트워크 제어관리 자동화를 위한 모델링 및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 데이터 평면 제어관리 및 운용 자동화 표준 추진
-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은 지능형 네트워크 구성 주체 간 상호 연동 표준화 추진
·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주체 간 상호 연동 관련 표준화 추진 및 강화학습/역강화
학습 기반의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관련 표준화 논의가 예상
- 종단 간(E2E) 저지연/고정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이슈 발굴 및 표준화 추진
· 종단 간 초저지연 전송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 융합(유선/무선/위성)을 통해 체감품질형 저지연/
고정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이슈 발굴 및 표준 IPR 확보 추진
- 양자 정보통신 기술로 Industry 5.0을 실현하고 신산업을 창조위한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의 표준
이슈 발굴
·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차세대 보안 시스템의 아키텍처 규정 및 연동 제어 표준기술 확보 추진
·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센서, 보안 소자 등에 대한 표준 이슈 발굴
- 네임 기반 네트워크 기술을 5G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토콜 확장 표준화 추진
· ITU-T, IETF, IRTF에서 네임 해석 서비스를 5G 네트워크에서 적용하고 IP 기반의 5G 네트워크
구조를 네임 기반 프로토콜로 확장하는 표준화가 진행 중
- 데이터 센터 간 1.6T급 이더넷 신호 및 OTN 망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표준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초정밀/고안정 시간 동기 전달을 지원하는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기술에 대한 표준 기술 확보
추진
· ITU-T에서 1.6T급 OTN 망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표준화 완료 추진
· IEEE 802.3에서 1.6T급 IDC망에 대한 이더넷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 완료 추진
· OIF에서 1.6T급의 변조기술 및 모듈개발에 대한 IA(Implementation Agreement) 표준화 완료 추진
- 다양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광액세스 가상화 기술 표준 개발 및 sub-THz 전송
기술 표준화 추진
· ITU-T, IEEE, IEC 등 표준 선도그룹에서 광액세스 가상화 기술 주도권 확보 추진
· 인도어 광네트워크용 광 기반 sub-THz 전송 기술 표준화를 IEEE, IEC에서 추진

¡ 표준화 기대효과
- 국제표준 경쟁력 강화 측면
·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SDN/NFV, 네트워크 지능화
구조를 바탕으로 ONF, IETF, ETSI, ITU-T, IEEE 등의 핵심 기술 표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
및 대응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고도화 추진
· 네트워크 운용관리 지능화 분야 표준화 선도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제 표준 제정 시 국내 통신망 생태계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
· 네트워크 지능화 분야 기술 및 시장 성숙도는 초기 단계를 갓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각계의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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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지능화 표준 작업을 통해 기술 개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산학연 협업 환경
조성을 지원
·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은 5G/B5G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 인프라 기술
중 하나이므로 국제적으로 선도 중인 국내 버티컬 도메인 적용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표준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제 표준화 선도 및 협력
· 양자 정보통신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미래 기반 기술로서 신산업을 창조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혁하는 기술 분야 창조로 신기술을 선점하고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유럽에서 태동하고 있는 표준화에 적극 대응하여 표준을 선도
·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술과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기술에 대한 표준 기술은 미래의 산업
혁명을 위한 통신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융복합 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 산업체 및 연구소가 보유한 초고속 광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고용량 이더넷 및
OTN 광전송의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5G 모바일 망과 시간민감형 서비스를 위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기술의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로 국제경쟁력 향상 기대
· 초고속 저지연 광액세스 표준과 분산 안테나 시스템 표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가입자
서비스, B2B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무선 액세스 기술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고, 광 기반 sub-THz 전송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인도어 광네크워크 기술과 개방형
액세스망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하여 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인에이블러로 작용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
· 중소기업의 SDN, NFV 제조 산업 기반과 네트워크 지능화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표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표준화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의 활성화,
응용 및 활용의 저변 확대, 신규 첨단 IT 서비스의 창출 기대
·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의 표준 핵심 기술을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틈새시장 항목을
도출하고, IPR 선점형 표준화 추진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강소 기업 육성
· 양자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양자 소자,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센서, 양자 암호 통신 소자
및 보안 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신산업을 선점하고 글로벌 신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미래 신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보 중심 네트워킹 표준기술과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기술은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스마트
엣지 기술에 바로 적용 가능하므로 선행 기술 개발과 표준 IPR 등을 통해 국내 중소 규모의
네트워킹 장비 업체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국내 중소기업은 패킷/광 통합 전달망(POTN) 장비 개발을 포함하여 광전송 장비를
수년 동안 개발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해오고 있으며, ETRI를 중심으로 고용량 광전송의
핵심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향후 고용량 장거리 광전송 관련 국제 표준 기술의 장비
적용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패킷 전달망과 5G 모바일망 확대에 따른 고정밀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기술에 대한
기술 축적과 보급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 유무선 액세스 관련 중소기업이 국제 표준기술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국내 적용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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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안전보장 측면
· SDN/NFV 기반의 새로운 이용자 기반 네트워킹 환경을 토대로 높은 편이성과 고성능·
효율성·고보안성을 지원하는 차세대 통신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의 향상과
안전보장사회 실현 기대
·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적·공간적 환경에 제약 없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밀 결합된 미래 사회를 실현하고 지역 및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
· 양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 보안 및 절대적 보안을 구현하고 양자 소자 및 양자
컴퓨터를 통한 고도의 측정 계산 시스템을 구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초정밀·
고신뢰 안전사회 실현
· 고용량 장거리 광전송 기술은 광매체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로서 다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여 국민의 정보 획득 및 교환 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 안전
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빠르고 원활한 정보 교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 고정밀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재난 발생 시간 등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사회 실현 기대
· 정보중심네트워킹 표준기술과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저지연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와 지능형 디바이스 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지원
· 유무선 액세스 기술이 적용된 5G 및 10G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ICT
융합 서비스 발굴과 확산으로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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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점 표준화 항목
¡ 표준화 항목 중분류 범위의 설정
-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자원을 자동화 및
가상화하고 동적으로 제어관리하기 위한 SDN/NFV,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트래픽의 특성에 따라 저지연/고정밀/고신뢰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저지연/
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양자 정보통신 기술,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기술,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트래픽 변화 및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전달망 기술, 유무선 액세스
기술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표준화 전략 수립 필요. 본 표준화전략맵 지능형 네트워크
분과에서의 중분류 범위는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표준화 기구의 작업그룹별
표준화 범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 단위 기술을 중심으로 구분
< 지능형 네트워크 Ver.2022 표준화항목 >
표준화 항목

SDN/
NFV
기술

표준화 내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다중 계층/
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IETF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SDN 광역망 제어관리 및 이종/레거시 TEAS/
네트워크 간 하이브리드 연동기술을 위한 트랜스포트 SDN CCAMP/
구조/모델링/인터페이스 표준
PCE,
-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제어관리 표준(IETF, ITU-T, ONF) ITU-T
- AI 기반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제어관리 표준(ITU-T, SG15,
ONF)
ONF
-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어관리 표준(IETF, OTCC/
ITU-T)
OIMT/
ODTN

⑤

O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평면 포워딩 동작을 동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추상화 인터페이스 표준, 데이터
ONF
평면 제어/관리/운용 자동화 인터페이스 표준
NG-SDN/
- 화이트 박스 스위치 추상화 및 동적 설정 표준(ONF)
Stratum/
- 데이터 평면 Programmable화 및 데이터 평면 프로그래밍
P4
언어 표준(ONF)
- 데이터 평면 제어, 관리 및 운용자동화 표준(ONF)

⑤

O

멀티 사이트/도메인 간 서비스/가상화 자원 운용, 네트워크
슬라이싱 지원, 엣지 컴퓨팅, 효율적 가상화 및 5G 지원을
위한 오케스트레이션/클라우드 및 설치/운용 간소화 표준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가상화 및 컨테이너 Infra ETSI
관리 표준(ETSI)
NFV/
클라우드
- OS 컨테이너 기반 NFVI 진화 표준(ETSI)
MEC,
네이티브 기반
- 정책 기반 관리, VNF, NS 관리 간소화 등을 통한 NFV ONAP,
NFV 표준
자동화 표준(ETSI)
OSM,
- 5G 지원 가상화 향상 표준(ETSI)
OPNFV
- NFV-MANO 서비스 기반 구조 및 Capability exposure
표준(ETSI)
- 멀티 엣지 컴퓨팅(MEC) NFV 표준(ETSI)

③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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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ONF
OTCC/
OIMT,
ONOS,
ODL,
IETF
NetMod/
NetConf/
BM,
ITU-T
SG15

⑤

X

멀티 벤더들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및 적합성 확보에 요구되는 시험 표준
ETSI
- MANO 상호운용성 시험 표준(ETSI)
NFV,
- MANO 오픈 API 적합성 시험 표준(ETSI)
OSM,
- MANO 성능 시험 표준(ETSI)
OPNFV
- NFV 인프라의 벤치마킹 및 성능지표 측정방법 표준
(ETSI)

⑥

X

네트워크 기능의 E2E 자동화 및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policy), 폐쇄루프(closed-loop) 제어 기능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을 위한 참조 구조 표준
- 네트워크 지능기술 프레임워크 및 참조 구조 표준
(ETSI, ITU-T)
- 네트워크 정책 기반 모델링 표준(ETSI, ITU-T)

ETSI
ENI/
ZSM,
ITU-T
SG13

③

O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제공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처리
방법, 지능형 네트워크 하부 인터페이스 규격 및 정보
모델링 표준
네트워크
네트
지능화 데이터 - 네트워크 지능화 인공지능 학습/서비스를 위한 정형/
워크
비정형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운용 구조 표준(ETSI, ITU-T)
처리 및
지능화
정보모델링 - 네트워크 지능 기능 정보/데이터 모델링 표준(ETSI,
기술
ITU-T)
표준
- 네트워크 지능화를 위한 모델링 데이터 가공 프레임
워크 표준(ITU-T)

ETSI
ENI/
ZSM,
ITU-T
SG13

④

O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구성 요소 간 상호 연동 및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학습 및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표준
지능화
- 네트워크 지능엔진/운용관리시스템/MANO간 연동 인터
상호연동 및
페이스 표준(ETSI, ITU-T)
분산화/최적화
- 분산 네트워크 기반 인공지능 자동 학습 및 서비스
표준
최적화 기술 표준(ETSI, ITU-T)

ETSI
ENI/
ZSM,
ITU-T
SG13

②

X

③

O

SDN 응용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인터
페이스(NBAPI) 및 이와 관련한 언어, 검증 도구 관련 표준
SDN 모델링 - SDN 응용 서비스 오픈 소스 표준(ONF, ODL, ONOS)
및 검증 표준 - SDN 모델링 언어 및 자동화 도구 표준(ITU-T, ONF,
IETF)
- SDN 인터페이스 호환성 및 인증 시험 표준(ONF, IETF)

NFV 시험
표준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단일 사업자 규모의 광역 IP/MPLS 망(캠퍼스, 사설 WAN)에서
도메인 연동을 통한 TSN 확장을 포함한 종단간 저지연/고정밀
저지연/
광역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L3 IP/MPLS 기반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IETF
고정밀
시간확정형 (DetNet) 표준
DetNet/
네트
네트워킹
- IP/MPLS 기반 DetNet 데이터 평면, OAM 표준(IETF)
CCAMP/
워크
(DetNet) 표준 - DetNet 유계 지연 타이밍 모델 표준(IETF)
TEAS
기술
- DetNet 제어/관리 표준(IETF)
- DetNet 보안 고려사항 표준(IETF)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_ 지능형 네트워크 105

표준화 항목

근거리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TSN) 표준

표준화 내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LAN/MAN 규모의 근거리 브리지 망(5G, 스마트공장,
자동차, 항공기 등)에서 종단간 저지연/고정밀 서비스 IEEE
제공을 위한 L2 Ethernet 기반 시간확정형 네트워킹(TSN) 802.1,
표준
IEC
- 시간 동기 표준(IEEE)
TC65,
- 무손실 프레임 전달 표준(IEEE)
AVnu,
- TSN 제어/관리 표준(IEEE)
OPEN,
- TSN 적용 프로파일 표준(IEEE, IEC, AVnu, OPEN, SAE)
SAE
- 비-브리지(non-bridge) 시스템을 위한 802.1Q QoS 프로비젼 AS-1
표준(IEEE)

네트워크 종단(서버/단말) 상호 간 응용서비스의 저지연, IETF
고신뢰 품질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전송계층(L3/L4) 데이터 TCP/
QUIC/
통신 표준
종단 간
- 저지연 전송 프로토콜(TCP/UDP) 및 혼잡제어 알고리즘 NVO,
IRTF
저지연 데이터
표준(IETF/IRTF)
ICC,
통신 표준
- 다중경로 고신뢰 서비스 전송 프로토콜 표준(IETF)
OpenFog,
- 요구사항 데드라인 기반 서비스 전송 프로토콜 표준(IETF) OEC,
- 네트워크 엣지 컴퓨팅 기반 서비스 구조 및 모델 표준
IIC,
(OpenFog, OEC, IIC, AECC)
AECC

네임
기반
네트
워크
구조
기술

X

⑤

X

양자암호통신과 양자암호 통신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표준
- 양자암호통신의 구성요소 구현 표준(ETSI)
- 양자암호통신 전송망의 제어 및 관리 표준(ITU-T, ETSI)
- 양자암호통신 노드 간 양자암호키 전달을 위한 구조
표준(ITU-T)
- 양자암호통신망 및 Key Management System 구성 표준
(ITU-T, ETSI)
- SDN/광전송 연동 인터페이스 및 구조 표준(ITU-T)

ETSI
QKD,
ITU-T
SG13/
SG17

⑤

O

양자 정보통신에 대한 시험, 실증 기술 및 보안성 검증에
대한 표준
- 양자 통신망 시험, 실증 등 구체적 검증 표준(ETSI)
양자 정보통신 - 보안 요구사항과 안전성 검증 표준(ETSI, ITU-T)
시험 및 인증 - 양자암호 인증관련 구성요소 표준(ETSI, JTC1)
- 보안 인증체계 규정 표준(JTC1)
표준
- 양자 난수발생기 인증 및 표준(ITU-T)
- 양자 소자 및 양자망 구성 요소 시험 및 규격 표준
(ETSI, ITU-T)

ETSI
QKD,
ITU-T
SG13/
SG17,
JTC1
SC27

①

O

양자 기반의 정보통신 소자의 구현 및 보안성과 특성화에
양자 기반의 대한 표준
정보통신 소자 - 양자 기반의 광중계기, 송수신기 표준(ETSI, ITU-T)
- 양자 컴퓨팅 시스템 아키텍처 및 표준
표준
- 양자 기반의 센서 표준

ETSI
QKD,
ITU-T
SG13/
SG17

①

X

정보 중심의 네트워킹(ICN)에서 이름변환 서비스를 이용하여
패킷을 전달하는 구조 기술과 ICN 기반 확장 표준
- 이름 변환 서비스(NRS)를 이용한 ICN 구조 표준(IETF, IRTF)
- ICN 기반 네트워크에서의 엣지 네트워크 구조 표준(ITU-T)
- ICN 기반 5G 모바일 네트워크 구조 표준(ITU-T, IRTF)
- ICN에서 콘텐츠와 네트워크 정보 검색 표준(IRTF)

ITU-T
SG11/
SG13,
IETF
BIER,
IRTF
ICN

⑤

O

양자암호
통신망 표준

양자
정보
통신
기술

③

정보 중심
네트워킹
(ICN) 기반
통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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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IP 주소 대신 세그먼트 식별자를 이용하여 패킷을 전달하는
소스 라우팅 기반의 세그먼트 라우팅 구조 기술과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그래밍 표준
IETF
- 세그먼트 라우팅을 적용한 5G 전달망 구조 표준(IETF, SPRING
3GPP)
/IDR/
- 서비스 기능 체이닝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헤더와 6MAN,
세그먼트 라우팅 통합 표준(IETF)
3GPP
- 세그먼트 라우팅을 이용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프로
CT4
그래밍 표준(IETF)
- 세그먼트 라우팅을 위한 Yang 데이터 모델 표준(IETF)

⑤

O

비트 인덱스
기반
멀티캐스팅
표준

IPTV 채널수에 비례한 멀티캐스트 그룹 증가, 라우터 상태
정보 관리 어려움 등 기존 IP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트 인덱스 기반 명시적 복제
(BIER) 기술 표준
- IPv6 네트워크에서 비트 인덱스 기반 명시적 복제
기술의 지원 표준(IETF)
- 비트 인덱스 기반 명시적 복제 기술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의 확장 표준(IETF)
- 비트 인덱스 기반 명시적 복제 기술의 성능측정과 운영
보전 표준(IETF)

⑤

X

⑤

O

⑤

O

IETF
BIER

최대 800Giga/1.6Tera급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더넷 기술 표준
- 100G, 400G 이더넷 신호를 DWDM 방식으로 10km까지
전송하는 광전송 표준(IEEE)
- 100G, 200G(2x100G), 400G(4x100G) 신호를 MMF를 통해
50m까지 전송하는 광전송 표준(IEEE)
IEEE
이더넷 광전송
- 100G, 400G 신호를 SMF 통해 2km∼10km까지 전송하는 802.3,
표준
광전송 표준(IEEE)
OIF PLL
- 400G 이더넷 신호를 400ZR 프레임에 실어 120km 전송하는
코히런트 400ZR 기술 표준(OIF)
- 800G 이더넷 신호 전송을 위한 800G ZR+급 코히어런트
방식 표준(OIF)
- Beyond 400G 이더넷 표준(IEEE)
전달망
기술
광 전달망을 통해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OTN 기술 및 OTN 신호를 암호화하기 위한 OTN
보안 기술 표준
- 100G 이상의 OTN 신호를 본딩하여 전송하기 위한 FlexO
광전송 표준(ITU-T)
OTN 광전송
- 25G 신호와 50G 신호를 단거리 전송하기 위한 OTU
표준
25-RS 및 OTU50-RS 인터페이스 표준(ITU-T)
- Sub-1G 신호 전송을 위한 OTN 전송 표준(ITU-T)
- OTN 계층(ODUk, ODUCn, ODUflex)에서의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 구조와 암호화 프로토콜
전송 메커니즘 표준(ITU-T)

ITU-T
S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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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항목

전달망의 안정적 동작과 고정밀 시각 동기를 필요로 하는
응용(이동통신, 고정밀 패킷 전달 등)을 위한 패킷/광 전달망
기반 기준 주파수 및 시간 동기 분배 기술 관련 표준
- 새로운 망동기 구조 표준(ITU-T)
- 시간 및 주파수 전달을 위한 동기 계층 기능 표준(ITU-T)
- 고정밀 시간 동기 분배를 위한 동기 타이밍 특성 표준(ITU-T)
- 5G 전달망 시간 동기 요구사항과 개선된 PTP 타임
스탬핑을 지원하는 이더넷 표준(IEEE)
- BMCA 매커니즘 개선과 OTN을 통한 PTP 전달을 위한
PTP 표준(IEEE)

ITU-T
SG15,
IEEE
802.3/
1588

③

O

OIF의 FlexE 기술을 5G 전달망을 위한 네트워킹 기술로
확장하는 메트로 전달망(MTN) 기술 표준
MTN 광전송 - MTN 기능 구조 표준(ITU-T)
표준
- MTN 인터페이스 표준(ITU-T)
- MTN 장치 기능 블록 특성 표준(ITU-T)
- MTN 관리제어 표준(ITU-T)

ITU-T
SG15

③

X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장당 25Gb/s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점대다점(P2MP) 구조, 고속 TDM-PON ITU-T
기술 요구사항, 전송수렴계층 및 물리계층 표준
SG15,
고속 광액세스
25GS- 파장당 25G급 TDM-PON 표준(25GS-PON MSA)
표준
- 파장당 50G급 PON 기술 요구사항 표준(ITU-T)
PON
- 파장당 50G급 PON 기술 전송수렴계층 표준(ITU-T)
MSA
- 파장당 50G급 PON 기술 물리계층 표준(ITU-T)

③

O

ITU-T
인도어 환경에서 모바일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RoF 전송 SG15,
IEEE
및 광 기반 sub-THz 전송 기술 표준
802.15,
- RoF 광 송수신기 및 전송 시스템 표준(ITU-T, IEC)
IEC
- 광 기반 sub-THz 광전송 기술 표준(IEEE)
TC103/
TC86

⑤

O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유무선
액세스
기술

Target 표준화 중점
SDOs
특성 항목

표준화 내용

모바일 백홀 및 프론트홀을 수용하기 위한 광액세스
기술의 물리계층 및 전송수렴계층 표준
- 파장당 25G급 WDM 광액세스 표준(ITU-T)
초저지연
광액세스 표준 - 파장당 25G급 P2P 광액세스 표준(ITU-T)
- 초저지연 대역할당 및 CTI 정보 교환 표준(ITU-T)
- 스몰셀 수용을 위한 TDM-PON 표준(ITU-T)

ITU-T
SG15

③

X

다양한 OLT/ONU 장비 및 액세스 장비들을 단일 컨트롤러로
제어하고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는 광액세스망
기술 표준
- 다양한 점대다점 광액세스 장비의 상호 운영 및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광액세스망 추상화 표준(ONF)
- 점대다점 뿐만 아니라 동축케이블 등 다양한 광액세스
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추상화/가상화하는 표준(BBF)

ONF,
BBF

⑤

X

개방형
광액세스망
표준

< 표준화 특성 >
① : 개념, 정의 표준
④ : 데이터포맷, 스키마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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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표준
⑤ :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표준

③ : 기능 도출, 참조구조 표준
⑥ : 시험, 가이드라인 표준

¡ (중점 표준화 항목 선정 이유) 표준화전략맵 지능형 네트워크분과에서는 ETSI, ITU, IEC 등의
국제공식표준화기구와 ONF, IETF, IEEE 802, OIF 등의 국제사실표준화기구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거나 추후 논의 가능성이 높은 지능형 네트워크 관련 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선제적 표준 대응 가능성이 필요한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SDN 기술 기반으로 5G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개발과 AI 기술을 이용한 제어관리 기술 고도화가 진행됨을 감안하고, 국제적인
SDN 광역망 중심의 다중 도메인 연동을 위한 표준 인터페이스의 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해당
국내 표준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따라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ONF에서 제어 평면의 프로그래머블화
(programmable)를 넘어 데이터 평면의 프로그래머블화로 나아가고 관련 오픈소스 커뮤니티
(P4, Stratum 등)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및 고도화가 추진 중임을 감안하고,
데이터 평면의 추상화 및 추상화된 개념을 이용하여 동적으로 데이터 평면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P4)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NFV 표준 규격은 Rel-4에서 컨테이너 기반 NFV, 5G
지원, 서비스 기반 구조 등에 대해서 규격이 개발 중. 국내 경우 5G 상용화 선도 이후
네트워크 진화에서 있어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NFV 기반
기술, 멀티 엣지 컴퓨팅 및 네트워크 자동화 분야에 대한 표준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네트워크 지능화 분야에서 표준 기구들의 초기 권고안들이
발표됨. ETSI는 인공지능 기반의 폐쇄형 반복 제어/관리 메커니즘 안에서 상황인지 및
메타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새로운 지식과 변경된 지식을 보다 신속하게 인식하고 통합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에 집중하면서, SDN/NFV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통해 네트워크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MANO 구조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하여
네트워크 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표준안 제공. ITU-T에서는 머신러닝 기반 5G 및 차세대
네트워크 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표준안 제공. ITU-T에서는 머신러닝 기반 5G 및
차세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도입, 설치, 운용하기 위한 표준 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운영되었던 포커스 그룹의 활동 결과가 검토 중이거나 정식 권고안으로 발표됨. 다른 표준화
기구들도 네트워크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표준화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별도의 그룹을 두어 표준화를 진행하는 추세. 개발 및 구현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세한 표준안 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데이터는 인공지능 분야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며 네트워크 지능화 분야에서도 지능화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축 및
관리 체계나 방법에 대한 표준이 매우 중요함. 또한 이러한 데이터 구축 관리 체계상에서
데이터 모델링 방안과 정보 모델링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지능형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표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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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IETF에서는 IEEE 802 TSN 도메인 확장을
지원하고, IP/MPLS를 기반으로 대규모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
확정형 네트워킹 기술(DetNet) 표준화 진행 중. 궁극적인 종단 간 저지연, 고정밀 서비스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국내에서 개발한 양자키 분배망 기술을 중심으로 ITU-T와 ETSI에
표준과제를 제안하는 등 국내 기업이 국제 표준 활동을 선도. 표준 기술의 선점을 위해
이에 대한 적극적 표준 추진이 필요하므로 양자키 분배망 및 양자키 분배망 안전성(보안성)
확보 기술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양자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과 상업화와 신시장의 창출과
개척을 위해서는 보안 모듈과 정보통신망 및 장비의 시험 인증 시스템이 필수적임. 이 분야
기술의 적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국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이며
국내 기업 주도로 ITU-T와 ISO에 인증 표준 프로젝트 제안이 진행 중. 기술 선점과 국제
시장 확보를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정보중심 네트워킹 기반 통신기술은 중장기적으로
5G/B5G에 활용도가 높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진행 필요. IRTF ICN RG에서는
이름변환 서비스를 이용한 ICN 구조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며, IETF BIER WG에서는
ICN 기반 멀티캐스트 지원을 위한 라우팅 표준이 진행 중. 또한 ITU-T에서는 ICN 기반
네트워크에서 엣지 네트워크 구조와 전달망에 대한 표준이 진행 중. 국내에서는 ETRI를
중심으로 관련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 중. 기술 선점과 국제 시장 확보를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5G/B5G 전달망의 패킷 전달 기술로서 IETF와
3GPP에서 세그먼트 라우팅 표준기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5G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폭증하는 트래픽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 따라서
5G/B5G 전달망에 적합한 패킷 전달기술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이더넷 광전송 표준) 데이터센터 내부 연결 혹은 외부 연결용으로 기존보다 수 배 빠른
800G급 및 1.6T급 신호를 수백 m에서 수십 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IEEE
802.3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OTN 광전송 표준) 100Gbps 이상의 대용량 신호들을 장거리 전송하기 위한 Flexible OTN
기술과 IEEE에서 정의된 25G/50G 이더넷 신호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OTU25/50-RS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이 ITU-T SG15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상기 기술을 국내 5G
기술의 백본망 및 데이터센터 간 전달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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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전달망의 안정적인 동작과 고정밀 시각 동기를 필요로 하는
응용들을 위한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관련 표준이 ITU-T와 IEEE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고속 광액세스 표준) 저지연 모바일 5G 서비스 및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점대다점
(P2MP) 구조의 파장당 25G급 이상의 고속 TDM/WDM-PON 기술의 요구사항, 물리계층
규격 및 MAC 계층 기술 표준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모바일 트래픽의 80% 이상이 인도어 환경에서 생산/소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ITU-T 및 IEC 등에서 RoF(radio over fiber) 전송 기술 및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6G 후보 기술로 거론되고 있는
서브 테라헤르츠 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ITU-R 및 IEEE 등에서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추진경과
- Ver.2020(2019년)에서는 SDN/NFV 기술에 대해 SDN 제어/데이터 전송 및 장치 추상화
표준, SDN 광역망 및 종단 간 하이브리드 연동/전송계층 표준,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에
대해 네트워크 지능화를 위한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및 참조 구조 표준,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근거리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표준,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표준, 양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 양자암호통신 및 암호망 표준,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기술에 대해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전달망 기술에 대해 고용량 단거리 광전송 표준,
고용량 장거리 광전송 표준, 망동기 및 시각 정보 분배 표준, IMT-2020/5G 지원 전달망
표준, 유무선 액세스 기술에 대해 점대다점 광액세스 표준, 점대점 광액세스 표준, 광선로
인프라 표준을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선정
- Ver.2021(2020년)에서는 Ver.2020의 중점 표준화 항목 중 IMT-2020/5G 지원 전달망 표준을
메트로 전달망 표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유지
- Ver.2022(2021년)에서는 Ver.2021의 중점 표준화 항목 중 이슈가 종료된 일부 표준화 항목을
제외하고, SDN 광역망 및 종단 간 하이브리드 연동/전송계층 표준을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으로, 분산 NFV 운용 및 서비스 표준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으로, 양자암호통신 및 암호망 표준을 양자암호통신망 표준으로, 고용량
이더넷/OTN 광전송 표준을 이더넷/OTN 광전송 표준으로, 점대다점 광액세스 표준을
고속 광액세스 표준으로 명칭을 변경. 또한,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을
신규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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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별 중점 표준화 항목 비교표(3개년) >
* Ver. 2022 신규항목
구분

SDN/NFV 기술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Ver.2020

Ver.2021

Ver.2022

SDN 제어/데이터 전송 및
장치 추상화 표준
SDN 광역망 및 종단 간
하이브리드 연동/
전송계층 표준

SDN 제어/데이터 전송 및
장치 추상화 표준
SDN 광역망 및 종단 간
하이브리드 연동/전송계층
표준

-

-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분산 NFV 운용 및 서비스
표준

분산 NFV 운용 및 서비스
표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네트워크 지능화를 위한
유즈케이스, 요구사항 및
참조 구조 표준

네트워크 지능화를 위한
참조 구조 표준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

-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근거리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표준

근거리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표준

-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표준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표준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양자암호통신 및 암호망
양자암호통신 및 암호망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표준
표준
양자 정보통신
기술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표준
표준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기술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전달 표준
전달 표준
고용량 단거리 광전송 표준 고용량 이더넷 광전송 표준

전달망 기술

유무선 액세스
기술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이더넷 광전송 표준

고용량 장거리 광전송 표준

고용량 OTN 광전송 표준

OTN 광전송 표준

망동기 및 시각 정보 분배
표준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IMT-2020/5G 지원 전달망
표준

메트로 전달망 표준

-

점대다점 광액세스 표준

점대다점 광액세스 표준

고속 광액세스 표준

점대점 광액세스 표준

점대점 광액세스 표준

-

광선로 인프라 표준

광선로 인프라 표준

-

-

-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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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간 연계도

-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다양한 모바일 또는 고정 단말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단말들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AR, VR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능형 네트워크는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을 통해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과 이더넷 및 OTN 광전송을 기반으로
최적의 콘텐츠 전달 경로를 구성하여 콘텐츠 서버와 사용자 간 실감형 서비스를 초저
지연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V2X 통신서비스를 통해 B씨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능형 네트워크는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및 정보중심네트워킹(ICN)을 통해 차량 위치에 따른 실시간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5G/B5G 네트워크와의 유연한 연결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스마트시티로 구축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C씨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 주거, 시설 등 각종 생활 편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능형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 모델링을 통해 네트워크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로
가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공장 서비스) 효율적인 제품 생산과 관리를 위해 스마트 공장
모델을 도입한 D사는 이를 위한 공장 자동화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능형 네트워크는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인도어 광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 내 머신 간 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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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확정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동화된 제조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헬스 서비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건강측정기, 활동량계, 혈압혈당계 등)를 사용하고 있는 E씨는 스마트헬스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능형 네트워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양자 암호 통신을 통해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속 광액세스를 통해 원격 진료를 위한 영상 데이터의 빠른
전송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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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분석
2.1. 연도별 주요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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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 현황 및 전망
구분

주요 현황

한국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양자정보통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인력 양성/국제협력/표준화/전담기관/클러스터 등 연구와 산업진흥 기반 마련(2021.6)
- 과기정통부는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양자 암호 통신 인프라와 양자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2021.5)
- 과기정통부는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디지털화 선제대응을 위해 5대 중점분야 9대 전략기술(종단간 초정밀 네트워크 핵심
기술, Tbps급 광통신 인프라 기술 등 포함) 확보를 목표로 6G 핵심기술개발사업 본격 추진
발표(2021.4)
- 과기정통부는 ‘5G+전략’(2019.4)이 ‘디지털 뉴딜’로 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본격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디지털 뉴딜 추동력 강화’, ‘데이터 고속도로 확충’, ‘디지털을
전 산업.사회로 융합 확산’, ‘혁신적 플랫폼 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 계획 수립(2021.3)
- 디지털 뉴딜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사업(2020∼2022 3개년) 추진(2020.9)
- ‘ICT R&D 기술로드맵 2025’, 지능형 네트워크의 중점 표준화 항목들이 포함되어있는
네트워크 분야를 광 네트워크, 패킷 네트워크,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네트워크 서비스
제어/관리, 네트워크 부품/모듈로 분류하여 계획 수립(2020.6)
- 과기정통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되고 있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5G 관련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힘(2020.5)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과 6세대(6G) 통신, 양자정보통신 등 향후 5-10년 이상 혁신
네트워크 진화 방향을 담은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가칭) 수립 계획 발표(2020.2)
- 과기정통부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의 일환으로 D.N.A(Data-Network-AI) 고도화로
경제 활력 제고, 5G 세계시장 선점 및 지능화 촉진, 데이터 경제 인프라 구축강화 추진
(2019.3)
- 과기정통부는 5G 기반 새로운 산업 서비스 창출을 위한 ‘5G+전략’의 5대 핵심서비스 중
하나로 스마트공장을 선정하여 실증 확산 추진계획 발표(2019.3)
- 기획재정부는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을 위해 양자 정보통신 분야의 양자 암
호 통신기술을 예비타당성 검토사업으로 지정하고 검토 작업 수행(2018∼2019)
-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네트워크 장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G 인터넷 상용화 촉진 선도시범 사업’ 진행(2018.3)
-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네트워크 분야를 미래통신·전파 기술 분야에 통합하여
기술·산업간 융합이 용이하도록 조정(2018.1)
- 범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발표(2017.12)
- ‘ICT R&D 중장기 전략’, 절대 보안성을 제공하는 양자암호통신 유무선 네트워크 및 양자
원천기술, 양자센서 등 실용화를 위해 초신뢰 양자정보통신을 선정(2017.3)

미국

- 6G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AT&T, Verizon, Ciena, Cisco, Google, Apple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ATIS 산하 ‘Next G Alliance’를 발족하고, 기술 워킹 그룹을 통해 관련 연구
개발 시작(2020.10)
- 5G 기술 선도를 위해서 Huawei, Ericsson 등이 주도하는 하드웨어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Microsoft, Cisco, HP와 같은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시스템 분야 선도기업들을
중심으로 SDN/NFV 기술 기반의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2020.2)
- 과학재단이 SDN, AI, 5G, 클라우드 등을 통합하는 유무선 지능화 네트워킹을 통해 미래형
선도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하는 FABRIC 프로젝트 시작(2019.9)
- 양자 기술을 심화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하며, 양자산업 육성 추진하기 위한 법안 NIQ 제정.
‘양자컴퓨팅 연구법’ 법률(안)을 추진(2018.12)
- 국방부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6G 관련 연구개발 본격 착수 발표(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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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현황

일본

- 총무성은 관민연구회를 통해 2020년 6월까지 6G 실현을 고려한 종합 전략 수립 발표
(2020.1)
- 문부과학성에서 새로운 가치창출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광·양자 기술’을 선정하고 “양자
과학기술의 새로운 전개 추진방안” 설립(2017.2)
- NAIST 양자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양자정보통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지난
10년 동안 주요 양자 기술 연구 프로젝트에 1억 795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향후 5년간
4억 2150만 달러를 투자(2014.3)

유럽

- EU는 실시간 홀로그래픽, 가상현실 등 대용량 및 초저지연 기반 극단적 경험 실현을 주요
목표로 하는 6G 기술 개발 ‘Hexa-X’ 프로젝트 지원 발표(2020.12)
- 핀란드 오울루 대학 주도로 세계 최초 6G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을 착수하여 발간한
6G Research Vision 백서에 텔레프레즌스 등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사용자당 1Tbps 전송과
초저지연 기술을 기술(2019.9)
- 핀란드, 오울루 대학 주관으로 세계 최초 6G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착수(2018.3)
- 양자 기술 플래그쉽 프로그램에 따른 양자 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시뮬레이션, 양자계측
및 센싱 등의 분야에의 EU와 회원국 지원의 추진의 중간보고서 발표(2017.2)
- Quantum Manifesto를 발표하여 유럽이 세계적인 양자정보통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자통신, 양자 시뮬레이션, 양자 센서 및 양자컴퓨터 분야 단기, 중기, 장기 기술 로드맵
수립(2016.3)

중국

- 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2030년 6G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을 담은 백서를 발간,
주요 기술 중 하나로 고정밀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광대역 망에서의 확정 지연 보장과
도메인 간 연동기술을 개발을 목표로 제시(2021.6)
- 양자 암호 통신망 베이징-상하이, 700개 노드로 육상 2000km 전송(2021.1)
- 양자통신위성 무쯔를 이용한 지상 2600km 전송(2020.10)
- 전자정보산업개발연구소(CCID)는 6G 네트워크의 기술 특성 중 하나로 초저지연 특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통신지연 성능지표(0.1ms)를 제시(2020.3)
- 6G 청사진 발표 및 연구 개발에 착수, 부처합동으로 ‘국가 6G R&D 업무 개시 선포식’을
개최하며 국가 주도 6G 연구개발을 공식화(2019.11)
- 양자암호통신 양자위성 묵자호 발사(2017.12)
- 2020년까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국립 양자정보과학연구소’ 설립 착수
(2017.8)
- ‘중국 양자 정보 과학에 대한 추진: 동인, 마일스톤 및 전략적 함의’ 정책 수립(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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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기술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국외

□기초연구 ↦ □실험 ↦ ■시작품 ↦ □제품화 ↦ □사업화

기술
수준

86.1%
(선도국가
대비)

※ 기술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2.3.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SDN/NFV 기술]
¡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벤더, 출연연, 연구망, 통신사를 중심으로
종단 간 광역망(WAN)과 T-SDN 서비스를 위한 SDN 가상화/자동화/지능화 기술을 개발
및 적용 추진 중.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 ETRI
· 벤더(우리넷 등) 및 통신사업자(SKT, KT, LG U+)와 공동으로 PTN YANG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3개의 T-SDN 국내 표준 규격을 개정 [2019]
- KISTI
· 3-node ONOS 클러스터와 VDN 시스템의 최적화/안정화에 따른 프로덕션 레벨 SDN
광역망 서비스 제공 및 자동화/지능화(NI) 기술 개발 [2020]
· 가상전용망 슬라이스와 Kubernetes/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 리소스 통합 관리를 위한
VDN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개발 및 시범 서비스 추진 [2019]
· SDN 광역망(KREONET-S) 기반의 가상전용네트워킹 및 슬라이싱 기술(VDN)의 공식
버전(v1.1) 개발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중국(홍콩), 미국(시카고, 시애틀) 포함 국내외
8개 지역 인프라 구축 완료 [2018]
- KT
· 종단 간 WAN 서비스의 온디맨드 프로비져닝을 위해 T-SDN 기술을 기반으로 IP 네트워크와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통합 제어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상용화하고 양자암호통신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SDN 확장 기술 개발 중 [2021]
- SKT
· 2016년 국내 T-SDN 고유 표준을 기반으로 SKT가 초기 상용화를 추진한 이후, SK브로드밴드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T-SDN으로 제어/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하고 제어관리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확장 중 [2020]
- LG U+
· 국내 T-SDN 고유 표준(TTAK.KO-01.0095, TTAK.KO-01.0096) 규격을 기반으로 5G 네트워크
자동제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여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처리 등을 관리하기 위한 SDN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망 적용을 추진 중 [2020]
¡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코어망을
구성하고 있던 여러 VNF들에 대한 성능 향상이 필요하였음. 이런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일부 고성능, 저지연이 필요한 어플라이언스에 대하여 프로그래머블 데이터 평면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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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추상화하고 화이트박스 스위치로 구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5G 코어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어플라이언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
· 프로그래머블 데이터 평면 기술을 활용하여 세그먼트 라우팅 프로토콜을 준용하여 하드웨어
스위치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해당 기술을 5G 코어망에 적용하여 동적 라우팅, 트래픽
스티어링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 [2020]
- SKT
· 대용량 트래픽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NPB)를 P4 데이터 평면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 [2019]
- 쿨클라우드
· 멀티 엑세스 엣지 컴퓨팅을 위한 엣지 라우터를 P4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하였고 SKT
시험망 내 도입하여 PoC를 수행 [2020]
- KISTI
· 국제 P4 컨소시움과 연계하여 KISTI에서 주관하고 SKT, KT, LG U+등 통신사와 여러
클라우드 벤더들이 참여한 P4 워킹 그룹을 SDN/NFV 포럼 산하 신설. 본 워킹 그룹을
통하여 관련 국내 연구/개발은 물론 실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커뮤니티와
함께 응용기술 확장, 적용방안 모색 및 실증을 통한 산업계 확산을 목표로 함 [2019]
- ETRI
· 초연결 공통 네트워킹 서비스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HNSP)의 일환으로 가상 기능 publishing과
Edge Fabric 구성을 위한 Tunnel Mesh-up 기능을 P4 프로그래머블 데이터 평면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트래픽 프로세싱 성능을 대폭 향상 [2020]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국내 장비 업체 및 통신사업자들은 vEPC 등 주요
VNF 제품과 클라우드 기발 NFV 인프라스트럭쳐, VNF 관리자 및 오케스트레이터 등 관련
플랫폼,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상용화 완료. 네트워크 지원 제어를 위한 정책 기능, 컨테이너
기반 VNF 실행, 5G 네트워크 기능의 가상화 등 확장 기술 개발 예상
- 삼성전자
· SKT와 SCP(Service Communication Proxy)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5G 코어망 개발 [2020]
· ETSI NFV 규격에 기반한 자체적인 NFV 플랫폼 개발하여 SKT와 상용화 [2015]. 이후
KT [2016], LG U+ [2017]와 상용화하였으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기능 고도화된
Rel-3 반영 [2019]
- 콘텔라, 유엔젤, 이루온
· 이루온 NFV 5G 모바일코어네트워크 개발 [2020]
· 윈드리버 콘텔라 로라 기반 NFV POC [2017]
· VNF로서 vEPC 및 NFV MANO 플랫폼을 개발하여 상용 제품을 보유 [2016]
- 텔코웨어
· SKT NFV MANO 솔루션 수주 [2019]
· SKT LTE 코어 네트워크망에 가상화가 지원되는 NFV MANO 솔루션(vIMS 솔루션,
VoLTE, 미디어 서버 등)을 개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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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Amdocs CatalogONE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 구축 [2020]
· 종단 간 네트워크 자원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하는 OPERA 플랫폼을 개발 [2018]
· 기업 대상 IT 장비를 통합 운영 지원하는 서비스로 NFV 기반 원박스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기업 전용 LTE 서비스 및 5G의 확장 개발 [2017]
- SKT
· 삼성전자와 SCP(Service Communication Proxy)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5G 코어망 개발 [2020]
· NFV MANO 플랫폼에 해당하는 T-MANO를 출시하여 vEPC 및 vIMS 시스템을 제어하며,
T-MANO를 기반한 차량형 5G 이동형 인프라 제어, 고성능 5G 유저 평면 가속기술 개발
[2018]
- LG U+
· Google 클라우드와 5G MEC 협력 [2020]
· 5G 네트워크 자원 할당 및 분리가 가능한 가상화가 지원되도록 SDN 및 NFV MANO를
연동하고, 트래픽 제어를 제공하는 E2EO를 개발. 이를 통해 서비스별 클라우드 내 가상
자원 생성, 변경, 삭제, 정책 기반 자동 경로 변경, 장애 및 성능 정보 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제어 [2018]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5G 네트워크 관제의 지능화, 5G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접목, 및 5G 기지국 자원 최적화 분야에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고,
네트워크 세부 분야별로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간 글로벌 최적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 KT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 관리, 무선 통신 실내 커버리지 향상 기술, 고정밀 실내
측위에 기반을 둔 사물 추적 방식, 웨어러블·헬스케어·스마트 물류·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 진행 중 [2021]
· 5G 기지국 최적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5G AIKON(AI KT interactive Optimized
Network)’ 솔루션 개발하여 운용 중. 기지국 주변 커버리지와 무선 주파수 품질, 건물 높이
등 환경 데이터, 안테나 기울기, 높이 데이터 등을 학습하고 최적의 기지국 설정 모델을
추출한 후 추출한 설정 값을 원격에서 적용하고 실시간 결과치를 반영한 자동적인 미세
반복 조정 작업을 통해 약 2분 이내 자동으로 최적의 결과 값을 도출 [2020]
· 5G 네트워크 관제 영역에도 AI 기술을 적용한 ‘5G AI 관제 시스템’을 운용 중. 운용 및
관제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네트워크 장비에서 수집한 신호, 트래픽 알람, 로그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통해 AI 장애 예측 모델을 생성하여 적용. 장애 예측
모델은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경보 발령 및 자동 분석 등을 수행 [2020]
· 인공지능 기술로 통신 장애를 분석해 원인을 찾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솔루션인
‘닥터로렌(Dr. Lauren)’을 개발하여 기업고객 대상 네트워크/인프라 통합 관리 시스템인
‘올인비즈(All-in Biz)’ 시스템에 적용하고 5G 망 등 KT 전체 네트워크로 확대 적용 추진.
장애 조치 방안 추천, 작업자 배치 자동화 등 운용업무와 네트워크 설계 및 투자에도
인공지능 적용 추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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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 자체 개발하여 운용 중인 ‘탱고(TANGO)’ 시스템을 5G 이동통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LTE보다 2∼3배 많은 기지국을 설치되는 5G 네트워크 특성에 맞추어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여 전국 기지국의 안테나 방향과 커버리지를 실시간
최적화하고 트래픽 급증 등 품질 변화 요인을 예측하여 장애 해결 가능 [2020]
· 공장 생산라인에 고화질 카메라, 5G 네트워크, AI를 접목해 제품의 결함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세계 최초 5G 상용 솔루션인 ‘5G-AI머신비전’ 발표. MWC 2019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품질을
최적화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인 ‘탱고(TANGO)’, 자율주행용 HD 맵 등 5G 기술도 발표 [2019]
- ETRI
· MWC2019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수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AI 다중경로 최적화 기술 전시. ETSI ENI, ETSI ZSM의 공식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이며,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기반 가상 네트워크
관리와 관련한 지능화 기술 표준화 추진 [2019]
¡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네트워크 지능화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인 데이터의 확보, 가공, 저장 및 제공,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모델링 전 과정에 대해 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필요성 대두
- KT
· 네트워크 장비로부터 생산되는 수많은 메시지(예, syslog, alarm message, 등)는 축약된
문구/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음. 다양한 장비의 메시지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가능한 패턴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체계를 마련함과 더불어 복기가 어려운 특정 네트워크 장애
상태에 대해서는 가상 데이터 생성을 통해 부족한 데이터 확보 [2021]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 (광역망 시간확정형(DetNet) 네트워킹 표준) DetNet 국제 표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과 시스템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고, 현재 기술의 미해결점 또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우리넷
· 고용량·고확장성 광전송, 시간확정형·무중단 네트워킹(DetNet), 계층 통합 서비스,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 초고속 암호전송/QKD 솔루션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고용량 패킷-광전달망
(POTN) 시스템 기술 개발 착수 [2020]
- UNIST
· 종단 간 5G 초저지연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초저지연 전송 프로토콜(ExLL), 저지연
패킷 전송 및 스위칭 기술(Flit)과 네트워크 자원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발표 [2018]
- ETRI
· 인터넷 규모의 광역망을 통해 다양한 초저지연·고정밀 서비스(초실감 인터랙티브 통신,
고정밀·고신뢰 원격 제어 등)의 안정적 제공이 가능한 종단간 초정밀 네트워크 핵심기술
연구개발 착수 [2021]
· 실시간·고신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TSN/DetNet 기반의 초저지연·무손실 보장 시간
통제 네트워크 FPGA, 컨트롤러 개발 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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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정보통신 기술]
¡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산·학·연 협력으로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을 통한 신뢰성 검증 기술
및 QKD 고도화를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통해 기반 기술과 362km 장거리 키 분배 전송
성공, 향후 양자암호 위성 발사 계획
- SKT
· 양자암호 대전-대구 구간 5G망 QKD적용 [2020]
· QRNG 칩 내장 5G 스마트폰 출시 [2020]
· Verizon NW에 양자암호 PoC [2019]
· 안산명화 공업에 5G 기반의 스마트공장에 양자암호를 적용 [2019]
· 양자암호 서울-대전 구간 5G망 QKD 적용 [2019]
· 글로벌 마켓 활동으로 Deutsche Telekom에 양자암호 PoC [2018]
· SKT, 우리넷, 코위버 등이 OTN과 QKD를 연동하여 NIA의 KOREN망에 시험 적용 [2018]
· 양자 암호분야의 선도기업인 스위스의 IDQ를 인수하여 양자 산업 사업화에 본격적 착수 [2018]
- KT, KIST
· KT 자체개발 양자암호통신 핵심 기술 중소기업 기술이전 [2020]
· KT 공공기관 최초 양자암호통신망 사업자 선정(KOREN망 적용) [2020]
· KT SAT은 2024년 5G/양자암호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 [2020]
· 10km 거리에서 다자간(1:4) 양자암호통신 시범 테스트 구축 [2018]
· KIST, KT 협력관계로 KT-KIST 양자통신 응용연구센터를 개소 [2017]
- ETRI
· 2005년부터 유무선 양자통신연구 기술을 진행하며 무선 양자통신 세계 최초 집적화 핵심
부품 개발 및 무선양자암호통신 주야간 전송 성공 [2018]
- SKT, KT, LG U+
· 디지털뉴딜 시범사업(3개년)으로 전국 16개 구간에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2021년
15개 구간) [2020]
- 우리넷, 코위버
· 디지털뉴딜 시범사업으로 KT 사업구간에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에 자체개발한
QKD 공급 [2021]
¡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과기정통부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을 통한 신뢰성 검증
기술 및 QKD 고도화를 위한 핵심요소기술 개발’ 과제로 양자 암호 키 분배 망에 대한
시험 및 인증 규격 및 절차 개발하여 QKD망 국내 인증 수립하였고 후속 작업으로 보안
소자 인증 및 시험절차 규정이 진행될 것을 기대
- SKT
· DGB대구은행에 5G 양자 보안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 제공 [2021]
· GSMA 내 글로벌 통신사들과 함께 양자 관련 초협력 약정 [2020]
· 양자정보통신분야의 선도기업인 스위스의 IDQ를 인수하여 양자난수생성기(QRNG) 칩
개발 및 사업화 [2019]
· B2C 5G NW 인증서버 양자난수생성기(QRNG) 적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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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우리로
· InGaAs/InP APD 기반 단일광자검출기 칩 및 모듈 기술 개발 [2018]
- 삼성전자
· 5G 스마트폰에 QRNG적용 [2020]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기술]
¡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정보중심 네트워킹 기반 기술은 대용량 미디어
전달 및 엣지컴퓨팅을 위한 기술 개발 중이며, 5G/B5G 기술개발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
- ETRI
· 정보중심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5G 전달망과 IoT 센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가능케
하는 엣지컴퓨팅 기술 개발 [2019]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5G 전달망에 특화된 국내 세그먼트 라우팅 기술
확보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며, 주로 외산 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나 5G 시장의 확대로 국내
기업도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전망
- LG U+
· 유비쿼스는 5G 모바일 백홀망에 세그먼트 라우팅이 탑재된 장비를 적용 [2020]
[전달망 기술]
¡ (이더넷 광전송 표준) 데이터센터 내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대용량, 고효율, 저가화가 가능한
직접수신 고차 변복조 방식의 광트랜시버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 중이며, 향후 FlexE 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고용량 장거리 광전송 기술 개발 추진 예정
- ETRI
· 800G급 디지털 신호를 실리콘 기반 광인터코넥터 모듈을 이용하여 500m까지 전송할 수
있는 광트랜시버 기술 개발 중 [2021]
- 우리넷, 코위버
· 100G 이더넷을 수송할 수 있는 캐리어 이더넷 장비인 수테라급 백본 PTN(packet
transport network) 장비 상용화 [2019]
- 우리넷, 코위버, ETRI
· 200/400G 이더넷을 수송할 수 있는 16테라급 패킷-광전송장비(POTN) 장비 개발 추진 중
[2020]
¡ (OTN 광전송 표준) 국내 중소기업인 우리넷과 코위버를 중심으로 테라급 패킷-광전송장비
(POTN)를 개발하여 상용화하였으며, 자사 장비에 OTN 계층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 추진 중. 향후 FlexO 광전송 기술을 적용한 대용량 광전송 장비개발이 예상
- 우리넷, 코위버, ETRI
· 16테라급 패킷-광전송장비(POTN) 개발과 향후 FlexO 광전송 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대용량 장거리 광전송 기술 개발 중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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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넷, 코위버
· ITU-T SG15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인 OTN 계층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광전달망 암호화 기능을 자사 POTN 장비에 적용 [2020]
- 우리넷
· 테라급 POTN 장치를 개발함. 100G급 이더넷 신호를 수용할 수 있고, 100G급 OTN
신호를 광다중화하여 테라급 신호로 수백 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장비 상용화 [2019]
- 코위버
· 480G급 대용량 PTN 장비를 개발함. L3, OTN 및 WDM 기능 탑재가 가능한 구조로써
향후 테라급 POTN 장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 [2019]
- ETRI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장비업체인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와 공동으로 L0/L1/L2의
3계층을 통합하는 대용량 계층 통합 장비인 3.2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시스템 개발
[2018]
¡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국내 중소기업에서 1588 PTP v2.1을 지원하는 동기 클럭
장치와 ITU-T G.8275.1 및 G.8275.2 기반 동기 장치 개발 중이며, 5G 전달망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T-BC 및 T-TSC 장치 개발 추진 예정
- 스프링웨이브
· GNSS 동기된 고정밀 타이밍 공급 장치, 1588 PTP Grandmaster 클럭 및 Boundary 클럭
장치 개발 [2021]
[유무선 액세스 기술]
¡ (고속 광액세스 표준) 출연연, 통신사업자 및 국내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파장당 25G급 이상의
광액세스 기술 연구 및 모바일 서비스를 수용하는 초저지연 광액세스에 대한 기술 개발 중이며
10기가 인터넷 이후를 대비한 초고속화 지능형 광액세스 기술 개발이 예상
- ETRI
· 파장당 25G급 기반의 광액세스망 기술을 연구 중이며, PON MAC/PHY, 초저지연 대역
할당, 모바일 수용기술을 개발 중 [2020]
- SKT
· 10G-PON 기반 10기가(10Gbps) 인터넷 장비 간 상호호환성 기술 개발 [2019]
- 다산
· 10G급 수동형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국내 통신사업자 적용 중 [2018]
- KT
· 기 포설된 액세스 인프라의 전송용량 증가를 위해 파장 당 10G급 다파장 광액세스 기술을
개발 및 서비스 제공 [2018]
- HFR
· 10G급 기반 액세스 가상화 기술을 개발하고 국외 통신사업자 적용시험 추진 중 [2018]
- ETRI
· KT와 공동으로 IEEE 25G-EPON용으로 하향 25Gbps, 상향 10Gbps 방식을 기반으로
1ms 수준의 저지연 연결을 제공하는 촉각인터넷 기술을 MWC 상하이 2018에서 시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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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대학, 출연연, 통신사업자, 및 국내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국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RoF 기술 등을 활용한 5G/5G+용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이며, 2021년부터 국내 대학 및 출연연을 중심으로 6G 인도어 광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서브 테라헤르츠 통신/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추진 예정
- ETRI
· 6G 인도어 광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300GHz 대역을 이용한 포토닉스 기반 서브-테라
헤르츠 통신 기술 및 인도어 광네트워크용 송수신기 등의 개발 예정 [2021]
· RoF 기술을 활용한 밀리미터파 기반 5G 이동통신용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 기술
개발 [2019]
- KAIST
· 광소자를 이용한 서브-테라헤르츠 발생 및 전송 기술과 III-V 화합물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전자소자 기반의 서브-테라헤르츠 송수신기 기술 개발 예정 [2021]
· RoF 기술을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 및 모바일 프론트홀 광링크 등에 적용하기 위한
광학적/전기적 비선형 왜곡 보상 기술 개발 [2020]
- 고려대
· Si CMOS 및 III-V 화합물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서브-테라헤르츠 통신용 믹서 및
테라헤르츠 대역 증폭기 기술 개발 예정 [2021]
- 포항공대
· 서브-테라헤르츠 통신용 전자소자 기반의 송수신기 IC 기술 및 초소형 안테나 기술 개발
예정 [2021]
- KT
· 5G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을 위한 광중계기 및 RF 중계기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통합형 5G/5G+ 광중계기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들과 개발 예정 [2021]
- ㈜에치에프알
· 3.5GHz 대역 5G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을 위한 광중계기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SKT에 일부 납품 [2020]
- ㈜에프알텍
· 3.5GHz 및 28GHz 대역 5G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을 위한 광중계기 기술 개발을
완료하여 KT 및 미국의 Verizon에 납품하였고, 현재는 통합형 5G/5G+ 광중계기 기술
개발 예정 [2021]
- ㈜쏠리드
· KT, 에프알텍 등과 함께 통합형 5G/5G+ 광중계기 기술 개발 예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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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SDN/NFV 기술]
¡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벤더, 출연연, 연구망, 통신사를 중심으로
종단 간 광역망(WAN)과 T-SDN 서비스를 위한 SDN 가상화/자동화/지능화 기술을 개발
및 적용 추진 중.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 미국, AT&T
· AT&T는 2020년까지 운영 중인 네트워크의 75%를 SDN/NFV 기술을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어관리 구조를 갖도록 구축 중 [2020]
- 미국, Ciena
· T-SDN 구현을 위한 ODTN 레퍼런스 설계를 바탕으로 ROADM 등 광전송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과 개방형 전송 API 표준 정의를 추진 [2019]
- 미국, Google
· 세계 최초의 SDN 광역망 인프라인 B4 WAN에 더하여 BGP 기반의 공용 인터넷을 연계할
수 있는 SDN 기술인 “에스프레소”를 개발, 일반 IP 사용자의 데이터센터 접근을 위해 동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SDN 엣지/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축 [2017]
· 오픈플로우 제어 및 관리 기술 기반의 5세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인 주피터를 발표하였고,
글로벌 IDC 연결에 활용되는 모든 원거리 데이터 네트워크에 SD-WAN 오픈플로우 제어
기술을 적용 [2015]
- 영국, Vodafone
· Cassini와 Phoenix와 협업하여 TIP(Telecom Infra Project)의 DOS(Disaggregated Optical
System)에서 개방형 광 트랜스폰더 기술 개발을 추진 중 [2021]
- 일본, NTT
· ONF와 Cassini 패킷/옵티컬 트랜스폰더의 Stratum 지원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수행 [2020]
· ONF와 광전송 기술 기반 데이터 모델과 API 표준 정의 및 ODTN Phase1.0 Demo 참여 [2019]
· 전 세계 75개 클라우드 기반 망센터(PoP)를 대상으로 SD-WAN 플랫폼 탑재 및 서비스 [2017]
- 스페인, Telefonica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트래픽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iFUS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계층적 구조를
갖는 SDN 컨트롤러 기술을 바탕으로 멀티 벤더를 수용할 수 있도록 Ciena의 Blue print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 중 [2021]
- 중국, Huawei
· SDN 상용화 및 여러 혁신 프로젝트 참여 경험을 기반으로 소비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다양한 네트워크(DCN, 캠퍼스, WAN)를 제어하는 SDN 솔루션을 개발하여 네트워크
계획, 디자인, 통합 시험, 마이그레이션 등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 [2019]
¡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제어 평면의 프로그래머블화를 넘어
데이터 평면의 프로그래머블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ONF를 중심으로 Intel, Google,
Cisco, Huawei, Alibaba 등 서비스 프로바이더 및 벤더들에서 P4를 이용한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고 관련 제품 개발 중. 향후 P4 기술이 5G Core, 5G RAN 등 5G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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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Network Function을 구현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
- 미국, ONF
· 소프트웨어 정의 Leaf-Spine Fabric(Trellis)의 후속 과제로 기존 OpenFlow 프로토콜을
이용하던 형상으로부터 P4 기술을 접목시켜 OpenFlow 프로토콜 한계로 인하여 구현이
불가능 하였던 다양한 기능(GTP 터미네이션 등)들을 구현 [2021]
· Aether는 4차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오픈 소스 5G Edge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기업들에게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설계. 본 과제에서 P4기술을
활용하여 5G 코어망을 구성하고 있는 UPF를 실현하였고 향후 P4 기술을 RAN에도 활용하여
CU, DU에 대한 구현도 진행할 예정 [2021]
- 미국, Google
· P4 Integrated Network Stack(PINS)에 기존 SDN 제어 평면 기술과 새로운 P4 기술을

활용하여 제어 평면부터 데이터 평면에 이르기까지 fully 프로그래머블한 네트워크 스택을
개발. 가급적 오픈소스 기술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새로 개발된 내용은 커뮤니티에
업스트림함. P4, P4Runtime, gNMI 및 gNOI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구현 [2021]
- 미국, Intel
· P4 enabled SmartNIC을 통하여 가상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를 호스트가 아닌 SmartNIC에
offloading함으로써 트래픽 처리 효율을 극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이외에도 P4 프로토콜을
개량하여 가상화 환경에서 SmartNIC을 이용한 고속 storage 기술도 개발 중 [2021]
- 미국, Cisco
· P4 기술을 활용하여 GTP, PPPoE, IPoE, L2TP등 다양한 access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UPF
개발 [2021]
- 중국, Alibaba
· P4 스위치를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게이트웨이, 엣지 게이트웨이 및 flow 제어
장치 개발 [2018]
· Remote Direct Memory Access(RDMA) 기술과 P4 기술을 접속시켜 초고속 부하 분산
장치를 개발 및 상용화 [2017]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NFV 성능 향상을 위해 컨테이너 위에서 동작하고
마이크로서비스로부터 구성 가능한 VNF 디자인을 추구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개발이
진행 중. Huawei, Nokia, Ericsson, Juniper 등 네트워크 가상화 장비 상용화 제품들이
출시되었으며, 이를 적용한 상용 서비스 개발 예상
- 미국, AT&T
· 도메인 2.0을 통해 SDN/NFV 상용화를 주도하였으며, CNTT 활동을 통해 SDN, NFV
표준 준수 확보 노력을 진행 중에 있으며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능 부합성
확보 방안 모색 중 [2016∼2020]
- 스웨덴, Ericssson
· 가상화 환경(NFVI, SDI)과 매니지먼트(VIM, Cloud Manager) 관련 제품, vEPC, vIMS 등의
VFN 제품 및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으며, OPNFV Lab 및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중. 또한
SDN 및 NFV 기술이 사용되는 5G 코어 네트워크와 분산 클라우드 솔루션을 보유 [20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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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isco
· 엔터프라이즈 NFV 브랜드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NFVI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 VIM, Elastic 서비스 콘트롤러
등의 제품 및 솔루션을 보유. 멀티액세스 엣지 컴퓨팅 및 텔코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 [2020]
- 중국, Huawei
·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 및 5G관련 텔코 클라우드 솔루션을 보유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Microservice 및 컨테이너 기반) 솔루션을 제공 [2017∼2020]
- 스페인, Telefonica
· UNICA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장비의 30% 이상 가상화를 실현을 목표로 Ericsson,
HP, Huawei 등 글로벌 벤더들을 참여시켜 상호연동 및 통합 [2016∼2019]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중국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장비 및 운용절차
지능화를 위한 연구 진행 중이고, Cisco, Ericsson 등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별로 자사 장비
내에 장착될 인공지능 모듈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중국, ZTE
· 지능형 관리 및 제어 플랫폼 ‘ZENIC ONE 솔루션’ 개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 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장애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자동화된 장애 복구 솔루션을 제공하며
원인을 분석하고 적시에 경고를 제시하여 통신사 네트워크 운용관리 비용을 효율화 [2020]
- 일본, KDDI
· NFV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의해 유발되는 장애를 예측 가능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발표 [2019]
- 중국, China Mobile/핀란드, Nokia
· China Mobile과 Nokia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엣지 클라우드와 5G 서비스분야 지능화를
위해 AI/ML 연구소 공동 운영 [2018]
- 미국, AT&T
· AI 응용 서비스 구축비용 절감하기 위해 Acumos 프로젝트 진행 중 [2018]
- 독일, Deutsche Telekom
· 기업 고객으로부터 받는 질의에 대해 수작업으로 대응하던 작업 절차를 AI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지능화 실행 [2019]
¡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장비 제조사 별로 데이터 기반 아키텍처가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네트워크 내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및 저장 기술 발전 예상
- 스웨덴, Ericsson
·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제시함으로써, RAN(Radio Access Network) 도메인에서의
AI 알고리즘을 통한 모바일 장치의 트래픽 모니터링 및 트래픽 패턴 예측, CN(Core
Network) 도메인에서의 사용자 단말의 위치 데이터 활용을 통한 페이징 절차 효율화 및
OAM(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도메인의 데이터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
고객 경험 분석, 서비스 보증, 사고 관리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반 구조로 사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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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China Mobile/핀란드, Nokia
· China Mobile과 Nokia가 파트너쉽을 맺고 Nokia의 RAN Intelligent Controller와 AirFrame
Open Edge 서버 플랫폼을 China Mobile의 네트워크에 설치함. 설치된 솔루션은 실시간
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구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AI/ML 응용을 지원함 [2021]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 (광역망 시간확정형(DetNet) 네트워킹 표준) IETF DetNet의 데이터 및 제어관리 평면 주요
기술 표준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기술개발 상황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선두업체(Cisco, Huawei, Ericsson 등)를 중심으로 기존 IP/MPLS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여
출시될 것으로 예상
- 중국, Huawei
· 일반적인 산업 응용을 실험실 수준으로 시험하기 위해 2대의 DetNet 지원 프로토타입

라우터를 통해 크리티컬 트래픽과 일반 트래픽 전송 시 DetNet 솔루션 유무에 따라
측정한 지연 및 지터 결과를 CNSM 2019 컨퍼런스에서 발표 [2019]
- 스위스, EPFL
· NetFPGA 기반 SUME 보드를 사용하여 DetNet 라우터를 구현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수행 중 [2020]
[양자 정보통신 기술]
¡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연 수천억 이상을 투자하여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해 국가 인프라 구축과 양자통신 분야의 세계 주도권 확보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 중.
중국은 향후 주요 국가 간 양자네트워크 시험을 추진할 계획
- 스위스, IDQ
· 뉴욕-뉴제리 구간 사업자로 선정, 보스턴-워싱턴D.C간 800km 양자망 구축활동 시작 [2019]
- 미국, NASA
· 위성 QKD 통신을 위한 지상 테스트베드 시험 중 [2017]
- 미국, QuantumXchange
· 월가에 상용서비스망을 통한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2018]
- 미국, Battelle
· 2017년 미국 최초 상업망 내 양자 암호망을 구축하였고, 미국 오하이오∼워싱턴 DC를
연결하는 700km 구간의 양자암호통신 시험망 구축 [2018]
- 중국,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 2016년 7월 양자통신 전용 위성 ‘묵자’호 발사 후 2017년 위성 지상 간 양자 키분배 기술
발표, 2018년 2월 위성을 이용한 지상간의 양자 키분배 기술 결과를 발표 [2018]
· 상하이-베이징 간 QBN으로 은행 망, 통신사 망에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2018]
· 세계 최대 거리인 베이징과 상하이 사이의 2,000km 양자 백본망 구축 완료 [2016]
· Pan교수팀은 11,24km에서 얽힘쌍 기반의 위성 양자통신 성공, 2030까지 주요 국가 간
양자네트워크 시험 계획 발표 [2014]
- 스페인, Telefonica
· 마드리드에 Huawei에서 개발한 SDN 기반 QKD를 시험 적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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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INRIM
· IDQ, Geneva 대학 등과 공동으로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Turin-Florence간 650km 광섬유
링크 구축 [2018]
- 영국, BT
· BT연구소(Adastral Park에 위치)와 26km 떨어진 Ipswich 사이트를 실험실용 광섬유로
연결하여 QKD에 의해 보안성이 확보된 10Gbps 전송 실험 성공 [2017]
- 영국, York 대학
· UK 국가 양자 기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자통신허브를 구성하여 4개의 작업 패키지를
구성하여 대규모 양자 통신 연구를 수행 중 [2016]
- 캐나다, Waterloo 대학
· IQC 센터를 운영 중이며 물리학, 수학, 공학의 실험적·이론적 측면을 이용하여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 측정 연구기관으로 활동 중 [2014]
¡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미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해 양자 정보통신 소자,
양자 컴퓨터 기술을 포함하는 양자정보통신의 산업화 추진을 위해 규격 개발 및 시험절차
규정을 위한 노력을 끝에 양자 암호 키 분배 망 인증에 대한 국제 인증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 소자 규격 및 절차 보안 인증과 기존연동 표준 개발과 제정될 것으로 기대
- 미국, Intel
· 큐텍(QuTech), DUT와 함께 양자정보통신 기술 소자로 양자 칩과 큐비트를 제어하는
실온 전자기기 사이 극저온 컨트롤러 칩 호스리지II(Horse Ridge) 개발 [2021]
-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
· EPB(전력 및 통신 회사)는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양자 암호통신망 기반의 전력망 보호를
위한 차세대 그리드 보안 시스템 개발 [2020]
- 스위스, IDQ
· SKT가 인수한 스위스의 IDQ에서 양자난수생성기(QRNG) 세계 최초 소형 칩 개발 [2018]
- 기타
· 각국은 양자암호통신 시범망과 상용망을 구축하여 상용 양자통신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자체적 시험 절차와 규격을 제정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기술]
¡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글로벌 벤더 및 국가 기반의 연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래 네트워킹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상용단계를 위한 테스트베드와
실증 단계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2022년 상용화 가능한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
- 미국, InterDigital
· 유럽의 H2020 POINT/RIFE/FLAME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중심 네트워킹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과 시범서비스 개발 중 [2019]
·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의 5G/B5G 네트워크 적용 기술 개발 중 [2019]
- 미국, Cisco
· PARC는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술인 CCNx의 오픈소스 개발을 수행하였고, Cisco는 CCNx의
모든 권한을 획득하여 Community ICN이라는 오픈소스 기술로 개발을 진행 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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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ntel
·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술과 무선 네트워킹을 위한 엣지 컴퓨팅 기술 개발 및 AR/VR 등을
위한 네임 기반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엣지 기술을 개발 중 [2017]
- 일본, NICT
· 5G 등의 미래 네트워킹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술 개발과 통합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위해 유럽의 Horizon 2020의 일환으로 ICN 2020 등의 프로젝트를
대표적으로 수행 [2016]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Cisco, Ericsson, Nokia 등 네트워크 장비 업체에서
세그먼트 라우팅을 적용한 라우터 장비를 개발 중이며, 5G/B5G 전달망에 적용할 계획
- 미국, Cisco/Juniper/ANET
· 패킷 고속 전달, 경로 및 링크 보호를 위해 세그먼트 라우팅 기반의 대용량 라우터 개발 [2019]
- 스웨덴, Ericsson/핀란드, Nokia/미국, Ciena/중국, Huawei
· 5G 전달망에 적용하기 위해 세그먼트 라우팅 기반의 대용량 라우터 개발 [2019]
[전달망 기술]
¡ (이더넷 광전송 표준) Ciena, Fujitsu는 100G, 200G급 및 400G급 이더넷 신호를 10km까지
전송하는 단거리 전송장치 개발은 완료했으나, FlexE기술을 이용하여 수백 G급의 이더넷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 800G급 광트랜스폰더에 대한 기술 표준이 OIF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6TG급 광트랜스폰더에 대한 기술 표준과 이를 수용하는 광전달망
장비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
- 미국, Ciena
· OIF 400G ZR IA를 이용하여 거리에 따라 회선 당 800G급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WaveLogic 5 Extream 800G 트랜스폰더 개발 완료 [2021]
- 미국, Arista
· OIF 400G ZR IA를 이용하여 120km 전송할 수 있는 460T DWDM 시스템 개발 및 상호
호환성 시험 완료 [2021]
- 일본, Fujitsu
· IEEE 802.3 400G 이더넷 신호를 120km까지 전송 가능한 트랜시버 개발 완료 [2020]
· Atlanta, Dallas, Denver 및 Phoenix를 연결하는 200G급 DCI망 구축 완료 [2019]
¡ (OTN 광전송 표준) Huawei, Ciena, Fujitsu, Nokia, Ericsson 등 글로벌 광전달망 장비 제조
업체들은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선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음. 또한, 공공망에 패킷-광전송
장비(POTN) 및 패킷 전달망(PTN) 기반 솔루션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전송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FlexO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 중. 800G급 신호를 수천 km
전송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이 예상
- 중국, Huawei
· 광 채널당 최대 400Gbps(OTUC4) 용량과 4.8Tbps ODUk 스위칭 및 1.92Tbps 패킷 스위칭을
제공하는 광전달망 장비 개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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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iena
· 클라이언트 신호에 대한 프로토콜 제약 없이 광전달망 계층에서 10G/100G/200Gbps 회선
속도의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 상용화 [2021]
· 100G급 신호 인터페이스(OTU4, 100GbE)를 갖는 15테라급 용량의 SONET/SDH/OTN/
패킷 스위치로 구성된 패킷-광전송장비를 개발하였으며, 광 파장당 400Gbps 신호를 수천
km까지 전송하는 장치 개발 [2020]
- 일본, Fujitsu
· 100G급 신호 인터페이스(OTU4)를 갖는 Flexible OTN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전송 거리가
수백 km인 메트로망에서 데이터센터 간 연결에 Flexible OTN 기술을 적용 중 [2020]
¡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Calnex Solutions, EndRun, Microsemi, Seven Solutions 등에서
개선된 5G 동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고정도의 동기 클럭 장치 개발 중이며, 개선된 동기 성능
표준화에 따른 장치 개발 예상
- 영국, Calnex Solutions
· 5G 동기 요구사항에 따른 ITU-T Class-C 및 Class-D 장치를 위한 테스트 솔루션과 sub-ns
PTP 및 25GE/100GE/400GE 지원 SyncE 등 동기 클럭 측정 장치 개발 [2020]
- 미국, EndRun
· IT 네트워크의 정밀한 동기화를 위한 고성능 시간/주파수 표준, PTP/IEEE-1588 그랜드
마스터, 정밀 타이밍 모듈 등 동기 관련 제품 개발 [2021]
- 미국, Microsemi
· 정밀한 타이밍 및 동기 관련 소자, 망동기용 IC, 동기 시스템, 동기 서버, 시스템 클럭원 등
관련 제품 개발 [2021]
- 스페인, Seven Solutions
· IEEE 1588-2019 HA(High Accuracy) 프로파일과 White Rabbit 시간 전달을 지원하는
타이밍 및 타임스탬핑 솔루션 개발 [2021]
[유무선 액세스 기술]
¡ (고속 광액세스 표준) 10G급 PON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되었으며 25G 광액세스용
기술 개발 진행 중. 파장당 50G 광액세스 기술 연구 및 개방형 광액세스 대한 연구와 더불어
모바일 신호를 수용하기 위한 저지연 광액세스 기술 연구 확대되고 있으며 멀티레벨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초고속 광대역 다분기 광액세스 기술의 개발이 예상
- 미국, Broadcom
· 채널 본딩 기술이 적용된 파장당 25G급 광액세스 시스템용 MAC 칩 및 광소자 개발 중 [2020]
- 미국, AT&T
· 기존 망 구조에서 발생하는 CAPEX와 OPEX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CORD(Central Office Re-architected as a Datacenter) 구조를 도입하고, XGS-PON 서비스는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 [2020]
- 미국, CableLabs
· 코히어런트 광송수신 방식을 사용하는 장거리 고용량 광액세스 네트워크 기술 개발 중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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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NTT
· PON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신호를 수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기 포설된 10G-EPON
기반 인프라를 이용하여 4G/5G 신호를 수용하기 위한 신호 처리 기술을 개발 중 [2019]
- 중국, Huawei
· 파장당 50G급 점대다점 광액세스에 필요한 광전송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중 [2020]
- 중국, ZTE
· 파장당 50G급 광액세스망에 필요한 광송수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특히
신호처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2019]
- 핀란드, Nokia
· 가입자망 가상화 프로젝트인 OB-BAA(Open Broadband-Broadband Access Abstraction)와
VOLTHA(Virtual OLT Hardware Abstraction) 프로젝트 참여 [2020]
¡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RoF 기술을 활용한 5G용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 개발이
주요 글로벌 시스템 및 부품 벤더 주도로 활발히 개발을 진행 중이며, 6G 후보 기술로서
논의 중인 서브-테라헤르츠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주요 선진국 위주로 진행 중이며,
2030년경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
- 미국, Corning
·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중 벤더용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 및 기존의 3G/LTE/5G
서비스 통합형 분산 안테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제품은 미주지역 통신
사업자에 납품을 진행 [2021]
- 미국, Commscope
· 밀리미터파 및 sub-6GHz 기반 5G용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상용화
추진 중 [2021]
- 미국, Futurewei
· 이동통신용 프론트홀 및 분산 안테나 시스템에서 RoF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정보뿐만
아니라 관리/제어 정보 등도 기존의 CPRI 프레임 기술을 확장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
하여 개발 예정 [2021]
- 미국, UC Berkley
· Si CMOS 기반의 서브-테라헤르츠 통신용 IC 개발을 진행 중이며, fully integrate된

240GHz QPSK CMOS TRx 개발 완료 [2019]
- 일본, NTT/NICT
· 일본은 국가주도로 2000년대 후반부터 포토닉스 기반 테라헤르츠 소자, 부품 및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는 3개 핵심 분야(집적화, CMOS IC, RTD)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산학연이 개발 예정 [2021]
- 스웨덴, Ericsson 등
· EU는 Horizon 2020의 “Networking research beyond 5G” 프로그램을 통해 총 24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테라헤르츠 무선 통신 관련 기술 개발 예정 [2021]
- 중국, 저장대
· 중국은 2016년부터 포토닉스 기술을 활용하여 대용량 무선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시연 위주의 개발 결과를 학술회의 및 SCI 논문 등에 보고하고 있고, 다양한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이 가능한 광기반의 테라헤르츠 전송 기술 개발 예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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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PR 현황 및 전망
¡ 특허분석 개요
- (기술의 범위) 지능형 네트워크분과에서 다루는 총 7개의 중분류별로 선정된 주요 중점
표준화 항목들(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기술,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기술,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기술,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기술,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기술, 이더넷 광전송 표준 기술,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기술)을 특허분석 대상기술로 선정
- (분석 범위) 특허의 권리존속기간 20년을 고려하여 200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출원 공개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PCT)를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중점 표준화 항목별로 검색/
추출된 총 7,426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
<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 범위 >
국가

검색 DB

분석 구간

검색범위

WIPS/WISDOMAIN

2001.01.01.～ 2021.06.30.

특허 공개 및 등록 전체문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

- (검색식) 특허분석 대상 중점 표준화 항목별 담당 위원을 통해 수집한 핵심키워드를 조합하여
특허분석 항목별 검색식을 마련
<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을 위한 키워드 및 검색식 >
특허분석 항목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핵심키워드

[국문] 트랜스포트 SDN, SDN
오케스트레이션, 캐리어 SDN,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슬라이싱
[영문] Transport SDN, SDN
Orchestration, Carrier SDN,
transport network s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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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소프트웨어정의망*, "소프트웨어 정의망",
소프트웨어정의네트*, "소프트웨어
정의네트*", "소프트웨어정의 네트*",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 에쓰디엔*,
에쓰디앤*, 에스디엔*, 에스디앤*, 애쓰디엔*,
애쓰디앤*, 애스디엔*, 애스디앤*,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software-defined network*") and
(오케스트레이터*, 오캐스트레이터*,
오케스트레이션*, 오캐스트레이션*,
orchestrator*, orchestrater*, orchestration*,
네트워크슬라이싱*, "네트워크 슬라이싱",
네트웍슬라이싱*, "네트웍 슬라이싱",
"network slicing", 인공지능* 신경망* (뉴럴*
near1 네트워크*) (neural* near1 network*)
딥러닝* (deep* near1 learning) (artificial*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검색식
near1 intelligen*) 장애* fault* alarm*
(트랜스포트*, 트렌스포트*, transport*,
캐리어*, 케리어*, carrier*) A/1 (에쓰디엔*,
에쓰디앤*, 에스디엔*, 에스디앤*, 애쓰디엔*,
애쓰디앤*, 애스디엔*, 애스디앤*, "sdn",
"software defined network*",
"software-defined network*"), IETF, ITU-T,
ONF, ONOS, ODL)

[국문] 네트워크, 통신망,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 지능화,
자동화, 효율화, 강화학습,
역강화학습, 폐쇄형 루프 제어,
인공지능/기계학습 모델 전달,
폐쇄형 루프 자동화, 상이한
폐쇄형 루프간 연동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영문]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Network,
Intelligence, Automation, training
data, AI, Reinforcement Learning,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
closed loop control, AI/ML Model
Transmission, Closed-loop
automation, Interactions with
different closed loops
[국문] 시간확정형 네트워킹(또는
네트워크), 세그먼트 경로
시간민감형 네트워킹(또는
네트워크), 시간확정형 포워딩,
초저지연 포워딩,
무손실 전달, 중복 패킷 삭제,
패킷 리오더링(또는 재정렬),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유지보수관리
[영문] DetNet, Deterministic
Networking(또는 Network),
Segment Routed Time Sensitive
Networking(또는 Network),
Deterministic Forwarding, Bounded
Low Latency Forwarding, In-order
Delivery, Duplicated Packet
Elimination, Packet
Reordering(또는 ordering), DetNet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네트워크*, 네트워킹*, 통신망*,
통신네트워크*, network*) N/1 (지능화*,
자동화*, 효율화*, 설계*, 구축*, 운용*,
intelligence*, automation*, efficiency*, design*,
construct*, operat*)) and (인공지능*, "인공
지능", 기계학습*, "기계 학습", 딥러닝*, "딥
러닝", 머신러닝*, "머신 러닝", 학습데이터*,
"학습 데이터", "artificial intelligence",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machine
learning", "training data" “데이터 전처리”,
(data near1 (preprocess* pre-process*))) and
ipc:(h04l*)

((시간확정형네트*, "시간확정형 네트워크",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시간 확정형
네트워크", "시간 확정형 네트워킹",
시간확정네트*, "시간확정 네트워크",
"시간확정 네트워킹", "시간 확정 네트워크",
"시간 확정 네트워킹", 시간확정형망*,
DetNet*, "deterministic network",
"deterministic networking") and (패킷*, 페킷*,
packet* “PROEF” (packet near2 (replication
elimination)) ordering*) “무손실 전달” “중복
패킷 삭제” “패킷 리오더링(재정렬)”
“in-order delivery” “시간확정형 네트위킹
유지보수 관리” DetNet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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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국문] 양자 암호통신,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중계기, 키 관리
양자키 분배망, 제어 및 관리,
서비스 품질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이더넷 광전송
표준

[영문] QKD,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 framework,
architecture, repeater, key
management QKDN,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 Control
and Management, QoS, Quality of
Service

[국문] 세그먼트 라우팅, 세그먼트
식별자, IPv6 기반 세그먼트
라우팅, IPv6 소스 패킷 라우팅,
네트워크 서비스 헤더, 세그먼트
라우팅 기반 서비스 프로그래밍,
경로 세그먼트
[영문] segment routing, segment
identifier, SRv6, IPv6 Source
Packet Routing, Network Service
Header, Service Programming,
Path Segment
[국문] 100기가, 200기가, 400기가,
800기가, 100기가베이스,
200기가베이스, 400기가베이스,
800기가베이스, PAM4, PAM-4,
팸코딩, 펄스진폭변조,
펄스진폭변조-4, 펄스진폭변조4,
코히어런트, 광전달망, 광전송망,
광전달 네트워크, 광전송
네트워크, 이더넷, 옵티컬 전송,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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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식
(양자암호통신*, "양자암호 통신", "양자
암호통신", "양자 암호 통신", 양자정보통신*,
"양자 정보통신", "양자 정보 통신",
양자키분배*, "양자키 분배", "양자 키분배",
"양자 키 분배", 양자키배포*, "양자키 배포",
"양자 키배포", "양자 키 배포",
양자암호분배*, "양자암호 분배", "양자
암호분배", "양자 암호 분배", 퀀텀암호통신*,
"퀀텀암호 통신", "퀀텀 암호통신", "퀀텀
암호 통신", 퀀텀키분배*, "퀀텀키 분배",
"퀀텀 키분배", "퀀텀 키 분배", 퀀텀키배포*,
"퀀텀키 배포", "퀀텀 키배포", "퀀텀 키
배포", "quantum communication", "QKD",
"quantum key distribution", "quantum
cryptography") and (네트워크*, 네트워킹*,
통신망*, network*, 구조*, 프레임워크*,
프래임워크*, "framework", "frame-work",
아키텍처*, 아키텍쳐*, 아키택처*, 아키택쳐*,
architecture*, 중계*, 릴레이*, 릴래이*,
리피터*, relay*, repeater*, 키관리*, "키
관리", 키매니저*, "키 매니저", 키매니져*,
"키 매니져", 키메니저*, "키 메니저",
키메니져*, "키 메니져", "key manager",
키매니지먼트*, "키 매니지먼트",
키메니지먼트*, "키 메니지먼트", "key
management")
(세그먼트라우팅*, 세그먼트루팅*, "세그먼트
라우팅", "세그먼트 루팅", 세그멘트라우팅*,
세그멘트루팅*, "세그멘트 라우팅",
"세그멘트 루팅", "segment routing",
(세그먼트*, 세그멘트*, segment*) N/1
(라우팅*, 루팅*, routing*)) and
(세그먼트식별자*, "세그먼트 식별자",
세그멘트식별자*, "세그멘트 식별자",
"segment identifier", "SRv6", "IPv6", "internet
protocol version 6")
(광전달망*, "광 전달망", 광전송망*, "광
전송망", 오티엔*, 오티앤*, "otn", "optical
transport network", (옵티*, 업티*, 옵틱*,
업틱*, optical*) N/1 (전달망*, 전송망*,
트랜스포트네트*,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트렌스포트네트*, "트렌스포트 네트워크",
"transport network"), 이더넷*, 이더네트*,
에더넷*, 에더네트*, 이서넷*, 이서네트*,
ethernet*) and ("100기가" "100 기가",
"200기가", "200 기가", "400기가", "400

특허분석 항목

핵심키워드

[영문] 100GBASE, 200GBASE,
400GBASE, PAM4(PAM-4),
800GBASE, coherent

[국문] 인도어, 인빌딩, 알오에프,
기지국 인터페이스, 광중계기,
분산 안테나 시스템,
서브-테라헤르츠 전송,
테라헤르츠 전송, 6G, 포토닉스,
밀리미터파, 아날로그 광전송,
아날로그 광부품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영문] indoor network, inbuilding
network, RoF(radio over fiber),
base station interface, mobile
fronthaul,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 sub-THz transmission,
THz transmission, 6G, photonics,
millimeter wave, analog optical
transmission, analog optical
component

검색식
기가", "100G", "200G", "400G", "100giga",
"100 giga", "200giga", “800 기가”, “800
기가”, "200 giga", "400giga", "400 giga",
“800giga”, “800 giga”, "100GBASE",
"200GBASE", "400GBASE", “800GBASE”,
"펄스진폭변조4", "펄스진폭변조 4", "펄스
진폭 변조 4", "4펄스진폭변조", "4
펄스진폭변조", "4 펄스 진폭 변조",
"4-펄스진폭변조", "4- 펄스 진폭 변조",
"PAM4", "PAM-4", "PAM 4", "4PAM", "4
PAM", "4-PAM", "4-level PAM", "4-level
pulse amplitude modulation", "4-level
pulse-amplitude modulation", “coherent”)
“인도어”, “indoor”, “인빌딩”, “inbuilding”,
“RoF”, “radio over fiber”, “알오에프”,
“모바일 프론트홀”, “mobile fronthaul”,
“기지국 인터페이스”, “base station
interface”, “광대역”, “wide band”, “ultra-wide
band”, “고선형”, “high linear”, “DAS”,
“distributed antenna system”, “분산 안테나
시스템”, “광중계기”, “optical repeater”, “RF
repeater”, “호스트 장치”, “Host Unit”,
“라디오 장치”, “Radio Unit”, “main host
unit”, “remote optic unit”, “donor unit”,
“서브-테라헤르츠”, “sub-terahertz”,
“테라헤르츠”, “terahertz”, “6G”, “포토닉스
기반 테라헤르츠 통신”, “photonics based
terahertz communication”, “포토믹서”,
“photo-mixer”, “유티씨 피디”, “혼안테나,
horn antenna”,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Schottky Barrier Diode”, “빔 포밍”, “beam
forming”, “빔 스티어링”, “beam steering”,
“펜슬빔”, “pencil beam”, “밀리미터파”,
“millimeter wave”, “5세대 이동통신”, “5G”,
“NR”, “초고주파 안테나”, “아날로그 광전송”,
“analog optical transmission”, “아날로그
광부품”, “analog optical device”, “광대역
증폭기”, “wide band amplifier”, “광대역
믹서”, “wide band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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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출원년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출원년도별 특허출원 동향 >

- 특허분석 항목의 출원년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 큰 폭의 증감 없이
소규모로 꾸준히 출원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증가 추이를 보이며,
2019년에 특허출원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20년부터 최근까지 출원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출원되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들은 특허검색 DB에서 검색되지 않으므로
다수의 미공개 특허가 존재하는 최근의 특허출원 동향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여기서, 특허제도상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가 공개되므로 출원년도
기준으로 2020년 중반부터 2021년까지의 구간에 존재하는 미공개 출원 상태인 특허는 본
IPR 현황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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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발행국 출원년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발행국 출원년도별 특허출원 동향 >

- 특허분석 항목의 특허발행국별(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국제) 특허출원은 미국특허 3450건
(47%), 국제특허 1734건(23%), 유럽특허 1220건(16%), 한국특허 556건(8%), 일본특허 466건
(6%)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모든 특허발행국에서 2013년 이후에 특허출원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9년에 일본특허를 제외하고 모든 출원국에서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특허가 미국특허와 국제특허에 비해 출원량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일본특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출원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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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 항목별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
A :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E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B :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F : 이더넷 광전송 표준

C :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G :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D :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특허분석 항목
출원년도

A

B

C

D

E

F

G

합계

2001

-

-

-

4

-

-

4

8

2002

-

-

-

9

-

-

-

9

2003

-

-

-

10

-

-

1

11

2004

-

-

4

31

-

-

5

40

2005

-

-

3

42

-

1

9

55

2006

-

-

-

42

-

-

10

52

2007

-

7

2

37

-

2

6

54

2008

-

15

6

21

-

6

4

52

2009

-

-

3

36

-

2

3

44

2010

-

5

6

27

-

-

4

42

2011

-

-

17

24

-

29

2

72

2012

2

-

12

35

-

9

8

66

2013

5

9

41

28

1

35

18

137

2014

36

22

53

64

12

47

4

238

2015

39

28

46

77

4

55

7

256

2016

159

37

25

96

23

98

22

460

2017

262

56

40

126

37

209

41

771

2018

466

108

126

101

66

225

100

1,192

2019

875

275

219

81

91

506

118

2,165

2020

625

170

101

59

35

423

86

1,499

2021

100

22

17

7

5

48

4

203

합계

2,569

754

721

957

274

1,695

456

7,426

- 특허분석 항목별 특허출원은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2,569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1,695건), 양자암호통신망 표준(957건),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754건),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721건),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456건),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274건) 순으로 출원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이더넷
광전송 표준은 2017년 이후 최근까지 특허출원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이고,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754건),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721건),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456건)은 꾸준하게 특허출원이 나타남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274건)은 아직 특허출원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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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구간별 특허출원 동향 >
특허분석 항목

구간A
(2011년∼2013년)

구간B
(2014년∼2016년)

구간C
(2017년∼2019년)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7

234

1,603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9

87

439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70

124

385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87

237

308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1

39

194

이더넷 광전송 표준

73

200

940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28

33

259

- 2011년부터 최근까지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출원년도 기준 3년 단위로 구분한 구간별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이더넷 광전송 표준,
양자암호통신망 표준은 구간B(2014년~2016년)와 구간C(2017년~2019년)에서 특허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구간 이동에 따라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는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및 이더넷 광전송 표준의 특허출원은 구간C(2017년~2019년)에서 특허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등 그 외 항목들은 구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특허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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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특허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특허발행국별 특허출원 동향 >
A :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E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B :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F : 이더넷 광전송 표준

C :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G :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D :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특허분석
항목

A

B

C

D

E

F

G

합계

출원인
한국특허

85

56

73

151

10

117

64

556

미국특허

1,451

334

216

340

139

819

151

3,450

일본특허

82

43

55

136

8

69

73

466

유럽특허

382

132

179

130

48

274

75

1,220

국제특허

569

189

198

200

69

416

93

1,734

2,569

754

721

957

274

1,695

456

7,426

합계

-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특허발행국별(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제)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은 미국특허(1,451건), 국제특허(569건), 한국
특허(85건), 유럽특허(382건), 일본특허(82건)에서 가장 많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특허의 경우, 양자암호통신망 표준(151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117건) 순으로 나타남
- 미국특허의 경우,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1,451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819건), 양자암호통신망 표준(340건),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334건) 순으로
나타남
- 일본특허의 경우, 양자암호통신망 표준(136건),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82건) 순으로 나타남
- 유럽특허의 경우,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382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
(274건),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179건) 순으로 나타남
- 국제특허의 경우,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569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416건), 양자암호통신망 표준(200건),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198건),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189건)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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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 >
A :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E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B :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F : 이더넷 광전송 표준

C :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G :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D :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특허분석
항목

A

B

C

D

E

F

G

합계

출원인
ETRI

6

0

7

22

0

7

19

61

14

2

3

3

8

14

2

46

SAMSUNG

3

11

8

0

0

4

12

38

ID QUANTIQUE

0

0

0

29

0

0

0

29

ZTE

0

0

15

0

0

5

0

20

KT

7

0

3

3

0

4

0

17

QUALCOMM

0

2

3

1

0

4

4

14

경희대학교

1

0

0

13

0

0

0

14

ARRCUS

0

7

0

0

0

7

0

14

LGE

3

1

0

0

0

0

8

12

합계

34

23

39

71

8

45

45

265

HUAWEI

- 한국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총 126개)의 특허출원 합계 순으로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ETRI(61건), HUAWEI(46건), SAMSUNG(38건), 아이디 퀀티크
(ID quantique)(29건), ZTE(20건), KT(17건), ARRCUS(14건), QUALCOMM(14건), 경희대학교
(14건), LGE(12건), SK텔레콤(12건) 순으로 나타남
- ETRI는 양자암호통신망 표준(22건),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19건) 순으로 특허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SAMSUNG의 경우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12건),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1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ID QUANTIQUE는 양자암호화통신 분야에서만 29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KT는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7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4건) 순으로 IPR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HUAWEI는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14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
(14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ZTE는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15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5건) 순으로 IPR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ARRCUS는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7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7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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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에서의 주요 출원인별 출원 현황
<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해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 >
A :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E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B :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F : 이더넷 광전송 표준

C :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G :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D :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특허분석
항목

A

B

C

D

E

F

G

합계

출원인
HUAWEI

272

22

77

70

51

190

15

697

CISCO

187

20

111

1

140

40

0

499

ERICSSON

185

45

60

5

16

51

8

370

AT&T

311

17

0

13

0

6

0

347

INTEL

85

6

12

0

0

165

4

272

NOKIA

177

17

42

4

5

13

3

261

QUALCOMM

13

26

26

3

0

30

54

152

ZTE

29

1

64

0

10

30

0

134

TOSHIBA

1

0

1

94

0

0

0

96

Juniper

67

9

0

0

0

17

0

93

1,327

163

393

190

222

542

84

2,921

합계

- 해외특허(미국, 일본, 유럽, 국제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총 909개)의 특허출원 합계 순으로
특허분석 항목에 대한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HUAWEI(697건), CISCO(499건),
ERICSSON(370건), AT&T(347건), INTEL(272건), NOKIA(261건), QUALCOMM(152건), ZTE
(134건), TOSHIBA(96건), Juniper(93건) 순으로 나타남
- HUAWEI는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272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190건),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77건), 양자암호통신망 표준(70건) 순으로 특허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CISCO는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187건),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140건),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111건) 순으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ERICSSON은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185건),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60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51건) 순으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AT&T는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311건),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17건) 순으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INTEL은 이더넷 광전송 표준(165건),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85건)
순으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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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KIA는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177건),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DetNet) 표준(42건) 순으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QUALCOMM는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54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30건) 순으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ZTE는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64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30건).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29건) 순으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TOSHIBA는 양자암호통신망 표준(94건) 순으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Juniper는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67건), 이더넷 광전송 표준(17건)
순으로 특허활동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순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ID quantique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에 집중하여 미국/
일본/유럽/국제특허에 92건의 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지능형 네트워크 분야 특허분석 항목의 전체 특허출원 동향은 2013년 이후부터 뚜렷한 출원
증가 추이를 보이고, 미국특허(3450건)와 국제특허(1734건)가 전체특허(7426건) 대비 71%의
특허점유율을 갖고,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2569건)의 특허출원이
전체특허 대비 35%의 특허점유율로 구간별 특허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술분야에서 비교적 가파른 출원 증가세를 가지지만,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274건)의 경우, 아직 특허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국내 상위 다출원인 동향은 ETRI가 가장 많은 IPR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SAMSUNG, KT, 경희대학교, LGE, SKT 등 국내 기업, 대학교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HUAWEI가 국내 상위 다출원인 특허(46건)에서 18%의 높은 특허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국외 상위 다출원인 동향은 HUAWEI가 국외 상위 다출원인 특허(697건) 대비 24%의 특허
점유율로 많은 IPR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CISCO, AT&T, INTEL, QUALCOMM,
Juniper 등 미국 기업과 ERICSSON, ZTE, NOKIA, TOSHIBA 등 통신시장 선도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므로 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특허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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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준화 현황 및 전망

표준화
특성

□개념/정의, □유즈케이스/요구사항, □기능/참조구조,
□데이터포맷/스키마, ■프로토콜/인터페이스, □시험/가이드라인

표준
수준

84.6%
(선도국가
대비)

※ 표준 수준은 “ICT 표준화 기술 및 표준 수준 조사”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 값을 활용
구분

표준화 기구

SG11

SG13

국제
ITU-T
(공식)

S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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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현황
(WP2/Q7-Signalling requirements and protocols for network attachment
and edge computing for future networks, IMT-2020 network and
beyonds) 정보중심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엣지 컴퓨팅과 지능형 네트
워킹 기술로 활용을 위한 표준 개발 중
(WP1/Q22-Networks beyond IMT2020: Emerging network technologies)
정보중심네트워킹 기술을 이용하여 5G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
개발 중
(WP1/Q6-Networks beyond IMT2020: Quality of service(QoS) mechanisms)
양자키 분배망의 QoS를 보장하기 위한 규격 표준화를 진행 중
(W P1/Q 20-Networks beyond IM T -2020 and M achine Learning: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FG ML5G(Focus Group on Machine
Learning for Future Networks including 5G)의 주요 결과물(Use Case,
Architecture Framework 등)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식 문서화
(WP3/Q16-Future Networks: Trustworthy and Quantum Enhanced
Networking and Services)
- 양자암호망의 architecture, SDN QKD 등 양자 키 분배망(QKD) 규격에
대한 기술 표준화를 진행 중
-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의 제어 및 관리기술 표준화 승인
(WP1/Q2-Optical systems for fibre access networks)
- NG-PON2의 물리계층 전송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표준화 진행 중
- 파장당 50G급 광액세스 기술의 요구사항, 물리계층 표준화 진행 중
- 모바일 신호 수용을 위한 PON OLT의 Co-DBA 표준화 완료
- 모바일 프론트홀용 점대점 양방향 광액세스 표준화 완료
- 모바일 백홀/프론트홀용 저가형 메트로 광전송망 표준인 G.698.4 표준화
완료
- 아날로그 광통신 표준인 G.sup.55와 G.9803의 표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2021년 현재 상기 두 가지 표준안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
(WP3/Q11-Signal structures, interfaces, equipment functions, protection
and interworking for optical transport networks) 100Gbps 이상의 대용량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Flexible OTN 기술과 25Gbps 신호와 50Gbps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광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전달망
암호화 기술에 대한 Supplement 작업을 추진 중
- Flexible OTN 단거리 인터페이스 수정판 2 표준화 진행 중
- Flexible OTN 장거리 인터페이스 개정판 표준화 진행 중
- Mobile-optimized OTN 솔루션으로 25G 및 50G OTN 인터페이스 표준화
수정작업 진행 중
- OTN 보안(OTNsec)에 관한 표준화 진행 중
- MTN 구조 및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화 완료하고, MTN 장치 기능 블록
특성 및 보호절체에 관한 표준화 진행 중
(WP3/Q13-Network synchronization and time distribution performance)
- 시간 및 주파수 전달을 위한 동기 계층 기능 표준화 진행 중
- 네트워크로부터 부분 타이밍 지원이 있는 패킷망에서의 시간 동기를
위한 네트워크 한계에 관한 표준화 완료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 시간 동기화를 위한 텔레콤 그랜드 마스트(T-GM) 클럭의 타이밍 특성
표준화 진행 중
- 네트워크로부터 부분 타이밍 지원과 함께 사용할 텔레콤 바운더리 클럭
(T-BC-A/P) 및 텔레콤 타임 슬레이브 클럭(T-TSC-A/P)의 타이밍 특성에
관한 개정판 완료
- 패킷 기반 시간 및 위상 분배를 위한 구조 및 요구사항 개정판 완료
- 위상/시간 동기를 위한 PTP 텔레콤 프로파일 개정판 완료
(WP3/Q14-Management and control of transport systems and equipment)
- OTN, MPLS-TP, Carrier Ethernet, WDM 등을 제어하기 위한 T-SDN
컨트롤러 구조 표준화를 추진 중
- SDN 컨트롤러로 신속하게 장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전송장치 내부의
장애 제어 기능 표준화 추진
- ONF, TMF, OIF 등과 협업하여 T-SDN 정보 모델 표준화 추진 중

SG17

IEC

ETSI

(WP1/Q15-Security for/by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quantumbased security) 2021년 1월 신설되고 양자키 분배망의 보안성 이슈,
키관리 계층의 보안 요구사항, 제어 및 관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등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된 표준 규격들을 개발 중

(Fiber optic active component) 2016년부터 RoF 전송을 위한 광트랜시버
TC86 SC86C
기술에 대한 성능 표준화를 시작하여 2018년 완료하였고, 2021년부터는
WG4
RoF용 광트랜시버를 위한 DFB-LD 소자에 대한 성능 표준화 작업을 시작
TC103 WG6

(Transmitting and Receiving Equipment for Radiocommunication) 2019년
부터 RoF 기반 5G 분산 안테나 시스템 성능 표준화를 진행 중

ISG 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 Rel-1과 2 활동을 통해서 IFA 워킹그룹에 의해 MANO 구조와 인터페이스
규격 완성
- Rel-3을 통해 SOL 워킹그룹에 의해 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프로토콜,
멀티 오케스트레이터, 정책 기반 네트워크 자원 제어, VNF와 네트워크
서비스 식별자 및 VNF 패키지에 대한 규격 확정
- Rel-4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 클라우드화 및 설치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

ISG ENI

(Experiential Networked Intelligence)
- 네트워크 지능화 관련 기술 산업규격 개발을 위해 Huawei, China
Telecom, Verizon, 삼성전자, Intel, ZTE 등 전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2017년 초부터 표준화
활동을 시작
- ENI Rel-1 스테이지-1(2017.3∼2018.3)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 유즈케이스, 갭 분석 등의 산업 규격들이 개발되었으며, ENI
Rel-1 스테이지-2(2018.3∼)는 지능형 네트워크를 위한 기능구조, 기능
블록간의 인터페이스 및 정보 모델 등에 산업 규격이 개발될 예정
- Intent Policy 모델, 인공지능 모델, Control-loop 구조, PoC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규격 개발 진행 중

ISG ZSM

(Zero touch network & Service Management)
- 네트워크 자동화 관련 기술 산업규격 개발을 위해 Deutsche Telekom,
Huawei, Nokia, China Unicom, NTT DOCOMO, Sprint, Telefonica 중심으로
2017년 12월 공식 출범하였으며, 기존 SDN/NFV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추가하여 네트워크상의 사업자 망 관리
시스템에 MANO와 통합 연동되는 종단 간 자동화 기술 개발을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정보모델 개발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
- 도메인 간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Closed-loop 자동화 관련 규격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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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G QKD

표준화 현황
(Quantum Key Distribution) 양자 키 분배 시스템의 표준안인 유즈케이스,
용어, 소자 특성, 내부 인터페이스, API, 보안 증빙은 제정되었으며, 보안
인증, SDN 기반의 제어에 대한 표준이 진행 중
- 양자 키 분배 프로토콜의 준비와 측정을 위한 점대점 QKD시스템의
보안 프로파일 표준 진행 중
-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통합 관리 규격 표준화 진행 중
- 양자 키 분배 시스템의 SDN을 위한 제어 인터페이스 표준 승인
- 다구간 QKD망에서 SDN 컨트롤러와 SDN 오케스트레이터 간 오케스트레이션
인터페이스 표준 진행 중

ONF

- 프로바이더 독립적인 인텐트 중심 SDN 노스바운드 기술의 규약을
개발하여 다양한 벤더/서비스 요구를 쉽게 수용 가능한 환경을 구현
- 종단 간 연동 및 하이브리드 기술을 위한 운영, 구조, 서비스 분야의
규약을 개발 중으로 SDN의 종단 간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
- T-SDN 정보 모델(UML)을 기반으로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SBI 인터페이스 표준화 진행 중
- UML과 OpenAPI 및 ProtoBuf를 맵핑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 개방/분리형 전송 네트워크(ODTN) 표준구조 제안
- 가상화된 브로드밴드 서비스 구현을 위한 SDN 기반 브로드밴드 액세스
(SEBA) 참조설계 및 표준구조 제안
- ONOS, Fabric 애플리케이션, OpenFlow 스위치 등의 주요 구성요소를
확장한 데이터센터 SDN 기술인 Trellis 참조설계/표준구조 제안
- 차세대 SDN 제어 구조 및 P4 기반의 통합 프로그래머블/자동화 네트
워크 참조설계/표준구조 제안
- 오픈소스 5G/LTE 엣지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및 구조 제안
- 오픈소스 모바일 생태계를 위한 유무선 브로드밴드 인프라(COMAC) 개발
- 차세대 SDN 인터페이스(P4Runtime, gNMI, gNOI, gRIBI) 및 Open Config
모델을 지원하는 Stratum 개발
- Stratum 호환 스위치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SDN
제어 및 구성 플랫폼인 uONOS 개발

OIF

(Physical and Link Layer WG)
- Flexible Ethernet IA 2.1 표준화를 2019년 완료하였으며, 400G급 신호를
DP-16QAM 및 코히어런트 기술을 이용하여 120km 까지 전송이 가능한
400ZR 표준화 완료
- Beyond 400ZR 표준화를 위한 800G 코히어런트(800ZR) 프로젝트 추진
- 데이터센터 내 이더넷 스위칭 적용을 위한 3.2T Co-Packaged 광모듈
표준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 112Gbps 데이터 속도를 지원하는 전기적 I/O 규격(CEI-112G)에 관한 5종의
표준 초안 작업 완료하고, CEI-224G 표준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 DCI용 800G 코히런트 라인 인터페이스 규격 제정, 코패키징 프레임워크
연구, 통합 코히런트 트랜시버 광 어셈블리 IA 제정(2021)

IETF/IRTF

(Bit Indexed Explicit Replication WG) 비트 기반 멀티캐스팅을 적용한
적응형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 중
(Common Control and Measurement Plane WG) SDN 컨트롤러 기반
OTN/WSON 장비들을 제어하기 위한 YANG 데이터 모델 표준화 진행 중,
DetNet 제어평면(프레임워크) 표준화 지원 중
(Deterministic Networking WG) IP/MPLS 기반 DetNet 아키텍쳐, 정보
모델, 일부 데이터 플레인 등의 표준화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데이터 평면
기술, 제어관리 평면 등의 표준화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RG) 정보중심 네트워킹(ICN) 시나리오,
적용 고려사항 등의 기본 표준을 기반으로 이름변환서비스(NRS) 등의 기본
기술에 관한 표준과 IoT, LTE, 5G 네트워크 적용기술에 대한 표준 논의 중

국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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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Inter-Domain Routing WG) 세그먼트 라우팅 프리픽스 세그먼트 식별자를
지원하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표준을 기반으로 링크 상태 확장 표준
개발 중
(IPv6 Maintenance WG) 세그먼트 라우팅 식별자를 전달하기 위한 IPv6
헤더 확장 표준을 기반으로 운용보전 표준 개발 중
(Link State Routing WG) 세그먼트 식별자의 플로딩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 확장과 YANG 모델 개발 중
(Path Computation Element WG) 세그먼트 라우팅을 지원하는 경로 계산
요소 통신프로토콜 확장 표준을 기반으로 IPv6 데이터 평면 확장 표준을
개발 중
(Source Packet Routing in Networking WG) IP 주소 대신 세그먼트
식별자를 이용하는 소스 라우팅 기반의 세그먼트 라우팅 기술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 중
(Timing over IP Connection and Transfer of Clock WG) PTPv2 제어/
관리를 위한 YANG 모델 표준화 및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IP 망에서의
정밀 시간 동기를 위한 PTP 엔터프라이즈 프로파일 표준화 진행 중
(Traffic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Signaling WG) 다중 도메인 전송
네트워크를 SDN으로 제어하기 위한 Hierarchical SDN 컨트롤러 구조와
컨트롤러 간 요구되는 정보 모델을 표준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표준화 진행 중, DetNet 관리평면(YANG 데이터 모델 및 프로토콜)
표준화 지원 중
(Quantum Internet Research Group) 양자인터넷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양자통신이 되기 위한 기술 분석과 프로토콜, quantum repeater 구현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논의 중

802

(WG3-Ethernet)
- 50G EPON 표준화 완료
- 10G, 25G, 50G 양방향 광액세스 표준화 완료 예정
- 50G, 400GbE 신호를 PAM-4신호로 변조하여 SMF를 통한 40km 전송
표준화 진행 중
- DWDM을 통한 400G 신호전송 표준화 진행 중
- 파장당 100G 신호 전송 기술 표준화 진행 중
- 개선된 타임스탬프 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한 이더넷 표준(IEEE 802.3cx)
개발 중
- 800G 신호를 50∼2km 전송할 수 있는 표준 B400G study group 결성
(2021), 2022년 1월에 B400G에 대한 1st TF 미팅 예정
(WG15-Wireless Specialty Networks(WSN))
- 2017년에 802.153d(252∼325GHz 주파수 대역에서 점대점 통신 방식을
지원하는 물리계층 규격) 표준화 작업을 완료
- 2021년 하반기 부터는 356∼450GHz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물리계층
표준 규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

1588

(Precision Clock Synchronization Protocol for Networked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s) IEEE 1588-2008(PTPv2)의 시간 동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1588-2019(PTPv2.1) 표준화 완료

CT

(CT4-Core Network Protocols) 5G 전달망에서 세그먼트 라우팅을 적용하여
PDU 세션을 전달하는 터널링 기술의 표준화 완료

SA

(SA2-Architecture) 5G 코어 네트워크에서 URLLC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TSN/DetNet 연동 5G 시스템 확장 기능 표준화 진행 중

IEEE

3GPP

25GS-PON MSA

IEEE NG-EPON 물리계층과 ITU-T XGS-PON 전송수렴계층 기반으로
양방향 25GS-PON 기술규격 표준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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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오픈
소스)

ONOS

ONAP
OSM

OPNFV

국내

TTA

PG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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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현황
- 광전송 인프라 제어, BGP CEP 기능을 통한 WAN 연동, 클라우드/엣지
네트워크 가상화 등 유즈케이스 고도화 추진
- 오픈플로우 표준외에 OVSDB, NETCONF, LISP, BGP 등의 다양한
사우스바운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SDN과 NFV 기술의 연동을
위해 OpenStack의 Neutron API와 연동을 지원
- MD-SAL 추상화 기반의 통일된 모델을 기반으로 API 및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여 확장성을 높여주며, 이를 위해 RESTCONF 프로토콜과 YANG
모델링 언어를 사용
- 클러스터링 및 페더레이션 기술의 향상을 통해 이스트웨스트바운드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확대에 기여 전망
- 5G RAN 엣지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지향하는 마이크로 ONOS
기술 개발
- NG-ONOS 개발을 통한 gRPC 기반 인터페이스,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
사상 채택, 기존 오케스트레이션 툴과 융합 등 차세대 기술 개발 추진
- SEBA, UPAN, Trellis 등의 참조설계 및 표준구조 개발
- ODTN 지원 네트워크의 동적 설정 및 ISSU 프로세스 최적화 개발
- 최대 지원 플로우 및 라우팅 엔트리 확대를 위한 확장성 향상 추진
- CORD 패브릭과 연계한 P4 패브릭 기능 개선 진행
- Stratum을 위한 Southbound API의 개발을 통한 초기 버전 릴리스 진행
- 오픈플로우 1.5를 통한 LISP, OSPF, ISIS 및 YANG을 위한 NETCONF
어댑터 등 사우스바운드 인터페이스의 확대 개발 진행
- YANG/동적설정 API 정의 및 개발, 인텐트 2.0 프레임워크 개발, gRPC
구현 및 적용 등을 추진하여 노스바운드 인터페이스 지원 확대 및
고성능화 수행
- 최초 버전부터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분산 컨트롤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산 코어 환경을 탑재하여 SDN 서비스의 안정성, 가용성, 확장성을 제공
NFV 오케스트레이션, SDN 컨트롤러 외에 Service Design, Analytics, Network
Management 등이 포함된 운영, 관리 플랫폼으로, AT&T에서 공개한 ECOMP와
China Mobile, Huawei, ZTE 등이 주도한 Open-O 프로젝트를 통합
ETSI NFV MANO 표준 기반 상용 수준의 소프트웨어 제공을 목표로 시작되어
서비스 품질보장, 안정성 등을 보강한 3차 릴리즈를 2017년 말 발표
- NFV 관련 여러 오프소스 소프트웨어들의 통합, 적용 및 시험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 및 신규 기능 개발을 위한 목표로 시작되어 OpenStack,
ODL, ONOS, OVS, Ceph 등 관련 Open Source 프로젝트에 반영
- 통합 및 시험을 위해 전 세계 16개의 Pharos Community Open 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Lab as a Service를 제공 중
(광전송)
- 캐리어 네트워크를 위한 T-SDN 국내 고유 표준화를 추진 중
- IP/MPLS 기반 DetNet 국제 표준안에 대한 준용 표준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국제 표준안 승인/대응 상황에 따라 준용/고유 표준 개발 추진 중
- 양자암호네트워크 응용계층 인터페이스, 양자 키분배시스템 소자 요소와
특징, 물리계층의 규격과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화를 수행
- ITU-T SG13에서 진행 중인 양자키 분배망 관련 기술의 국내 표준화
추진 중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의 패킷 전달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표준 개발 중
- OTU4-long reach 기술, FlexO 단거리 및 FlexO 장거리 기술 관련 개정판
국내 표준화 추진 예정
- ETRI, 코위버, 우리넷, LG U+ 공동으로 OTN 보안을 위한 오버헤드
프레임 규격을 국내고유표준으로 표준화 추진 중
- ITU-T SG15에서 진행 중인 광액세스 기술 및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관련 기술의 국내 표준화 추진 중

구분

표준화 기구

표준화 현황

PG218

(이더넷)
- 동기식 장치 슬레이브 클럭의 타이밍 특성 표준에 대한 개정 작업 추진
예정
- IEEE 802.3WG에서 진행 중인 광액세스망 관련 기술의 국내 준용 표준
개발 중

PG221

(네트워크/서비스품질)
* 2019.12 미래인터넷 PG(PG220) 활동 종료 후 2020.6 네트워크/서비스품질
PG(PG221)로 활동 이관
- IETF에서 개발된 RFC 표준들에 대해 대응하는 국내준용표준 개발에
초점을 두고 표준화를 추진 중
- NFV 기반 상용 서비스 출시를 본격화함에 따라 멀티 벤더 제품들 간
상호운용성 이슈가 대두되면서 NFV 시험 표준을 개발 중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국내표준 개발을
하기 위한 논의 예정

PG503

(사이버보안) IP 보안 프로토콜(IPsec)과 양자 암호 키 분배 장비 간 연동
규격 진행 중

PG504

(응용보안/평가인증) 양자암호통신의 BB84 프로토콜에 한정해 인정 규격을
정의하였고 양자 키 분배 보안 요구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인증 표준에 대한 논의 추진 중

(ITU-T SG11/SG13 연구반)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여 엣지컴퓨팅
및 5G 적용을 위한 표준화 논의 및 추진 중. 양자암호망의 아키텍처 설계와
양자 키분배망 표준화 논의 추진 중
(ITU-T SG15 연구반) T-SDN, IMT2020/5G 지원 전달망, 전달망 보호절체,
한국 ITU 연구위원회
50G급 광액세스, 아날로그 광통신 등의 분야에서 국내 제안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을 논의 중
(ITU-T SG17 연구반) 양자키 분배망의 보안성 관련 국제 표준화 논의
추진 중

SDN/NFV포럼

ETRI, 삼성전자, SKT, KISTI 등이 ONF 포럼에 공식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관련 표준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국내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응 포럼인 SDN/NFV포럼의 활동 및 관련 기술개발의 표준화를
추진 중

퀀텀포럼

양자암호통신기술 표준 관련하여 2011년 출범하였고, 2012년 출범한 퀀텀
정보통신연구조합과 함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 실제 표준 개발 및 ETSI와
연계한 표준화를 진행 중

산업융합
네트워크포럼

- 다양한 산업 융합 네트워크 분야에 기존 네트워크 기술(Ethernet, IP,
MPLS)을 적용 및 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포럼 표준을 TTA PG와 연계하여 개발 중
- 포럼 내 인프라 분과에서는 전달망 및 유무선 액세스 관련 국제/국내
표준화를 논의하고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포럼 표준을 TTA PG와
연계하여 개발 중
- 미래 융합 망으로써 양자암호통신 관련 시스템과 물리계층 등에 대한
국내 표준화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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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국내 표준화 현황 및 전망
[SDN/NFV 기술]
¡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SDN 컨트롤러에 의하여 전송 네트워크
(OTN, MPLS-TP)를 제어하기 위한 기본 YANG 데이터 모델에 대한 국내 고유 표준화를
완료하고 이를 확장하여 새로운 응용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 보완 추진 중. 5G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슬라이싱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추진 예상
- TTA 광전송 PG(PG201)
· SDN/NFV포럼 표준화워킹 그룹과 협업하여 통신사업자의 캐리어 네트워크를 위한
T-SDN에 대한 국내 고유 표준화를 추진 중 [2020]
- SDN/NFV포럼
· 표준화워킹 그룹에서는 ETRI, 통신사업자(KT, SKT, LGU+), 벤더(우리넷, 코위버 등)로
구성하여 국내 통신사업자망에 적용되는 T-SDN 국내 고유 표준 개정을 추진 [2020]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20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1.0095, 전달망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을 위한 기본 YANG
데이터 모델

2020

TTAK.KO-01.0096, 전달망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을 위한 YANG 데이터
모델: MPLS-TP

2019

TTAK.KO-01.0097, 전달망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을 위한 YANG 데이터
모델: OTN

2019

¡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국내에는 아직 P4 관련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텔레메트리 관련하여 P4 Inband Network Telemetry(INT) 등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
- SDN/NFV포럼
· P4 워킹 그룹에서 KISTI, ETRI, 통신사업자(SKT, KT, LG U+), 벤더(쿨클라우드)로 구성하여
국내 통신사업자망에 적용되는 P4 국내 고유 표준 개정을 추진 [2020]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기본 NFV MANO 인터페이스 표준 제정은 완료되었으며,
멀티 벤더 제품 간 상호운용성을 해결하기 위한 VNF와 VNFM간 그리고 OSS/BSS와
NFVO간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능에 대한 시험 절차 표준 제정 완료. 향후 ETSI NFV
Rel-4 표준화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네트워크 자동화 등에 대한
국내 표준 작업이 필요
- TTA 네트워크/서비스품질 PG(PG221)
· NFV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 및 성능 관리를 위한 상호 호환성 시험 절차 표준 개발 [2019]
· 네트워크 서비스 대상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시험 절차 표준 개발 [2018]
· VNF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시험 규격을 개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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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SI NFV 산업규격의 최종 버전을 기반으로 하여 2016년에 개발한 국내 표준안 개정 [2017]
· MANO 기본 프레임워크 표준안을 기반으로 하여 VNF와 VNFM간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NFVO 및 NFVM간 인터페이스에 대한 국내 표준안을 개발 [2016]
· NFV 기반 기본 프레임워크에 물리적 네트워크 기능(PNF)을 포함하는 국내 MANO 기본
프레임워크 표준안을 개발 [2015]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22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K.KO-01.0220,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네트워크 서비스 장애 및 성능
관리를 위한 상호 호환성 시험 절차

2019

TTAK.KO-01.0210,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네트워크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상호 호환성 시험 절차

2018

TTAK.KO-01.0100/R1,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오케스트레이터와 가상
네트워크 기능 관리자간 인터페이스

2017

TTAK.KO-01.0202,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가상 네트워크 기능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상호 호환성 시험 표준

2017

TTAK.KO-01.0101/R1,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가상 네트워크 기능과
가상 네트워크 기능 관리자간 인터페이스

2017

TTAK.KO-01.0100,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오케스트레이터와 가상 네트워크
기능 관리자간 인터페이스

2016

TTAK.KO-01.0101,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가상 네트워크 기능과 가상
네트워크 기능 관리자 간 인터페이스

2016

TTAR-01.0009,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SDN 사용

2016

TTAS.KO-200,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프레임워크

2015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국내에서는 아직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을 전담하는 표준화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2019년도에 TTA 산하에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이 개설되어
네트워킹 기술 분야 표준화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 추진 예정
-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
· 지능정보 기반 기술 분야 표준화 관련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표준화 항목과
더불어 네트워킹 기술 분야 표준화 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21]
¡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국내에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 모델링 표준 전담 조직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
(PG1005)에서 의료 데이터 등 타 분야 데이터 처리 및 정보 모델링에 대한 표준안 작업이
진행 중이며 네트워크 지능화 분야의 데이터 관련 표준 작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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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 (광역망 시간확정형(DetNet) 네트워킹 표준) IP/MPLS 기반 DetNet 국제 표준안에 대한 준용
표준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국제 표준안 승인/대응 상황에 따라 준용/고유 표준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TTA 광전송 PG(PG201)
· IP, MPLS, 시간확정형 네트워크(DetNet) 플로우 및 서비스 정보 모델 영문 준용 표준
제정 [2021]
·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데이터 평면 프레임 워크에 관한 영문 준용 표준 제정
(TTAE.IF-RFC8938) [2020]
·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구조에 관한 영문 준용 표준 제정(TTAE.IF-RFC8655) [2019]
-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 시간민감형 네트워크 분과를 통해 TTA DetNet 관련 영문 준용/고유 표준 개발 지원 중
[2020]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20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E-RFC9307, DetNet 데이터 평면: IEEE 802.1 시간민감형 네트워킹
(TSN)을 통한 MPLS

2021

TTAE.IE-RFC9025, DetNet 데이터 평면: UDP/IP를 통한 MPLS

2021

TTAE.IE-RFC9024, DetNet 데이터 평면: MPLS를 통한 IEEE 802.1 시간민감
형 네트워킹(TSN)

2021

TTAE.IE-RFC9023, DetNet 데이터 평면: IEEE 802.1 시간민감형 네트워킹
(TSN)을 통한 IP

2021

TTAE.IE-RFC9016, DetNet 플로우 및 서비스 정보 모델

2021

TTAE.IE-RFC8964, DetNet 데이터 평면: MPLS

2021

TTAE.IE-RFC8939, DetNet 데이터 평면: IP

2021

TTAE.IE-RFC8938, DetNet 데이터 평면 프레임워크

2020

TTAE.IE-RFC8655,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구조

2019

[양자 정보통신 기술]
¡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TTA에서는 국내 단체표준으로서 양자정보통신에 대한 표준 제정
활동을 진행 중. 특히, 양자키 분배망 구조 및 세부 기능들에 대한 정의와 키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모델 정의 등 양자키 분배망을 구성하기 위한 세부 구조들에 대해 표준화 진행 예정
- TTA 광전송 PG(PG201)
· 양자 키 분배망의 설치와 연동, 제어 및 관리를 위한 표준 제정 완료 [2021]
· 양자암호통신의 양자 키 분배망에 대한 물리적 규격과 내부 인터페이스 및 응용 인터
페이스 등의 표준 제정 완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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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텀포럼
· 양자암호통신기술 표준 관련 퀀텀포럼이 2011년 출범하였고, 2012년부터 TTA 표준화
포럼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출범한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과 함께 국제 표준화를 위해
실제 표준 개발 및 ETSI QKD 표준화를 진행 중 [2017]
-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
· 2016년부터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이 ETSI ISG 멤버로 참여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 진행 중.
ETSI Quantum Safe Crypto Workshop과 국내외 양자 세미나 등을 유치하는 등 국내외
표준화 및 정책 홍보 확산 진행 중 [2017]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20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Y.3804, 양자키 분배망 - 제어 및 관리

2021

TTAE.IT-Y.3802, 양자키 분배망 - 기능 구조

2021

TTAE.IT-Y.3801, 양자키 분배망 기능적 요구사항

2021

TTAE.IT-Y.3800, 양자 키 분배망 개요

2020

TTAK.KO-01.0214, 양자암호 전달 네트워크 기능구조

2020

TTAE.ET-GS QKD 011, 양자 키 분배(QKD); 구성 요소 특성화: QKD 시스템의
광학 구성 요소 특성화

2018

TTAE.ET-GS QKD 003, 양자 키 분배: 구성 요소 및 내부 인터페이스

2017

TTAE.ET-GS QKD 004, 양자 키 분배망: 응용 인터페이스

2017

¡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TTA에서는 국내 단체표준으로서 양자정보통신에 대한
표준 제정활동을 진행 중이고, 국가보안연구소에서 양자암호망의 인증에 대한 기본 규약을
제정. 이를 기반으로 보안 인증, 양자 보안 소자의 인증, 시험절차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어
‘양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적용 예정
- TTA 광전송 PG(PG201)
· 양자암호통신의 양자 키분배망 모듈 보안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중 일부 표준을 완료
하였고, 양자정보통신 소자의 인증 절차에 대한 표준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REST기반의
키 전달 시스템 등의 연동규격 등의 연동 시험 규정 제정 [2020]
- TTA 사이버보안 PG(PG503)
· 양자암호통신의 양자 키 분배 및 관리 망에 대한 인터페이스 표준 제정하였고 IP 보안
(IPsec)과의 인터페이스는 표준 진행 중 [2020]
-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
· 양자암호통신의 BB84 프로토콜에 한정해 인정규격 정의 [2019]
- 퀀텀포럼
· 양자암호통신기술 표준 관련 퀀텀포럼이 국제 표준화를 위한 ETSI 활동 뿐 아니라 JTC1의
보안 인증을 위한 과제 제안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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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201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309, 양자 키 분배- REST 기반의 키 전달 응용 프로토콜과 데이터 형식

진행중
(2022)

TTAK.KO-01.0225, QKD 네트워크(QKDN); QKD 시스템과 양자 암호키 관리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및 YANG 데이터 모델

2020

TTAE.ET-GS QKD 008, 양자 키 분배망; 모듈 보안 규격

2018

TTA PG503

2019-1114, IP 보안 프로토콜(IPsec)과 양자 암호 키 분배 장비 간 연동 규격

TTA PG504

TTAK.KO-12.0356, 양자 키 분배 보안 요구사항

진행중
(2022)
2019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기술]
¡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반 기술의 IoT, LTE 및
5G 네트워크 적용 기술 개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 표준 준용 및 선도적 표준
개발을 위해 국내 표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TTA 네트워크/서비스 품질 PG(PG221)
· 정보 중심 네트워킹을 위한 국제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 준용 개발 필요 [2020]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5G 전달망에서 패킷 전달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로서,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표준 준용 및 선도적 표준 개발을 위해
관련 표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TTA 광전송 PG(PG201)
· MPLS 데이터 평면 기반 세그먼트 라우팅 표준 제정 [2020]
· 세그먼트 라우팅 MPLS와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연동 표준 제정 [2020]
· 세그먼트 라우팅의 구조 표준 제정 [2019]
· 세그먼트 라우팅 기반의 IPv6 활용사례와 복원력 활용사례 표준 제정 [2018]
· 세그먼트 라우팅의 문제정의와 요구사항 표준 제정 [2016]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F-RFC8660, MPLS 데이터 평면 기반 세그먼트 라우팅

2020

TTAE.IF-RFC8661, 세그먼트 라우팅 MPLS와 레이블 분배 프로토콜의 연동

2020

TTAE.IF-RFC8402, 세그먼트 라우팅의 구조

2019

TTAE.IF-RFC8354, 세그먼트 라우팅의 IPv6 활용사례

2018

TTAE.IF-RFC8355, 세그먼트 라우팅 기반의 복원력 활용사례

2018

TTAE.IF-RFC7855, 세그먼트 라우팅의 문제정의와 요구사항

2016

TTA PG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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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망 기술]
¡ (이더넷 광전송 표준) 파장당 200G 신호를 광다중화 시켜 800G/1.6T 신호를 MMF를 통해
수십~수백 m, SMF를 통해 수 km에서 40km까지 전송 가능한 표준화 논의 예정
- TTA 광전송 PG(PG201)
· Coherent 기술을 이용하여 800G/1.6T 기술에 대해 표준화 논의 예정 [2022]
· DWDM을 통한 800G/1.6T 신호전송 표준화 논의 예정 [2022]
· 파장당 200G 신호 전송 기술 표준화 논의 예정 [2022]
¡ (OTN 광전송 표준) 100G, 200G, 400G신호를 수백 km까지 전송 가능한 광전달망 기술과
25G 및 50G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광전달망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OTN
계층 암호화 기술에 대한 국내고유표준화 작업 논의 예정
- TTA 광전송 PG(PG201)
· 100G OTN 신호 장거리 전송 기술(OTU4-LR, G.709.2) 표준화 추진 예정 [2022]
· Flexible OTN 단거리 전송 기술(FlexO-SR, G.709.1) 및 장거리 전송 기술(FlexO-LR,
G.709.3)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 [2021]
· 25G/50G OTN 전송 기술(OTU25/50-RS, G.709.4) 표준 제정 [2021]
· OTN 계층 암호화 기술(OTNsec) 국내고유표준 진행 논의 [2021]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20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G.709.4, OTU25 및 OTU50 단거리 인터페이스

2021

TTAE.IT-G.709.2, OTU4 장거리 인터페이스

2020

TTAE.IT-G.800/R1 전달망 통합기능 구조

2019

TTAE.IT-G.7712/Y.1703/R1, 데이터통신 네트워크 구조와 규격

2018

TTAE.IT-G.874.1/R1, 망요소 관점에서의 광전달망 프로토콜 중립 관리정보 모델

2018

TTAE.IT-G.806/R1, 전달망 장비 특성–기술 방법론 및 기반 기능

2017

TTAE.IT-G.798/R2, 광전달망 계위 장치의 기능 블록 특성

2017

TTAE.IT-G.872/R1, 광전달망 구조

2017

TTAE.IT-G.709/R3, 광전송 네트워크 신호 인터페이스

2016

¡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패킷 기반 전달망과 고정밀 시간 동기 적용을 위한 망동기,
주파수/시간/위상 동기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 표준 준용 및 선도적 표준
개발을 위해 국내 표준 개발을 추진할 예정
- TTA 광전송 PG(PG201)
· 망동기 및 주파수/시간/위상 동기 기술의 국제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 준용을 위한 표준
개발 논의 중 [2021]
- TTA 이더넷 PG(PG218)
· 동기식 장치 슬레이브 클럭의 타이밍 특성 표준에 대한 개정 작업 추진 예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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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201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G.8273.2/Y.1368.2, 네트워크로부터의 풀 타이밍 지원과 함께 사용할
텔레콤 바운더리 클럭 및 텔레콤 타임 슬레이브 클럭의 타이밍 특성

2021

TTAE.IT-G.8251, 광전송망(OTN) 내의 지터 및 원더의 제어

2020

TTAE.IT-G.8271.1/Y.1366.1, 네트워크로부터 풀 타이밍 지원이 있는 패킷
네트워크에서 시간 동기에 대한 네트워크 한계

2020

TTAE.IT-G781/R1, 동기 계층 기능

2019

TTAE.IT-G.8260/R1, 패킷 네트워크 동기화에 대한 정의 및 용어

2019

TTAE.IT-G.8271/Y.1366, 통신 네트워크의 시간 및 위상 동기화 측면

2019

TTAE.IT-G.8262.1/Y.1362.1, 개선된 동기식 장치 슬레이브 클럭의 타이밍 특성

2020

TTAE.IT-G.8262/Y.1362/R1, 동기 장비 슬레이브 클럭의 타이밍 특성

2019

TTA PG218

[유무선 액세스 기술]
¡ (고속 광액세스 표준) 국제적으로 파장당 10G급 이상의 광액세스망의 물리계층, 전송수렴계층,
관리제어기술과 더불어 모바일 신호를 수용을 위한 저지연 광액세스 전송 기술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국내에서는 국제 표준 준용 및 선도적 표준 개발을 위해 국내 표준 개발 추진을 예상
- TTA 광전송 PG(PG201)
· ITU-T SG15에서 진행 중인 고속 점대점 및 점대다점 광액세스 기술 요구사항, 물리계층
전송수렴계층 표준화 기술의 국내 표준화 대응 중 [2021]
- TTA 이더넷 PG(PG218)
· IEEE 802.3WG에서 진행 중인 파장당 25G 점대다점 광액세스 기술, 파장당 최대 50G
양방향 광액세스 표준화 기술의 국내 표준화 대응 중 [2021]
- 한국 ITU 연구위원회 ITU-T SG15 연구반
· ITU-T SG15 WP1/Q2에서 진행 중인 광액세스 표준기술 대응 중 [2021]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TTA PG201

TTA PG218

표준(안)명

완료연도

TTAE.IT-G.9806, 고속 양방향, 단일 광섬유, 점대점 광액세스 시스템(HS-PtP)

2020

TTAE.IT-G.Sup66, PON 환경에서의 5G 프런트홀 요구사항

2020

TTAE.IT-G.988/R2, ONU 관리 및 제어 인터페이스(OMCI) 규격

2019

TTAE.IT-G.989.1/R1, 40G급 수동형 광 통신망(NG-PON2): 일반 요구 사항

2017

TTAE.IT-G.989.2/R1, 40G급 수동형 광 통신망(NG-PON2): 물리계층 규격

2017

2020-0069, IEEE 이더넷 표준(IEEE Std 802.3-20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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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구축 및 운용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특징을 갖는 RoF 기술을
적용한 인도어 광네트워크 및 모바일 프론트홀 광링크에 대한 연구 및 국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 RoF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조, 물리 계층 요구사항 및 관리/제어 요구사항을
포함한 국제 표준화 및 국내 표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서브-테라헤르츠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인도어 광네트워크 기술은 1년 내에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 그룹이 IEEE
등에서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표준 관련 단체 활동이 필요
- TTA 광전송 PG(PG201)
· 5G 분산 안테나 시스템용 RoF 인터페이스 표준 개정 중 [2022]
· 5G 분산 안테나 시스템용 RoF 인터페이스 제정 완료 [2018]
· 무선-광(RoF) 전송 기술 및 응용 제정 완료 [2015]
- 한국 ITU 연구위원회 ITU-T SG15 연구반
· ITU-T SG15 WP1/Q2에서 진행 중인 RoF 표준기술 대응 중 [2022]
- 무선통신송신기 전문위원회
· IEC TC103 WG6에서 진행 중인 RoF 기반 5G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 표준 기술
대응 중 [2022]
- 광섬유 전문위원회
· IEC TC86 SC86C WG4에서 진행 중인 RoF 광트랜시버 및 RoF 광트랜시버용 광원 성능
표준 기술 대응 중 [2022]
< 국내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2019-1308, 5G 분산 안테나 시스템용 RoF 인터페이스 개정 표준
TTA PG201

진행중
(2022)

TTAK.KO-01.0207, 5G 분산 안테나 시스템용 RoF 인터페이스

2018

TTAE.IT-G.supp.55, 무선-광(RoF) 전송 기술 및 응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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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국제 표준화 현황 및 전망
[SDN/NFV 기술]
¡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광역망 혹은 전송망으로 대표되는 통신
사업자망을 SDN으로 제어/관리하기 위한 표준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YANG
데이터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IETF와 정보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ITU-T/ONF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 세부 네트워크 기술로 표준화 확장 예상
- ITU-T SG15
· T-SDN 표준화는 전송 네트워크 제어 구조 표준(G.8080)을 참조하여 SDN 트랜스포트 제어
구조 및 정보 모델을 표준화 진행 중 [2021]
- IETF TEAS
· 다중 도메인 전송 네트워크를 SDN으로 제어하기 위한 Hierarchical SDN 컨트롤러 구조와
컨트롤러 간 요구되는 정보 모델을 표준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들의
표준화 추진, SDN 컨트롤러에 의하여 패킷 네트워크에 대한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제공하기
위한 토폴로지 및 터널에 관한 기본 데이터 모델을 표준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MPLS를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확장 모델을 표준화 진행 중 [2021]
- IETF CCAMP
· SDN 컨트롤러에 의하여 OTN/WSON 장비들을 제어하기 위한 YANG 데이터 모델을
표준화 진행 중 [2021]
- IETF PCE
· 계층적 구조를 갖는 SDN 컨트롤러의 구현 기술로써 PCE를 사용하여 PCE와 장비 간 PCE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PCEP 확장 프로토콜 표준화 진행 중 [2021]
· PCE의 ACTN 적용 표준 완료 [2021]
- ONF OIMT
· OIMT 프로젝트는 SDN 네트워크를 제어/관리/오케스트레이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프레임워크,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개방형 정보모델 표준화와 이를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기 위한 관련 툴 개발 [2021]
- ONF ODTN
· ODTN 프로젝트는 차세대 WAN 네트워크 구성하기 위해서 분산 하드웨어로 구성되는 패킷과
광도메인을 다중 계층의 SDN 네트워크를 White-box로 구현하기 위한 ecosystem 개발 [2021]
- ONF OTCC
· OTCC 프로젝트는 토폴로지, OAM, 가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SDN으로 제어하기 위한 API를 정의하고 오프소스 인터페이스 표준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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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G.7701, Common control aspects
G.7702, Architecture for SDN control of transport networks
ITU-T SG15
G.7703, Architecture for the automatically switched optical network
G.7710, Common equipment management function requirements
I-D, A YANG Data Model for VN/TE Performance Monitoring Telemetry and
Scaling Intent Autonomics
I-D, IETF definition of transport slice

IETF TEAS

I-D, Applicability of YANG models for Abstraction and Control of Traffic Engineered
Networks
I-D, A YANG Data Model for VN Operation
RFC 8795, YANG Data Model for Traffic Engineering(TE) Topologies
RFC 8453, Framework for Abstraction and Control of Traffic Engineered Networks
RFC 8454, Information Model for Abstraction and Control of TE Networks(ACTN)
I-D, A YANG Data Model for Layer 1 Types

IETF CCAMP
I-D, A YANG Data Model for Flexi-Grid Optical Networks

IETF PCE

ONF

I-D, Path Computation Element Communication Protocol(PCEP) Extensions for
Associated Bidirectional Label Switched Paths(LSPs)
I-D, Extensions to the Path Computation Element Communication Protocol for
Enhanced Errors and Notifications
ONF Info-1002, ODTN informational Reference Design
TR-512 1.4, Core Information model(CoreModel)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20
2018
2018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19
2018

¡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프로그래머블 데이터 평면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코어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P4 컨소시움 및 ONF를 통하여 활발히 진행 중. P4 기술이
하드웨어 스위치를 넘어, SmartNIC 등 다양한 Target Device에 활용이 되면서 해당 Device에
필요한 표준화 확장이 예상됨
- ONF P4
· P4 언어를 포함하여 P4 데이터 평면과 제어 평면 사이 통신 프로토콜, P4 준용 스위치 및
NIC 카드를 설계하기 위한 표준 스펙 및 In-band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표준 등 P4 관련된
다양한 표준들을 정의 [2021]
- ONF NG-SDN
· ONF 중심으로 Stratum 호환 스위치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논리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SDN 제어 및 구성 플랫폼 uONOS를 개발 중 [2020]
- ONF Stratum
· ONF 중심으로 차세대 SDN 인터페이스(P4Runtime, gNMI, gNOI, gRIBI) 및 Open Config 모델을
지원하는 스위치 OS를 개발 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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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P4 language specification(V.1.2.2)
P4 portable NIC Architecture(PNA) 0.5

ONF

완료연도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P4 Runtime 1.3.0

2020

In-band Network Telemetry(INT) 2.1

2020

Telemetry Report Format 2.0

2020

P4 portable Switch Architecture(PSA) 1.1

2018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ETSI NFV 그룹을 중심으로 확장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에 대한 산업규격 개발이 완료되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자동화
기반의 자율 네트워크 표준화 논의 예정
- ETSI NFV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VNF와 컨테이너 인프라 관리 표준 진행 중 [2021]
· NFV-MANO 자동화와 자율 네트워크 표준화 논의가 진행 중 [2021]
· 구체적으로 EVE 워킹그룹에서는 기술보고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IFA 워킹
그룹에서는 멀티사이트 NFV, 정책관리, 네이티브 클라우드 지원, 네트워크 슬라이싱,
라이센스 관리 등 새로운 기능에 따른 규격화를 진행하고, SOL 워킹그룹에서는 IFA
규격에 대한 오픈 API 규격을 개발 중 [2021]
· 가상화 관련하여 VNF 성능, 신뢰성 및 보안(trust, attestation, regulation) 관련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2021]
· 5G를 지원하기 위해서 multi-site, multi-domain, 및 network slicing관련 설치 및 운영
관련 NFV 규격작업을 진행 [2021]
· NFV의 새로운 기술인 컨테이너 기반 NFVi 및 VNF 관련 연구 및 자동화 관련 연구가
진행 중 [2021]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DGR/NFV-IFA041(GR NFV-IFA 041), Enabling autonomous management in
NFV-MANO

진행중
(2022)

DGR/NFV-IFA039(GR NFV-IFA 039), Service Based Architecture(SBA) design

진행중
(2022)

DGR/NFV-IFA037(GR NFV-IFA 037), Further NFV support for 5G
ETSI NFV
DGR/NFV-IFA035(GR NFV-IFA 035), Network connectivity integration and
operationalization for NFV
DGR/NFV-EVE019(GR NFV-EVE 019), VNF generic OAM functions
DGR/NFV-EVE018(GR NFV-EVE 018), Multi-tenancy in N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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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표준화기구

ETSI NFV

표준(안)명

완료연도

GS NFV-SOL 013, Specification of common aspects for RESTful NFV
MANO APIs(Rel-3)

2021

GS NFV-SOL 009, RESTful protocols specification for the management of
NFV-MANO(Rel-3)

2021

GS NFV-SOL 007, Network Service Descriptor File Structure Specification
(Rel-3)

2021

GS NFV-SOL 004, VNF Package and PNFD Archive specification(Rel-3)

2021

GS NFV-IFA 032, Interface and Information Model Specification for Multi-Site
Connectivity Services(Rel-4)

2021

GS NFV-IFA 031, Requirements and interfaces specification for management
of NFV-MANO(Rel-3)

2021

GS NFV-IFA 030, Multiple Administrative Domain Aspect Interfaces
Specification(Rel-3)

2021

GR NFV-IFA 024, Report on External Touchpoints related to NFV Information
Model(Rel-4)

2021

GS NFV-IFA 014, Network Service Templates Specification(Rel-3)

2021

GS NFV-IFA 011, VNF Descriptor and Packaging Specification(Rel-3)

2021

GS NFV-TST 009, Specification of Networking Benchmarks and Measurement
Methods for NFVI(Rel-3)

2020

GS NFV-TST 008, NFVI Compute and Network Metrics Specification(Rel-3)

2020

GS NFV-SOL 015, Specification of Patterns and Conventions for RESTful
NFV-MANO APIs

2020

GS NFV-SOL 011, RESTful protocols specification for the Or-Or Reference
Point(Rel-3)

2020

GS NFV-SOL 005, RESTful protocols specification for the Os-Ma-nfvo
Reference Point(Rel-3)

2020

GS NFV-SOL 003, RESTful
Reference Point(Rel-3)

protocols

specification

for

the

Or-Vnfm

2020

GS NFV-SOL 002, RESTful
Reference Point(Rel-3)

protocols

specification

for

the

Ve-Vnfm

2020

GS NFV-SOL 001, NFV descriptors based on TOSCA specification(Rel-3)

2020

GS NFV-SEC 022, Access Token Specification for API Access(Rel-2)

2020

GS NFV-IFA 026, Architecture enhancement
Specification(Rel-3)

2020

for Security Management

GR NFV-TST 011, Testing; Test Domain and Description Language
Recommendations

2019

GS NFV-SEC 021, VNF Package Security Specification(Rel-2)

2019

GR NFV-SEC 018, Report on NFV Remote Attestation Architecture

2019

GR NFV-SEC 005, Report on Certificate Management

2019

GR NFV-REL 010, Report on NFV Resiliency for the Support of Network
Slicing(Rel-3)

2019

GR NFV-IFA 029, Report on the Enhancements of the NFV architecture
towards "Cloud-native" and "PaaS"(Rel-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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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지능화 기술]
¡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2017년 시작된 ETSI ENI와 ZSM 그룹의 네트워크 지능화
기능에 대한 산업규격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 2018년 시작된 ITU-T FG-ML5G 그룹의
네트워크 운용 지능화 기능에 대한 표준은 해당 그룹의 활동기간이 2020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ITU-T SG13으로 이관되어 추가 논의 진행 중. 아키텍처 참조 표준에 대한 수정 표준,
데이터 모델링 관련 표준 등 추가 표준 산출 예상
- ETSI ENI
· ETSI 위원회에서 2019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 ISG ENI Rel-2에 대한 작업이 반드시
추진될 것을 승인 [2019]
· ENI Rel-1(2017.3∼2018.3)은 지능형 네트워크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 유즈케이스,
갭 분석 등의 산업 규격들이 개발되었으며, ENI Rel-2(2018.3∼)는 지능형 네트워크를
위한 기능구조, 기능 블록간의 인터페이스 및 정보 모델 등에 대한 산업 규격 개발
진행 [2018]
- ETSI ZSM
· 요구사항, 참조구조 등 다른 분과의 산출물들은 작업을 지속하여 2021년도 이전에 완성
예정 [2019]
· Proof of Concept Framework 문서를 공식화 [2018]
· Deutsche Telekom, Huawei, Nokia, China Unicom, NTT DOCOMO, Sprint, Telefonica
중심으로 공식 출범. 기존 SDN/NFV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연계하여 통신망 관리에
종단 간 자동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및 정보모델 개발 추진 [2017]
- ITU-T SG13
· 기계 학습 오케스트레이터, 기계 학습 샌드박스, 기계 학습 기반의 네트워크 슬라이스
관리 등 기계 학습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표준 개발 중 [2021]
· FG-ML5G의 작업 문건을 SG13에서 검토 수용하여 네트워크 지능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네트워크 지능화 유즈케이스, 네트워크 지능화 수준 평가, 등에 대한 표준 제정 [2020]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ETSI ENI

표준(안)명

완료연도

DGS/ENI-0029_ENI_Models(GS ENI 019), Representing, Inferring, and Proving
Knowledge in ENI

진행중
(2022)

DGR/ENI-0028_AI_Mechanisms(GR ENI 018), Artificial Intelligence Mechanisms
for Modular Systems

진행중
(2022)

DGR/ENI-0027_ctrl_Loop_Arch(GR ENI 017), Overview of Prominent Control
Loop Architectures

진행중
(2022)

DGR/ENI-0026_Funct_Concept_MSO(GR ENI 016), Functional Concepts for
Modular System Operation

진행중
(2022)

DGR/ENI-0023_Int_Policy_Model(GR ENI 013), ENI Intent Policy Model

진행중
(2022)

DGS/ENI-0021_Mapping(GS ENI 011), Mapping between ENI architecture and
operational systems

진행중
(2022)

RGS/ENI-0016_Sys_Architecture(GS ENI 005), Architecture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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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GR
GR
GR
GS
GR
GS
GR
GS
GR
GR

ENI-010,
ENI-009,
ENI-008,
ENI-006,
ENI-007,
ENI-005,
ENI-004,
ENI-002,
ENI-001,
ENI-003,

완료연도

Evaluation of categories for AI application to Networks
Definition of data processing mechanisms
InTent Aware Network Autonomicity(ITANA)
Proof of Concepts Framework
ENI Definition of Categories for AI Application to Networks
System Architecture
Terminology for Main Concepts in ENI
ENI Requirements
ENI Use Cases
Context-Aware Policy Management Gap Analysis

DGS/ZSM-CrossDomE2eS(GS ZSM 008), Cross-domain E2E Service LCM
DGS/ZSM-009-2_Cla_sol(GS ZSM 009-2), Closed-loop autom solutions
DGR/ZSM-009-3_Cla_AdvTop(GR ZSM 009-3), Closed-loop autom adv topics

ETSI ZSM

ITU-T SG13

DGS/ZSM-012_AI_Enablers(GS), Enablers for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Network
and Service Automation
GR ZSM 009-1, Closed-Loop Automation; Part 1: Enablers
GS ZSM-003, End to end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of network slicing
GR ZSM-005, Means for Automation
GR ZSM-004, ZSM Landscape
GS ZSM-001, Requirements based on documented scenarios
GS ZSM-002, Reference Architecture
GS ZSM-007, Terminology for concepts in ZSM
GS ZSM-006, Proof of Concept Framework
Y.ML-IMT2020-MLFO,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for machine learning
function orchestrator
Y.ML-IMT2020-SANDBOX, Machine learning sandbox for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framework
Y.ML-IMT2020-VNS, Framework for network slicing management enabled by
machine learning including input from verticals
Y.3179, Architectural framework for machine learning model serving in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Y.3177, Architectural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network automation
for resource and fault management in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Y.3176, Machine learning marketplace integration in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Y.3175, Functional architecture of machine learning-based quality of service
assurance for the IMT-2020 network
Y.3173, Framework for evaluating intelligence level of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use cases

2021
2021
2021
2020
2019
2019
2019
2019
2019
2018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21
2021
2020
2020
2019
2019
2019
2018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진행중
(2022)
2021
2021
2020
2020
2020

Y.3172, Architectural framework for machine learning in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2020

Supplement 55 to Y.3170 Series, Machine learning in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use cas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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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데이터 처리 관련한 표준으로는 ETSI
ENI ISG에서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권고안을, ITU-T SG13에서 데이터 처리 프레임
워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정보모델링 또는 데이터모델링에 대한 표준 활동은 초기
단계 진입하여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ETSI ENI
· 데이터 처리 과정을 표준화한 ENI 009 - Definition of data processing mechanisms
권고안 공식 발표 [2021]
- ITU-T SG13
· Y.3174, Framework for data handling to enable machine learning in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use cases 권고안에 데이터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 [2020]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ETSI ENI
ITU-T SG13

표준(안)명

완료연도

GR ENI-009, Definition of data processing mechanisms

2021

Y.3174, Framework for data handling to enable machine learning in future
networks including IMT-2020: use cases

2020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 (광역망 시간확정형(DetNet) 네트워킹 표준) DetNet 아키텍쳐, 정보 모델, 일부 데이터 평면
등의 표준화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데이터 평면 기술, 제어관리 평면 등의 표준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IETF DetNet
· DetNet 플로우 및 서비스 모델(RFC 9016), MPLS 기반 DetNet 데이터 평면(RFC 8964),
IP over TSN 기반 DetNet 데이터 평면(RFC 9023), TSN over MPLS 기반 DetNet 데이터
평면(RFC 9024), MPLS over UDP/IP 기반 데이터 평면(RFC 9025), MPLS over TSN 기반
DetNet 데이터 평면(RFC 9037), 보안 고려사항(RFC 9055)에 대한 표준화 완료 [2021]
· DetNet 데이터 평면 프레임워크(RFC 8938), IP 기반 DetNet 데이터 평면(RFC 8939)에
대한 표준화 완료 [2020]
· DetNet 문제점 분석(RFC 8557), DetNet 유즈케이스(RFC 8578), DetNet 아키텍쳐(RFC
8655)에 대한 표준화 완료 [2019]
· MPLS 기반 DetNet 데이터 평면의 자원 설정 및 관리, OAM 등 DetNet 제어관리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2019]
· 명시적 경로와 유계 지연을 제공하기 위해 IEEE TSN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IP/MPLS
데이터 평면 포워딩 방식 대신 IETF 세그먼트 라우팅을 사용하는 포워딩 방식이 개별
적으로 제안되어 논의 중 [2018]
· 광역 DetNet 네트워크에서 시간 허용 오차 등을 구체화하여 유계 지연 및 혼잡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포워딩 메커니즘들을 기술하는
표준화 진행 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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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GPP SA2
· 5G 코어 네트워크에서 URLLC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에 DetNet 관련 논의 시작
(3GPP TR 23.725) [2019]
< 국제 표준화 현황>
표준화기구

IETF DetNet

3GPP SA2

표준(안)명

완료연도

I-D,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Controller Plane Framework

진행중
(2023)

I-D,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OAM) for Deterministic
Networks(DetNet) with IP Data Plane

진행중
(2023)

I-D,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OAM) for Deterministic
Networks(DetNet) with MPLS Data Plane

진행중
(2023)

I-D, Framework of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OAM) for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진행중
(2023)

I-D,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YANG Model

진행중
(2022)

I-D, DetNet Bounded Latency

진행중
(2022)

I-D, DetNet Data Plane: IP over MPLS

진행중
(2022)

RFC 9055, Determistic Networking(DetNet) Security Considerations

2021

RFC 9037,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Data Plane: MPLS over IEEE
802.1 Time-Sensitive Networking(TSN)

2021

RFC 9025,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Data Plane: MPLS over UDP/IP

2021

RFC 9024,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Time-Sensitive Networking over MPLS

2021

Data

Plane:

IEEE

802.1

RFC 9023,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Data Plane: IP over IEEE 802.1
Time-Sensitive Networking(TSN)

2021

RFC 9016, Flow and Service Information Model for Deterministic Networking
(DetNet)

2021

RFC 8964,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Data Plane: MPLS

2021

RFC 8939,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Data Plane: IP

2020

RFC 8938, Deterministic Networking(DetNet) Data Plane Framework

2020

RFC 8655, Deterministic Networking Architecture

2019

RFC 8557, Deterministic Networking Problem Statement

2019

RFC 8578, Deterministic Networking Use Cases

2019

TR 23.725,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Services and System Aspects; Study on enhancement of Ultra-Reliable
Low-Latency Communication(URLLC) support in the 5G Core network(5GC)
(Release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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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정보통신 기술]
¡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ETSI QKD ISG에서 양자 암호 통신의 표준화를 GS로 진행하고
있으며, ITU-T SG13/SG17에서는 양자 암호망에 대한 표준 과제 승인을 통해 표준화 진행 중.
앞으로 양자 암호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계층별 세부 구조 및 요구사항 표준들이
지속 개발될 것으로 예상
- ETSI QKD
· 국제 양자암호통신 표준화 기구인 QKD ISG를 2008년 설립하여 GS 표준 제정 진행 중.
참여기관은 Toshiba, NTT, SKT, Huawei 등이며 2016년부터 퀀텀정보통신연구조합이
회원사로 참여하여 제안서 기고 등의 표준화 활동 진행 중. SKT는 ETSI Quantum Safe
Crypto Workshop을 유치하였고 표준화 추진 진행 중 [2017]
- ITU-T SG13
· 양자암호통신망 구조, 서비스 품질 등을 위한 표준 11건 개발 중 [2021]
· 양자암호통신망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평가하기 위한 표준을 제안 [2020]
· 양자암호망의 운용을 위한 키 관리와 QKD 노드 간 연동을 위해 참조모델, 기능요소,
적용 모델과 운영절차에 대한 표준을 제안 [2018]
- ITU-T SG17
· 양자암호통신망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과 인증/권한관리 방안 등 4건 개발 중 [2021]
· 양자암호통신망을 이루는 각 계층별 보안 요구사항과 제어 및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등의
표준을 제안 [2021]
· QKD 기술, Trusted repeater 그리고 양자 암호 키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키 관리와 양자
암호망의 유지보수를 위한 표준을 제안 [2018]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ETSI QKD

표준(안)명

완료연도

GS QKD 008, QKD Module Security Specification

2020

GS QKD 014, Protocol and data format of REST-based key delivery API

2019

GS QKD 013, Characterisation of Optical Output of QKD transmitter modules

2019

GS QKD 012, Device and Communication Channel Parameters for QKD
Deployment

2019

GS QKD 007, Vocabulary

2018

GS QKD 003, Components and internal interface(amendment)

2018

GS QKD 011, Component characterization: characterizing optical components
for QKD systems

2017

GS QKD 002, Use cases

2010

GS QKD 003, Components and internal interface

2010

GS QKD 004, Application interface

2010

GS QKD 005, Security proof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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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TU-T SG13

ITU-T SG17

표준(안)명

완료연도

Y.QKDN-iwf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interworking framework

진행중
(2023)

Y.supp.QKDN-roadmap, Standardization roadmap on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진행중
(2023)

Y.QKDN_BM,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Business role-based models

진행중
(2022)

Y.QKDN_frint, Framework for integration of QKDN and secure storage network

진행중
(2022)

Y.QKDN-ml-fra,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Functional requirements
and architecture for machine learning

진행중
(2022)

Y.QKDN-rsf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resilience framework

진행중
(2022)

Y.QKDN-qos-fa, Functional architecture of QoS assurance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진행중
(2022)

Y.QKDN-qos-ml-req, Requirements of machine learning based QoS assurance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진행중
(2022)

Y.3805,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Software Defined Networking Control

2021

Y.3806,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Requirements for QoS assurance

2021

Y.QKDN-qos-gen, General Aspects of QoS(Quality of Service) on the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

2021

Y.3801, Functional requirement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2020

Y.3802,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Functional architecture

2020

Y.3803,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Key management

2020

Y.3804,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Control and management

2020

Y.3800, Overview on networks supporting quantum key distribution

2019

X.sec-QKDN-tn, Security requirements and design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trusted node

진행중
(2022)

X.sec_QKDN_intrq, Security requirements for integration of QKDN and secure
network infrastructures

진행중
(2022)

X.sec_QKDN_CM, Security requirements and measure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control and management

진행중
(2022)

X.sec_QKDN_AA,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in QKDN using quantum
safe cryptography

진행중
(2022)

X.1712, Security requirement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key
management

2021

X.1714, Key combination and confidential key supply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2020

X.1710, Security requirement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overview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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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JTC1에서의 인증 규정을 위한 그룹 승인을 추진 중이므로
아직 정식 인증은 표준화된 것이 없으나 시험 및 인증에 포함되고 연관된 요소 표준은 진행 중.
또한 ETSI QKD ISG에서 양자암호통신망의 인증 절차에 대해 CMVP에 기반이 될 수준의
기준 표준 제정하였고 보안 프로파일 규정 진행 중이며, ITU-T SG13와 JTC1 SC27에서 양자
정보통신 소자의 인증 표준과 키관리와 보안 요구조건 수립 진행 중. ITU-T SG17에서는 양자
정보통신 소자의 인증을 위해 표준과제를 제안, 승인, 제정도 하고 있고 양자 기반의 암호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인증 절차 수립에도 관심이 있어서 국제 표준의 ITU-T 회원 중심으로
JTC1에 활동 확장 추진 예정
- ETSI QKD
· 국내 기업의 주도로 multi-domain QKD 네트워크에서 SDN 컨트롤러와 SDN 오케스트
레이터 간의 QSDN 제어 interface에 대한 표준화 등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통합 관리
규격 표준화 진행 중 [2021]
· 단대단 QKD 시스템에서 Common Criteria 하의 보안 프로파일 표준화 작업이 제안되어
진행 중 [2021]
· QKD 모듈 보안 규격 표준 제정으로 양자 키 분배망의 시험 절차 및 인증 규격을 표준화.
이후 표준과제를 통해 보안의 보안성 증명 등에 대한 표준 제정 [2017]
- ITU-T SG13
· 양자정보통신의 기능요소, 운영절차, 시험에 대한 표준을 제안, 승인, 제정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 [2021]
- ITU-T SG17
· QRNG 기술, Trusted repeater, 기타 양자 보안관련 소자들의 인증 절차를 위해 표준을
제안. 양자 암호 키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키 관리와 양자암호망의 유지보수 절차 및
시험을 위한 표준을 제안 추진 중 [2021]
- JTC1 SC27
· 양자암호통신 관련 SC 표준을 추진할 예정 [2021]
- IETF QIRG
· 양자 인터넷 관련 유즈케이스와 아키텍처에 대한 표준을 추진할 예정 [2021]
- NIST, ANSI
· 양자정보통신 상업망 구축과 사업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인증 기준을 개발할 계획 [2022]
· 미국 보안표준 진행하는 NIST, ANSI에서는 기존 고전 암호키를 통한 암호 알고리즘과
인증 알고리즘을 개발 중으로 양자 정보통신 표준분야에서는 양자 키 적용과 암호화 연동을
위해 기존의 ANSI, IETF 표준 알고리즘과의 호환을 염두에 두고 표준 제정 [2018]

17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ETSI QKD

표준(안)명

완료연도

GS QKD 016, Protection Profile under the Common Criteria for point-to-point
QKD systems operating prepare and measure QKD protocols

진행중
(2022)

GS QKD 015, Quantum Key Distribution(QKD); Control Interface for Software
Defined Networks

2021

GS QKD 008, QKD module security specification

2010

Y.3803,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Key management

2020

Y.3802,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 Functional architecture

2020

Y.3801, Functional requirement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2020

Y.3800, Overview on networks supporting quantum key distribution

2019

X.1811, Security guidelines for applying quantum-safe algorithms in 5G systems

2021

X.1714, Key combination and confidential key supply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

2020

X.1710, Security requirement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s-overview

2020

TR.sec-qkd, Security consideration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network

2020

X.1702, Quantum noise random number generator architecture

2019

ITU-T SG13

ITU-T SG17

JTC1 SC27

ISO/IEC 23837-2, Security requirements, test and evaluation method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 Part 2: Evaluation and testing methods

진행중
(2023)

ISO/IEC 23837-1, Security requirements, test and evaluation methods for
quantum key distribution - Part 1: Requirements

진행중
(2023)

I-D, Architectural Principles for a Quantum Internet

진행중
(2022)

I-D, Applications and Use Cases for the Quantum Internet

진행중
(2022)

IETF QIRG

NIST FIPS

DES, computer authentication, secure hash standard, digital signature standard,
AES(FIPS-197,ISO/IEC 18033-3)

2013

X9.17, PIN management, check processing, electronic transfer of funds

2014

X9.31, Digital signature based on RSA(ITU-T SG17)

2013

X9.30, US Financial Industry Standard based on DSA

2013

X9.28, Common master key

2013

ANSI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기술]
¡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IMT-2020을 위한 요구사항 및 구조에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술이 요소 기술로 채택되어 ITU-T와 IETF를 중심으로 표준이 개발 중이며, IoT,
5G 네트워크에 대한 적용 기술로 적용할 예정
- ITU-T SG11
· IMT-2020을 위한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반 프로토콜 관점의 표준 개발 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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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T SG13
· IMT-2020 포커스 그룹에서 개발한 정보중심 문서를 이관 받아서, 정보중심 네트워킹
구조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 [2020]
- IRTF ICN
· IoT, LTE, 5G 네트워크 적용 기술에 대한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선행적
표준 개발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 [2019]
- IETF BIER
·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멀티캐스트 적용 표준 개발 중 [2019]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Q.IEC-PRO, Protocols for microservices based intelligent edge computing

진행중
(2022)

Q.IMT2020-PFW, Protocol Framework for IMT-2020

진행중
(2022)

Y.ICN-inc-arch, Architecture of in-network computing in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진행중
(2022)

Y.ICN-CORE-FRAME, Framework of information-centric core network

진행중
(2022)

Y.ICN-INTERWORKING, Framework on internetworking of heterogeneous
application domain connected objects through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in IMT-2020

진행중
(2022)

Y.ICN-NMR, Framework of locally enhanced name mapping and resolution
for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in IMT-2020

진행중
(2022)

Y.ICN-PUBSUB-FRAME, Framework of broker-based publish/subscribe in
information-centric network

진행중
(2022)

ITU-T SG11

ITU-T SG13

IRTF ICN

완료연도

Y.3076, Architecture of ICN-enabled Edge network in IMT-2020

2020

Y.3075,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routing
and forwarding based on control and user plane separation in IMT-2020

2020

Y.3074, Framework for directory service for management of large numbers of
heterogeneously-named objects in IMT-2020

2019

Y.3073, Framework for service function chaining in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2019

Y.3072, Requirements and Capabilities of Name Mapping and Resolution for
Information Centric Networking in IMT-2020

2019

I-D, Native Deployment of ICN in LTE, 4G Mobile Networks

진행중
(2022)

I-D, Architectural Considerations of ICN using Name Resolution Service

진행중
(2022)

I-D, Enabling ICN in 3GPP's 5G NextGen Core Architecture

진행중
(2022)

RFC 8763, Deployment Considerations for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ICN)

2020

RFC 8569, Content-Centric Networking(CCNx) Semantic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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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RFC 8609, Content-Centric Networking(CCNx) Messages in TLV Format

2019

RFC 7927,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ICN) Research Challenges

2016

RFC 7933, Adaptive Video Streaming over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ICN)

2016

RFC 7945,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Evaluation and Security Considerations

2016

RFC 7476, Information-Centric Networking: Baseline Scenarios

2015

I-D, Applicability of BIER Multicast Overlay for Adaptive Streaming Services

진행중
(2022)

I-D, BIER Ingress Multicast Flow Overlay using Multicast Listener Discovery
Protocols

진행중
(2022)

I-D, BIER Underlay Path Calculation Algorithm and Constraints

진행중
(2022)

I-D, Tree Engineering for Bit Index Explicit Replication(BIER-TE)

진행중
(2022)

IETF BIER

RFC 8296, Encapsulation for Bit Index Explicit Replication(BIER) in MPLS
and Non-MPLS Networks

2018

RFC 8279, Multicast Using Bit Index Explicit Replication(BIER)

2017

¡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IETF 6MAN, LSR, IDR, PCE, SPRING WG와
3GPP CT4에서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기술의 표준을 개발 중이며, 5G 전달망에 적용할 예정
- IETF 6MAN
· IPv6 표준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그먼트 식별자를 전달할 수 있도록 IPv6
데이터 평면의 운용 관리를 확장하는 표준을 개발 중 [2020]
- IETF IDR
· 세그먼트 식별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종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기존 라우팅 프로토콜
(BGP)을 확장하는 표준을 개발 중 [2020]
- IETF LSR
· 세그먼트 식별자를 플로딩하기 위하여 기존 라우팅 프로토콜(IS-IS, OSPF)을 확장하고
관련 YANG 모델의 표준을 개발 중 [2020]
- IETF PCE
· 세그먼트 식별자를 전달하기 위하여 경로 계산 프로토콜을 확장하는 표준을 개발 중 [2020]
- IETF SPRING
· 사업자의 정책 또는 서비스 특성에 적합하게 패킷의 네트워크 전달 경로를 결정하기 위한
세그먼트 라우팅의 유즈케이스 표준을 완료하였고, 세그먼트 라우팅의 구조를 정의하는
표준을 개발 중 [2020]
- 3GPP CT4
· 5G 전달망에서 세그먼트 라우팅을 적용하여 PDU 세션을 전달하는 터널링 기술의 표준을
개발 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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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IETF 6MAN

I-D,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OAM) in Segment Routing
Networks with IPv6 Data plane(SRv6)

진행중
(2022)

RFC 8754, IPv6 Segment Routing Header(SRH)

IETF LSR

IETF
SPRING

IETF PCE

2020

I-D, YANG Data Model for OSPF SR(Segment Routing) Protocol

진행중
(2022)

I-D, IS-IS Extension to Support Segment Routing over IPv6 Dataplane

진행중
(2022)

I-D, YANG Data Model for IS-IS Segment Routing

진행중
(2022)

RFC 8667, IS-IS Extensions for Segment Routing

2019

RFC 8666, OSPFv3 Extensions for Segment Routing

2019

I-D, Segment Routing Policy Architecture

진행중
(2022)

I-D, Service Programming with Segment Routing

진행중
(2022)

I-D, Network Service Header(NSH) and Segment Routing Integration for
Service Function Chaining(SFC)

진행중
(2022)

RFC 8986, SRv6 Network Programming

2021

RFC 9020, YANG Data Model for Segment Routing

2021

RFC 8402, Segment Routing Architecture

2018

RFC 8403, A Scalable and Topology-Aware MPLS Data-Plane Monitoring
System

2018

RFC 8660, Segment Routing with MPLS data plane

2019

RFC 8661, Segment Routing MPLS Interworking with LDP

2019

RFC 8670, BGP Prefix Segment in Large-Scale Data Centers

2019

RFC 8354, Use Cases for IPv6 Source Packet Routing in Networking(SPRING)

2018

RFC 8355, Resiliency Use Cases in Source Packet Routing in Networking(SPRING)
Networks

2018

RFC 7855, Source Packet Routing in Networking(SPRING) Problem Statement
and Requirements

2016

I-D, Carrying Binding Label/Segment-ID in PCE-based Networks

진행중
(2022)

I-D, PCEP Extensions for Segment Routing leveraging the IPv6 data plane

진행중
(2022)

I-D, PCEP Extensions for Associated Bidirectional Segment Routing(SR) Paths

진행중
(2022)

I-D, Path Computation Element Communication Protocol(PCEP) Extension for
Path Segment in Segment Routing(SR)

진행중
(2022)

RFC 8664, Path Computation
Extensions for Segment Ro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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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Communication

Protocol(PCEP)

2019

표준화기구

IETF IDR

3GPP CT4

표준(안)명

완료연도

I-D, BGP Link-State extensions for Segment Routing

진행중
(2022)

I-D, Signaling MSD(Maximum SID Depth) using Border Gateway Protocol-Link
State

진행중
(2022)

I-D, BGP-LS extensions for Segment Routing BGP Egress Peer Engineering

진행중
(2022)

I-D, Advertising Segment Routing Policies in BGP

진행중
(2022)

RFC 8669, Segment Routing Prefix Segment Identifier Extensions for BGP

2019

TR 29.892, Study on User-plane Protocol in 5GC

2019

[전달망 기술]
¡ (이더넷 광전송 표준) IEEE 802.3 Beyond 400Gb/s Ethernet Working Group에서는 파장당
200Gb/s 신호를 광다중화시켜 800Gb/s 혹은 1.6Tb/s 신호를 MMF를 통해 수백m까지
전송할 수 있고 SMF를 통해 최대 40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OIF에서는 800Gb/s 신호를 QPSK등과 같은 코히런트 광변조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센터 내 DCI용 혹은 데이터센터 간 연결망에 적용하기 위한 Implementation
Agreement 개발 예정
- IEEE 802.3
· IEEE 802.3cw 에서는 400G 신호를 DWDM을 통해 80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규격(802.3cw
draft 1.0) 표준화 개발 완료 [2021], 802.3cw draft 2.0 표준화 개발 중 [2022]
· 파장 당 100Gb/s 속도로 MMF를 통한 100Gb/s 및 400Gb/s 이더넷을 50~100m 전송할 수
있고 OTN 망의 클라이언트 신호로 적용할 수 있는 규격(P802.3db) 표준화 진행 중 [2021]
· DWDM을 통한 100Gb/s, 이더넷 10km 이상 전송 규격(802.3ct) 표준 완료 [2021]
- OIF PLL
· 코히런트로 변조된 800G 광신호를 DWDM링크를 이용 80~120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IA, 광신호를 증폭하지 않고 단일 파장으로 2~10km 전송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IA 개발 예정 [2023]
· 100G 전기적인 신호를 활용하여 이더넷 스위칭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3.2T Co-Packaged
Optical Module에 대한 IA 개발 예정 [2023]
· 400G 디지털 코히런트 인터페이스를 위한 400ZR IA 개발 완료 [2020]
· 통합 코히런트 송수신기(IC-TROSA) 구현을 위한 IA 개발 완료 [2019]
· 50GbE, 100GbE, 200GbE 그리고 400GbE PHY를 지원하는 Flexible Ethernet 2.1 표준과
FlexE 2.1을 반영한 유지보수 관련 기능이 포함된 FlexE 2.2 개발 완료 [2019]
· 100G/200G/400G 이더넷 PHY를 통해 다양한 이더넷 MAC 레이트를 지원하는 Flex
Ethernet 2.0 표준 완료 [2018]
· B100G용 Flex 코히런트 트랜시버 구현을 위한 Flex 코히런트 DWDM 전송 프레임워크
표준화 완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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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EEE 802.3

OIF PLL

표준(안)명

완료연도

IEEE P802.3db, Physical Layer Specifications and Management Parameters for
100 Gb/s, 200 Gb/s, and 400 Gb/s Operation over Optical Fiber using 100
Gb/s Signaling

진행중
(2022)

IEEE P802.3ck, Physical Layer Specifications and Management Parameters
for 100 Gb/s, 200 Gb/s, and 400 Gb/s Electrical Interfaces Based on 100
Gb/s Signaling

진행중
(2022)

IEEE P802.3cw, Physical Layers and Management Parameters for 400Gb/s
Operation over DWDM systems

진행중
(2022)

IEEE Std 802.3ct-2021, Physical Layers and Management Parameters for
100Gb/s Operation over DWDM systems

2021

IEEE Std 802.3cu-2021, IEEE Standard for Ethernet Amendment 11:
Physical Layers and Management Parameters for 100Gb/s and 400Gb/s
Operation over Single-Mode Fiber at 100Gb/s per Wavelength

2021

IEEE Std 802.3cd-2018, Media Access Control Parameters for 50Gb/s and
Physical Layers and Management Parameters for 50Gb/s, 100Gb/s, and
200Gb/s Operation

2018

OIF-400ZR-0.10-Draft, Implementation Agreement for 400ZR

2020

OIF-IC-TROSA-01.0, Implementation Agreement for Integrated Coherent
Transmitter-receiver Optical Sub-Assembly

2019

OIF-FLEXE-02.1, Flex Ethernet 2.1 Implementation Agreement

2019

¡ (OTN 광전송 표준) 수백 기가급 OTN 신호를 단거리(수백 km) 전송하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된 Flexible OTN 단거리 표준(G.709.1)에 광전달망 계층 암호화 기능을 추가하여 2020년에
개정. 100G OTN신호를 장거리 전송하기 위한 OTU4 장거리 표준(G.709.2)에 대한 수정안이
2020년 완료. 수백 기가급 OTN 신호를 장거리(수천 km) 전송하기 위한 기술 표준(G.709.3)과
25G 및 50G OTN 인터페이스 표준(G.709.4)의 개정작업이 2020년 완료. 2021년 현재 25G 및
50G OTN 인터페이스 표준(G.709.4) 수정안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FlexO 프레임을 이용한
800G 신호 전송에 대한 표준화와 Sub-1G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OSU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ITU-T SG15
· MTN 장비의 기능블록 특성에 대한 표준화(G.8321) 진행 중 [2023]
· 광전달망 계층에서의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진행 중 [2022]
· 25G 및 50G OTN 인터페이스 표준(G.709.4) 수정안 작업 진행 중 [2021]
· 광전달망 인터페이스 표준(G.709) 수정안 작업 진행 중 [2021]
· 광전달망 계층 장비 기능 블록 특성에 대한 표준(G.798) 개정 작업 진행 중 [2021]
· 광전달망 계층에서의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진행 중 [2021]
· 미디어가 지원하는 광신호의 레이어 정보와 무관한 미디어 관리와 정보 모델에 대한
표준화(G.876) 진행 중 [2021]
· 이더넷 물리 계층과 Flex Ethernet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장비 기능 블록의 특성(G.8023
Amd.1)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 [2021]
· 광전달망 인터페이스 표준 개정(G.709(2020) Amd.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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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ible OTN 단거리 전송 규격 개정(G.709.1(2018) Amd.2) [2020]
· OTU4 장거리 전송 규격 수정(G.709.2(2018) Cor.1) [2020]
· Flexible OTN 장거리 전송 규격 개정(G.709.3(2020)) [2020]
· 25G 및 50G OTN 인터페이스 표준(G.709.4) 제정 [2020]
· 전달되는 디지털 정보 스트림과 광전송 기술에 무관한 미디어 네트워크 기능구조 표준화
(G.807) 완료 [2020]
· 100G급 신호인 OTU4 프레임에서 FEC 패러티 및 Staircase FEC 기술에 대한 표준을
포함하여 프레임 구조, 전송방식에 대한 표준 완료 [2018]
· Flexible OTN 관련하여 단거리 인터페이스(G.709.1)와 Staircase FEC를 OTN 프레임에
적용하여 코히런트 광전송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인터페이스(G.709.3)는 400G까지 표준
완료 [2018]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15

표준(안)명

완료연도

G.8321, Characteristics of MTN equipment functional blocks

진행중
(2023)

G.Sup-otnsec, OTN security

진행중
(2022)

G.798(2017) Cor.2, Characteristics of optical transport network hierarchy
equipment functional blocks Corrigendum 2

2021

G.8023(2018) Amd.1, Characteristics of equipment functional blocks supporting
Ethernet physical layer and FlexE interfaces Amendment 1

2021

G.876(G.media-mgmt), Management requirement and information model for
the optical media network

2021

G.709.4(2020) Cor.1, OTU25 and OTU50 short-reach interfaces Corrigendum 1

2021

G.709(2020) Cor.1, Interfaces for the optical transport network Corrigendum 1

2021

G.807(2020) Amd.1, Generic functional architecture of the optical media
network Amendment 1

2021

G.798(2017) Amd.3, Characteristics of optical transport network hierarchy
equipment functional blocks Amendment 3

2021

G.807(2020), Generic functional architecture of the optical media network

2020

G.709(2020) Amd.1, Interfaces for the optical transport network Amendment 1

2020

G.709.1(2018) Amd.2, Flexible OTN short-reach interface Amendment 2

2020

G.709.2(2018) Cor.1, OTU4 long-reach interface Corrigendum 1

2020

G.709.3(2020), Flexible OTN long-reach interfaces

2020

G.709.4(2020), OTU25 and OTU50 short-reach interfaces

2020

G.suppl.58, Optical transport network module framer interfac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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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ITU-T와 IEEE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 망동기 기술은 시간
및 주파수 전달을 위한 동기 계층, 새로운 시간 및 주파수 동기 구조, T-GM 타이밍 특성,
T-BC/T-TSC/T-TC 타이밍 특성 등에 대한 표준화 진행 중이며, 초고정밀 시간 동기 응용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동기 분배 기술 표준화 추진 예상
- ITU-T SG15
· 물리 및 패킷 기반 타이밍(PTP)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시간/위상 동기 계층 모델 개발
중이며, 신규 권고안 G.781.1에 포함 예정 [2022]
· 시간 동기화를 위한 텔레콤 그랜드 마스터(T-GM) 클럭의 타이밍 특성에 관한 신규 권고안
G.8273.1 표준화 진행 중 [2022]
· 주파수 동기화를 위한 PTP 텔레콤 프로파일 표준인 G.8265.1 개정 완료 [2021]
· 네트워크로부터 부분 타이밍 지원이 있는 패킷망에서의 시간 동기화를 위한 네트워크
한계에 관한 표준인 G.8271.2 개정 완료 [2021]
- IEEE 802.3
· 개선된 PTP 타임스탬핑 정확도를 지원하기 위한 이더넷 표준 IEEE 802.3cx 표준화 진행 중
[2020]
- IEEE 1588
· IEEE 1588-2019(PTP v2.1) 완료 이후 BMCA 메커니즘 개선과 OTN을 통한 PTP 전달
방법을 추가하는 표준화 진행 중 [2022]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ITU-T SG15

표준(안)명

완료연도

G.781.1, Synchronization Layer Functions for packet-based networks

진행중
(2022)

G.8261/Y.1361(2019) Amd3, Timing and synchronization aspects in packet
networks - Amendment 3

진행중
(2022)

G.8262.1/Y.1362.1(2019) Amd2, Timing characteristics of enhanced synchronous
Ethernet equipment slave clock(eEEC) - Amendment 2

진행중
(2022)

G.8264/Y.1364(2017) Amd2, Distribution of timing information through packet
networks - Amendment 2

진행중
(2022)

G.8271/Y.1366(2020) Amd1, Time and phase synchronization aspects of
telecommunication networks - Amendment 1

진행중
(2022)

G.8271.1/Y.1366.1(2020), Amd2, Network limits for time synchronization in
packet networks - Amendment 2

진행중
(2022)

G.8272.1/Y.1367.1, Timing characteristics of enhanced primary reference time
clocks

진행중
(2022)

G.8273.1/Y.1368.1, Timing characteristics of telecom grandmaster clocks for
time synchronization

진행중
(2022)

G.8273.2/Y.1368.2(2020) Amd1, Timing characteristics of telecom boundary clocks
and telecom time slave clocks - Amendment 1

진행중
(2022)

G.8273.3/Y.1368.3(2020) Amd1, Timing characteristics of telecom transparent
clocks - Amendment 1

진행중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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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구

IEEE 802.3

IEEE 1588

표준(안)명

완료연도

G.mtn-sync, Synchronization aspects of metro transport network

진행중
(2022)

G.Sup65(2018) Amd1, Simulations of Transport of Time over Packet Networks
- Amendment 1

진행중
(2022)

G.8265.1/Y.1365.1, Precision time protocol telecom profile for frequency
synchronization

2021

G.8271.2/Y.1366.2, Network limits for time synchronization in packet networks
with partial timing support from the network

2021

G.8273.4/Y.1368.4(2020), Amd1, Timing characteristics of partial timing support
telecom boundary clocks and telecom time slave clocks - Amendment 1

2021

G.8275/Y.1369(2020) Amd1, Architecture and requirements for packet-based
time and phase distribution - Amendment 1

2021

G.8275.1/Y.1369.1(2020), Amd2, Precision time protocol telecom profile for
phase/time synchronization with full timing support from the networkAmendment 2

2021

G.8275.2/Y.1369.2(2020), Amd2, Precision time Protocol Telecom Profile for
time/phase synchronization with partial timing support from the network Amendment 2

2021

G.781, Synchronization layer functions

2020

G.8260, Definitions and terminology for synchronization in packet networks

2020

G.8262/Y.1362(2018) Amd1, Timing characteristics of synchronous Ethernet
equipment slave clock(EEC)-Amendment 1

2020

G.8272/Y.1367(2018) Amd1, Timing characteristics of primary reference time
clocks-Amendment 1

2020

G.8273/Y.1368(2018) Cor1, Framework of phase and time clocks - Corrigendum 1

2020

G.Sup68, Synchronization OAM requirements

2020

GNSS-TR, Considerations on the Use of GNSS as a Primary Time Reference
in Telecommunications

2020

G.8251, The control of jitter and wander within the optical transport network(OTN)

2018

G.8266/Y.1376(2016) Amd1, Timing characteristics of telecom grandmaster
clocks for frequency synchronization-Amendment 1

2018

G.7721, Management Requirement and Information Model for Synchronization

2018

IEEE P802.3cx, Media Access Control (MAC) service interface and
management parameters to support improved Precision Time Protocol(PTP)
timestamping accuracy

진행중
(2022)

IEEE P1588a, Standard for a Precision Clock Synchronization Protocol for
Networked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s Amendment: Enhancements
for Best Master Clock Algorithm(BMCA) Mechanisms

진행중
(2022)

IEEE P1588b, Standard for a Precision Clock Synchronization Protocol for
Networked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s Amendment: Addition of Precision
Time Protocol(PTP) mapping for transport over Optical Transport Network(OTN)

진행중
(2022)

IEEE Std 1588-2019, IEEE Standard for a Precision Clock Synchronization
Protocol for Networked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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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액세스 기술]
¡ (고속 광액세스 표준) 초고속 인터넷 제공을 위한 파장당 10G PON기술 표준화에 이어
모바일,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는 파장당 25G/50G 표준으로 발전하고 있음. 모바일 신호
수용을 위한 초저지연 PON 표준화 진행 중이며 광액세스 가상화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
- ITU-T SG15
· 파장당 50G급 광액세스 기술의 요구사항, 전송수렴계층, 물리계층 표준화 진행 중 [2021]
· 파장당 최대 25G의 점대점 양방향 광액세스 기술 표준화 완료 [2020]
- IEEE 802.3
· 파장당 최대 50G의 점대점 양방향 광액세스 기술 표준화 완료 [2021]
· 채널 본딩 기술이 적용된 파장 당 25G급 NG-EPON 표준화 완료 [2020]
- 25GS-PON MSA
· IEEE NG-EPON의 물리계층 규격과 ITU-T XGS-PON의 전송수렴계층 규격을 기반으로
하여 25GS-PON 기술 규격 표준화 완료 [2020]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G.hsp.TWDMpmd, Higher Speed Passive Optical Networks: TWDM PMD

ITU-T SG15

IEEE 802.3

25GS-PON
MSA

완료연도
진행중
(2022)

G.9804.3, Specifications of fixed 50G PMD

2021

G.9804.2, Higher Speed Passive Optical Networks: Common Transmission
Convergence layer Specification

2021

G.989.3,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 2(NG-PON2): Transmission
Convergence Layer Specification

2021

G.989.1, 40-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s(NG-PON2): General
requirements

2021

G.9804.1, Higher Speed Passive Optical Networks: Requirements

2020

G.9806, Higher speed bidirectional, single fibre, point-to-point optical access
system

2020

IEEE Std 802.3cp-2021, Bidirectional 10Gb/s, 25Gb/s, and 50Gb/s Optical
Access PHYs

2021

IEEE Std 802.3ca-2020, Physical Layer Specifications and Management
Parameters for 25Gb/s, and 50Gb/s Passive Optical Networks

2020

25GS-PON Specification: 25 Gigabit Symmetric Passive Optical Network

2020

¡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RoF 광전송 기술, 응용 분야, 시스템 물리계층 요구사항 및 RoF
광트랜시버 등의 표준화 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RoF 기반 5G 분산 안테나 시스템 성능
표준 및 RoF 광트랜시버에 소요되는 광원의 성능 표준이 진행 중이며, 향후 서브 테라헤르츠
통신 기술을 적용한 인도어 광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표준화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TU-T SG15
· 광액세스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 RoF 기술과 그 응용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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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G.sup.55(RoF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를 2015년 제정하였고, 현재는
최근 확대된 응용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 [2021]
· RoF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광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권고안 G.9803(RoF systems)을 2019년 제정되었고, 현재는 다양한 구조의 5G 모바일
프론트홀 규격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 중 [2021]
- IEC TC103 WG6
· 5G 신호를 수용하는 RoF 기반의 인도어 분산 안테나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표준 규격
(IEC 63098-4 Ed.1) 제정이 진행 중 [2021]
- IEC TC86 SC86C WG4
· RoF 광트랜시버를 구성하는 직접변조 광원인 DFB-LD에 대한 성능 표준(IEC 62149-21)
작업을 진행 중 [2021]
· ITU-T의 권고안 G.9803에서 정의된 RoF 시스템을 구성하는 RoF 광트랜시버의 성능 표준
(IEC 62149-10 Ed.1)을 제정 완료 [2019]
- IEEE 802.15 SC-THz
· 2021년 하반기 부터는 356~450GHz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물리계층 표준 규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 [2021]
· 802.15.3d(252~325GHz 주파수 대역에서 점대점 통신 방식을 지원하는 물리계층 규격)
표준 제정 완료 [2017]
< 국제 표준화 현황 >
표준화기구

표준(안)명

완료연도

G.9803, RoF systems

2019

G.sup.55, RoF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2015

ITU-T SG15

IEC TC103

IEC TC86
SC86C

IEEE 802.15

IEC 63098-4 Ed.1.0, Radio-over-Fibre Technologies and Their Performance
Standard - Part 4: Radio-over-Fibre based indoor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 for 5G

진행중
(2022)

IEC 62149-21 Ed.1.0, 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 device for RoF
systems

진행중
(2023)

IEC 62149-10 Ed.1.0, Performance specifications of RoF(Radio over Fiber)
transceivers for Mobile front-haul

2019

IEEE Std 802.15.3d-2017, IEEE Standard for High Data Rate Wireless
Multi-Media Networks: 100 Gb/s Wireless Switched Point-to-Point Physical
Lay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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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픈소스 현황 및 전망
¡ ODL(OpenDaylight)
- 리눅스 재단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SDN 컨트롤러 개발 프로젝트로, 데이터센터
SDN으로 시작하여, 실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
- 오픈데이라이트 프로젝트에는 Brocade, Cisco, Juniper, Ericsson, VMWare와 같은 글로벌
벤더, IT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 버전은 12번째 릴리즈인 Magnesium으로,
안정성, 보안, 확장성 및 성능의 개선을 꾀했으며 DetNet과 Plastic 프로젝트를 통해 성능
민감형 트래픽을 위한 엄격한 성능보장 네트워킹 및 모델 간 변환 기술 지원
- 오픈데이라이트는 오픈플로우 표준과 더불어 OVSDB, NETCONF, LISP, BGP 등의 다양한
사우스바운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SDN과 NFV 기술의 연동을 위해 OpenStack의
Neutron API와 연동 또한 지원
- 오픈데이라이트는 특히 모델 기반의 서비스 추상화를 위해 MD-SAL 계층으로 설계되어
통일된 모델을 기반으로 API 및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므로 확장성을 높여주며, 이를 위해
RESTCONF 프로토콜과 YANG 모델링 언어를 사용
- Magnesium 릴리즈는 프로젝트 간 협업 기능을 위해 ONAP의 CCSDP 프로젝트와 통합되었으며
ONAP의 Frankfurt 릴리즈부터 활용 가능. 또한 서비스 프로바이더 기반의 SDN 유즈케이스를
위해 전송 경로 계산 엔진(Transport PCE)과 BGPCEP 기반의 WAN 연동을 지원
- 해당 릴리즈를 위한 DetNet 프로젝트는 3계층 성능보장 네트워킹 기술과 2계층 TSN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Plastic 프로젝트는 인텐트에 의한 변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SDN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 ODL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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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OS(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 ONOS는 오픈 네트워킹 재단(Open Networking Foundation)이 운영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SDN 네트워크 운영체계(OS), 혹은 컨트롤러 개발 프로젝트로 캐리어(carrier)급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대상으로 설계됨
- ONOS 프로젝트에는 ADTRAN, AT&T, China Unicom, Ciena, DT, EdgeCore, Google, Intel, NTT,
Radisys, Tech Mahindra, Turk Telecom 등 주요 통신 사업자, 벤더 및 System Integrator가
파트너사로 참여 중
- 2021년 6월 기준, Velociraptor 릴리즈(v2.5.2)가 가장 최신 버전으로 릴리즈 되어 있고,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클러스터 관리에 사용되는 atomix 코어에 대한 안정화 및 고도화 작업과
Aether/Pronto 프로젝트 데모를 위한 GUI 개선 등이 존재
- Classic ONOS는 기 배포된 상용 사이트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오거나, 버그가 발견될 시
픽스 하는 등 수준으로 유지보수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기능에 대한 개발은 모두
차세대 SDN 컨트롤러인 micro ONOS(μONOS)를 통하여 이루어짐
- 논리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제어 평면을 구현하기 위하여 ONOS 분산 코어는 제어기들
사이에 마스터십(Mastership)과 리더십(Leadership) 프로토콜을 정의하였고 이를 통하여
제어 평면의 장애 복구와 부하분산 기능을 실현
- ONOS는 REST API, gRPC API, Command Line Interface(CLI) 등 다양한 노스바운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고, 사우스바운드 인터페이스로
OpenFlow, OVSDB, P4Runtime, NETCONF/YANG, SNMP, BMv2, BGPLS, ISIS, OSPF,
LISP, PCEP, REST, RESTCONF, TL1, gRPC 등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이를 통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과 연동이 가능
- 이외에도 OpenStackNetworking, KubernetesNetworking, KubevirtNetworking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 쿠브버트
등과 연동이 가능
- ONOS는 ONF의 주요 참조설계 및 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2020년 발표된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5G/LTE 엣지클라우드 플랫폼(5G/LTE Edge-Cloud-as-a-Service
platform)인 Aether의 주요 Edge 구성 요소인 RAN 중앙 유닛과 모바일 코어 유저 플레인,
엣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제어 측면에서 연계하는 역할 담당

< ONOS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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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프로그래머블 스위치 오픈소스 기술)
- P4는 Programming Protocol-independent Packet Processors의 약자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
웨어 스위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 라우터 또는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데이터 평면에서 패킷이 처리되는 방식을 표현하는 언어
- P4는 P4 콘소시움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P4 언어를 통하여 스위치 내부의
파서, 매치/액션 테이블 등을 프로그래밍
- P4 언어로 정의된 데이터 평면을 제어 평면에서 제어하기 위하여 P4 Runtime 기술이 필요하고
해당 기술을 이용하면 제어 평면과 데이터 평면 사이 통신 인터페이스를 정의
- 2017년 5월에 기존의 P4_14 버전을 크게 개선한 P4_16 버전이 발표되었으며 향후에는
P4_16 버전을 중심으로 기능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
- P4 콘소시움에 AT&T, SKT, KT 등의 통신 사업자와 Cisco, Broadcom, Cavium, Huawei,
Netronome, Barefoot Networks 등의 장비 업체, Google, VMware, Microsoft, Baidu,
Alibaba, Tencent 등의 IT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중국의 칭화대학교, 그리고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가 참여 중
- P4를 지원하는 6.5Tbps급의 Tofino 칩을 Barefoot Networks에서 2016년에 발표하였으며
이를 채택한 스위치인 Wedge100BF-32X와 Wedge100BF-65X가 Edgecore Networks를 통해
출시된 상황. 또한 P4를 지원하는 SmartNIC이 Netronome을 통해 출시
- FPGA 기반의 네트워크 카드인 NetFPGA에서 P4를 지원하기 위한 P4 to NetFPGA 기술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미국의 코넬 대학교, Xilinx 등을 중심으로 개발 중
- P4 컨소시움 산하 Language Design 워킹그룹, API 워킹그룹, Architecture 워킹그룹,
Applications 워킹그룹, Education 워킹그룹 등 5개의 워킹그룹이 있으며 해당 워킹그룹들은
Google, VMware, Cisco, Intel 및 Xilinx등 회사들과 예일대, 코넬대 등 연구기관들에 의하여
운영 중
- P4 워킹그룹은 P4 관련 스펙을 정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작 가능한 레퍼런스
코드 및 애플리케이션들도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공개

< P4 동작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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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um(스위치 추상화 오픈소스)
- Stratum은 SDN을 위한 silicon-independent 스위치 운영 체제로 ONF에서 개발 중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 Stratum은 P4, P4Runtime, gNMI/OpenConfig, gNOI를 포함한 차세대 SDN 인터페이스들을
구현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데이터 평면의 호환성과 데이터 평면의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지원하고 있음
- Stratum은 proprietary silicon 인터페이스와 폐쇄된 소프트웨어 API로부터 오는 벤더
종속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보다 쉽게 통신사업자 네트워크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 Stratum은 제어 프로토콜을 내장하고 있지 않고 대신 외부 SDN 제어기에 의하여 제어되는
구조이지만, 필요에 따라 같은 스위치 내 NOS와 연동되어 동작 가능

< Stratum 구조 >

¡ ONAP(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
- ONAP은 NFV Orchestration, SDN Controller뿐 아니라 Service Design, Analytics,
Network Management 등이 포함된 운영, 관리 플랫폼으로, AT&T에서 공개한 ECOMP와
China Mobile, Huawei, ZTE 등이 주도한 Open-O 프로젝트가 Linux Foundation의 Open
Source 프로젝트로 2017년 4월에 통합
- 회원사로 AT&T, China Telecom, Jio, Bell Canada 등 통신사와 삼성, Cisco, Ericsson, Nokia,
Huawei, ZTE 등 주요 장비업체가 참여
- 2018년 1월 ONAP과 OPNFV 프로젝트는 Linux Foundation Networking 산하 프로젝트로
통합되어, 이전에 ONAP과 OPNFV로 구분되어 참여하던 업체들이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
- 1차 릴리즈가 VoLTE, vCPE의 유즈케이스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에 배포되었으며, 6개월
단위의 일정으로 Beijing, Casablanca, Dublin의 순서로 차기 버전이 배포. PON Broadband
Service 청사진 등이 추가된 4차 Rel-Dublin이 2019년 7월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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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AP 구조 >

¡ OSM(Open Source MANO)
- OSM은 ETSI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ETSI NFV MANO 표준 기반 Production Ready
소프트웨어 제공을 목표로 2016년 2월에 시작
- 주요 개발 주체로 Telefonica, BT, Telenor 등 유럽계 통신사와 Canonical, RIFT.io, Intel 등
플랫폼 및 요소기술 회사들이 참여
- 2차 릴리즈가 2017년 4월에 발표되었으며, Production Readyness를 위해 서비스 품질보장,
안정성 등을 보강한 3차 릴리즈가 2017년 출시. 엣지 컴퓨팅 및 VM Ware, Public Cloud를
지원하는 6차 릴리즈가 2019년 6월에 출시

< OSM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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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NFV(Open Platform for NFV)
- OPNFV는 NFV 관련 여러 오프소스 소프트웨어들의 통합, 적용 및 시험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 및 신규 기능 개발을 위해 2014년 9월 리눅스 재단 산하의 프로젝트로 시작
- 회원사로는 AT&T, China Mobile, Orange, KT, SKT 등 주요 통신사와 삼성, Ericsson,
Huawei, Nokia, ZTE 등 주요 제조사, 그리고 ETRI, Fraunhofer 등 연구기관이 포함
- OPNFV의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OpenStack, ODL, ONOS, OVS,
Ceph 등 관련 Open Source 프로젝트에 반영
- OPNFV는 통합 및 시험을 위해 전 세계 16개의 Pharos Community Open Lab을 운영하고
있으며 Lab as a Service를 제공 중
- OPNFV는 CI/CD/CT를 위한 Octopus, Functest, Yardstick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 중
- ONAP 프로젝트와 함께 2018년 1월 Linux Foundation Networking 산하 프로젝트로 통합

< OPNFV 구조와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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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3.1. 표준화 SWOT 분석
강 점 요 인 (S)

약 점 요 인 (W)

- 수준 높은 IT 인프라와 ICT 기술
수용도
- 국외 대비 작은 내수 시장 규모
-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증가로
시
시 - 지나친 외국 장비 선호로 인한
국내 장비 점유율 저조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 플랫폼
장 수요 증가
장 - 중소기업 중심 가입자망 및
에지 단품 장비 편중
- IT와 기존 산업의 융복합 등
국내역량요인
신규 서비스 대기수요 풍부

국외환경요인

기
술

표
준

기
회
요
인
(O)

위
협
요
인
(T)

- 네트워크 기반 이동, 무선, 응용,
서비스, 단말 분야의 우수한 기술
경쟁력 확보
- 세계 최고/최초 수준의 광인터넷
기술 보유
-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다수 진출로
표준화 주도권 선점
-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와 벤더 간
연합으로 표준화 선도 가능

기
술

표
준

- 창의적 인프라 및 서비스 연구
경험, 핵심원천 기술 확보 실적
저조
- 핵심 원천기술에 대한 소극적
투자로 지적재산권 확보 미흡
- 국제 대비 국내 고유 표준 확보
노력 부족
- 산업체와 연계한 유기적, 자발적
협력 체계 미비

【WO전략】
- 미래 IT 인프라 산업구조의 판도 【SO전략】
시 변화 가능(한국형 유니콘 기업 - (시장) 국내에 축적된 구축 경험과 개발 - (시장) 융합형 서비스를 위한 IPR
육성 적기)
장 - 신규 통신서비스 출현으로 네트워크 경험을 시장 논의로 활성화하여 이를 확보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장비 및 서비스 플랫폼 시장 활성화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신규 서비스 표준특허를 통해 국내외 시장 선점
개발과 전통 산업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
- (기술) 핵심 원천기술 보유가 포지셔닝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버티컬 산업 신규 시장 활성화 추진
기
분야를 자동화 및 효율화하기 - (기술) 국외 대비 강점을 보유한 트랩의 해결 열쇠임을 인식하여 정부,
술 위한 ICT 기술 적용 확대
SDN/NFV, 전달망, 유무선 액세스망 산·학·연 공동 노력 하에 융복합형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연계된 서비스 신규 분야 IPR 확보 주력,
- 네트워크 및 서비스 관련 표준화 시장 표준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
원천특허 크로스 라이센싱 실현
주도 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표준) 선행적 국제 표준기술을
(표준)
중점
표준화항목
발굴과
실행
표
- 네트워크 지능화 등 새로운 네트워크 계획 등 표준화 전략맵 수립과 글로벌 국내에 적극 보급하여 시장의 관심과
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표준화
표준 선점을 위한 의장단 진출 지원을 연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관련
시장 변화 시도
서비스 활성화
통해 네트워크 표준화 주도
- 글로벌 경제 침체로 소극적인 【ST전략】
【WT전략】
시 신규 시장 투자
장 - 망사업자의 수익감소와 경쟁 심화로 - (시장)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화 및 - (시장) 국내환경에 맞는 표준을
투자 여건 불확실
자동화를 강화하여 신규 투자로 얻을 적극 수용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 연구개발 투자 규모 차이에 수 있는 이익 창출 기대
기술적 대안을 국가 표준으로 조기
기 따른 기술 격차 심화
- (기술) 국내외 지능형 네트워크 제정함과 동시에 국제 표준으로 공동
술 - 핵심 원천기술/지적재산권 국외 테스트베드 구축 및 연동 시연 결과를 제안
선점
반영하여 기술개발 추진
- (기술) 핵심원천기술을 가진 대학,
- 풍부한 국제표준 경험 및 전문 - (표준) 지속적·적극적 국제표준기구 연구소 등과 개방형 R&D 방식의
인력을 앞세운 선진국의 표준 선점 참여를 통해 전문가그룹과의 휴먼 공동 개발 및 표준화 추진
표 - 유럽, 미국, 중국 등 범국가적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원천기술 보유 - (표준) 공공기관 등 국내에 도입하는
국외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주요 장비에 대한 국가/단체 표준
준 IPR 확보 및 표준 정책 강화
- 사실 표준 기반 상용서비스의 핵심기술 국산화 및 표준화 주도 규격을 제정하고 규격 준수 유도
난립으로 단일 표준 제정 어려움 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점 및 현안 사항
- SDN/NFV, 네트워크 지능화 기술은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사실 표준 개발이 진행 중이고, 동시에 규격과
연계된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de-facto 표준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사실 표준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간 상호 연계 및 협력 등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 전달망 기술, 유무선 액세스 기술은 초저지연/초고속 유무선 서비스를 비롯하여
공장,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한 버티컬 산업 분야에 이를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모바일/무선 기술과의 연동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양자 정보통신 기술, 네임 기반 네트워크 구조 기술 등은 전통적인 네트워크의 구조 변경을 수반해야 하므로 관련
표준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 시험망을 통한 서비스 검증도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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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추진전략

ㅇ 영역별 특징 및 대응전략
- 차세대공략 : 미래 핵심기술 및 유망서비스 신규 표준 제안을 통해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
: 국제표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 참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선도 기반 확보
: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국내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발판 마련
- 선도경쟁공략 : 표준화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역량이 높아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
: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위한 관련 표준화기구에서의 적극적인 표준화활동 추진
- 추격/협력공략 : 국제표준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분야 중 국내 진입시기가 다소 늦어졌지만 타
국가의 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후발주자로써 추격하거나 다각화된 협력이 필요한 분야
: 국제 공식 및 사실표준화기구, 포럼, 컨소시엄에서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모색
: 전략적 대외협력 강화 및 제휴를 통한 기술/표준의 Catch-up 전략 추진
- 지속/확산공략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단계이나 국내역량이 높아 후속/개정 표준화에서의 선도가
예상되며, 표준 기반 서비스 및 시장 확산에 집중이 필요한 분야
: 높은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한 후속/개정 표준화 주도 및 추가적인 틈새표준 발굴을 모색
: 표준기반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
- 전략적수용 : 국제표준화가 거의 완료된 분야 중 국내역량은 낮지만 전략적으로 수용이 필요한
분야
: 국제표준의 수용 및 적용을 통한 국제 호환성 확보와 국내 시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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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다중 계층/다중 도메인 트랜스포트 SDN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광전송 PG,
SDN/NFV포럼

IETF TEAS/
CCAMP/PCE,
ITU-T SG15,
ONF OTCC/
OIMT/ODTN

국내
참여 ETRI, KT, SKT,
업체/ LGU+, 우리넷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Cisco,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미국) Cisco/AT&T,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기업
(일본) NEC, (중국) Huawe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SDN 광역망 및 종단 간 하이브리드 연동/전송계층 기술은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공하는
5G 이동통신 등과 연계되어 지속적인 개발 및 상용화가 요구되므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선정되어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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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표준화 계획>
- ITU-T, IETF, ONF에서 SDN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가상 네트워크를 제어하기 위한 SBI/NBI
등의 데이터 모델 및 정보 모델 표준화와 고신뢰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 추진 예정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5의 SDN 및 AI 기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제어관리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어관리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TF의 SDN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제어관리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어관리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ONF의 SDN 및 AI 기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제어관리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광전송 PG(PG201)를 중심으로 SDN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국내고유
표준 추진 예정이며, ITU-T SG15에서 표준화 중인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제어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표준화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TTA 광전송 PG(PG201)과 SDN/NFV포럼을
통해서 ITU-T, IETF, ONF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내통신사업자/벤더/연구
기관 간 국내/국제 표준화 공조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한
IPR를 표준화로 연계하여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차별화된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 서비스 도출 및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제어관리 IPR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통신사업자/벤더/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통하여 차별화된 SDN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기술의 IPR 확보 및 표준화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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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수용 | 병행)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SDN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SDN/NFV포럼,
MEC포럼

국제

ONF NG-SDN/
Stratum/P4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KT,
SKT, LGU+,
KISTI,
쿨클라우드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AT&T/Google/Intel/VMware,
(중국) Huawei/BAIDU/Alibaba

기술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AT&T/Google/Intel/VMware,
(중국) Huawei/BAIDU/Alibaba

표준
수준

7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전략적수용(Ver.2022 신규)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기술은 차세대 SDN(NG-SDN)을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기술임. 5G
Core, Open RAN 및 유선 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 도메인에서 초고성능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를
실현하는데 있어 핵심 기술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함. P4 기반 스위치 및 스마트닉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화 역량은 낮으나 관련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국내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 5G, MEC 기술을
실현 및 고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수용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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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동적 패킷 포워딩 및 데이터 평면 추상화 기술은 ONF, P4.org 등에서 관련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고 ONF에서 uONOS, Stratum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참조 구현(Reference
Implementation)을 통신사업자 및 벤더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지금까지 P4 및 Programmable
Switch Architecture(PSA)에 대한 표준화는 큰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SmartNIC을 포함한 타
디바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화 필요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P4.org에서 PSA, PNA 등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내 벤더 및 통신 사업자로 구성된 SDN/NFV 포럼과
MEC 포럼 내 표준화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관련 표준화에 대응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오픈소스 연계)) ONF에서 PSA, PNA 등 표준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uONOS, Stratum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므로 국내 벤더
및 통신 사업자로 구성된 SDN/NFV포럼 내 PoC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개발 및
적극 참여 필요
<표준화 계획>
- P4 INT 등 텔레메트리 관점에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필요한 표준을 정의하고 ONF,
P4.org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P4 표준화 내용들을 검토하여 국내 대응방안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SDN/NFV포럼, MEC포럼에 가입되어 있는 국내 산업체들에서 연구
및 개발 중인 산출물을 활용하여 표준화를 진행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관련 인터페
이스를 공개 및 컨트리뷰션 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풀 대응을 위한 지분확대 및 권리 유연성 확보 전략)
P4 기술을 활용한 5G 관련 다양한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적극 확보하고 IPR화 추진 필요. P4 INT 표준을 확장하여
5G에 특화된 텔레메트리(Telemetry) 기술을 개발하고 IPR 확보 추진 필요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에서 P4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한 여러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들을 조사하여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들을 통합 후 표준화 진행. 기존 P4 기술로 구현이 어려운 기능들을
extension으로 정의하여 표준화 진행. 표준화된 결과물 중 특허화가 가능한 아이템들을
선정하여 IPR 추진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_ 지능형 네트워크 193

(전략적수용 | 병행)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NFV 표준

TTA 네트워크/
국내 서비스품질 PG,
SDN/NFV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ETSI
NFV/MEC,
ONAP, OSM,
OPNFV

ETRI, 이루온,
국내
삼성전자,
참여
유비쿼스,
업체/ 유엔젤, 콘텔라,
기관
파이오링크,
KT, SKT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핀란드) Nokia, (스웨덴) Ericsson,
선도국가/
(미국) AT&T/Verizon/HP, (중국) Huawei/China Mobile,
기업
(일본) NTT DOCOMO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핀란드) Nokia, (스웨덴) Ericsson, (스페인) Telefonica,
선도국가/
표준
(독일) Deutsche Telekom, (미국) AT&T/Verizon/Intel/HP,
기업
수준
(중국) Huawei, (일본) NTT DOCOMO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전략적수용(Ver.2022)
분산 NFV 운용 및 서비스 기술은 NFV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주요 기술로서 5G 표준화와 더불어 멀티
사이트 간 NFV 서비스, Cloud Native 기반 MANO 구조 및 인터페이스, SBA-MANO 기반 인터페이스,
5G 지원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수용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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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ETSI NFV/MEC 그룹에서는 Cloud Native 기반 MANO 구조 및 인터페이스, SBA-MANO
기반 인터페이스, 5G 지원을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 중. 국내
NFV 멀티 벤더 제품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가 상용화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추진 필요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국내 산업체들이 NFV 기반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및 적용한 결과를 활용하여
ETSI NFV 산업규격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대응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오픈소스 연계)) NFV 플랫폼 또는 다양한
VNF 개발 및 상용화 시 OSM, ONAP, OPNFV 등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연계 필요

<표준화 계획>
- Cloud Native 기반 NFV, SBA-MANO 기반 인터페이스, 5G 지원을 위한 NFV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 산업체들의 요구사항들을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 표준화 추진 필요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국내 산업체들의 NFV 기반 상용화 서비스 개발 및 적용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과 병행하여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전략) 국내 맞춤화된 NFV 서비스 관련
특허 권리범위 확대.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NFV 서비스를 제공 운영 관리 기술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있어 일정 부분 IPR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산업체/연구소에서 기본 NFV-MANO 플랫폼 및 다양한 VNF를 개발한 상태이나, 서
비스 확장 및 자동 운용 기능 개발을 위해 관련 국외 규격 개발과 표준 이슈 현황을 직
접적으로 기술 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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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협력공략 | 병행)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국내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ETSI ENI/ZSM,
ITU-T SG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7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독일) Deutsche Telekom/Fraunhofer,
(중국) China Mobile/Huawei/ZTE,
(일본) NTT DOCOMO, (미국) Intel/AT&T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추격/협력공략(Ver.2022)
네트워크 지능화 분야 유즈케이스 및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 일부 주제에 대해 표준화가 본격 진행되어
표준화 기구 별로 규격 완성됨에 따라 표준화를 선도하는 그룹들에 대해 적극적인 추격/협력 추진이
필요하여 추격/협력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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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ETSI ENI 에서는 기존 공표된 표준안 중 모듈러 시스템 운용 개념, 모듈러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메커니즘, Control Loop 아키텍처 등에 대한 수정 작업 진행 예정
- ITU-T에서는 SG13의 Q20을 중심으로 머신 러닝 기능 오케스트레이터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미래
네트워크를 위한 머신 러닝 샌드박스, 머신 러닝 슬라이싱 관리 프레임워크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 예정이며 2024년경에는 지능형 네트워크 참조 구조 표준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유관 표준화 단체 별로 네트워크
지능화 아키텍처 및 프레임워크 관련 신규 및 수정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해당 단체
내에 다수의 한국 임원이 활동 중이므로 적극 대응을 통해 글로벌 표준 선도권 확보 필요

<표준화 계획>
- 지능형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국내 표준 활동은 전년과 유사하게 부족한 상황이나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일부 지능정보기반 기술 분야 국내/국제 표준화를 ToR에
포함하여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 개별 산학연 기관에서 네트워크 지능화 아키텍처와
관련한 표준 활동 지속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활동) 기존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 네트워크 지능화 아키텍처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TTA 산하 통신망 기술위원회나 이동통신
기술위원회 산하 PG를 신규 섭외하여 공조 체계 구축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네트워크 지능화
참조 구조 중 운용관리 아키텍처 분야에서는 국내 통신사에서 보유한 특허의 적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화 방향에 맞추어 기존 IPR 중 해당되는 것들을 재설계하거나 추가로
출원하여 향후 표준화 활동 대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을 완료하였거나 구현이 진행 중인 지능형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여 표준화 수행. IPR화가 가능한 아이템을 선별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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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내

TTA 인공지능
기반기술 PG

국제

ETSI ENI/ZSM,
ITU-T SG13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삼성전자,
LG전자, KT,
SKT, LGU+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Qualcomm/Intel,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

기술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독일) Deutsche Telekom/Fraunhofer,
(중국) China Mobile/Huawei/ZTE,
(일본) NTT DOCOMO, (미국) Intel/AT&T

표준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2 신규)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분야의 표준화 논의는 아직 본격화 되지는 않은 상태. ETSI ENI에서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권고안을, ITU-T SG13에서는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수정
및 개선 작업이 예상되며 데이터/정보 모델링 등 추가 작업도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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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ETSI ENI에서는 2021년 데이터 처리 과정을 표준화한 권고안 발표 후 후속 논의 및
데이터 모델 중심의 표준화 작업 예상
- ITU-T SG13에서는 2020년 지능형 데이터 처리 방법이 포함된 유즈 케이스 권고안을 발표
후 데이터 모델링 관련 표준 등 추가 표준 산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기초대응))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모델링 표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공지능 모델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 관리, 전처리 등 데이터 자체에 대한 표준과 네트워크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정보 모델링에 대한 표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준화 활동 필요

<표준화 계획>
- 현재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서 의료 데이터 처리 및 정보 모델링에 대한
표준안 작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네트워크 지능화 분야의 데이터를 목표로 동일한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정보 모델링 표준화 추진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인공지능기반기술 PG(PG1005)에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처리 및 정보 모델링 관련 기고가 제출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네트워크 지능화
연구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처리 등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IPR 확보 예상. 글로벌 표준화 동향에 정렬 가능한 IPR 선별하여 표준
특허화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국내 네트워크 지능화 데이터 및 정보 모델링 관련 IPR 중 표준화 가능한 아이템을 선별하여
표준화 활동 적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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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광역망 시간확정형 네트워킹(DetNet)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광전송 PG,
산업융합네트
워크포럼

IETF DetNet/
CCAMP/TEAS

국내
참여 ETRI, 코위버,
업체/ 우리넷, 상명대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중국) Huawei, (스웨덴) Ericsson

기술
수준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중국) Huawei/China Mobile/ZTE, (스웨덴) Ericsson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광역망 저지연/고정밀 네트워크 기술은 국내에서 국제 표준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4차산업
혁명을 위한 버티컬 네트워크 및 6G 초정밀 네트워크에 적용 또는 활용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기술
중 하나이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200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TF DetNet WG에서는 제어평면 프레임워크, DetNet OAM 공통 프레임워크 및 IP/MPLS
기반 DetNet OAM 메커니즘(연결성 및 장애/결함 관리, 성능 모니터링 등), 기존 데이터
평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평면(세그먼트 라우팅 기반) 등의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TF DetNet YANG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MPLS(-TP) OAMP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DetNet OAM 표준화에 적극 참여하여 표준 반영 노력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공동기고, 상호지지)) 기존 IP/MPLS 제어
관리 분산 프로토콜 확장, SDN 기반 시간확정형 네트워크 중앙 제어관리를 위한 모델링
등 독자적인 표준 제안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제 선도기업과 협력하여 공동 표준화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광전송 PG(PG201)에서는 IETF DetNet 세부 기술 항목에 대한 표준 승인/발간과
동시에 국내 표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시 국내 환경에 맞는 고유 표준화도 추진
할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TTA 광전송 PG(PG201)에서는 산업융합네트
워크포럼과 함께 IETF DetNet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에
대응되는 신속한 국내 표준 제정과 포럼 활동 등을 통해 국내 산학연 간 표준화 공조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한
IPR를 표준화로 연계하여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IETF DetNet OAM,
SR 기반 데이터 평면 기술에 대한 표준안 공백 분야 IPR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특허로 반영될 있도록 연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MPLS 기반 DetNet OAM 및 세그먼트 라우팅 기반 데이터 평면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굴한 주제에 대한 IPR 확보 및 표준화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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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양자암호통신망 표준

TTA 광전송 PG,
퀀텀포럼,
국내
퀀텀정보통신
연구조합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ETSI QKD,
ITU-T
SG13/SG17

국내
참여 SKT, KT, ETRI,
업체/
KIST, KAIST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일본) Toshiba, (스위스) IDQuantique, (미국) Battelle,
기업
(중국) Huawei/QuantumCtech

기술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일본) Toshiba, (캐나다) Waterloo University,
(중국) Huawe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양자 암호망 기술은 Ver.2016에서 처음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ETSI에서는 양자암호
통신 기술에 대한 비전 및 요구사항 기술들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ITU-T에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 국내 관련 장비 개발 업체 및 망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기술이므로 Ver.2022에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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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ETSI QKD ISG와 ITU-T SG13에서 양자 키 분배망을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 및 암호망
기술 표준 개정과 제정 작업 추진 중
- ITU-T SG17에서는 양자암호통신망의 제어 및 관리와 융합망 확장에 따른 보안성 확보
방안 등의 표준 추진 중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ETSI QKD ISG에서 통신 규격으로
완성하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ITU, ISO, IEC 및 NIST와 IEEE까지 표준으로 확장 추진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양자암호기술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전담 Question이 ITU-T SG17내에 설립되어 활발한 표준 개발이 예상됨. 적극적인
참여와 기고를 통한 표준화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양자암호통신 및 암호망 기술 표준 관련 퀀텀포럼과 기업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에서
기본적인 양자암호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선추진하고, 포럼 활동을 통한 결과물들을
반영한 보안성 확보 방안 표준, 유즈케이스 표준 등을 차례로 추진할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 포럼 활동) 양자암호통신은 통신의 완벽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퀀텀정보
통신연구조합이 글로벌 업체(삼성, Nokia, Ericsson, 알카텔-루슨트 등)와 협력하여 장비 간
상호 호환성을 시험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국내 표준을 제정 추진
- (표준화위원회 PG 신설) Quantum Safe Network를 위한 다양한 방향성의 국책과제가 진행
되고 있으므로 산·학·연 공동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IPR을 표준
특허화하기 위한 TTA 지원 및 독립된 PG 결성이 시급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양자 기술 기반의 진정난수 생성 칩을 제작하여 IoT 보안 인프라에 대한
표준을 완성할 예정이며, 양자암호통신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그리드
등의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예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표준안 공백분야 도출 전략) 양자암호통신망
테스트베드를 통해 다양한 응용서비스 연동 방안과 신기술 적용 방안 등이 확보될 것이며,
이를 표준특허화 하여 IRP 확보 및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양자암호통신 및 암호망 기술은 표준화와 기술개발 병행추진이 필요하며 정부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 확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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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공략 | 병행)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표준

TTA 광전송 PG/
응용보안/
국내
평가인증 PG,
퀀텀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일본) Toshiba, (스위스) IDQuantique, (미국) Battelle,
기업
(중국) Huawei/QuantumCtech

기술
수준

ETSI QKD,
ITU-T
SG13/SG17,
JTC1 SC27

SKT, IDQ, KT,
ETRI, KIST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일본) Toshiba, (캐나다) Waterloo University,
(중국) Huawei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차세대공략(Ver.2021) → 차세대공략(Ver.2022)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기술은 Ver.2019에서 처음 중점 표준화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나, 아직
정식 인증은 표준화된 것이 없이 JTC1에서의 인증 규정을 위한 그룹 승인을 추진 중. JTC1, ETSI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구체적 기술들에 대한 표준화 시도가 논의 중이므로 시작 시점에서의
참여를 계획하여 Ver.2022에서도 차세대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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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ETSI QKD ISG에서 양자 정보통신 암호망에 대한 보안 프로파일 수립을 진행할 예정으로,
상업화 단계의 시험 인증 기준 제정을 위하여 ITU-T SG17, JTC1 SC27에 양자암호통신에
대한 인증분야가 포함되도록 제안 계획
- ITU-T SG13에 SDN QKD 네트워크의 제어 및 키관리 기술 표준화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ETSI QKD ISG에 보안 프로파일
및 인증 진행에 참여하고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기준을 위한 신규과제를 제안 추진
필요. JTC1 SC27를 통해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표준 제안
추진 필요
<표준화 계획>
- 양자암호통신 인증 절차에 대해 TTA 응용보안/평가인증 PG(PG504)에서 평가인증 국내
표준화를 진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ETSI, ITU-T에 양자 정보통신 분야의 인증을 제안
추진할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국내표준 제정) 국내 인증 기준은 국가사업에서 작성하였으나 국내의 표준 인증이 없는
상태로 이를 보완하여 국내 국제 인증 표준 수립 필요. 시험 표준은 글로벌 업체와 협력하여
각 장비 간 상호 호환성을 시험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국내 표준과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예정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양자 정보통신을 위한 다양한 방향성의 국책과제가 진행되고
산·학·연 공동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양자통신 시험망 개발과 이 과제에 포함되어
진행 중인 국가 보안연구소에서의 인증 및 시험 기준 개발을 표준화와 연계하여 인증 제정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다양한 실시예를 반영한 특허 확보 전략) 양자 정보통신
시험 및 인증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IPR이 확보될 것이며 이를 표준 특허화 하여 국제
표준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양자 정보통신기술은 표준화와 기술개발 병행추진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과
부합하여 양자정보통신 산업화를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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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선행) 정보 중심 네트워킹(ICN) 기반 통신 표준

TTA 네트워크/
서비스품질 PG/
국내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
IETF미러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InterDigital/Cisco/Intel

기술
수준

ITU-T
SG11/SG13,
IETF BIER,
IRTF ICN

ETRI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InterDigital/Cisco, (중국) Huawei, (스웨덴)
Ericsson

표준
수준

9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5G 코어 네트워크 구조의 후보 기술과 IoT 등을 위한 핵심기술로 기술개발과 함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ITU-T SG13과 ITU-T SG11에서 미디어 전송을 위한 기술 표준으로 표준화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IETF BIER WG에서는 L2 스위치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 중심 네트워킹의
핵심인 멀티캐스트 전송 등의 표준이 개발 중. 상대적으로 국내 기술 개발 및 국내 표준화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산·학·연의 기술 협력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위해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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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의 SG13과 SG11은 5G의 코어 네트워크 기술의 후보 기술로써 ICN 표준 개발을
추진 중
- IRTF ICN RG는 5G 등의 통신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ICN 기술의 확장을 추진 중이여,
IETF BIER에서는 L2 멀티캐스트 표준을 추진 중
- ITU-T에서는 ICN 기반의 5G 코어 네트워크 표준이 개발 예상되며, IETF BIER WG과
IRTF ICN RG에서 ICN 기반의 네트워크 표준 개발 계획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SG13과 SG11에서 IoT 및
5G 네트워크를 위한 신규 표준 항목 개발을 위해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통해 원천 기술
개발과 표준화 선도 가능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타국/외국기업과의 제휴(공동기고))
ICN RG 표준 활동이 추후 IETF로 이관 될 것을 예측하고 관련 표준 동향을 적극 대응하며
향후 표준 항목을 발굴하고 표준화 대응
<표준화 계획>
- 네트워킹의 핵심 기술의 경우 국제 표준화 항목들이 기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융합네트
워크포럼과 TTA 네트워크/서비스품질 PG(PG221),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PG(PG1002) 활동을
통해 국제 표준들을 준용하는 형태의 표준 활동 추진 중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IoT 및 5G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선행 기술 및 신규 표준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존 정보중심네트워킹 기술의 확장을 통한 IoT 및 5G 등의
반영 등을 위한 기술 개발과 함께 표준화를 함께 연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향후 IoT와
5G 등의 핵심 기술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프로토콜 요소 기술에 대한 분석 및 관련
특허의 적용 범위 확대 등 특허 재설계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네임해석서비스(NRS) 기술을 활용한 이동성 기능, IoT, 5G 통신망을 위한 엣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 IP망과 정보 중심 네트워킹 기술과의 컨버전스
관련 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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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세그먼트 식별자 기반 패킷 전달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TTA 광전송
PG

IETF SPRING/
6MAN/IDR,
3GPP CT4

국내
ETRI,
참여
EricssonLG,
업체/
KT, SKT, LGU+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미국) Cisco/Juniper, (핀란드) Nokia, (스웨덴) Ericsson, 기술
기업
(중국) Huawei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Cisco, (중국) Huawei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5G 전달망의 구축도 가속화 되고 있음. 특히 5G 전달망에서 성능 요구
사항에 맞게 네트워크 슬라이스별로 패킷을 전달하는 세그먼트 라우팅 기술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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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ETF SPRING WG는 세그먼트 라우팅 기술을 5G 전달망에 적용하는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IETF 6MAN WG은 세그먼트 라우팅 헤더를 정의하는 표준개발을 추진. IETF IDR WG은
BGP 프로토콜의 링크 상태 확장을 위한 표준개발을 추진
- 3GPP CT4 WG은 진행 중인 IPv6 기반의 세그먼트 라우팅을 5G 전달망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표준개발을 추진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협력대응)) IETF 표준을 3GPP 표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협력대응 추진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사실표준화기구 신규 과제 제안)
IETF의 관련 WG에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신규 표준특허를 발굴하고 관련 항목의 신규
과제 제안을 추진
<표준화 계획>
- TTA 광전송 PG(PG201)는 IETF 표준을 준용하면서 세그먼트 라우팅 구조와 라우팅 프로토콜
확장에 관한 표준개발을 추진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TTA 광전송 PG(PG201)를 중심으로 세그먼트 식별자를 수용하기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의 확장에 관한 표준개발 추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표준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표준화 연계 개발을 추진 필요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식별자
기반의 고속 패킷 전달 기술을 5G 전달망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재설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식별자 기반의 패킷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5G 전달망에서 고속 패킷 전달 기능 등 관련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제 표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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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경쟁공략 | 병행) 이더넷 광전송 표준

TTA 광전송 PG/
이더넷 PG,
국내
산업융합네트
워크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emi/Cisco/Ciena,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ZTE

기술
수준

IEEE 802.3,
OIF PLL

ETRI, 코위버

9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ZTE,
기업
(일본) NEC, (독일) DT

표준
수준

8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OIF에서 800G급 이더넷 신호를 코히런트 변조 방식과 광증폭 기술을 이용하여 80km∼120km 전송할
수 있는 DCI용과 단일 파장에 광증폭기를 사용하지 않고 2km∼10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캠퍼스용 800G
기술에 대한 IA(Implementation Agreement)가 진행 중. IEEE 802.3에서는 800G/1.6T급 이더넷 신호를
50m∼40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SG가 결성되어 의제 연구 중. 국내에서는 800G/1.6T급
신호를 80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중. 국내 기술을 IEEE, OIF 표준화 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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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OIF PLL에서는 1,6T급 이더넷 신호를 코히런트 변조 방식, 광증폭 기술 및 코패키징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소모와 크기를 줄인 모듈에 대한 표준화 계획 중
- IEEE 802.3에서는 800G 및 1.6T급 이더넷 신호를 50m∼40km까지 전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SG이 결성되어 의제 연구 중이며, 관련 기술 표준화 계획 중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EE의 800G/1.6T급 이더넷 기술
확보와 OIF 800G 코히런트 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광전송 PG(PG201)에서 파장당 200G급 이더넷 신호 전송 및 OIF 800G 코히런트 광
전송 기술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국내 표준 추진 예정이며, 이더넷 PG(PG218)를 통해
800G급 및 1.6T급 이더넷 MAC에 대한 표준도 동시 추진 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 표준이 완료된 표준은 대응되는 국내
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제표준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산·학·연 간
표준 공조를 통해 국내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에 이를 반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한 IPR를 표준화로 연계하여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초중기 전략 : 특허를 통한 표준 아이템 도출 전략) 고속 장거리 기술에
적합한 QAM, 코히런트 통신 방법, 에러 정정 기술, 디지털 신호처리에 대한 성능 개선
방안 등에 대한 IPR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업체와 공동으로 파장당 200G 기반 광 네트워킹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800G/1.6T급
광트랜스폰더 기술 개발을 통해 확보된 IPR을 활용, 표준화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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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수용 | 병행) OTN 광전송 표준

국내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국내
참여
업체/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emi/Cisco/Ciena,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ZTE

기술
수준

TTA 광전송 PG,
산업융합네트
워크포럼

ITU-T SG15

ETRI, 코위버,
우리넷

90%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emi/Cisco, (스웨덴) Ericsson,
(프랑스) Orange, (캐나다) IDT, (영국) Calnex,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ZTE/CMCC/CUNC,
(일본) NEC/NTT, (독일) DT

표준
수준

70%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전략적수용(Ver.2022)
수백 기가급 대용량 신호를 OTN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FlexO 광전송 표준의 개정작업이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광전송 장치의 제품화가 진행 중이며, 현재 25G 및 50G OTN 인터페이스 표준인 OTU25/50-RS
표준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 국내에서는 이미 16테라급 패킷-광전송장비를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FlexO 광전송 표준 적용을 준비 중. OTN 광전송 표준에 대한 국내표준화 역량은 낮으나 높은 기술개발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기술 발전과 시장 확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표준이므로 전략적수용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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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5에서는 광전달망 계층에서의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FlexO 광전송 장치에서 수용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도 함께 추진 중. 또한
메트로 전달망 장비의 기능블록 표준화 작업 및 Sub-1G 신호를 OTN망에서 수용하기
위한 OSU 구조에 관한 표준화 작업 추진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에서 추진 중인 표준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표준안에 대한 개선 기고와 신규 제안 작업 논의에 적극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광전송 PG(PG201)와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활동을 통해서 Flexible OTN 표준과
25G/50G OTN 전송기술 표준을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준용하는 형태로 표준화 추진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ITU-T에서 개발이
완료된 표준에 대응하는 국내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제표준에
대해서는 산·학·연간 공조를 통해 국내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 시도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된
IPR를 표준화로 연계하여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표준 정합성 확보를 위한 특허 재설계 전략) 광전달망
계층에서의 암호화 기술, 고속 장거리 기술에 적합한 코히런트 통신 방법, 멀티레인에
대한 보호절체 기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특허 범위 재설정 및 IPR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업체와 공동으로 OTN 기반 광 네트워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OTN 인터페이스
기술 관련 IPR을 확보하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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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 표준

TTA 광전송 PG/
이더넷 PG,
국내
산업융합네트
워크포럼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TU-T SG15,
IEEE
802.3/1588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코위버,
스프링웨이브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emi/Cisco/Ciena, (스웨덴) Ericsson,
(영국) Calnex,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ZTE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Microsemi, (영국) Calnex, (스웨덴) Ericsson,
(핀란드) Nokia, (중국) Huawei/ZTE/CMCC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1) → 지속/확산공략(Ver.2022)
ITU-T SG15에서는 패킷망 기반 주파수/시간/위상 동기 분배 표준과 PTP의 텔레콤 프로파일과 관련
클럭 규격 등을 개발 중이고, IEEE에서는 PTP 정밀도 개선을 위한 표준 개발 중. 국제 표준화가
거의 완료 단계이나, 추가적인 틈새 표준 발굴을 모색하고 서비스 적용을 통한 표준 활용 촉진이
필요하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214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5에서는 시간 및 주파수 동시 전달을 위한 동기 계층 기능과 패킷 기반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시간 동기를 위한 텔레콤 그랜드 마스트(T-GM) 클럭 타이밍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정밀한 시간 동기 분배를 위한 새로운 망 동기 구조에 관한 표준화
추진 예정
- IEEE 802.3에서는 PTP 타임 스탬핑 개선을 위한 표준화 추진 예정이며, IEEE 1588에서는
BMCA 메커니즘 개선과 OTN을 통한 PTP 전달을 위한 PTP 표준화 추진 예정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 관련 권고안 분석을 통해
기존 표준안에 대한 개선 기고와 신규 제안 작업 논의에 적극 대응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EEE의 개선된 PTP 기술의 확보와
국내 표준 적용 극대화를 위하여 관련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표준화 계획>
- 망동기 및 시간 동기 분배에 대한 표준은 TTA 광전송 PG(PG201) 및 이더넷 PG(PG218)과
산업융합네트워크포럼 활동을 통해 국제 표준들을 준용하는 형태의 표준 활동 추진 예정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 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산·학·연간 표준 공조를 통해 국내 표준을 공동 개발하고 국제 표준화에 이를
반영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한
IPR를 표준화로 연계하여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범위 보완 전략) PTP 성능 개선, 시간 동기 분배
기술 개선, 정밀한 링크 지연 측정 및 계산 알고리즘 개선 등 논의 중인 표준 기술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및 IPR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기업체와 공동으로 동기 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 도출된 망동기 기술 관련 IPR을 적극
활용하여 표준화 활동에 참여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_ 지능형 네트워크 215

(선도경쟁공략 | 병행) 고속 광액세스 표준
TTA 광전송 PG/
이더넷 PG,
산업융합네트
국내
워크포럼,
ITU-T SG15
연구반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표준화
기구/ 국제
단체

ITU-T SG15,
25GS-PON
MSA

국내
참여 ETRI, SKT, KT,
업체/
오이솔루션
기관

기술
개발
단계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미국) Nokia-Bell Labs/Broadcom,
(중국) Huawei/ZTE/Hisens,
(일본) Sumitomo Electric/NTT-A

선도국가/
기업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Broadcom/Cable Labs/Nokia-Bell Labs/AT&T,
(영국) Vodafone, (프랑스) France Telecom,
(중국) China Telecom/Huawei,
(일본) NTT/Sumitomo Electric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선도경쟁공략(Ver.2021) → 선도경쟁공략(Ver.2022)
고속 광액세스 기술은 정책 부합성이 높고 국내 관련 장비 개발 및 통신사업자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로 국내에서 ITU-T, IEEE 표준화에 참여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선도경쟁공략 항목으로 분류

216 ICT 표준화전략맵 Ver.2022

<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계획>
- ITU-T SG15는 50G용량의 고속 PON 기술 표준화 진행 중이며 5G 모바일 신호 수용 및
광액세스 슬라이싱 기술 표준 진행 예정
- 25GS-PON MSA는 IEEE 802.3ca의 물리계층과 ITU-T XGS-PON의 전송수렴계층 기반으로
MSA규격을 완성하고 회원사 추가 모집으로 외연 확대 예상
<대응방안>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향후 전송속도 및 전송거리가
증가된 표준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표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표준화에
적극 대응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ITU-T는 5G 모바일 신호수용을
위한 규격과 파장 당 50G 이상의 신호수용을 위한 기술 표준화에 참여중이며, 기술선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화에 적극 대응
<표준화 계획>
- TTA 이더넷 PG(PG218)에서 IEEE NG-EPON의 국내표준화를 2021년 완료하고, TTA 광전송
PG(PG201)에서는 ITU-T SG15에서 표준화 중인 50G-PON 표준제정 이후인 2022년 국내
표준화 추진예정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표준화 포럼 활동, 국제표준 준용, 사실표준 준용) 국제 표준에
대응되는 국내 표준의 신속한 제개정과 포럼 활동 등을 통한 국내 기업/기관/학계 간 국내/
국제 표준화 공조
- (연구개발 표준화 연계 개발) 기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한
IPR를 표준화로 연계하여 추진

표준특허
전략

- (표준 중후기 및 R&D 초중기 전략 : 기출원 특허 권리범위 안정화 전략) IEEE 광액세스
표준화 과정에서 도출된 광모듈 기술, MAC/시스템 기술 IPR에 대한 권리범위 파악 추진.
ITU-T SG15에서 표준화 중인 고속 PON 및 모바일 신호 수용 기술을 개발, 핵심원천 IPR
및 표준특허 확보 추진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 파장 당 25G급 광액세스망 및 모바일 신호 수용방안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된 기술의 IPR 확보 및 표준화 연계 추진
- 파장 당 50G 광액세스망용 선행기술 연구와 IPR 확보 후 표준화 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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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확산공략 | 병행)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
TTA 광전송 PG,
산업융합네트
워크포럼,
국내 무선통신송신기
전문위원회,
ITU-T SG15
연구반

전략적
중요도
/
국내
역량

기술
개발
단계

표준화
기구/
단체

국제

ITU-T SG15,
IEEE 802.15,
IEC
TC103/TC86

국내
참여
업체/
기관

ETRI, KT, SKT,
에치에프알,
에프알텍,
쏠리드,
라이트론 등

국내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국외

□기초연구↦□실험↦□시작품↦■제품화↦□사업화

선도국가/
기업

(미국) Commscope/Corning, (스웨덴) Ericsson,
(일본) NTT/NICT, (중국) Huawei

기술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국내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국제

□표준기획↦□의제연구↦□항목승인↦□표준초안↦■표준승인/발간↦□표준활용/확산

표준화
단계
선도국가/
기업

(미국) Corning, (스웨덴) Ericsson, (일본) NICT/KDDI,
(중국) Huawei

표준
수준

85%
(선도국가대비)

- Trace Tracking : 지속/확산공략(Ver.2022 신규)
인도어 광네트워크 표준은 5G 이동통신 기술 및 광액세스 기술 표준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인도어망 구현 핵심 기술 중 하나인 RoF 시스템 기술 표준화는 한국 주도로 ITU-T 등에서 국제
표준화가 완료되었고, 인도어용 5G 광중계기 성능 및 인도어용 광트랜시버/광부품 관련 표준화 등을
IEC/IEEE 등에서 국내 참여 기관들이 선도하고 있으므로 지속/확산공략 항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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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

국제
표준화
대응
방안

국내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특허
전략
기술개발
-표준화
-IPR
연계방안

<표준화 계획>
- ITU-T SG15에서는 RoF 시스템 표준에 대한 제정을 2019년 완료하고 현재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개정 작업 시 모방일 프론트홀 및 인도어용 RoF 시스템에 대한 use
case/인터페이스 규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IEC TC103/TC86에서는 RoF 기반 5G DAS(분산 안테나 시스템) 성능 표준 및 RoF 트랜
시버용 광원의 성능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IEEE 802.15에서는 802.15 3d를 개정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2021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300∼450GHz 주파수 대역에서 근거리 전송을 위한 물리계층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공식표준화 대응전략 :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기 확보된 국제표준화 기구 의장단
수임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필요
- (사실표준화 대응전략 : 사실표준화기구 활동(적극대응) 및 의장단 수임) IEEE 802.15 등에서
신규 표준화를 준비 중인 sub-THz 전송 기술과 관련하여 300GHz 이상 대역에서의 물리
계층 표준화 활동 및 의장단 진출 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표준화 계획>
- TTA 광전송 PG(PG201) 및 한국 ITU 연구위원회 SG15 연구반에서는 5G DAS용 RoF 인터
페이스 단체 표준 개정 작업 및 ITU-T SG15에서 진행 중인 RoF 시스템 표준 개정을 위해
국내 관련 유관 기관의 대응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무선통신송신기 전문위원회에서는 IEC TC103에서 진행 중인 RoF 기반 5G DAS 성능
표준 개발에 대한 국내 대응 및 국가표준 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대응방안>
- (표준화위원회 PG 활동) ITU-T SG15에서 진행 중인 RoF 시스템 표준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국내 단체 표준 결과물이 국제표준화 연계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내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 및 공조 전략 수립 및 추진
- (국제표준 준용) IEC TC103/TC86에서 진행되는 RoF 기반 DAS 성능 및 RoF 광트랜시버용
광원의 성능 표준에 대한 국제 표준 준용 국가 표준 개발 추진
- (표준 및 R&D 중후기 전략 : 특허 권리 범위 보완 전략) ITU-T 및 IEC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기 확보된 특허의 권리 범위를 개발 중인 표준안에 적합하도록 보완하는 전략
실행 필요. IEEE 802.15에서 표준화가 예상되는 300GHz 이상의 대역에서 근거리 전송 물리계층
표준화 작업과 관련하여 표준화 방향에 따라 R&D 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필요
- ITU-T 및 IEC 관련 표준화를 위해서 기 확보된 기술개발 결과물 및 IPR이 국제 표준 규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행 표준화 전략 추진
- IEEE 관련 표준화를 위해서 기술개발 및 IPR 확보가 선행되고, 이를 활용한 국제 표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행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실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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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픈소스 국내외 추진전략

< 오픈소스 프로젝트 대응체계 >

- SDN 오픈소스는 ODL, ONOS, uONOS 프로젝트에서 개발 중. 1) 오픈소스로 공개된 여러
프로젝트들을 분석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시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프로
젝트에 존재하는 문제점(버그, 결함 등)들을 파악 후 보완책을 구현하여 오픈소스 커뮤
니티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고, 2) SDN기반 새로운 use case를 도출하고 해당 주제를
주도적으로 리딩하여 커뮤니티에서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use case 실현에 필요한 초기
코드를 개발하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절차적이고 체계적인 오픈소스 활동 필요.
브로드밴드(SEBA) 및 광전송 기술(ODTN)을 위한 표준 및 참조 구조 모델, 다양한 장비를
오픈소스
대응전략

지원하기 위한 Driver, OpenFlow & P4Runtime기반 실시간 Traffic 제어,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underlay, overlay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 필요. P4 부분은
다양한 데이터 평면 프로그래밍을 통한 초고속 NF에 대한 개발 기여가 요구되고 이는
ONF의 uONOS/Stratum 등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진행 필요
- NFV 오픈소스는 ETSI NFV 표준에 기반 한 OSM과 AT&T ECOMP 플랫폼 기반 한
ONAP의 양대 프로젝트로 재편되어 개발 중. NFV 플랫폼 회사들은 자체적인 플랫폼을
기 확보한 상태이나 오픈소스의 기능이 충분해지고 신뢰성 확보될 수 있으므로 단순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일부 프로젝트에라도 참여 필요. 특히 TOSCA 기반 Descriptor,
Event/Performance Monitoring을 위한 Analytics, Network Management 및 Platform Reliability
및 Scalability 분야 개발 및 기여가 필요

- 먼저, 국내 표준화를 진행하면서 ONF, ETSI NFV 기구 내 관련 기술규격에 대하여 ODL,
ONOS, ONAP, OSM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반영하는 시도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표준화
연계전략

- 표준화와 오픈소스의 병행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표준화-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의 발굴 및 플랫폼화가 필요(표준화 ↔ 오픈소스)
- 다양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 및 이를 통해 오픈소스에 적용한 확인된 국내
기술을 표준화의 주제로 제안하고,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국내 기업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및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확산을 추진(오픈소스 →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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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장기(5개년) 표준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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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ACI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ACTN

Abstraction and Control of Traffic Engineering Networks

AI

Artificial Intelligence

ALTO

Application Layer Traffic Optimization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R

Augmented Reality

ARAF

Augmented Reality Application Format

ARC

Augmented Reality Continuum

ARRM

Augmented Reality Reference Model

ASIC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TCA

Advanced Telecommunication Computing Architecture

ATS

Asynchronous Traffic Shaping

AVB

Audio/Video Bridging

AVnu

Audio/Video Alliance

BAA

Broadband Access Abstraction

BB84

Bennett Brassard 84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GP

Border Gateway Protocol

BIER

Bit Indexed Explicit Replication

BMCA

Best Master Clock Algorithm

BSS

Business Support Systems

CaaS

Communications as a Service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PEX

Capital Expenses

CCAMP

Common Control and Measurement Plane

CCN

Content-Centric Network

CD

Contents Delivery

CDMI

Cloud Data Management Interface

CDNi

Content Delivery Network interconnection

CDVS

Compact Descriptor for Visual Search

CEE

Cloud Execution Environment

CEMS

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

CGH

Computer Generated Hologram

CICN

Community ICN

CIF

Cloud Industr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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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RTC

coherent network Primary Reference Time Clock

CNTT

Common NFVi Telco Taskforce

COMAC

COnverged Multi Access and Core

CORD

Central Office Re-architectured as Datacenter

CP

Content Provider

CQF

Cyclic Queuing and Forwarding

C-RAN

Cloud/Centralized Radio Access Network

CSA

Cloud Security Alliance

CT

Core Network and Terminal

CUBIST

Combining and Uniting Business Intelligence with Semantic Technology

DaaS

Desktop as a Service

DAE

Digital Agenda for Europe

DAP

Device API

DAS

Distributed Antenna System

DASH

Dynamic Adaptive Streaming over HTTP

DCI

Data Center Interconnect

DetNet

Deterministic Networking

DFB-LD

Distributed FeedBack Laser Diode

DL

Deep Learning

DMTF

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

DNS

Domain Name System

DOOH

Digital Out-Of-Home

DP

Data Plane

DPDK

Data Plane Development Kit

DPI

Deep Packet Inspection

DR

Demand Response

D-RAN

Distributed Radio Access Network

DSN

Distributed Service Networking

DTN

Delay Tolerant Networking

E2E

End-to-End

E2EO

E2E Orchestrator

EAI

Email Address Internationalization

EC2

Elastic Computer Cloud

ECM

Ericsson Cloud Manager

ECOMP

Enhanced Control, Orchestration, Management & Policy

E-CORD

Enterprise Central Office Rearchitectured as Datacenter

eCPRI

enhanced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eEEC

enhanced synchronous Ethernet Equipment slave Clock

EI

Energy Inter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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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

Energy Intelligence Software

EMIX

Energy Market Information Exchange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EPC

Evolved Packet Core

ePRTC

enhanced Primary Reference Time Clock

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WAPI

East-Westbound API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FlexE

Flexible Ethernet

FlexO

Flexible OTN

ForCES

Forwarding and Control Element Separation

FRER

Frame Replication and Elimination for Reliability

GBP

Group Based Policy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PTP

generalized Precision Time Protocol

HCI

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

HW

Hardware

I2RS

Interface to the Routing System

IA

Implementation Agreement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CN

Information Centric Network

ID

Identifier

IDC

Internet Data Centre

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IDR

Inter-Domain Routing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T

Interspersing Express Traffic

IETF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FA

Interfaces and Architecture

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MS

IP Multimedia Subsystem

INF

NFV Infrastructure

IOAM

In-situ Operatio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IoT

Internet of Things

IP

Internet Protocol

IPMI

Intelligent Platform Management Interface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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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IQC

Institute of Quantum Computing

IRTF

Internet Research Task Force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O/IEC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ISSU

In-Service Software Upgrades

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LISP

Locator Identifier Separation Protocol

LPWAN

Low Power Wide Area Network

LS

Low latency Seamless redundancy

LSR

Link State Routing

LTE

Long Term Evolutions

M2M

Machine-to-Machine

MAC

Media Access

MANO

Management and Orchestration

MEC

Mobile Edge Computing

ML

Machine Learning

MME

Mobility Management Entity

MOFI

The Mobile Oriented Future Internet

MP2P

Managed Peer-to-peer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MTC

Machine Type Communication

MTN

Metro Transport Network

NaaS

Network as a service

NBAPI

Northbound API

NBI

Northbound interface

NB-IoT

NarrowBand Internet of Thing

NDN

Named Data Network

NetConf

Network Configuration Protocol

NFB

Network Function Board

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

NFVI

NFV Infrastructure

NFVO

NFV Orchestrator

NGN

Next generation Network

NG-PON

Next Generation Passive Optical Network

NOS

Network OS

NIQ

National Initiative Quantu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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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S

Name Resolution System

NSH

Network Service Header

NVP

Network Virtualization Platform

OAM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ODL

Open DayLight

ODTN

Open Disaggregated Transport Network

OF

OpenFlow

OIF

Optical Internetworking Forum

OIMT

Open Information Model and Tooling

ONAP

Open Network Automation Platform

ONE

Open Network Environment

ONF

Open Networking Foundations

ONOS

Open Network Operating System

OPC UA

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OPEN

One-Pair Ether-Net

OpenADR

Open Automated Demand Response

OPEX

Operating Expenditure

OPNFV

Open Platform for NFV

OS

Operation System

OSM

Open Source MANO

OSNR

Optial Signal to Noise Ratio

OSS

Operating Support Systems

OSU

Optical Service Unit

OTCC

Open Transport Configuration & Control

OTN

Optical Transport Network

OTNsec

OTN Security

OTU

Optical Transport Unit

OTU-RS

Optical Transport Unit - Reed Solomon

P2P

Peer-to-Peer

P4

Programming Protocol-independent Packet Processors

PC

Personal Computer

PCE

Path Computation Element

PCEP

Path Computation Element Communication Protocol

PCRF

Policy and Charging Rules Function

PDU

Packet Data Unit

PG

Project Group

P-GW

Packet Data Network Gateway

PICMG

PCI Industrial Computer Manufacturers Group

PLL

Physical Link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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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

Physical Media Dependent

PoC

Proof of Concept

PON

Passive Optical Network

POTN

Packet Optical Transport Network

PPSP

P2P streaming protocol

PRTC

Primary Reference Time Clock

PSFP

Per Stream Filtering and Policing

PTN

Packet Transport Network

PTP

Precision Time Protocol

Pub

Publisher

PWE3

Pseudo Wire Emulation Edge-to-Edge

QKD

Quantum Key Distribution

QoS

Quality of Service

QRNG

Quantum Random Number Gernerator

Q-SDN

Quantum Software-Defined Networking

RFI

Request for Information

RoF

Radio Over Fiber

SAIL

Scalable and Adaptive Internet Solutions

SBAPI

Southbound API

SBI

Southbound interface

SDDC

Software Defined Data Center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SEBA

SDN Enabled Broadband Access

SEP

Smart Energy Profile

SFC

Service Function Chaining

SG

Study Group

S-GW

Serving Gateway

SLA

Service Level Agreement

SMART

Software, Manageable, Agile, Robust, and Trustworthy

SNP

Smart Node Platform

SONA

Simplified Overlay Networking Architecture

SPRING

Source Packet Routing in Networking

SPRS

Service Provider Routers and Switches

SR

Segment Routing

SRP

Stream Reservation Protocol

Sub

Subscriber

SUN

Smart Utility Network

SW

Software

TAS

Time Aware Sh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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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Telecom Boundary Clock

T-BC-P

Partial-support Telecom Boundary Clock

TC

Transmission Convergence

TCN

Time Controlled Network

TDM

Time Division Multiplex

TEAS

Traffic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Signaling

TF

Task Force

T-GM

Telecom GrandMaster

THz

Terahertz

TSN

Time-Sensitive Networking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C

Telecom Transparent Clock

TTP

Table Typing Pattern

T-TSC

Telecom Time Slave Clock

T-TSC-A

Assisted partial-support Telecom Time Slave Clock

T-TSC-P

Partial-support Telecom Time Slave Clock

UHD

Ultra High Definition

UPAN

Unified Programmable Automated Network

V2V

Vehicular to Vehicular

VDC

Virtual Data Center

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VDN

Virtual Dedicate Network

VMS

Virtual Managed Services

VN

Virtual Network

VNF

Virtual Network Function

VNFD

VNF Descriptor

VNFM

VNF Manager

VoD

Video on Demand

VOLTHA

Virtual Optical Line Termination Hardware Abstraction

VoLTE

Voice over Long Term Evolution

WAN

Wide Area Network

WG

Working Group

WSON

Wavelength Switched Optical Networks

XDI

XRI data Exchange

XMPP

Extensible Messaging and Presence Protocol

XRD

Extensible Resource Descriptor

XRI

Extensible Resource 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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