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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트위터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증가, 유틸리티 컴퓨팅과 같은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급증, 

IPTV 등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증가, 가상화 데이터 센터의 등장과 함께 40G/  

100G 이더넷 기술이 차세대 광대역 서비스 대역폭 요구에 대한 장기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40G/100G 이더넷으로의 네트워크의 진화가 시작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차세대 인프라 40G/100G 이더넷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디바이스 및 프로덕트의 출시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사용 가능한 상용 칩을 이용한 40G 이더넷 라

인카드의 구조와 향후 구현 가능한 100G 이더넷 라인카드의 구조 그리고 40G/100G 이더넷 상의 

OTN 네트워크 응용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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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국가 그린 IT 전략에 따라 추진 목표로서 그

린 IT 제품 개발 및 수출 전략화와 IT 서비스 그린화, 

10배 빠른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즉 초광대역 융합

망 구축 및 핵심기술 확보, 고효율 액세스 네트워크 

구축 등이 설정되었다. 이에 부합하는 기술 중의 하나

가 최근 고속 이더넷 기술의 추세로 세계적으로 뜨거

운 쟁점이 되고 있는 차세대 40G/100G 이더넷이다. 

이는 40GE/100GE 기술이 국가 그린 네트워크 및 

차세대 광대역 서비스 요구대역폭 장기적 해결방안

의 하나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비디오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네트워크 대

역폭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0G와 

100G 고속 이더넷이 이를 충족하면서 나아가 고성

능 컴퓨팅, 비즈니스 연계, 가상, VOD, 저장장치, 비

디오 감시 및 VoIP 같은 대역폭 집약적 애플리케이

션을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능, 효율성 

및 확장성이 업계들의 요구사항이 되고 있으며, 가상

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IT 인프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1]에 따르

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710억 kWh/yr에서 1500억 

kWh/yr 이상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

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 센터 전력사용 증가

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9년 데이터 

센터용 40G/100G 이더넷 라인카드의 필요성이 급

부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40G/100G 이더넷을 제공을 위해서 

40G/100G 트렁크 그룹을 이용하여 링크 집성(agg-

regation)을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싱글 

40G/100G 이더넷은 싱글 40G/100G 포트와 케이블

만 관리하므로 네트워크와 호환성이 높고 관리가 용이

하며 그린 에너지, 즉 전력 효율 또한 매우 높은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40G/100G 이더넷 기술이 데이

터 센터 네트워크 집성 업 링크로 인한 속도 및 트래픽 

처리용량의 증대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다[2]. 

경제성에 대하여 CIR의 보고서에 따르면, 40G와 

100G 이더넷은 2016년까지 SONET을 대체하는 등 

네트워크의 대부분이 40G/100G 이더넷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0G 이더넷 시장이 100G 이

더넷 시장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6

년까지 세계시장이 40G 이더넷은 31억 달러, 100G 

이더넷은 12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0년 국내 

데이터 시장은 7억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 주

도로 선도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유선통

신제조업의 신규 시장을 적극 창출할 필요가 있다[3].  

본 고에서는 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 IEEE 802.3 

ba 이더넷 PHY 기반의 40G/100G 고속 이더넷 표준

화 동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세계 통신회사의 

프로덕트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출시되어 있

는 상용 칩을 이용한 40G 이더넷 라인카드의 구조, 

향후 구현 가능한 100G 라인카드 구조 및 OTN 네트

워크 응용에 대해 고찰하고, Ⅲ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40G/100G 이더넷 표준 기반의          

라인카드 개발 동향 

1. 40G/100G 이더넷 표준화 동향 

이더넷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가입자단의 고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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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증가하며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

가로 고대역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2년 6월 저렴한 가격 및 신속한 개발을 목표로 

10G 이더넷 표준화가 완료(802.3ae)되었다. 이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버와 컴퓨팅 트래픽

이 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네트워킹은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여 40G/100G 이더넷 인터페이스의 필

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10GE 표준화에 미 포함되

었던 OTN 기능으로 SDH/SONET의 장점을 수용하

고 IEEE와 ITU-T와의 상호협조가 진행중이다.  

2007년 7월 IEEE 802.3ba HSSH가 시장 요구에 

맞추어 표준화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12월에 새로운 

표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TF가 구성되

었다. 속도 및 확장 관점에서 100G가 부적합으로 결

정되어 서버 I/O에 따른 적합성 및 시장성을 근거로 

100G 외에 40G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대역기반 서

비스를 위해 40G, 애플리케이션 수용을 위해 100G

가 제안되었다. 40G/100G 이더넷 MAC/PHY 표준

이 IEEE 802.3ba SG에 의해 2010년 6월 최종 승인

되었다[4],[5]. 

2. 40G/100G 이더넷 개발 동향 

2010 인터롭 컨퍼런스에서 40G 이더넷이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익스트림에서 초기 40G 이더넷 공급

업체로 지정되었다.  

Mellanox Technology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

크 스토리지 시스템용 40GE NIC(Connect EN 40G)

를 2009년 9월에 출시하였고, Spirent/Ixia/EXFO/ 

JDSU 등에서 40G/100G 이더넷 패킷 분석장비를 

2009년 말부터 출시하고 있다. 또한, Ixia는 2009년 

12월 인터롭에서 40GE/100GE CFP MSA 광트랜

시버 모듈을 통해 10기가 10포트의 100G 이더넷 

트래픽을 송수신하였고, 또 JDSU는 100G 이더넷 

테스트 프로덕트를 발표하였으며, 알카텔 루슨트는 

100GE 서비스 인터페이스 장비(7450)를 2010년 

상용화 출시하였다. 쥬니퍼 네트웍스, 시스코는 표준

화에 부합하는 100GE 장비(7000 업그레이드)를 준

비중이다[3].  

Network World[6]에 의하면 Brocade Commu-

nication사에서 데이터 센터를 위한 100G 이더넷 서

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대비 데이터 센터 에너

지는 37%까지 감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데이터 센터

용 40GE/100GE를 2010년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

며 2015년까지 1테라급 시스템이 예상된다고 발표

하였다. 그러나 40GE의 경우 10GE 가격의 7~8배, 

100G 이더넷의 경우 10G 이더넷 가격의 20배 가량 

가격이 비싸므로 저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100G 

이더넷 서비스 시장은 기업의 대역폭 요구량과 대부

분의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며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된다.  

최근 데이터 센터의 서버로 40G 이더넷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으며, 고성능 컴퓨팅 같은 대역폭 집약적

인 애플리케이션이 고속 이더넷의 필요성을 주도할 

것이다. 데이터 센터는 이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10G 업 링크를 집성하고 있어 곧 40G 이더넷이 서버 

시장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40G와 100G 이

 

(그림 1) 40G/100G 컴퓨팅 및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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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넷은 대형 라우터, 1테라급 이더넷 스위치 시스템, 

코어 전송 및 백본 네트워크에 요구되고 있다. 

ETRI는 40G/100G 이더넷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참여할 기업을 찾고 있다. 저전력 기능을 갖는 

10G 4 레인의 데이터 센터용 40G 이더넷 라인카드, 

40인치 백플레인에서 40G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적응 이퀄라이저, 그리고 4개의 10G 신호를 CWDM 

방식으로 광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2포트 40G 

이더넷 광트랜시버, 그리고 10G/40G/100G 이더넷 

신호를 백본 망에서 수용하여 2.5G/10G/40G/100G 

OTN 신호로 인캡슐레이션 및 디캡슐레이션 하여 전

송할 수 있는 OTH 프레이머 칩 등을 개발하고 있다. 

3. 40G 이더넷 라인카드 개발 

가. 40G 이더넷 요구사항 

UCC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증가, 유틸리티 컴퓨

팅과 같은 다양한 신규 서비스의 급증, IT 아웃소싱

의 확대 등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

puting)’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는 설계, 구축, 운용 등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받고 있고, 그린 네트워크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  

최근 상용화되고 있는 상용 디바이스들은 저전력 

규격 요구조건을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40G/100G 

이더넷 라인카드 설계를 위한 요구사항을 부합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40G 이더넷 라인 카드

는 IEEE 802.3ba 표준을 만족하는 상용 칩을 최적 

조건에서 조합하여 고밀도, 고성능 및 저전력을 위한 

시장 요구를 만족하고 고속 설계 요구조건을 부합함

으로써 낮은 지터 성능의 40G 광트랜시버 성능을 요

구하는 40G 설계가 가능하다.  

40G 이더넷 라인카드를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3]은 다음과 같다. 

• 40G 이더넷 라인카드는 802.3ba 40GE MAC/PCS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40G 이더넷 라인카드는 40GE 광트랜시버 기능

을 포함하여야 한다. 

• 40G 이더넷 라인카드의 PCS 데이터 레이트는 

40Gb/s이어야 한다. 

• 40G 이더넷 라인카드의 PMA는 4 레인×10G를 

지원하여야 한다. 

• 40G 이더넷 라인카드는 사용자 요구에 따라 광 

대역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지원하

여야 한다. 

• 40G 이더넷 라인카드는 고성능, 대용량 및 확장

성은 물론 공간 효율적인 고밀도 시스템과 가상

화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에 적

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40G 이더넷 PHY 표준 

40G 이더넷 물리 인터페이스 규격은 표준 IEEE 

802.3ba 프로토콜 스택 구조에 따라 10G×4 레인으

로 제공된다. (그림 2)는 PCS 계층 및 싱글 40G/100G 

이더넷 요구조건에 관한 표준 IEEE 802.3ba 프로토

콜 스택의 개념도이다. 

 

(그림 2) 표준 IEEE 802.3ba 프로토콜 스택 

Media Access Control(MAC) 

Reconciliation Sublayer 

Physical Coding Sublayer(PCS) 

Physical Medium Attachment(PMA) 

Physical Medium Dependent(PMD) 

Media Independent 

Interface(M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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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2010년 상반기 출시된 상용 칩을 이용

하여 IEEE 802.3ba 40G 이더넷 PHY를 수용하는 

10G 4레인의 인터페이스로 40G 이더넷 라인카드를 

구현하기 위한 구조이다. 

다. 40G 이더넷 라인카드 구조 

(그림 4)는 IEEE 802.3ba에 규정하는 40G 고속 

이더넷 표준[4]을 부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구조이

다. 기능별로 크게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들어오는 트

래픽 패킷 데이터를 수용하여 목적지로 스위칭하여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경로 인터페이스(data path 

interface)와 제어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대역 외 인

터페이스(side band interface)로 구분된다. 

(그림 5)에 IEEE 802.3ba 이더넷 표준에 부합하

는 공통 라인카드(universal line card) 구조를 나타

내었다. 이 구조에서 PHY 블록에 40G 이더넷 PHY

가 채용되면 40G 이더넷 라인카드 하드웨어가 되고, 

OTN PHY(회색 부분)이 채용되면 OTN 라인카드 

하드웨어가 된다.  

사용된 주요 상용 칩은 2010년 상반기에 출시되

었으며 <표 1>은 40G 이더넷을 위한 40G PHY 상

용 칩으로 40G CFP MSA 광트랜시버, 넷로직의 

40G SerDes Mux, 10G급 SerDes 내장형 알테라 

FPGA 그리고 40G MAC을 내장하고 있는 EZ NP-

4 네트워크 프로세서[7] 등이 있다. 

(그림 3) 상용 칩을 이용한 40G 이더넷 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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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EEE 802.3ba 이더넷 표준 라인카드 구조

<표 1> 40G 라인카드용 상용 칩  

Device Function Part Number Vendor 

Optic 
Transceiver 

40G CFP 
MSA(1포트)

FTLQ8181-
EBLM 

Finisar 

Optic 
Transceiver 

40G CFP 
MSA(1포트)

SCF0400L4-
xN-ES01 

Sumitomo

10G FPGA 40G PCS IP
Stratix IV GT 
FPGA, 
EP4S40G5  

Altera 

40G PHY 
SerDes 
Mux 

NLP10142X NetLogic 

EZ NP-4 
MAC, 
Processor 

EZ NP-4 EZ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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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는 패킷 분류, 레이블 생성/스와핑, 어드레스 

매핑 및 폴라이싱을 수행하며, CPU에 테이블 관리 

및 제어 프로토콜을 포위딩한다. NP의 포워딩 및 마

킹을 기반으로 TM이 패킷 큐잉, 셰이핑,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패브릭은 스위치를 건너 패킷을 스케줄한

다. 패브릭은 고속 SerDes를 이용하여 백플레인을 

통해 구현된다. IEEE에서 MAC 디바이스용 XLAUI, 

CAUI, MLD를 정의하고, ITU-T는 OUT-4 표준에 

근거한 프레이머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라. 40G 광트랜시버 

40G (그림 6)의 광트랜시버 모듈은 포트그룹과 

물리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트래픽 스위칭 

역할을 한다. 사용된 광트랜시버 모듈, CFP MSA[8]

는 Stratix IV GT FPGA에 직접 10G XLAUI 접속이 

가능하므로 외부 PHY 디바이스가 필요 없어 전체 시

스템 복잡도가 간단해진다. 40G 광트랜시버 모듈은 

4개의 10G 전기신호로 다중화 되며, 각각의 전기신

호는 구동 증폭기에서 증폭된 다음 광신호로 변환되

고, 광다중화기(Optical Mux)를 통하여 하나의 광섬

유로 다중화된다. 수신부는 광섬유를 통하여 전송된 

광신호가 광다중화기를 통하여 4개의 광신호로 분리

되고, PIN PD를 거쳐 전기신호로 변환된다. 변환된 

전기신호는 증폭되고 4개의 10G 전기신호로 출력된

다. 광네트워크 응용을 위해 핫 플러그 방식으로 설계

되었다. MDIO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능적으로 

액세스되는 루프 백(loop back) 기능을 제공한다. 

라인카드는 <표 1>에 의거 프로토콜에 따라 40  

GBASE-LR와 40GBASE-LR 타입, 설계용량에 따

라 1포트용과 2포트로 설계될 수 있다. 802.3ba TF

의 표준에서는 40G 지원 물리 계층 규격을 SMF에서 

10km, OM3 MMF에서 100m, 구리에서 10m, 그리

고 백플레인에서 1m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응용서비스 기능 블록 FPGA 

저전력 레인 제어, FEC 또는 그 밖의 광대역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기능 블록(FPGA)[9]

이 CFP MSA 광트랜시버 모듈과 40G SerDes 디바

이스와 10G로 인터페이스하기 위해 IP 소프트웨어 

패키지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는 IEEE 표준 구조

와 독립적으로 제공(option)하기 위한 서비스 기능블

록으로서 이 응용서비스 기능블록을 통해 FEC 기

능, 그린 에너지 기능 등 차세대 광대역 응용 서비스

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7)에 10G FPGA를 포함한 

구조를 나타내었다. Altera의 STRATX-IV FPGA

는 11.3G 트랜시버를 갖고 있어서 client side에서 외

부 PHY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CFP 광모

듈과 접속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NP와 SerDes/Mux

를 통하여 인터페이스 한다. 

TX#p/n Optical

MUX

Optical

DMUX

CDR 

RX#p/n 

[Control/  
Alarm] 

[MDIO] 

×4 

×4 

Control 

Interface SCF0400L4

 

(그림 6) 40G CFP MSA 광트랜시버  

TX-Optics 3 

<자료>: Sumitomo, product Brief NPI-09010B,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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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응용서비스 기능블록을 포함하는 PHY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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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은 작은 로직 용량과 작은 패키지가 접합하며 

OTN과 호환되기 위해서 -1, -2, -3 등 3개 speed 

grade 중에서 11.3G까지 동작이 가능한 speed 

grade -1이 지원되는 칩이 필요하다. 

바. PCS 

IEEE 802.3ba 표준은 40G/100G 이더넷을 위한 

기술로 물리적인 멀티 레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더넷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토콜 스택 계층으

로 PCS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상 레인 데이터 분

배 기술[5]로서 40G/100G 이더넷을 한 개의 광 선

로로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표준으로 

제안된 기술이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상 레인으로

서 40G/100G MAC 프레임을 64B/66B 블록 단위

로 블록화 하여 n개의 가상 레인에 라운드 로빈

(round robin) 방식으로 할당하고 Rx PCS는 수신한 

데이터를 정렬하여 원래의 MAC 프레임 형태로 복원

한다.  

(그림 8)에서 이를 설명한다. PCS 송신단(TX 

PCS & Virtual Lane Distribution)에서 MAC 프레

임을 64B/66B 형태로 처리 후, 4개의 레인으로 분

산하여 전송한다. 전송된 데이터는 PCS 수신단(RX 

PCS)에서 다시 정렬하여 원래의 MAC 프레임 형태

로 복원되고, 각 레인은 각각 다른 경로를 갖기 때문

에 스큐(skew)가 발생하며, 정렬(alignment) 블록에

서 이 스큐를 보상한다. 송신단에서는 주기적으로 A

를 삽입하여 보내주고, 수신단에서는 정렬을 수행하

여 스큐를 보상한다. 이후 분산된 프레임을 하나의 프

레임으로 재조립하면 원래의 프레임으로 복원된다. 

(그림 9)는 40G와 100G 가상 레인 개념[10]을 

설명한다. 40G는 64B/66B 블록화된 데이터가 4개

의 가상 레인으로 분배되고 가상 레인 분배 기술에 

의해 4개의 전기적인 레인으로 대응된 다음 전기적 

레인은 PMA에 의해 4개의 광 레인으로 대응되는 과

정을 나타낸다. 또한, 100G는 64B/66B 블록화된 데

이터가 20개의 가상 레인으로 분배되고 가상 레인 분

배 기술에 의해 10개의 전기적인 레인으로 대응된 다

음 전기적 레인은 PMA에 의해 4개의 광 레인으로 

대응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송신한 데이터와 수신한 

데이터가 같음을 알 수 있다. 

RX PCS 

TX PCS & Virtual Lane Distribution 

Skew Skew Skew Skew

 

(그림 8) PCS 가상 레인 분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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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SerDes Mux[11] 

본 디바이스는 40GBASE-xR4, 100GBASE-xR4 

및 100GBASE-xR10(802.3ba) 구현을 지원하는 트

랜시버로 10G 이더넷 4 포트로 40G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그림 10)에 병렬에서 직렬로 변환하여 데

이터를 전송하는 경로를 나타내었다. 40G 모드에서 

2 레인 인터페이스에서 병렬 데이터를 수신하여 시

리얼로 재전송한다. 이 과정 동안 들어오는 데이터는 

역시리얼화(deserialized)되고 다중화되어 전송된다. 

40G/100G 모드로부터 수신 경로의 첫 컴포넌트는 

데이터 입력 수신부이다. 2 디퍼런셜 Tx data 페어

에 연결되고, 2 병렬 스트림이 10비트 코드 워드로 

변환된다. 

(그림 11)에 IEEE 802.3ba PHY 구조를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rDes Mux는 8개

의 5.15625G 인터라켄(Interlaken) 인터페이스를 4

라인의 10G XLAUI 인터페이스로 변환한다. 이후 

PMA는 PCS와 PMD 사이에 위치하며 n개의 레인으

로 구성된 전기적인 인터페이스를 m개의 PMD 레인

으로 대응시키는 기능을 한다. 40G/100G 이더넷에

서는 PMA가 여러 개로 분리될 수 있으며 비트 레벨 

다중/기어박스(gear boxing), 클럭, 데이터 복구 및 

클럭 생성 등의 기능을 한다. 

아. 네트워크 프로세서 

40G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하여 full duplex 50G

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프로세서(EZ NP-4)[12]가 

필요하다. EZ NP-4 100G 네트워크 프로세서는 

IEEE 802.3ba의 MAC (그림 11)과 같이 ASIC or 

FPGA(점선부분) 등을 내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프

로세서는 TM 블록을 통하여 채널 운용 정보를 CPU

에 전달하고 CPU는 이를 TM 메모리에 저장하며 

FPGA에서 메모리 룩업하여 가상화를 위하여 채널

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림 12)에 EZ NP-4 TM 데이터 플로를 나타내

었다. TM_IDMA, TM_ODMA는 데이터 경로를 다

루고, PFQ 큐잉 블록은 디스크립터 정보를 다룬다. 

PFQ 큐잉 블록은 모든 서비스 프로비저닝(pro-

visioning), 큐잉(queuing) 및 스케줄링(scheduling)

을 책임지므로 TM 블록이기도 하다. 

내부 스위치로부터 도착하는 패킷이 TM_IDMA

를 통해 TM에 들어가면, TM_IDMA 블록은 링크테

이블을 업데이트하고 패킷 데이터를 TM 메모리에 

쓰고, 프레임 포인터(메모리 내 프레임 위치)를 발생

한다. 메시지는 IDMA 발생정보(프레임 포인터와 길

이)와 TOP 내용(Flow ID, 패킷 길이, 패킷 미터링 컬

러, 인터패킷 갭 세팅, 패킷 스위치 ID)을 가진 프레임

으로 통과한다. 패킷 디스크립터(descripter)가 WRED 

블록(드롭 또는 큐를 결정)을 통과하고, 플로 ID를 따

라 큐잉 블록 속으로 큐된다. 디스크립터와 큐는 패킷 

데이터로 TM 메모리에 저장된다. 계층 스케줄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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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계층에서 폭주, QoS 및 대역폭 보장 상태기반으

로 큐로부터 오는 패킷을 스케줄 한다. 계층 스케줄러

는 셰이핑, 우선순위 및 폭주관리 블록을 가지고 스케

줄링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패킷이 패킷 스위치에 도

착하고, 목적지와 서비스 등급별로 출력 큐에 놓인다. 

패킷은 TM_ODMA로 보내져 전송되거나 2차 연결

(concatenated) TM 플로를 위해 재순환(recycle) 

된다.  

자. CPU 

40GE 라인카드에 탑재되는 CPU는 MPC8543급

이며, (그림 13)에 CPU 블록 구조를 나타내었다. 

CPU는 PCIe 버스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온 보드 

디바이스 또는 모듈 타입(Host CPU Mezzarnine 

Card)이 적용 가능하다. 

4. 100G 이더넷 라인카드 개발 

가. 100GE 라인카드 구조 

(그림 14)는 IEEE 802.3ba 이더넷 표준 기반의

40G/100G 라인카드 기본 형상 구조[1],[4],[13]를 

보여준다. 기본 구조는 40G 이더넷 라인카드와 유사

하나 라인카드 내 부품 구조의 복잡도와 네트워크 프

로세서 등 성능이 달라진다. 100G 연구 시제품은 

2007년 독일의 시멘스(Fischer)에 의해 이미 입증된 

바 있고, 2008년에는 Comcast(미국)와 시스코에 의

해 IEEE 802.3ba 100G 이더넷 표준에 부합하는 시

험을 수행한 바 있다. 2010년 6월 IEEE 802.3ba 이

더넷 PHY 표준이 승인됨에 따라 통신업체들로부터 

2011년부터 표준에 부합하는 100G PHY 디바이스 

및 100G 장비 등 프로덕트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

다. 100G 전이중(full duplex) 속도를 지원하는 단일 

칩 네트워크 프로세서(EZ NP-5)와 100G PHY칩은 

2012년 말경에 상용 칩[6],[14]이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100G 이더넷 라인카드는 PCS 레인의 다중화 

개념을 표준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10 레인의 10G와 

4 레인의 25G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디바이스는 연

구실험실 수준이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100G 이더넷 라인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더넷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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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덕트는 2013년~2016년에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에 10G 10 레인과 25G 4 레인의 

PCS 디바이스 전망을 기술한다. 

나. 100G PCS 채널 

(그림 15)에 예로 Altera에서 제공하는 100G PCS 

채널 송수신 경로를 나타내었다[14]. 먼저 MAC 데

이터가 64/66B의 연속 스트림으로 인코드되고 스크

램블된다. 66비트 스크램블된 데이터는 라운드 로빈 

메커니즘을 통해 20 가상 레인(virtual lane) 위에 스

트립(stripped) 된다. 마커(marker)가 동시에 가상라

인에 추가된다. 마커는 수신 PCS 블록에서 가상 레인

으로부터 데이터를 식별하고, 디스큐(deskew)하고 기

록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100G 집합 데이터 스

트림을 재조립하기 위해 사용된다. 20개 가상 레인은 

궁극적으로 10 레인의 10.3125G PMA로 다중화되

고 그 데이터는 역다중된다.  

수신 채널은 10 레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역다중해

서 20개 가상 레인에 전달된다. 수신 채널은 디스큐

되고 정렬되어 66B 데이터 스트림을 재구축한다. 

다. 40G/100G 이더넷 응용  

IPTV 등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증가와 함께 40G/100G 이더넷 기술이 차세대 광대

역 서비스 대역폭 요구에 대한 장기적 해결방안의 하

나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16) 시스코의 40G/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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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40G/100G 라인카드 기본 형상 구조 

<표 2> 100G 다중레인용 디바이스  

10G 4 레인  25G 4 레인  

• 광모듈 접속부인 10G×10 

정합 디바이스가 있음(2010

년 2분기에 NetLogic 칩 출

시 예정) 

• 10G를 지원하는 FPGA가 있

음 

• NP-4(2칩으로 100G 구성)

• 현재 광모듈 접속부인 25G

×4 정합 25G×4 디바이스

가 없음(2011년 2분기 Net-

Logic 칩 출시 예정) 

• 현재 25G를 지원하는 FP-

GA가 없음 

• NP-4(2칩으로 100G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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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00G PCS 채널 전송 경로 
<자료>: 2009 Altera WP 

(그림 16) 미래 인터넷 서비스 구조  
<자료>: 미래 인터넷 전망과 사업, 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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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의 미래 서비스 전망에 따르면, 40G/100G 고

속 이더넷 인터페이스가 에지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

워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또한, IPoDWDM(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을 통해 비용절감형 서비스가 가능

함을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0G OTN 라인카드 구조[15]는 (그림 5)에서 

이더넷 PHY 부분이 OTN PHY(진회색 부분)로 대체

된다. 

IEEE 802.3ba는 2.5G(OTU1)~10G(OTU3) 라

인 속도를 갖는 기존 OTN 뿐 아니라 100G OTU4을 

통합한 속도에서 OTN 인터페이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40G와 100G OTN 표준에서 다음을 목표

[16]로 하고 있다. 

- 전이중(full duplex) 동작 지원 

- 802.3 MAC 표준을 이용한 802.3ba/이더넷 프

레임 포맷 유지 

- 802.3ba 표준의 최소 및 최대 프레임 사이즈 유지 

- MAC/PCS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10-12 BER 

지원 

- 40G/100G MAC 데이터 속도 지원 

- 매체에서 40G/100G 운용을 지원하는 물리계층 

규격 지원 

100G 이더넷은 (그림 17) 100G 응용[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OTN 네트워크에 응용 가능하다. 

OTN은 프레임 헤더 내에 OAM&P 기능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므로 SONET/SDH가 제공하는 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응용분야는 백본 통합, 데

이터 센터 네트워크 및 기업 네트워크 그리고 100G 

이더넷 전송에서 전송과 이더넷 통합 등에 응용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OTN 장비는 OAM 등이 고가로 만들

어져 그 필요성이나 존재의 가치에 대해 그다지 부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구글 TV 등이 등장

하면서 현재 대역은 서로 간에 텍스트에서 영상까지 

공유하므로 요구대역폭이 더욱 커지고 OTN의 중요

성은 향후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단, 대역폭만 커질 것

이 아니라 네트워크 트래픽의 출렁임(fluctuation) 또

한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중간에 IDC, 클라

우드 컴퓨팅이 많은 부분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당

분간 인터넷이나 웹 트래픽을 직접 수용하는 것은 이

더넷 망이 될 것이고 일부 구간은 초고속 이더넷 네

트워크 자체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더넷 네트워크와 OTN의 융합 구조가 미래 네트워크

의 해결책으로 응용될 수 있다. 

Ⅲ. 결론 

본 고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IEEE 802.3ba, 40G/100G 이더넷 표준을 기반

으로 하는 디바이스 및 프로덕트의 출시 동향을 살펴

보고 현재 사용 가능한 상용 칩을 이용한 40G 이더

넷 라인카드의 구조와 향후 구현 가능한 100G 이더

넷 라인카드의 구조 그리고 40G/100G 이더넷 상의 

OTN 네트워크 응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싱글 40G/100G 이더넷은 싱글 40G/100G 포트

와 케이블만 관리하므로 네트워크와 호환성이 높고 

관리가 용이하며 그린 에너지, 즉 전력 효율 또한 매

Services up
to 40Gb/s

<자료>: 참고문헌 [17] JISC, Ci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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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40G/100G 이더넷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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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장점을 갖는다. 

본 고의 40G 이더넷 라인카드는 사용자 요구에 

따라 광 대역서비스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를 위해 광모듈과 40G 이더넷 PHY간 광대역 응용 

서비스 기술을 추가하는 기술(하드웨어적/소프트웨

어적), 다양한 패킷 타입에 대해 패킷을 탐색 및 분석

하고 모델링하는 마이크로 코드 기술, 이더넷 시험 및 

검증 기술, IDC용 100G 이더넷 라인카드 40G/100G 

이더넷 광 모듈 정합기술, 데이터 센터 또는 백본 집

성 40G 업 링크 등의 100G 이더넷 기반 기술이 축적

될 수 있다. 

약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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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Direct Memory Access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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