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정보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해 5기가/10기가 디지털 인

터페이스 규격의 추가, 10기가급 수동형 광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및 이더넷 광 단말장치의 기준을 신설함

가. 5기가/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단말장치의 디지털 인

터페이스 규격과 전기적 조건을 추가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

함(안 제15조의2)

나. 10기가급 인터넷 광 서비스의 전송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

동형 광 단말장치 기술기준 조항 개정(안 제17조의7)

다. 10기가급 인터넷 광 서비스에 필요한 이더넷 광 단말장치 기

술기준 조항 신설(안 제17조의8)

가. 관계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것으로써”를 “것으로”로 하고, 종전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터페이스의 종류 전기적 조건

ISO/IEC/IEEE 8802-3,
Clause 14 (10BASE-T)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하여 6.2 V(P-P) 이하일 것

ISO/IEC/IEEE 8802-3,
Clause 25 (100BASE-TX)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하여 2.1 V(P-P) 이하일 것

ISO/IEC/IEEE 8802-3,
Clause 40(1000BASE-T)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하여 6.2 V(P-P) 이하일 것

ISO/IEC/IEEE 8802-3,
Amd.7(2.5GBASE-T, 5GBASE-T)

단말장치의 송출전력은 3 dBm 이하이고, 전력

스펙트럼밀도 마스크의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

을 것 

ISO/IEC/IEEE 8802-3,
Clause 55(10GBASE-T)

단말장치의 송출전력은 5.2 dBm 이하이고, 전

력스펙트럼밀도 마스크의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인터페이스 표준을 준용하여 꼬임케이블 2쌍으로 사업자

방송통신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당하는 단말장치의 송출전력은 3 dBm 이하이어야 하며, 전력스펙트

럼밀도는 각 표준에서 규정하는 마스크의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ISO/IEC/IEEE 8802-3, Amd.7(2.5GBASE-T)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2. ISO/IEC/IEEE 8802-3, Amd.7(5GBASE-T)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최대 2.5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3. ISO/IEC/IEEE 8802-3 Clause 55(10GBASE-T) 인터페이스 기반으

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제5장의4의 제목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를 “광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로 한다.

제17조의7제2항제2호의 종전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8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17조의8(이더넷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ISO/IEC/IEEE 880

2-3 Clause 52를 준용하는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

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조 건

사용파장
1,575 nm ~ 1,580 nm(하향)
1,260 nm ~ 1,280 nm(상향)

전송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속도 10.3125 GBd ± 100 ppm (하향/상향)

수신특성
전송 거리(km) 10 20 30

최대 수신감도(dBm) -20.5 -28.5 -29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0 -10 -9

송신특성

아이 패턴 별표 16의 (그림 2)

최소 평균 광 출력(dBm) -1 +4 +5

최대 평균 광 출력(dBm) +4 +9 +9

송신 없는 광 출력(dBm) -45 -45 -45

최소 소광비(dB) 6 6 6



구분 10GBASE-SR 10GBASE-LR 10GBASE-ER

사용파장 840 nm ~ 860 nm 1,260 nm ~ 1,355 nm 1,530 nm ~ 1,565 nm

수신
특성

최대 평균 광 세기 (dBm) -1.0 0.5 -1.0

최대 반사율 (dB) -12 -26

송신
특성

아이패턴 별표 18의 타입 A 또는 타입 B(주)

최소 평균 광 출력 (dBm) -7.3 -8.2 -4.7

최대 평균 광 출력 (dBm) -1.0 0.5 4.0

송신 없는 광 출력 (dBm) -30

파장별스펙트럼폭에따른
최소 광 변조 진폭 (dBm)

별표 19 - -

최소 부 모드 억압비 (dB) - 30

최소 소광비 (dB) 3 3.5 3

(주) 샘플 당 히트율(hit ratio)이 5×10-5인 경우 별표 18의 타입 B를 따

른다.

[별표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

신호의 아이패턴 (제17조의8 관련)

 

타입 A 타입 B

X1 0.25 0.235

X2 0.40 0.395

X3 0.45 0.45

Y1 0.25 0.235

Y2 0.28 0.265

Y3 0.40 0.40

[별표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최소 광 변조 진폭 (제17조의8 관련)

중심파장(nm)
RMS 스펙트럼 폭 (nm)

~0.05 0.05~0.1 0.1~0.15 0.15~0.2 0.2~0.25 0.25~0.3 0.3~0.35 0.35~0.4 0.4~0.45

840 ~ 842 -4.2 -4.2 -4.1 -4.1 -3.9 -3.8 -3.5 -3.2 -2.8

842 ~ 844 -4.2 -4.2 -4.2 -4.1 -3.9 -3.8 -3.6 -3.3 -2.9

844 ~ 846 -4.2 -4.2 -4.2 -4.1 -4.0 -3.8 -3.6 -3.3 -2.9

846 ~ 848 -4.3 -4.2 -4.2 -4.1 -4.0 -3.8 -3.6 -3.3 -2.9

848 ~ 850 -4.3 -4.2 -4.2 -4.1 -4.0 -3.8 -3.6 -3.3 -3.0

850 ~ 852 -4.3 -4.2 -4.2 -4.1 -4.0 -3.8 -3.6 -3.4 -3.0

852 ~ 854 -4.3 -4.2 -4.2 -4.1 -4.0 -3.9 -3.7 -3.4 -3.1

854 ~ 856 -4.3 -4.3 -4.2 -4.1 -4.0 -3.9 -3.7 -3.4 -3.1

856 ~ 858 -4.3 -4.3 -4.2 -4.1 -4.0 -3.9 -3.7 -3.5 -3.1

858 ~ 860 -4.3 -4.3 -4.2 -4.2 -4.1 -3.9 -3.7 -3.5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