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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통합망기술 특집 

I. 서 론  

지금까지는 광케이블이 아파트 단지 등에 보급되

더라도 건물의 통신실과 가정을 잇는 구내선이 광케

이블로 연결되지 않아 광대역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FTTH(Fiber To The Home) 기술은 각 가정까

지 광케이블을 접속하여 기본적으로 가입자 당 하향 

100Mbps의 대역폭을 보장함으로써 광케이블 한 

가닥으로 TV 방송,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TPS(Triple 

Play Service)”를 지향하고 있다. 

FTTH는 이용자들이 용량이 큰 동영상을 곧바로 

주고 받는 등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

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

스가 제공됨으로써 현재의 주거 공간이 경제ㆍ사회 

공간, 문화 공간, 교육 공간으로 확대되어 우리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혁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  

향후 유비쿼터스 시대의 초점은 “All IP”화와 함

께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유

무선 통신ㆍ방송 융합이며, 이때에는 통신, 방송, 유

선, 무선 사업자들이 기존의 개별 시장이 아닌 하나

의 통합된 시장을 놓고 상호 경쟁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통신ㆍ방송 융합 시장에서 방송사업자와 통

신사업자가 영역싸움을 한창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어느 사업자가 광가입자망(FTTH)을 먼저, 저렴

하게 선점하느냐가 통신ㆍ방송 융합 초기 시장의 승

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세계 FTTH 시장은 일본이 가장 활성화되

어 있으며 2004년 8월 기준으로 약 160만 회선 상

용 서비스중이고, 매월 약 10만 회선씩 증가하고 있

다[1]. 

이에 비해 국내 FTTH 시장은 사이버 아파트 건

설업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특등급 아파트 건설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xDSL/케이블 모뎀 기반

의 초고속 가입자망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국내

의 통신사업자는 일본보다는 다소 늦게 2005년 하

반기부터 부분적으로 FTTH로 전환할 계획이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II장에서 국내 FTTH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III장에서 일본, 미국 등 제외

국의 FTTH 기술 및 시장 동향에 살펴본다. 또한, IV

FTTH 기술 및 시장 동향 

Fiber To The Home Technology  and Market  Research 

김관중(G.J. Kim) 액세스구조팀 책임연구원 

권정국(J.G. Kwon) 액세스구조팀 책임연구원 

유제훈(J.H. Yoo) 액세스구조팀 책임연구원 

김봉태(B.K. Kim) 광가입자망연구그룹 책임연구원, 그룹장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체 가구의 70%(약 1천만 세대)가 초고속 인터넷
에 가입하는 등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를 보유한 IT 강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환경은 인터넷 서비스의 복합, 다양화, 고품질, 고속화 추세로 인해 xDSL 등 기존 기술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가입자망(FTTH)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FTTH 기술 
및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FTTH 장비 시장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우리나라의 FTTH 추진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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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국내 및 세계 FTTH 장비시장을 예측한 결과

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국내 FTTH 기술 및 시장 동향  

본 절에서는 정부의 FTTH 추진 정책, 국내 

FTTH 기술의 개발 현황 및 FTTH 사업자들의 추

진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정부의 FTTH 추진 정책 

정부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Broad-

band IT KOREA 건설을 위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을 2004년 2월 발표하였다. 

본 계획에 따르면 FTTH는 향후 차세대 통신시

장을 견인할 BcN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서 <표 1>

과 같이 가입자망의 고도화 정책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FTTH 기술개발 정책은 세계시장의 주도

권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국

책기술 개발은 PON(Passive Optical Network) 기

반의 FTTH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이용 활성화 측

면에서는 BcN 관련 수요와 공급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화 모델의 개발, 보급, 다양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광대역통합망 구축 및 

새로운 융합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적기에 장

단기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즉,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광대역통합망 추진근거, 추

진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로, 국사 등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한 도로법 등 관련 법령 정비방안을 

수립하며, FTTH, 홈네트워크 등 BcN 구축 설비투

자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방안 강구, 구내통신망 

관련 기술기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우선 FTTH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2004년 1월부터 특등급 초고속정

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각 세대별 단자함

까지 광케이블 4회선과 랜케이블(UTP) 1회선을 기

본으로 포설할 경우 정부가 이같은 인증마크를 부여

하고 있다. 

본 제도를 통해 FTTH 환경이 건물의 설계 단계부

터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고, 기존 건물에도 FTTH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가 관련 업체들

에 의해 속속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FTTH 구축은 확

산될 것으로 예견된다. 

2. 국내 FTTH 기술 및 시장 현황 

Ethernet-PON(이하 E-PON으로 표기) 기술은 

ETRI에서 1Gbps급의 E-PON 국사 장치(Optical 

Line Terminal: OLT)와 E-PON 가입자 장치

(Optical Network Terminal: ONT)를 개발, 현재 

광주 첨단지구에서 HD급의 고화질 영화, 영상회의, 

원격교육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 LG 전자를 비롯해 국내 광통신 장비업체

들이 ETRI와 공동 연구를 통해 OLT와 ONT를 시

제품을 개발해 놓고, 본격적인 시장형성에 맞춰 

상용화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WDM-PON 장비부문에서는 ETRI와 KT 컨소

시엄에서 각각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B-PON 

(Broadband-PON, 이하 B-PON으로 표기) 부문에

서도 LG 전자를 필두로 국내 중소 업체들의 연구개

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KT는 2004년 8월에 국내외 주요 FTTH 관련 

 
<표 1> 정부의 유선가입자망 광대역화 추진내용 

추진 과제 추진 내용 

기술개발 

- 민간 주도로 50Mbps 급 이상 VDSL 모뎀 
및 DSLAM 등 개발 

- 국책 기술개발은 PON, AON 기반 FTTH 
를 중심으로 개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 자금 융자지원, KT에 의무 부과 등을 통해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망 
구축 

- 2005년 이후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 
에 포함 검토 

세제 및 
금융지원 

- 신규 FTTH 구축 시 관련 업체의 소요 
자금 일부 저리융자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신ㆍ방송 사업자 
의 FTTH 구축 투자비에 대한 조세감면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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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업체들을 대상으로 RFI(Request For Infor-

mation)를 요청, 제품구입 및 FTTH 구축 일정마련

에 돌입했고, BcN 시범사업에 FTTH 및 HFC를 기

반으로 한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를 제안한 데이콤

도 2004년 말을 전후하여 FTTH 시스템 구매에 나

설 방침이다. 이에 맞춰, 국내외 FTTH 제품 개발 

기업체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내의 FTTH 구축 현황은 ETRI에서 

개발하여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용중에 있는 광주광

역시 첨단지구내 선경아파트 20회선과 광주과학기

술원, 동사무소, 중ㆍ고교 등 80회선이 있고, 삼성건

설에서 구축한 서울 사당동의 래미안아파트 896세

대 등이 있으며, 최근 LG 전선은 충남 아산에 총 

800세대 규모의 FTTH 구내망 구축공사를 수주하

였고[2], 특히 동사는 파키스탄 정부와 대규모의 

FTTH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FTTH 기술의 수

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3]. 

3. FTTH 사업자의 추진 현황 

가. 건설업체 및 지자체 추진 현황 

국내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특등급 초고속 정보통

신 건물 인증제도 실시에 발맞추어 FTTH 사업자 

중에서 가장 먼저 FTTH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약 2천 가구가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인증신청이 더 늘

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특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은 미래의 디지털홈 

환경과 광대역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 세대 단

자함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고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부여된다. 

지자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선도적으로 21세 

기 첨단 정보화 도시 건설의 핵심 사업으로 FTTH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광주시는 

200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광주지역 2만 세대를 광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 

또한 광주광역시는 광간선망과 광구내망 구축 등 

FTTH 인프라를 확충하고 콘텐츠 개발 지원과 서비

스 기술개발 사업 등 FTTH 기반 상용화 사업을 추

진할 예정이다. 

나. KT 추진 현황 

KT는 IT 시장 발전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매년 3조 원씩, 18조를 투자해 2010년 

41조 8,000억 원의 생산 유발 및 6만 7,000명의 신

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미래비전 2010 전략”을 2004

년 8월에 발표했다[5].  

KT는 미래전략 2010 실현을 위해 2005년까지

는 사업기반 강화에 주력, 유무선 통합 서비스와 통

신ㆍ방송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네트워킹 사업

과 BB over BC(Broadband over Broadcasting)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2007년까지는 도약의 시

기로 FTTH 구축과 휴대인터넷 사업을 본격화할 계

획이다. 2010년까지는 지속성장 기반 완성의 시기

로 BcN의 완성, 통합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새로

운 주력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KT는 “FTTH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전송

속도 100Mbps급 광케이블 174만 9000회선을 

2009년까지 공급할 계획을 2004년 9월 발표하였

다. 2009년까지 공급하는 광케이블은 특등급 아파

트에 332,000회선, 종전 아파트에 825,000회선, 일

반 주택 592,000회선 등이다[6].  

다. 데이콤 추진 현황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BcN의 1단계 시범사업

자로 선정된 데이콤은 내년부터 FTTH 및 HFC 망

을 기반으로 한 통신과 방송의 융합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는 계획을 2004년 8월 말 발표했다[7].  

데이콤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말까지 시행 

되는 1단계 BcN 시범사업에서 BcN 구축 붐 조성을 

목표로 통신ㆍ방송 융합, 음성ㆍ데이터 통합, 유ㆍ

무선 통합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콤은 2005년 하반기까지 시범가입자를 대상

으로 다양한 융ㆍ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성

향,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해 성공적인 서비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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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통합 과금ㆍ인증ㆍ보안 모델의 발굴을 완료해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단기간 내 상용서비스로의 전

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III. 국외 FTTH 기술 및 시장 동향  

1. 일본의 FTTH 기술 및 시장 동향 

일본은 총리 산하의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추진본부에서 “e-Japan”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FTTH 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무성 발표자료에 따

르면 2004년 8월 현재 FTTH 서비스 가입자 수는 

160만 명에 달한다. xDSL 가입자(1,233만 명), 케

이블 TV 망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347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5년까지 초고속인터넷 

액세스 망을 3,000만 세대로 늘리되, 이중 FTTH 가

입자를 1,000만 세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

부의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NTT 동일본, NTT 서일본, 

Usen Broadband 등 3개 통신사업자와 도쿄 전력 

등 6개 전력회사가 FTTH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정책에 힘입어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NTT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무

려 26억 달러를 E-PON 방식의 FTTH 사업에 투입

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2004년 3월 현재 NTT 동일

본과 서일본의 일본 내 FTTH 시장 점유율은 약

58%이다.  

또한, KDDI도 향후 3년 안에 300만 FTTH 회선

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야후 BB도 

최근 NTT 보다 저가로 FTTH 서비스를 개시함으

로써 기존 사업자들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상태

이다. 

일본은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FTTH 

확대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1995년부터 광섬유 투

자 시 특별융자 제도와 이자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일반 기업에서 광통신 사용 시 법인세 특별상

각, 고정자산세 과세 표준 개선 등으로 부담을 최소

화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공공단체가 지원하는 네트워 

크 구축 시, 국고에서 전체 비용의 1/3을 지원하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특히, 비 통신기업인 동경

전력 등 민간 전력회사들의 FTTH 시장참여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가. 일본 총무성의 FTTH 추진 정책  

일본 총무성은 “IT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전기통

신사업에서의 경쟁정책의 기본방향” (2002.8.)을 발

표하여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NTT 동일본, 서일본

이 보유하고 있는 망의 개방을 단행하여 NTT 외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토록 하였다. 

또한, 총무성 “e-Japan 중점계획 2004” (2004.5.)

를 발표하여 2005년까지 광케이블에 의한 초고속 

인터넷 액세스(FTTH) 1,000만 세대 이용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통신사업자가 방송 면허를 취득하는 법

규를 완화하여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에 진입토록 

하고,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하여 통신사

업자가 수탁방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방송서비스를 가능토록 규정하였다. 

나. 일본의 FTTH 망구축 동향  

일본의 FTTH 가입자는 1년 전에 비해 약 380% 

증가하고 최근 들어 월 10만 명씩 증가, 본격적인 

FTTH 시대에 돌입한 상태이다. 

일본의 주요 FTTH 사업자는 FTTH가 향후 차

세대 브로드밴드 망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FTTH

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유선사업 감

소세를 대체할 주요 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향후 

일본의 FTTH 시장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 54.2% 

로 성장 예상된다[8]. 

지금까지 FTTH 구축은 신축 집합주택 및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사업자들

의 경쟁심화와 기술발달로 인해 기존 집합주택 및 

단독주택에도 활발히 보급되고 있다. 2004년 3월 

현재 단독 주택용으로 약 58%, 집합 주택에 약 

42%가 구축되었고, 단독 주택용 FTTH는 각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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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광케이블을 포설하였으며, 집합 주택은 주로 

광섬유의 부설은 IDF(Intermediate Distribution 

Frame, 중간 단자함)까지였으나 2003년 하반기부터

는 각 가정까지 광섬유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일본의 FTTH 서비스 동향  

일본에서는 IP 전화 및 고화질 TV 전화를 

FTTH 고유의 서비스는 아니지만 FTTH 가입자 수

요를 촉진하는 무기로 인식하고 각 사업자들이 경쟁

적으로 도입중에 있다. 2003년 1월부터 전력계 

FTTH 사업자들이 IP 전화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NTT도 2003년 9월부터 FTTH 기반의 고화질 TV

전화를, 10월에는 FTTH 기반의 IP 전화를 개시하

였다. 

NTT 그룹은 FTTH의 본격적인 보급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브

로드밴드 통신서비스 개발을 전담할 새로운 전략자

회사 “NTT 레조넌트”를 설립하여 2004년 4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FTTH 서비스 요금은 사업자들간 경쟁심화로 

100Mbps를 다수(최대 16가입자)의 가입자가 공유

하는 경우에는 매월 2,850~4,800엔까지 인하된 상

태이다[8].  

※ 상기 월요금은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요금의 총

액이고, 기본 사용료 등 전화 회선에 관한 요금 불포함  

라. 일본의 FTTH 사업자들의 추진 현황  

� NTT  

감소하고 있는 유선전화 수입을 커버하기 위해 

2007년 브로드밴드 분야에서 연 7,000억~8,000억 

엔 매출 목표를 설정하였다. 

NTT의 2005년까지의 그룹경영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 FTTH 보급을 

그룹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2005년 말까지 

FTTH 가입자를 520만 명으로 확대, 유선전화 매출 

감소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현재 약 80만 명의 가입

자를 확보하고 있는 NTT는 2004년 중에 120만 건

의 신규고객을 유치할 계획이고, NTT 동일본은 

2004년 10월부터 E-PON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 동경전력 

관동지역의 전력사업자인 동경전력은 현재 동경 

23개구와 미타카(三鷹) 무샤시노(武藏野)시를 대상

으로 400만 세대를 커버하는 광케이블망을 보유하

고 있다. 앞으로 100억 엔을 투자해 동경 인근 주요 

도시로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2008년까지 100만 가

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동경전력의 망구성 방식은 시단위 지역사무소 간

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백본망을 지하로 구성, 시단

위 지역사무소와 구단위 사무소간 피더(feeder) 망

을 지하로 구축, 구단위 사무소와 소규모지역 PoP

간의 기가급 접속망을 지하로 구성, PoP과 단독주

택 가정까지 P-to-P 방식의 광케이블을 지상 전주

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PoP에서 가정까지는 전주 

2~3개를 거치며, 분배기를 통하여 댁내 미디어 컨

버터까지 연결된다. PoP에서 공동주택의 MDF까지

는 광1코어로 연결되어 있으며, MDF에 미디어 컨

버터를 설치, 댁내까지는 VDSL로 연결하였다. 

� 스카이퍼펙  

일본 최대 디지털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퍼펙 

TV가 2003년 12월부터 FTTH를 이용한 방송 서

비스를 개시하여 방송ㆍ통신 융합 서비스 공세에 착

수하였다. 

마. 일본의 FTTH 성장 요인  

� 빠른 전송속도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 

20M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고 있는 ADSL 기

술과는 달리, FTTH는 기본적으로 상하향 100Mbps 

전송속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우월하다. 
 
� NTT의 FTTH에 대한 막대한 투자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종래의 협대역 ISDN

에서 ADSL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FTTH로 가기 

위해 NTT가 광섬유망 부설과 FTTH 서비스 개발

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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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대도시 집중과 용이한 광섬유망 부설 

관동권, 관서권, 중부권 등 3대 지역에 전 국민의 

70%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대다수 사업자가 

이들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광섬유망을 부설하여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FTTH 보급 확산에 이점이 있다. 

� 사업자들의 경쟁심화와 요금인하  

일본정부의 규제완화로 NTT 동일본 및 서일본 

외에 유선브로드네트웍스, 동경전력 및 간사이전력 

등 전력계 회사 등이 새로 가세하여 경쟁이 심화되

고 요금을 인하하였다. 

현재 사업자들의 경쟁심화로 인해 NTT FTTH 

서비스의 맨션형(집단주택)은 월 2,850엔에 서비스

를 제공하여 ADSL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가입자

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 일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TH 보급 촉진

정책  

정부의 정책은 주로 특별융자제도, 정부 및 자치

체 보유 광케이블망(관로용) 개방, 광섬유망의 정비

촉진, 수용공간의 정비활동, 전력/철도회사에 대한 

광통신망 개방 등 촉진정책에 주력하고, 지방자치 

조례 등에서 의무화를 규정하지 않고 집합주택에서 

거주자들의 합의요건 완화, 광케이블망 개방, 보조

금 지급 등 간접적인 촉진정책을 행사하였다. 

� 서비스 사업자들과 건설업체의 집합주택 부설 

촉진  

NTT 동일본 등은 집합주택의 관리조합의 허가

를 얻어 FTTH 망 구축에 건설회사와 역할분담을 

하고, NTT 등 서비스 사업자들은 솔루션을 제공하

며, 건설회사들은 망구축 장비 등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사실상 거의 대다수 신축 집합주택에 FTTH가 

보급되고 있다. 

2. 미국의 FTTH 기술 및 시장 동향 

가. 미국의 FTTH 구축 현황 

미국의 FTTH 가입자는 2003년 6월 현재 579,000 

가입자를 확보하여 전체 광대역 가입자 2,700만의 

2% 수준인데, 2001년 6월 456,000가입자, 2002년 

6월 519,000가입자 등 꾸준한 증가 추세이고, FTTH 

구조는 B-PON 63%, E-PON 8%, AON 21%, 

Hybrid(PON/AON) 8% 등이다. 

미국의 FTTH 사업자는 CLEC(Competitive 

Local Exchange Carriers), ILEC(Incumbent Lo-

cal Exchange Carriers), RBOC(Regional Bell 

Operating Company), 지자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사업 주체가 존재하고, 2003년 10월 현재 사업 주

체별 FTTH 구축 비율은 CLEC 45.3%, 지자체 

20.4%, 주택 건설업체 16.7%, PUD(Public Utility 

District) 11.6%, ILEC 5.6%, RBOC 0.4%로 구성

되어 있으나, 2004년부터 Verizon과 같은 RBOC들

이 적극적인 FTTH 구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상

기 구성 비율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9]. 

미국과 일본의 FTTH 사업의 차이점은 주로 일

본이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TTH

가 도입됨에 비해 미국은 TPS를 제공하기 위한 목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ONT가 가정 내에 설치됨에 비

해 미국에서는 주로 집 밖에 설치하여 기존 서비스

(예: POTS, RF 비디오)의 수용을 용이하게 한다. 

향후 VoIP, IP 비디오 등과 같은 서비스가 활성화되

면 미국에서도 일본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ONT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996년 통신법 개정에 따라 미국의 지배

적 시내전화사업자는 후발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시

내전화망을 제공할 의무(network elements: UNE)

를 가지고 있고, 특히, UNE-P(UNE Platform)라 

하여 가입자회선과 함께 시내교환기 포트까지 제공

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 후발사업자

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신장하였으나, FTTH의 경

우 지배적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UNE-P 의무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미국의 FTTH가 일본에 비해 FTTH 보급

이 부진한 이유는 광대한 국토와 낮은 인구 밀집도, 

대다수가 단독주택이고 집합주택 비율이 낮은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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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 FTTH 이용요금이 CATV 및 xDSL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나. 미국 통신사업자들의 FTTH 전략  

미국의 3개의 대표적인 RBOC(Verizon, SBC 

Communications, BellSouth)은 BPON 사업 추진

을 위한 RFP(Request For Proposal)를 2003년 6

월에 공지하였다. 

RBOC은 FTTH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VOD, 

IP TV 등 비디오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Verizon은 2005년까지 3백만 가입자, SBC는 2007

년까지 1천 8백만 가입자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RBOC이 

FTTH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케이블 사업

자들이 VoIP 기술을 이용한 음성서비스 제공을 계

획하고 있어 전화사업자의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므

로 케이블사업자와 브로드밴드 경쟁에서의 우위 확

보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유럽 및 기타지역의 FTTH 기술 및 시장 
동향 

유럽에서는 주로 공공 기업(전기, 수도 및 가스 

회사 등)의 기반 확충, 지자체에서 양질의 주민 서비

스 제공, 주택 건설 업체의 경쟁력 향상 등의 목적으

로 FTTH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통신회사

는 단기적인 ROI(Return On Investment) 추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프

랑스, 영국 등이 B-PON 혹은 AON 등의 방식으로 

FTTH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FTTH가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국가 중에는 중국

도 있다.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90

억 달러를 투입, E-PON 기반의 FTTH 사업에 투

자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중국의 후베이성(湖北城)

의 우한(武漢)시가 주관해 FTTH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05년 6월쯤 E-PON이 FTTH의 기

술표준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견된다. 

IV. FTTH 장비시장 예측 

1. 국내 FTTH 장비시장 예측 

정통부의 “Broadband IT KOREA 건설을 위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 상의 BcN 유선 

가입자 구축 계획과 KT 등 통신사업자의 FTTH 구

축 계획[6], 시장조사 기관의 우리나라 초고속 인

터넷 가입자의 예측치[9]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FTTH 가입자 수를 예측하면 <표 2>와 같다. 

다음, FTTH 포트 당 단가는 FTTH 제품의 방송 

서비스 모듈(Overlay 혹은 Inband 방식) 및 FTTH 

핵심 칩(광모듈, MAC 칩)의 가격에 의존적인데, 이

에 대한 가격을 <표 3>, <표 4>와 같이 가정한다. 

상기 우리나라의 FTTH 가입자 수 예측치와 상

기 FTTH 포트 당 단가를 근거로 국내 FTTH 장비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면 <표 5>, <표 6>과 같다. 

 
<표 3> FTTH 제품의 포트 당 단가(Overlay 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                                 (단위: 천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포트 당 
단가 500 400 350 350 300 300 300 

 
<표 4> FTTH 제품의 포트 당 단가(Inband 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                                 (단위: 천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포트 당 
단가 

- 250 250 250 200 200 200 
 

 
<표 2> 우리나라 FTTH 가입자 수 예측치    (단위: 천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FTTH 
가입자 수 

2 300 600 1,200 1,600 1,300 1,000 
 

 
<표 5> FTTH 장비시장 규모(Overlay 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                                         (단위: 십억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FTTH 
장비시장 1 120 210 420 480 39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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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FTTH 장비시장 규모(Inband 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                                         (단위: 십억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FTTH 
장비시장 

- 75 150 300 320 260 200 
 

2. 국외 FTTH 장비시장 예측 

FTTH 시장은 FTTH 장비 시장과 FTTH 

OSP(Outside Plant)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고에서는 FTTH 장비 시장 규모를 예측한다. 여기

서 FTTH 장비는 OLT, ONT 시스템 등을 말하고, 

FTTH OSP는 광선로, 스플리터, 커플러 등을 이른다. 

전체 FTTH 시장에서 FTTH 장비와 FTTH 

OSP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장조사 기관의 자료에 근

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10]-[12]. 

- FTTH 장비 시장 비중: 60%  

- FTTH OSP 시장 비중: 40%  

먼저, 일본의 FTTH 시장 예측을 위해 <표 7>과 

같이 시장조사 기관(IDC)의 일본 FTTH 가입자 수

에 대한 예측치를 인용한다[8]. 
 
<표 7> 일본 FTTH 가입자 수 예측          (단위: 천 명)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FTTH 
가입자 수 

688 1,080 1,440 1,560 1,620 1,206 

 

   상기 IDC의 FTTH 가입자 예측치를 근간으로 

FTTH 회선 당 단가를 상기 오버레이 방식의 방송

서비스 제공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일본의 

FTTH 장비시장 규모는 <표 8>과 같다. 
 
<표 8> 일본 FTTH 장비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FTTH 
장비시장 

287 315 420 455 405 301 

 

    다음, 북미의 FTTH 장비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북미의 FTTH 시장에 대한 다음 두 개의 시장

조사 기관의 예측치를 인용한다. 

- 북미의 FTTH 시장 예측 Case 1(낙관적 예측): 

<표 9>의 FTTH 시장은 FTTH 장비 및 OSP 

시장을 합산한 것이다[10]. 

- 북미의 FTTH 시장 예측 Case 2(보수적 예측): 

FTTH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예측치는 <표 10>

과 같다[13]. 

상기 두 개의 시장조사 기관의 예측치를 이용하

여 북미의 FTTH 시장 규모를 산출하면 <표 11>과 

같다.  

상기 일본, 북미, 한국 시장 규모를 근간으로 세

계 FTTH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 국가(권역)별 세계 

FTTH 시장 점유율은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유럽 및 기타 권역의 초고

속 인터넷 시장은 북미, 한국 및 일본 시장의 합한 

규모의 28%를 점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14].  

따라서, 세계 FTTH 장비시장 규모는 <표 12>와 

같이 예측된다. 

V. 결 론 

본 고에서는 국내외 FTTH 기술의 개발 현황 및 

시장 현황에 대해 기술하였고, 향후 FTTH 장비 시

장의 규모를 예측하였다.  

 
<표 9> 북미의 FTTH 시장 예측(낙관적 예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FTTH 시장 441 1,121 2,717 5,257 7,626 

 
<표 10> 북미의 FTTH 시장 예측(보수적 예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FTTH 시장 242 1,246 1,618 2,134 - 

 
<표 11> 북미의 FTTH 시장 예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FTTH 시장 341 1,184 2,167 3,696 5,113 

 

 
<표 12> 세계 FTTH 장비시장 예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FTTH 장비시장 524 1,667 2,658 4,066 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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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광섬유 시설에 대한 unbundling rule 정 

비, 가입자망에 광섬유 투자 시 특별융자제도 도입 

등 총무성의 정책적 지원 하에 FTTH 구축이 본격

적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사업자간의 서비스 및 요금 

인하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그 동

안 지자체, 주택 건설업체, CLEC 중심으로 FTTH 

구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RBOC 

등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관련 법제도 정비, 세제 및 금

융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주택 건설업체 및 지방자치

정부 등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메이저 통신사업자들이 FTTH 구축 계획을 발

표하는 등 향후 활발한 투자가 예상된다. 

FTTH 기술은 단순히 고속의 데이터 전송 서비

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벗어나 IP-TV 서비스, HD급

의 원격 교육, 원격 영상 진료, 건강 진단 등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므

로 향후 경쟁적으로 FTTH 기술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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