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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TN(Optical Transport Network)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신

호 수용과 신호 다중화로 대용량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가능하

게 한다. 또한 서브파장 단위의 스위칭 능력과 풍부한 OAM 기

능은 고대역 트래픽 자원 관리에 적합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광전달망 기술은 발전에 한계에 도달한 SONET/SDH 

를 대체하면서 기간망에 도입되고 있는 표준 기술이다. 

본고에서는 OTN 구조 및 다중화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광

전송망에서의 대역폭 증감 기술, OTN 전송망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OTN 보호절체 기술, 100GE 이후의 차세대 이더넷 수용 

및 고속 전송에 대비한 Beyond 100G OTN 기술, 비용 절감과 

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OTN 스위칭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Ⅰ. 서 론

2000년대 이후 기간 전송망을 구성하는 광전송망의 표준으

로 SONET/SDH [1,2]가 도입되어 왔으나, 신규 트래픽 수용과 

확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광전송 표준인 OTN[3]이 도입되어 

왔다. OTN에서의 전송 속도는 2.5Gbps SONET/SDH 신호인 

STM-16을 클라이언트로 수용하기 위한 2.5Gbps급 OTU1 을 

기본으로 하여 4배수로 10Gbps SONET/SDH 신호인 STM-

64와 10GE을 수용하는 10Gbps급의 OTU2, 40Gbps SONET/

SDH 신호인 STM-64 및 40GE 을 수용하는 40Gbps급의 

OTU3로 표준화되어 왔으나, 2010년 6월에 100GE의 표준화

[4]가 완성되면서 이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100Gbp급 OTN 신

호인 OTU4까지 표준화 되었다[3]. 최근에는 OTN엣지(edge)

에서 기가비트 이더넷 신호를 직접 전송할 수 있고 저지연 특성

을 만족하는 1.25Gbps급의 OTU0LL(Low Latency) 표준을 개

발하였다[5].

OTN에서의 다중화 및 스위칭 단위는 ODUk (k=0, 

1,2,2e,3,4,flex)이며, ODU0는 기가비트 이더넷 신호를, 

ODU2e는 10GE 신호를 직접 수용할 수 있다. ODUflex는

nx1.25G (n=1,2,…,80) 단위로 트래픽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

여 기존은 물론 향후 어떠한 형태의 트래픽도 수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송신호 장애와 트래픽 단절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전송망의 신뢰도와 트래픽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OTN 

보호절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OTN 기반의 보호절체 방식은 

크게 선형 보호절체(linear protection) 방식과 공유 링 보호절

체(SRP; Shared Ring Protection)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6,7], 메쉬망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보호절체 방식

인 ODU SMP(Shared Mesh Protection)에 방식에 대한 표준화

가 진행 중이다[8]. 나아가, 100GE 이후의 차세대 이더넷 수용

과 고속 전송에 대비한 Beyond 100G (B100G) OTN 기술에 대

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9]. 또한, 상기 OTN 기술의 표준화

와 함께 비용 절감과 저지연 트래픽 서비스 등 더욱 세분화된 서

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OTN 스위칭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OTN 구조 및 다중화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광

전달망에서의 대역폭 증감 기술, OTN 보호절체 기술, B100G 

OTN 기술, 그리고 OTN 스위칭 기술에 대해 알아 본다.

Ⅱ. OTN 구조 및 다중화 기술

OTN 계층에서 전송망 구조는 <그림 1>과 같다[10]. 

OTN 계층은 광전송구간(OTS), 광다중구간(OMS) 및 광채널

(OCh)로 구성된 광신호 영역과 광채널 전송유닛(OTU)과 광채

널 데이터유닛(ODU)으로 구성된 디지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광전달망의 계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2>와 같

다. 광신호 영역인 광채널에는 하나의 OTUk 신호가 매핑되

며, OTUk 신호는 오버헤드, 페이로드 및 FEC로 구성된다. 하

나의 OTUk 신호에는 하나의 ODUk 또는 다수의 ODUj 신호

가 다중화 될 수 있으며, ODUk 신호에는 OPUk 신호가 매핑

된다. ODUk 신호는 ODUk 경로와 최대 6개 까지의 탠덤연결

고제수, 윤지욱, 김광준, 이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 OTN 기술 동향

JULY·2013 | 33



(Tandem Connection) 구간을 가진다. OPUk 신호에는 다양

한 클라이언트 신호가 매핑될 수 있다. 여기서 k는 데이터의 비

트 레이트를 나타내며 k=0은 1.25Gb/s, k=1은 2.5Gb/s, k=2

는 10Gb/s, k=3은 40Gb/s, k=4 는 100Gb/s를 나타낸다.

OTUk 프레임과 ODUk 프레임 포맷은 <그림 3>과 같다. 

OTUk 프레임은 비트 레이트에 관계없이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TCM (Tandem Connection Monitoring)은 ODU 영역 내에

서 ODU 경로의 구간을 독립적으로 최대 6레벨까지 모니터링 

구간을 나누어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4>는 서로 다른 

망 사업자간 관할 지역에 TCM을 적용한 예를 보여 준다. 각각

의 망 사업자는 자기 영역 내에서만 독립적으로 성능감시 및 보

호절체 기능을 수행한다. TCM은 ODUk 오버헤드 내의 각각 3

바이트로 이루어진 6개 레벨(TCM1~TCM6) 필드를 이용하며, 

망 사업자간 중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TCM 레벨은 nested 

또는 concatenated 모드에서만 사용된다. OIF에서는 ITU-T

에서 정의한 TCM 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11]. 

ITU-T에서 권고하고 있는 OTN 다중화 계위 구조는 <그

림 5>와 같다. 2013년 7월 정기 회의에서는 새로이 OTU0LL 

(Low Latency)라는 이름으로 OTU0 프레임을 G.709에 규

정하였다[5]. OTU0LL은 광전달망 엣지에 한해서만 Seeded 

DWDM과 같이 저지연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기가비트 이더

넷 신호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프레임 형태이다. OTU0LL은 

저지연 특성을 가지는 Non-interleaved RS(255, 239) FEC

를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OTU0LL FEC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OTU0LL 프레임에서의 64개의 16-byte RS(255, 

239) FEC는 각각 Reed-Solomon RS(255, 239) FEC 코드를 

포함하며, 각 RS(255, 239) FEC는 이전의 239개의 OTU0LL 

바이트에 대해 계산한다. OTU0LL 신호속도는 약 1.3Gb/s 

(255/239×1,244,160kbit/s)이며, FEC 계산에 의한 지연시간

은 약 1.536μs 이다. ITU-T 에서는 또한 100Gb/s 이상의 속도

를 전송하기 위한 OTN B100G (OTN Beyond 100G)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프레임 형태를 OTUCn으로 잠정 규

그림 1. OTN 계층 전송망 구조

그림 2. OTN 계층 구조

그림 3. OTUk 및 ODUk 프레임 포맷

그림 4. 망 사업자간 TCM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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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9]. 

이외에도 ITU-T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패킷 데이터와 미래

의 새로운 클라이언트 신호에 대해 신호 형태에 무관하게 수

용하기 위해서 1.25G 용량의 TS(Tributary slot)를 할당한 

ODUflex와 GMP(Generic Mapping Procedure)를 정의하고 

있다. ODUk 내에 n x ODUflex가 할당되며, ODU4 내에는 

최대 80개의 ODUflex를 할당할 수 있다. ODUflex는 circuit 

ODUflex와 packet ODUflex로 구분된다. Circuit ODUflex

는 CBR(Constant Bit Rate)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packet 

ODUflex는 GFP-F 매핑을 통해 패킷 데이터를 수용한다. <

그림 7>은 하나의 ODUk 내에 다수의 ODUflex 신호와 ODUj 

신호가 다중화된 예를 보여 준다. <그림 8>은 최대 32개의 TS

를 가지는 ODU3 내에 low order ODUj 신호인 하나의 ODU0 

신호, ODU2 신호 그리고 서로 다른 대역폭을 가지는 2개의 

ODUflex 신호(ODUflex(GFP) n=6, ODUflex(GFP) n=5)

가 다중화된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8>에서 각각의 신호들

은 연속하지 않는 임의의 TS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Packet 

ODUflex(ODUflex(GFP))의 경우에는 망의 운용 중에 대역폭

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영

향을 주지 않으면서 TS 할당 변경(hitless resizing)이 가능해

야 한다. 이를 위해 Hitless Adjustment of ODUflex(GFP) 

(HAO) 기능[12]이 요구된다. 

Ⅲ. HAO 프로토콜

HAO (Hitless Adjustment of ODUflex(GFP)) 프로토콜

은 광전달망에서 버스트 특성을 가지는 패킷 데이터를 보다 효

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술로 OPUflex/OPUk 오버헤드에 

위치한 RCOH (Resize Control Overhead)를 이용하여 수행

된다. RCOH는 LCR (Link Connection Resize) 프로토콜과 

BWR (Bandwidth Resize) 프로토콜로 구성되며 <그림 9>와 

같다. <그림 10>은 ITU-T G.7044에서 규정하고 있는 HAO 

프로토콜에서의 ODUflex(GFP) 비트 레이트를 나타낸다[12]. 

HAO 기술을 이용할 경우 운용 중인 서비스에 영향 없이 대역

폭을 1.25Gbps 단위로 최소 1.25Gbps부터 최대 100Gbps까

지 증감시킬 수 있다. HAO 프로토콜은 기존의 VCAT (Virtual 

Concatenation) 기술과 달리 운용 중인 망의 모든 노드에

서 수행되며, 단일 경로를 통해서만 전송된다. HAO 프로

토콜의 전반적인 동작은 <그림 11>과 같다. NMS(Network 

그림 5. OTN 다중화 계위 구조

그림 6. OTU0LL의 프레임 구조

그림 7. 하나의 ODUk 내에 신호 다중화 예

그림 8. ODU3 내에서의 TS 할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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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로 부터 대역폭 증가 요청을 받을 경

우, 먼저 LCR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접노드간 증가시킬 

TS(Tributary Slot) 개수와 번호를 확인 후 GMP(Generic 

Mapping Procedure) 매핑을 통해 해당 TS를 할당한다. 

이후 BWR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매 125μs 당 8 비트씩 비트 

레이트를 증가시킨다. NMS로 부터 대역폭 감소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LCR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접노드간 감소시킬 TS 

개수와 번호를 확인 후 BWR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매 125μs 당 

8 비트씩 비트 레이트를 감소시킨다. 이후 다시 LCR 프로토콜

을 이용하여 해당 TS를 제거한다.

Ⅳ. OTN 보호절체 기술

OTN에서의 계층별 보호절체는 광다중화 구간(OMS), 광채널 

(OCh), ODUk 경로 보호절체가 있다. <표 1>은 OTN 보호절체 

종류를 나타낸다.

표 1. OTN 보호절체 종류

보호절체 방식 보호 대상 절체 조건

Linear 1+1 OMS (uni) OMS trail
OMS 장애(OMS SSF-P/

SSF-O)

Linear 1+1 OCh SNC/

N(uni)
OCh SNC

OCh 장애(OCh TSF-P/

TSF-O)

Linear 1+1/1:N ODUk 

SNC/I(uni/bid)

ODUkP 또는

ODUkT

OTUk/ODUk 장애 (ODU 

SSF/SSD)

Linear 1+1 ODUk 

SNC/Ne(uni/bid)
ODUkP

ODUk 장애 (ODU TSF/

TSD)

Linear 1+1 ODUk 

SNC/Ns(uni/bid)
ODUkT

ODUk 장애 (ODU TSF/

TSD)

Linear 1+1/1:N ODUk 

SNC/S(uni/bid)

ODUkT 또는

ODUkP

TCMi 장애 (ODUkT SSF/

SSD), i=1,…,6

Linear 1+1/1:1 CL-

SNCG/I(uni/bid)
LO ODU

HO ODUk 장애 (HO 

ODUkP SSF/SSD)

ODUk SRP ODUk
OTUk/ODUk 장애 (ODU 

SSF/SSD)

SSF:	Server	Signal	Fail,	TSF:	Trail	Signal	Fail,	SSD:	Server	Signal	Degraded,	
TSD:	Trail	Signal	Degraded

OMS 계층의 보호절체는 1+1 단방향 트레일 보호절체 방식을 

지원하며, OCh 계층의 보호절체는 1+1 단방향 SNC/N(Sub-

Network Connection with Non-intrusive monitoring) 방식

을 지원한다[13]. OMS와 OCh보호절체를 위해서는 광신호 장

애를 감시하여야 하며, 광신호 장애는 페이로드 장애(SSF-P/

TSF-P)와 별도 파장으로 운용되는 오버헤드용 광감시채널 장

애(SSF-O/TSF-O)가 있다.

ITU-T에서 권고하고 있는 ODUk 보호절체는 선형 보호절체 

(Linear Protection)와 공유 링 보호절체 (SRP; Shared Ring 

Protection)의 2가지 방식[6,7]이 있으며, ODU 공유 메쉬 보

호절체 (SMP; Shared Mesh Protection)에 대해서는 표준 개

발이 진행 중에 있다[8]. ODUk 선형 보호절체는 모니터링 방

법에 따라 SNC/I (Sub-Network Connection with Inherent 

monitoring), SNC/N (Sub-Network Connection with Non-

intrusive monitoring), SNC/S (Sub-Network Connection 

with Sublayer monitoring), CL-SNCG/I (Compound Link - 

그림 9. RCOH 오버헤드

그림 10. ODUflex(GFP) 비트 레이트

그림 11. HAO 프로토콜 동작 예

(가)	대역폭	증가 (나)	대역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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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Network Connection Group with Inherent monitoring)

로 분류된다. 또한, 절체 구조에 따라서 1+1과 1:N으로, 절체 형

태에 따라서 단방향과 양방향으로 구분된다. 

ODUk 보호절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ODUk 프레임내의 

APS/PCC 채널을 이용한다. 1+1 단방향 절체의 경우 APS 채

널이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ODUkP는 ODUk 경로를 말하고, 

ODUkT는 ODUk의 TCM 구간을 말한다. 여기서, k=0, 1, 2, 

2e, 3, 4, flex이다.

ODUk SRP는 일종의 ODU 환형(ring) 기반의 SNCG/I 방식

으로 2가지 종류가 있다. 즉, 하나의 파장(λ) 안에 한개의 ODU

만 있는 SRP-1과 하나의 파장(λ) 안에 p개의 ODU가 존재하는 

SRP-p가 있다[7]. SRP-1은 LO ODUk SNC 또는 탠덤연결 

기반으로 보호절체를 수행하며, SRP-p는 HO ODU 기반으로 

보호절체를 수행한다. <표 2>는 ODU SRP의 가능한 구성 방식

을 보여 준다.

표 2. ODU SRP 구성 방식

구분 λ내 ODU Fiber수 λ수

SRP-1 1 x ODUk
2 4

4 4

SRP-p
HO ODUk

(N x ODUj)

2 2

2 4

4 4

(단,	k>j)

ITU-T SG15에서는 공유메쉬 보호절체(SMP; Shared Mesh 

Protection)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14]. 이 표준의 주 목적은 

망의 한정된 보호자원을 어느 한 링크가 전용하지 않고 다수의 

링크들이 이를 공유함으로써 케리어의 운용비용을 줄이는 것이

다. 또한 일반 SMP 보호절체 기술을 광전달망에 확대 적용한 

광전달망 공유메쉬 보호절체 표준인 ODU SMP (G.odusmp) 

표준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

ODU SMP 프로토콜은 현재 HO ODUk 오버헤드만을 이용하

는 1-stage 방식과 LO ODUj 오버헤드와 HO ODUk 오버헤드

를 동시에 이용하는 2-stage 방식이 논의 중에 있다. 현재 고

려되고 있는 SMP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보호 세그멘트는 다중 보호 경로에 의해 공유된다. 

•보호 연결은 보호 자원을 미리 예약하여 설정한다.

•스위칭 활성화는 데이터 평면에 기반한다. 

• 각 보호 연결은 스위치에서 TS를 예약하되 실제로 설정하

지는 않는다. 

•TS는 다중 보호 연결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 

Ⅴ. Beyond 100G OTN 기술

광전송망 기술의 발전은 <그림 12>와 같이 과거 40G급 이하

의 서비스를 제공한 SONET/SDH 시대로 부터 현재의 100G

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OTN 시대에 접어 들고 있으며, 향후 

beyond 100G OTN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다. 앞으로의 광전

송망은 전통적인 회선망 외에, 패킷(PTN)과 통합된 형태인 패

킷-광 통합 광전송망(P-OTN)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현재 ITU-T에서 표준화 중인 100G OTN 관련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전송 속도는 400Gbps, 1Tbps, Flexible rate 등 3가지 경

우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 프레임 포맷은 n x 100G 기반 또는 m x physical 

lane(28G, 40G, 56G)을 고려하고 있다.

• B100G OTN 에서는 10G TS를 할당한 ODUk 

(k=2,2e,3,4,flex)와 100G 의 n배수인 ODUCn, OTUCn, 

OChM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OTN은 2.5G OTU1, 10G OTU2, 40G OTU3 및 100G 

OTU4와 같은 고정된 전송포맷에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수

용하기 위해 LO ODUk (k=0,1,2,2e,3,4,flex)를 정의하고 있

다. B100G OTN은 400GE 신호를 포함한 미래의 어떠한 클라

이언트 신호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flexible 한 캐리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Nx100G 로 확장 가능하여야 한

다. <그림 13>은 OTUk와 유연한(flexible) 구조의 OTUCn 레

이어 스택을 보여준다. OTUCn 신호는 STM-N 신호와 같이 

다중화구간(MS) 및 중계기구간(RS) 레이어로 구분한다. MS의 

역할은 ODUCn에 의해 수행되며 RS의 역할은 OTUCn에 의해 

수행된다. RS 구간에는 ODUCn 연결(connection) 기능이 없

으며 ODUCn 트레일은 모든 ODU 스위칭 노드에서 종단되며 

ODUCn TCM 기능이 없다. 만일 미래에 기술이 n=256까지 지

원이 가능하면 OTN은 25.6Tbps 고속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림 12. 광전송망 기술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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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OTN 스위칭 기술

<그림 14>는 전송 노드에서의 스위칭 계층을 보여 준다. 패킷 

스위칭 단위는 MPLS-TP, 서킷 스위칭 단위는 ODUk이고, 광

스위칭 단위는 λ이다. 패킷 및 서킷 신호 모두 OTN 프레이밍을 

거쳐 광신호로 전송된다. 

전송 노드에서 광파장 단위의 분기/삽입 및 회선분배를 위해

서는 파장 스위치가 적용된 ROADM (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를 사용해야 한다. ROADM에 의한 

파장 스위칭 단위는 파장당 전송속도(2.5G, 10G, 40G, 100G)

에 따른다. 파장 단위가 아닌 파장내에 포함된 트래픽을 분류하

여 그루밍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파장 내에 다중화

된 서브 파장 단위인 ODUk 단위의 스위칭이 요구된다. ODUk 

단위의 스위칭은 OTN 스위치에서 이루어 진다. <그림 15>는 

ROADM에서 OTN 전송 기능뿐만 아니라 OTN 스위칭도 가능

하도록 적용한 예이다.

OTN 장비에서는 비용 절감과 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장비

내 스위치를 단일 패브릭으로 구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를 위하여 OIF에서 패킷 기반의 스위치 패브릭을 통해 ODU

신호를 스위칭할 수 있는 OFP (OTN over Packet Fabric 

Protocol) 방식을 표준화하였다[15]. 이를 통하여 패킷 스위치

와 OTN 스위치의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6>은 OTN 

장비에서의 OFP기술의 적용 예를 보여준다.

패킷 스위치와 OTN 스위치의 통합과 함께 광 스위치와 OTN

스위치를 통합함으로써 대역폭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처리용량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그림 17>은 각 스위치 방식별 전송속도에 따른 비트

당 소요비용을 보여 준다. OTN스위치(ODU)는 10Gb/s 이하에

서, 광스위치(OCh)는 10Gb/s 이상의 고속신호 전송에서 비트

당 비용이 낮다. 반면에, 두 스위치를 통합 적용(ODU + OCh)

할 경우 모든 전송속도 영역에서 비트당 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그림 13. OTUk와 OTUCn 레이어 스택

그림 14. OTN 장비에서의 스위칭 계층

그림15. OTN 스위치 적용예

그림16. OFP의 패킷 패브릭 적용예

그림 17. 스위치 방식에 따른 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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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OTN 전송 기술 도입으로 저비용으로 대용량 트래픽 및 장거

리 전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OTN 스위칭 기술을 도

입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지연 서비스 회선 제공 가능

•ODUflex 기술 도입으로 보다 여유있는 트래픽 할당 가능

•전송망 장애시 50ms 이내의 신속한 서비스 복구 가능

•서비스 트래픽에 무관한 안정된 서비스 제공 가능

•수용효율, 최적경로 등 네트워크 자원의 최적화 실현 가능 

•패킷 스위치에 비해 전력소모량 약 60% 감소

• 파장(λ) 단위를 sub-λ(ODU) 단위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역폭 활용과 관리 비용 절감

이상과 같이 OTN 기술은 현재는 물론 향후 발전 추세를 반영

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Ⅶ. 결 론

본고에서는 OTN 전송망 구조, 프레임 포맷, 다중화 구조 등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의 다양한 클라이언트 수용에 적

합한 ODUflex 매핑 방식과 ODUflex(GFP)에 대한 증감 기술

에 대해 살펴 보았다. OTN 보호절체는 선형 보호절체와 공유 

링 보호절체(SRP)에 대한 표준화가 완성되어 시스템 적용에 대

비하고 있으며, 공유 메쉬 보호절체(SMP)는 일반 SMP가 개발

되어 이를 기반으로 특화된 ODU SMP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의 100G 기반의 OTN 기술은 일부 개발이 완료되어 전

송망에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광전송망 발전 추세와 수요에 

대비한 Beyond 100G OTN 기술 표준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Nx100G로 확장 가능하도록 유연한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대

용량 트래픽 전달을 위한 OTN 전송 기술에 더하여 OTN 스위

칭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서브-파장(λ) 단위의 스위칭을 통해 

대역폭 관리를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저지연 트래픽 서비

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패킷 패브릭 기반에서 ODU 스

위칭이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운영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향후 OTN 기술은 기존 장비에 확대 도입 또는 

신규 통합형 장비에 도입됨으로써 대용량 트래픽 전송은 물론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차세대 광전

송 장비에 필수적인 차세대 전송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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