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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 사용되는 통신 방송 다중화기 및역다중화기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화(WDM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를 이용한 수동형 광 가입자 망(PON : Passive

Optical Network)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선택적 채널 선정 기법을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융합하는 광가입자 네트웍 시스템에서 통신/방송을 전

송 표준을 적용하여 다중화 역다중화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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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 장

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LT(Optical Line Terminal)의 방송 스위치를 통해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

칭된 방송 데이터를 입력받아 동기화 이더넷 프레임으로 전달하는 방송 데이터 입력부; 상기 OLT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가입자별로 전달되는 통신 데이터를 입력받아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달하는 통신 데이터 입력부; 및 전달된

상기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 및 상기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을 시간 분할 다중화된 동기화 이더넷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출

력하는 동기화 이더넷 프레이머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4a

색인어

TPS, IEEE 1394, 동기화 이더넷, 이더넷 MAC 프레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에 제시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종래에 제시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또다른 일실시예 구성도.

도 3 은 기존의 선출원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4a 내지 도 4b 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 및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1 실시예 구성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동기화 이더넷을 위한 일실시예 데이터 구조도.

도 6a 내지 도 6b 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 및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2 실시예 구성도.

도 7a 내지 도 7b 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 및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3 실시예 구성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IEEE 1394 전송을 위한 일실시예 데이터 구조도.

도 9a 내지 도 9b 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 및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3 실시예에서 TPS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변형된 제 4 실시예 구성도.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TPS 서비스를 위한 IEEE 1394 데이터 구조의 일실시예 구조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화(WDM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를 이용한 수동형 광 가입자 망(PON : Passive

Optical Network)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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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xDSL, 케이블 모뎀(cable modem), 다이얼 업(dial-up) 모뎀, 메트로 이더

넷(metro-Ethernet) 등을 이용하여 수십 kbps(bits per seconds) ~ 수십 Mbps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 등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방송 서비스로서는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방송, 위성을 이용한 위성 방송, 지상파 방송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영상 정보, VoD(Video on Demand), 고화질 디지털 방송 등의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100 Mbps 정도의 데이터가 요구되는데 수용하는 것은 종래의 기술로는 그 용량이나 속도에 있어서 큰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광 통신을 이용한 광 가입자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급속히 요구되고 있으며 가장 경제적으로 광 가입

자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이 제시 및 개발되고 있다.

PON은 구현 방식에 따라 크게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PON, 이더넷(Ethernet) PON, WDM-PON으로 구

분된다.

이 중, ATM-PON과 이더넷 PON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속도에 관한 투명성이 없으며 상향으로 같은 파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OLT(Optical Line Terminal)에 복잡한 MAC(Media Access Control) 기술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을 갖

는다. 또한, ATM-PON과 이더넷 PON에서는 디지털 방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WDM-PON은 가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의 속도에 제한이 없으며 상하향으로 서로 다른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MAC 기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통신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WDM-PON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 1 은 종래에 제시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1 에 도시된 WDM-PON의 구성

은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Internet Protocol)망과 연결되어 방송망으로부터의 방송 신호와

IP 망으로부터의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 신호를 IP

망으로 전달하기 위한 OLT(Optical Line Terminal)(11), OLT(11)로부터 받은 방송 및 통신 신호를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통신 신호를 OLT(11)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ONU(Optical Network

Terminal/Optical Network Unit)(12), OLT(11)로부터의 방송 통신 신호를 방송 신호(λA)와 통신 신호(λ1 ~ λ32 )로 분리

하여 전송하는 광분파기(15), 광분파기(15)를 통해 분리된 방송 신호(λA)를 광전 변환하는 광전 변환기(16), 변환된 전기

적 방송 신호를 각각의 ONT/ONU(12)에 분배하는 RF(Radio Frequency) 스플리터(Spliter)(17), OLT(11)로부터의 통신

신호(λ1 ~ λ32 )를 ONT/ONU(12)로 WDM 역다중화하여 전달하는 WDM 역다중화기(13), ONT/ONU(12)로부터의 통신

신호(λ1 ~ λ32 )를 WDM 다중화하여 OLT(11)로 전달하는 WDM 다중화기(14)를 포함한다.

그 동작을 살펴보면, 통신용 파장 채널들로 λ1 ~ λ32 를 사용하고, 방송용 파장 채널로 λA를 사용한다.

도 1의 구성에서 제시한 종래의 기술에서 하향으로 전송되는 방송 신호(λA)은 WDM 역다중화기(13)의 전단에서 광분파기

(15)를 통해 광분파되어 광전 변환기(16)에서 광/전 변환된다. 그리고, RF 스플리터(17)를 통해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방송 신호로 분리된 후 동축 케이블을 통해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한편, 통신 신호(λ1 ~ λ32)는 파장 역다중화기(13)에서 파장 별로 역다중화된 후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이와 같은 종래의 기술은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하나의 파장으로 통합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 및

디지털 방송을 통합하여 하나의 파장(λA)으로 전송하고 통신은 가입자별(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가입자(ONT/ONU)가

32 회선인 것을 예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시예일뿐이고 이와 같은 회선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의 설명에서

도 32회선을 기본으로 한다.)로 파장을 달리하여(λ1 ~ λ32) 각각의 가입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도 1 에 도시된 종래의 기술에 따르면 광분파된 방송 신호(λA)는 광/전 변환되어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케

이블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케이블망은 기존의 550 MHz 정도의 대역까지 정의되었던 방송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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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설되어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포함하는데 850 MHz 정도의 대역을 갖도록

국내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 표준을 확정함으로써 기존의 케이블망을 이용해서는 아날로그/디지털 방송을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디지털 방송을 수용하려면 각 가입자에게 인입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을 확장 대역의 동축 케이블로 교체

하거나 기존 동축 케이블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확장 동축 케이블을 포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도 2 는 종래에 제시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또다른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2 에 도시된 WDM-PON

의 구성은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망과 연결되어 방송망으로부터의 방송 신호와 IP 망으로부

터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 신호를 IP망으로 전달하

기 위한 OLT(21), OLT(21)로부터 받은 방송 및 통신 신호를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통신 신

호를 OLT(21)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ONU(22), OLT(21)로부터의 통신 신호(λ1 ~ λ32)와 방송 신호

(λ33 ~ λ64)를 ONT/ONU(22)로 WDM 역다중화하여 전달하는 WDM 역다중화기(23), ONT/ONU(22)로부터의 통신 신호

(λ1 ~ λ32)를 WDM 다중화하여 OLT(21)로 전달하는 WDM 다중화기(24)를 포함한다.

도 2 의 종래 기술의 경우는 각 가입자에게 통신용, 방송용 파장을 따로 제공하므로 대용량 데이터 통신 서비스 및 방송 서

비스가 가능하지만 도 1 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통합하여 전송하는 것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도 1의 실시예에 비해 두 배의 광 송신기를 가져야 하고 각 가입자는 통신용 파장 및 방송용 파장을 수신하기 위해 두

개의 광 수신기를 사용하야 한다. 이에 따라 WDM-PON 시스템의 가격이 상승하며 이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WDM-PON의 경우 파장의 수가 곧 수용 가능한 가입자의 수를 의미하는데 도 2의 경우 각 가입자

가 두 개의 파장을 사용하므로 WDM-PON에서 수용 가능한 가입자의 수가 도 1의 실시예에 비해 반으로 제한되는 문제점

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출원한 대한민국 특허 출원 제 2003-16373 호에서 파장분할 다중화 방식(WDM)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융합하여 전송하는 수동형 광 가입자망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도 3 에서 도시하고 있

다.

도 3 은 기존의 선출원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3 에 도시된 WDM-PON의 구

성은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여기서의 방송망은 디지털 방송을 의미한다.)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망과 연결되어 방

송망으로부터의 디지털 방송 신호와 IP 망으로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디지털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하

나의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 신호를 IP망으로 전달하기 위한 OLT(Optical Line

Terminal)(31), OLT(31)로부터 받은 디지털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를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의 통신 신호를 OLT(11)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ONU(Optical Network Terminal/Optical Network

Unit)(32), OLT(31)로부터의 디지털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λ1 ~ λ32)를 ONT/ONU(32)로 WDM 역다중화하여 전달하

는 WDM 역다중화기(33) 및 ONT/ONU(32)로부터의 통신 신호(λ1 ~ λ32)를 WDM 다중화하여 OLT(31)로 전달하는

WDM 다중화기(34)를 포함한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전송을 위하여 OLT(31)는 아날로그 방송 신호 증폭을 위한 광 증폭기(310),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디지털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와 결합하는 광 결합기(320)를 더 구비하고, 이에 따라 OLT(31)로부터의 방송 통신 신호를

아날로그 방송 신호(λA)와 디지털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λ1 ~ λ32 )로 분리하여 전송하는 광분파기(35), 광분파기(35)를

통해 분리된 아날로그 방송 신호(λA)를 광전 변환하는 광전 변환기(36), 변환된 전기적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각각의

ONT/ONU(32)에 분배하는 RF(Radio Frequency) 스플리터(Spliter)(37)를 더 포함하는 WDM-PON을 구성한다.

그 구성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OLT(31)는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방송 데이터를 스위칭하기 위한 방

송 스위치(311), 서비스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방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방송 채널 제어기(312), 통신 데이터를 상위 IP

망이나 ONT/ONU(32)로의 전송을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기(314)로의 방향을 스위칭하기 위한 제 1 이더넷 스위치(313),

통신 데이터와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다중화하는 통신/방송 다중화기(314),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의 채널

정보 데이터와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여 스위칭하기 위한 제 2 이더넷 스위치(315), 다중화된 통신

/방송 데이터를 전/광 변환하는 광 송신기(316), ONT/ONU(32)에서 전송된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통신 데이터를 수신

하여 광/전 변환하는 광 수신기(317), 광 변조된 파장별 신호들을 다중화하는 WDM 다중화기(318), ONT/ONU(32)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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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송된 광 신호를 파장별로 분리하는 WDM 역다중화기(319)를 포함한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의 전송을 위하여 아날로

그 방송 신호 증폭을 위한 광 증폭기(310),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디지털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와 결합하는 광 결합기

(32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ONT/ONU(32)는 OLT(31)에서 전송된 통신/방송 광 신호를 수신하여 광/전 변환하는 광 수신기(323), 통신 신호

와 디지털 방송 신호의 분리를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기(321),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

한 디지털 방송 선택 데이터와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통신 데이터를 합치기 위한 허브(hub) 스위치(322) 및 OLT(31)로 데

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전/광 변환하여 전송하는 광 송신기(324)를 포함한다.

도 3 에 도시된 WDM-PON의 동작을 살펴보면, 우선 하향으로의 전송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하향이라 함은 OLT(31)에

서 ONT/ONU(32)로의 전송을 의미한다.

우선, SO(Service Operator) 등으로부터 전달된 MPEG 디지털 방송 데이터는 방송 스위치(311)로 입력된다. 각 서비스

사용자는 시청하기를 원하는 TV 채널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TV 채널을 지정하는 신호를 방송 채널 선택 제어기

(312)가 방송 스위치로 전달하여, 각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을 선택하여 선택된 방송 채널 신호만 전달

되도록 제어한다. 이때, 각 서비스 사용자가 요구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은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최대 K 개의 디지털 방송

채널을 스위칭한다. 즉, 한 가정당 여러 대의 방송 수신기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는 WDM-PON의 스펙으로 전송

가능한 최대 디지털 방송 채널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위 IP 망에서 전송된 통신 데이터는 제 1 이더넷 스위치(313)에서 각 서비스 사용자 별로 스위칭되어 디지털 방

송 신호들과 함께 통신/방송 다중화기(314)로 입력된다. 통신/방송 다중화기(314)에서는 입력된 통신 및 방송 데이터를

TDM(time-division multiplexing), FDM(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채널로 다중

화한다.

그리고, 통신/방송 다중화기(314)에서 다중화된 통신 및 디지털 방송 데이터는 광 송신기(316)에서 전/광 변환되는데 각

각의 광 송신기(316)는 λ1 ~ λn의 고유한 송신 파장을 갖는다.

그리고, 광 변조된 통신/방송 데이터는 WDM 다중화기(318)에서 다중화된 후 광 증폭기(310)에서 증폭된 λA의 아날로그

방송 광 신호와 광 결합기(320)에서 결합된다.

그리고, 결합된 파장 다중화된 광신호는 광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데 수신부쪽의 광 분파기(35)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 광

신호(λA)가 분리된다. 그리고 λ1 ~ λn의 통신/방송 다중화 광신호는 WDM 역다중화기(33)에서 각 파장 별로 분리되어 각

ONT/ONU(32) 내의 광 수신기(323)에서 광/전 변환된다.

그리고, 광/전 변환된 통신/방송 다중화 신호는 통신/방송 역다중화기(321)에서 K개의 디지털 방송 채널과 통신 데이터로

역다중화된 후 서비스 사용자의 디지털 TV, 컴퓨터 등의 단말 장치로 전달된다.

그리고, 광 분파기(35)에서 분파된 아날로그 방송 광신호는 광 수신기(36)에서 광/전 변환된 후 RF(Radio Frequency) 스

플리터(37)에서 분파되어 각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전달된다.

한편, 상향으로의 전송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상향이라 함은 ONT/ONU(32)에서 OLT(31)로의 전송을 의미한다.

우선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OLT(31)로 전송되는 신호는 크게 원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을 시청하기 위한 방송 채널

선택 신호와 컴퓨터 등에서 생성된 IP 통신 데이터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ONT/ONU(32)내의 허브 스위치(322)에서

결합된 후 각 ONT/ONU(32) 별로 할당된 송신 파장으로 전/광 변환되어(324) WDM 다중화기(34)에서 다른 ONT/ONU

(32)들로부터 전송된 파장 신호들과 다중화된다.

그리고, 다중화된 WDM 광 신호는 광 케이블을 거쳐 OLT(31)로 전송되고, OLT(31) 내의 WDM 역다중화기(319)에서 각

파장 별로 분리된다.

그리고, 파장별로 분리된 각 파장 신호는 광 수신기(317)에서 광/전 변환된 후 제 2 이더넷 스위치(315)로 입력되는데, 이

스위치에서 방송 채널 선택 신호는 방송 채널 선택 제어기(312)로 스위칭하고 IP 통신 데이터는 IP 망과 연결된 제 1 이더

넷 스위치(313)으로 스위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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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송 채널 선택 제어기(312)로 입력된 신호는 방송 스위치(311)를 제어하는데 사용되고 제 1 이더넷 스위치(313)

로 전송된 신호는 상위 IP 망으로 전달된다.

이상의 기존의 선출원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에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과 분리를 위한 통신/방송 다중

화기(314)와 통신/방송 역다중화기(321)에 대한 상세한 구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범용의 프로토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방송 다중화기(314)와 통신/방송 역다중화기(321)에 대한 상세한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통신 서비스에 이더넷에 포함시켜 VoIP(Voice over IP)의 형태로 제공되던 음성 통화 서비스를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

스로 제공하는 TPS(triple play service)를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선출원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선택적 채널 선정 기법을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 서비스

를 융합하는 광가입자 네트웍 시스템에서 통신/방송을 전송 표준을 적용하여 다중화 역다중화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

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WDM-PON 기반의 FTTH 시스템에서 TPS를 구현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기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과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송

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LT(Optical Line Terminal)의 방송 스위치를

통해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방송 데이터를 입력받아 동기화 이더넷 프레임으로 전달하는 방송 데이터 입력부; 상기

OLT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가입자별로 전달되는 통신 데이터를 입력받아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달하는

통신 데이터 입력부; 및 전달된 상기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 및 상기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을 시간 분할 다중화된 동기화

이더넷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출력하는 동기화 이더넷 프레이머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융합되어 전송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여 가입자 장치

로 출력하기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의

광/전 변환부를 통해 입력된 동기화 이더넷 프레임을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인 방송 데이터와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인 통

신 데이터로 나누어 출력하는 동기화 이더넷 역프레이머; 상기 동기화 이더넷 역프레이머로부터 상기 통신 데이터를 전달

받아 상기 가입자 장치로 출력하는 통신 데이터 출력부; 및 상기 동기화 이더넷 역프레이머로부터 상기 방송 데이터를 받

아 각각의 채널별 방송 신호로 분리하여 출력하는 방송 데이터 출력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

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LT(Optical Line Terminal)의 방송 스위치로부터 전달된 각각의 가입

자별로 스위칭된 각각의 MPEG-TS 신호를 이더넷 MAC(Media Access Control) 프레임화하는 이더넷 MAC 프레이머;

및 상기 이더넷 MAC 프레이머로부터 전달된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과 상기 OLT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가입

자별로 전달되는 통신용 이더넷 MAC 프레임을 스위칭하여 전달하는 이더넷 MAC 스위치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융합되어 전송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여 가입자 장치

로 출력하기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의

광/전 변환부를 통해 입력된 이더넷 프레임을 통신용 이더넷 MAC 프레임과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이 분리하는 이더

넷 MAC 스위치; 및 상기 분리된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에서 각각의 MPEG-TS 데이터로 복원하여 출력하는 MAC 역

프레이머(DeFramer)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

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LT(Optical Line Terminal)의 방송 스위치로부터 전달된 각각의 가입

자별로 스위칭된 각각의 MPEG-TS 신호와 상기 OLT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가입자별로 전달되는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데이터화하는 IEEE 1394 LLC; 상기 IEEE 1394 LLC로부터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IEEE 1394 물리 장치; 및 상기 IEEE 1394 LLC에 연결되어 상기 각각의 MPEG-TS 신호와 상기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데이터화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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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융합되어 전송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여 가입자 장치

로 출력하기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로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입력받는 IEEE 1394 물리 장치; 상기 IEEE 1394 물리 장치를 통해 입력된 IEEE 1394 데이

터를 각각의 MPEG-TS 신호와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는 IEEE 1394 LLC; 및 상기 IEEE 1394 LLC에 연결되어 상기 입력

된 IEEE 1394 데이터를 상기 각각의 MPEG-TS 신호와 상기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음성 전송을 위한 음성 정합부를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

를 융합하여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LT(Optical Line Terminal)

의 방송 스위치로부터 전달된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각각의 MPEG-TS 신호와, 상기 음성 정합부로부터 전달된 음

성 신호와, 상기 OLT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가입자별로 전달되는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데이터화하는 IEEE

1394 LLC; 상기 IEEE 1394 LLC로부터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IEEE 1394 물리 장치; 및 상기 IEEE

1394 LLC에 연결되어 상기 각각의 MPEG-TS 신호, 상기 음성 신호 및 상기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데이터화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음성 전송을 위한 음성 정합부를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융합되어 전송된 디지털 방송 데이

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여 가입자 장치로 출력하기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

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로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입력받는 IEEE 1394 물리 장치; 상기 IEEE 1394

물리 장치를 통해 입력된 IEEE 1394 데이터를 각각의 MPEG-TS 신호, 음성 신호 및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는 IEEE 1394

LLC; 및 상기 IEEE 1394 LLC에 연결되어 상기 입력된 IEEE 1394 데이터를 상기 각각의 MPEG-TS 신호, 상기 음성 신

호 및 상기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

서는 비록 다른 도면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 및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

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기존에 출원된 대한민국 특허 출원 제 2003-16373 호에서 파장분할 다중화 방식(WDM)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융합하여 전송하는 수동형 광 가입자망을 예시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를 위한

것으로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통신/방송 융합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PON 구조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도 4a 내지 도 4b 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 및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1 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의 제 1 실시예 구성도로 본 발명에 따른 제 1 실시예는 통신/방송 다중화를 위

해 동기화 이더넷을 이용한다.

여기서 동기화 이더넷을 위한 데이터 구조는 도 5에서 도시한다. 도 5를 통해 동기화 이더넷의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면, 비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502) 및 다수의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501)들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동기화

이더넷은 MPEG-TS 등의 실시간 처리를 요하는 데이터(MPEG-TS등의 Multi-Media data)와 함께 기존의 통신 데이터

(Ethernet데이터+Control데이터)를 전송 할 때, 일정한 사이클(Cycle)에 실시간 처리를 요하는 데이터를 동기화시켜 전

송함으로써 실시간 처리를 요하는 데이터의 지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동기화 이더넷은 IEEE 802.3을

만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더넷용 물리 계층(Physical Layer)를 그대로 이용하여 본 발명에서와 같은 통신/방송 서비스의

수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방송의 경우 K개의 방송채널은 기존의 830 옥텟(Octet)의 크기를 갖는 다수의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501)으로 프레

임화된다. 이러한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501)은 최대 16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통신 데이터는 일반적인 이더넷 데이터

인 비동기 데이터 프레임(502)으로 1사이클(8kHz)을 구성한다. 이 사이클은 매 125us마다 동기화되며 동기화 데이터 프

레임을 우선으로 전송한다. 따라서 방송 서비스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전송이 가능하다. OLT로부터 ONT로의 하향의 경우

물리적인 구성은 전술한 802.3을 따르며 ONT로부터 OLT로의 상향은 방송데이터를 제외한 제어(control) 데이터

(zapping, NMS/EMS)를 포함하는 이더넷 데이터만이 전송된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의 제 1 실시예 구성도는 방송 스위치(311)를 통해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방송 데이터를 입력받아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으로 입력하는 방송 데이터 입력부(401), 제 1 이더넷

등록특허 10-0640475

- 7 -



스위치(313)를 통해 전달된 통신 데이터를 입력받아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으로 입력하는 통신 데이터 입력부(402) 및

입력된 데이터를 시간 분할 다중화된 동기화 이더넷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출력하는 동기화 이더넷 프레이머(403)를 포함

한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1 실시예 구성도는 광/전 변환부(323)를 통해 입력

된 동기화 이더넷 프레임을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인 방송 데이터와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인 통신 데이터로 나누어 출력

하는 동기화 이더넷 역프레이머(404), 동기화 이더넷 역프레이머(404)로부터 통신 데이터를 받아 출력하는 통신 데이터

출력부(405) 및 동기화 이더넷 역프레이머(404)로부터 방송 데이터를 받아 각각의 채널별 방송 신호로 분리하고 이를 각

각의 사용자 장치로 출력하는 방송 데이터 출력부(406)를 포함한다.

도 6a 내지 도 6b 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 및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2 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6a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의 제 2 실시예 구성도로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는 통신/방송 다중화를 위

해 이더넷 MAC 프레이머를 이용한다.

우선, 방송신호를 이더넷 MAC 프레임에 수용하는 과정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

(314)의 이더넷 MAC 프레이머(601)는 방송 스위치(311)로부터 전달된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각각의 MPEG-TS

신호에 소스 주소(Source Address)와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를 부여하여 이더넷 MAC 프레임 안에 MPEG-

TS 신호를 프레임화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프레임화된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은 통신/방송 다중화기(314) 내에 있는

이더넷 MAC 스위치(602)의 입력으로 받아들여지며 제 1 이더넷 스위치(313)를 통해 전달되는 통신용 이더넷 MAC 프레

임도 이더넷 MAC 스위치(602)의 입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때 각각의 MPEG-TS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소스 주소와 목적지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멀티 채널의 수용이 가능하게 된

다. 즉 서로 다른 소스 주소로 전송을 위한 여러 채널을 구별하고, 서로 다른 목적지 주소를 통해 사용자 장치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더넷 MAC 스위치(602)에서는 입력된 통신용 이더넷 MAC 프레임과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 중 방송용 이더

넷 MAC 프레임에 우선권(Priority)를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스위칭하며 스위칭된 데이터는 출력용 물리 장치(603)를 거쳐

전/광 변환기(316)에서 광변환된다.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2 실시예 구성도로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는 통신/방송 역다중화

를 위해 이더넷 MAC 역프레이머를 이용한다.

ONT 측으로 전달된 통신/방송 융합 데이터는 통신/방송 역다중화기(321)를 통해 역다중화되는데, ONT 측의 통신 방송

역다중화기(321)는 이더넷 MAC 스위치(604)에서 소스 주소와 목적지 주소에 따라 통신용 이더넷 MAC 프레임과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이 분리되며,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은 MAC 역프레이머(DeFramer)(605)에서 MPEG-TS 데이

터로 복원되어 출력된다.

한편, ONT로부터 OLT로의 상향은 방송 데이터를 제외한 재핑(zapping) 신호와 NMS/EMS를 포함하는 이더넷 데이터 만

이 전송된다.

도 7a 내지 도 7b 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 및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3 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7a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의 제 3 실시예 구성도로 본 발명에 따른 제 2 실시예는 통신/방송 다중화를 위

해 IEEE 1394 전송을 이용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IEEE 1394는 이론적으로 IEEE 1394a의 경우 최대 400Mbps, IEEE 1394b는 최대

3.2Gbps까지 지원되며 하위호환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IEEE 1394 전송을 위한 데이터 구조는 도 8과 같다. 도 8에 따르면, IEEE 1394의 하나의 프레임은 125us의 사

이클을 가지며 방송용 MPEG-TS 전송에 적합한 등시성 데이터(isochronous data)(802)와 통신 데이터 및 제어(control)

신호의 전송에 적합한 비동기 데이터(asynchronous data)(803)의 두 가지 데이터 형식을 지원한다. 방송의 멀티 채널

(multi channel)에 대한 수용은 IEEE 1394의 125us의 전송 사이클 내에 다수의 등시성 데이터 패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최대 64 채널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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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IEEE 1394를 이용한 방송/통신 다중화기는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송 스위치(311)로부터의 k개의 디지털

방송 채널과 제 1 이더넷 스위치(313)로부터의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전송 프레임으로 변환시켜 파장분할 다중화하

여 ONT측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IEEE 1394b LLC(Link Layer Controller)(701), IEEE 1394b 물리 장치

(PHY)(703) 및 제어부(702)를 포함한다.

도 7b 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3 실시예 구성도로 본 발명에 따른 제 3 실시예는 통신/방송 역다중화

를 위해 IEEE 1394 전송을 이용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IEEE 1394를 이용한 ONT측의 통신/방송 역다중화기는 IEEE 1394b 물리 장치(704), IEEE 1394b

LLC(705) 및 제어부(706)를 포함한다.

그 동작을 살펴보면, WDM 역다중화기(33)를 통해 전달받은 ONT별 광 전송 데이터를 수신한 IEEE 1394b 물리 장치

(704)는 이를 광/전 변환하여 IEEE 1394b LLC(705)로 전달한다. 그리고 IEEE 1394b LLC(705)는 제어부(706)의 제어

에 의해 전달된 IEEE 1394 전송 데이터에서 각각의 패킷별 데이터를 구분하여 통신과 방송을 나누어 전송한다.

한편, ONT로부터 OLT로의 상향은 방송 데이터를 제외한 재핑(zapping) 신호와 NMS/EMS를 포함하는 이더넷 데이터 만

이 전송된다.

이와 같은 IEEE 1394를 지원하는 다중화/역다중화기의 실제 구현 시에는 IEEE 1394를 지원하는 다양한 상용 칩 중 IEEE

1394b 표준으로 출력이 가능한 물리 장치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인터페이스(multimedia data stream interface)

가 가능한 IEEE 1394 LLC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IEEE 1394 LLC는 일정 개수의 제어가 가능한 버퍼(buffer)와 데이터

인터페이스(data interface)를 가지도록 설계된다.

도 9a 내지 도 9b 는 본 발명에 따른 통신/방송 다중화기 및 통신/방송 역다중화기의 제 3 실시예에서 TPS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변형된 제 4 실시예 구성도이다.

일반적으로 TPS 서비스 구현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더넷 프레임에 방송, 통신 및 음성의 세 가지 데이터를 모두 실

어서 전송하는 방법과 독립된 채널을 통해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고 통신 데이터에 음성 데이터를 포함시켜

전송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첫번째 방법의 경우는 방송과 음성을 이더넷 프레임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신호 전송의 품질 및 실시간성의 보장을

위해 많은 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실제 구현시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우선 순위를 통한 품질 보장 방법은 방송

과 음성 간의 전송 품질 저하를 초래하며 한정된 이더넷 자원에 방송과 음성 및 통신을 모두 다 수용하기 때문에 대역폭 저

하와 전송 품질 저하라는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두번째 방법의 경우는 방송을 독립된 채널로 전송하고, 통신 및 음성을 이더넷에 실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독립 전송에 따른 통신과 음성 전송의 대역폭의 확보가 가능하나 방송의 송수신을 위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음성 전송을

이더넷화한다는 점에서 실시간 서비스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TPS 서비스를 위해서 IEEE 1394 다중화/역다중화 장치를 이용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도 10 은 본 발명에 따른 TPS 서비스를 위한 IEEE 1394 데이터 구조의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도시된 바에 따르면, 도 8에서와 같이 125us의 사이클을 가지며 등시성 데이터와 비동기 데이터의 두 가지 데이터 형식을

지원한다. 여기서, 등시성 데이터는 실시간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에 적합한 전송 형식으로 전송 타이밍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전송시 비동기 데이터보다 우선적으로 전송되며, 최대 80% 까지 자원의 할당이 가능하다. 반면에 비동

기 데이터는 최소 20% 의 자원을 할당받으면서 전송 품질을 고려한다.

또한 등시성 데이터와 비동기 데이터의 경우 하나의 전송 사이클 즉 125us 내에서 다수의 채널 할당이 가능하다. 따라서

방송 데이터의 경우 등시성 데이터로써 등시성 데이터 패킷(1003)에 할당되고, 통신 데이터 및 제어 데이터는 비동기 데이

터 패킷(1004)에 할당된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경우는 그 성격이 방송 데이터와 유사하기 때문에 등시성 데이터 패킷의

한 채널(1002)에 할당하여 전송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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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는 본 발명에 따른 TP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형된 제 4 실시예에 따른 방송/통신 다중화기는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송 스위치(311)로부터의 k개의 디지털 방송 채널과 제 1 이더넷 스위치(313)로부터의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전송 프레임으로 변환시켜 파장분할 다중화하여 ONT측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IEEE 1394b LLC

(Link Layer Controller)(901), IEEE 1394b 물리 장치(PHY)(903) 및 제어부(902)를 포함한다. 그리고 음성 전송을 위한

음성 정합부(91)를 OLT에 포함시키고 IEEE 1394b LLC(Link Layer Controller)(901)는 음성 정합부(91)로부터 음성 데

이터를 전달받아 도 10의 IEEE 1394 데이터 구조로 다중화한다. 여기서, 제어부(902)는 IEEE 1394b LLC(901)와 연결

되어 방송 데이터의 흐름 제어, 통신 데이터의 경로 제공, 음성 데이터의 전송 처리 및 제어 신호 처리(channel zapping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 9b 는 본 발명에 따른 TP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형된 제 4 실시예에 따른 통신/방송 역다중화기는 도 9b에 도시

된 바와 같이, IEEE 1394를 이용한 ONT측의 통신/방송 역다중화기는 IEEE 1394b 물리 장치(904), IEEE 1394b LLC

(905) 및 제어부(906)를 포함한다.

그 동작을 살펴보면, WDM 역다중화기(33)를 통해 전달받은 ONT별 광 전송 데이터를 수신한 IEEE 1394b 물리 장치

(904)는 이를 광/전 변환하여 IEEE 1394b LLC(905)로 전달한다. 그리고 IEEE 1394b LLC(905)는 제어부(906)의 제어

에 의해 전달된 IEEE 1394 전송 데이터에서 각각의 패킷별 데이터를 구분하여 통신, 방송 및 음성을 나누어 전송한다. 여

기서, 제어부(906)는 IEEE 1394b LLC(905)와 연결되어 방송 데이터의 흐름 제어, 통신 데이터의 경로 제공, 음성 데이터

의 전송 처리 및 제어 신호 처리(channel zapping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ONT로부터 OLT로의 상향은 방송 데이터를 제외한 재핑(zapping) 신호와 NMS/EMS를 포함하는 이더넷 데이터 만

이 전송된다.

이와 같은 IEEE 1394를 지원하는 다중화/역다중화기의 실제 구현 시에는 IEEE 1394를 지원하는 다양한 상용 칩 중 IEEE

1394b 표준으로 출력이 가능한 물리 장치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트림 인터페이스(multimedia data stream interface)

가 가능한 IEEE 1394 LLC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IEEE 1394 LLC는 일정 개수의 제어가 가능한 버퍼(buffer)와 데이터

인터페이스(data interface)를 가지도록 설계된다.

이상의 도 7 내지 도 10의 IEEE 1394b 전송에 있어서는 IEEE 1394b 물리 장치(703, 704, 903, 904)는 광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 WDM-PON용 광원에 직접 데이터의 전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전 변환부 또는 전광 변환부가 필요없게 된다.

또한, 이상의 도 7 내지 도 10의 IEEE 1394b 전송에 있어서는 방송의 경우 멀티 채널의 수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수용

방법은 IEEE 1394의 125us의 전송 사이클 내에 다수의 등시성 채널의 수용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다. 이때, 최대 전송

용량을 400Mbps로 설계할 경우 통신 데이터를 위해 100Mbps의 비동기 전송 자원을 할당한다면, 등시성 전송 자원은 최

대 300Mbps의 용량이 되고 행당 용량은 다양한 길이의 등시성 데이터 패킷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Mbps의 방송 채널은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27Mbps의 방송 채널의 경우 한 가입자에게 11개까지 별

도의 채널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 음성의 경우 실제 데이터의 용량은 2~3Mbps 정도로 방송과 통신 데이터와 비교하

면 그리 많은 대역폭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

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선택적 채널 선정 기법을 이용하여 방송과 통신 서비스를 융합하는 광가입자 네트웍 시스템에서

통신/방송을 다중화함에 있어서, 일반화 되어있는 물리적 전송표준을 따름으로서 저가격의 WDM-PON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TPS 서비스의 구현을 위하여 IEEE 1394 표준 전송 프로토콜을 이용함으로써, 방송 및 음성 신호의 품질

보장과 통신 신호의 대역폭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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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에 있어

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LT(Optical Line Terminal)의 방송 스위치를 통해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방송 데

이터를 입력받아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달하는 방송 데이터 입력부;

상기 OLT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가입자별로 전달되는 통신 데이터를 입력받아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달

하는 통신 데이터 입력부; 및

전달된 상기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 및 상기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을 시간 분할 다중화된 동기화 이더넷 프레임으로 구성

하여 출력하는 동기화 이더넷 프레이머를 포함하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화 이더넷 프레이머는

상기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상기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에 비해 우선권을 부여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

청구항 3.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융합되어 전송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여 가입자 장치로 출력하기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의 광/전 변환부를 통해 입력된 동기화 이더넷 프레임을

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인 방송 데이터와 비동기화 데이터 프레임인 통신 데이터로 나누어 출력하는 동기화 이더넷 역프레

이머;

상기 동기화 이더넷 역프레이머로부터 상기 통신 데이터를 전달받아 상기 가입자 장치로 출력하는 통신 데이터 출력부; 및

상기 동기화 이더넷 역프레이머로부터 상기 방송 데이터를 받아 각각의 채널별 방송 신호로 분리하여 출력하는 방송 데이

터 출력부를 포함하는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4.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에 있어

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LT(Optical Line Terminal)의 방송 스위치로부터 전달된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각

각의 MPEG-TS 신호를 이더넷 MAC(Media Access Control) 프레임화하는 이더넷 MAC 프레이머; 및

상기 이더넷 MAC 프레이머로부터 전달된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과 상기 OLT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가입자

별로 전달되는 통신용 이더넷 MAC 프레임을 스위칭하여 전달하는 이더넷 MAC 스위치를 포함하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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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 MAC 프레이머는,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LT(Optical Line Terminal)의 방송 스위치로부터 전달된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각

각의 MPEG-TS 신호에 소스 주소(Source Address)와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를 부여함으로써 상기 이더넷

MAC 프레임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MPEG-TS 신호에 대해 서로 다른 소스 주소와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를 부여함으로써 상기 각

각의 가입자에 대해 멀티 채널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

청구항 7.

제 4 항 내지 제 6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 MAC 스위치는,

입력된 상기 통신용 이더넷 MAC 프레임과 상기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 중 상기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에 우선

권(Priority)를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스위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

청구항 8.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융합되어 전송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여 가입자 장치로 출력하기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의 광/전 변환부를 통해 입력된 이더넷 프레임을 통신용

이더넷 MAC 프레임과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이 분리하는 이더넷 MAC 스위치; 및

상기 분리된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에서 각각의 MPEG-TS 데이터로 복원하여 출력하는 MAC 역프레이머

(DeFramer)를 포함하는 통신/방송 역다중화기.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 MAC 스위치는,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의 광/전 변환부를 통해 입력된 이더넷 프레임을 각각의

프레임별 소스 주소 및 목적지 주소에 따라 통신용 이더넷 MAC 프레임과 방송용 이더넷 MAC 프레임이 분리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역다중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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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송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에 있어

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LT(Optical Line Terminal)의 방송 스위치로부터 전달된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각

각의 MPEG-TS 신호와 상기 OLT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가입자별로 전달되는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데이터

화하는 IEEE 1394 LLC;

상기 IEEE 1394 LLC로부터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IEEE 1394 물리 장치; 및

상기 IEEE 1394 LLC에 연결되어 상기 각각의 MPEG-TS 신호와 상기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데이터화하도록 제어하

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IEEE 1394 LLC는,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각각의 MPEG-TS 신호를 상기 IEEE 1394 등시성 데이터 패킷으로, 상기 가입자별로 전달

되는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비동기 데이터 패킷으로 하여 IEEE 1394 데이터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다

중화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IEEE 1394 물리 장치는,

상기 IEEE 1394 LLC로부터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광신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

청구항 13.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융합되어 전송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여 가입자 장치로 출력하기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로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입력받는 IEEE 1394 물

리 장치;

상기 IEEE 1394 물리 장치를 통해 입력된 IEEE 1394 데이터를 각각의 MPEG-TS 신호와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는 IEEE

1394 LLC; 및

상기 IEEE 1394 LLC에 연결되어 상기 입력된 IEEE 1394 데이터를 상기 각각의 MPEG-TS 신호와 상기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14.

등록특허 10-0640475

- 13 -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IEEE 1394 LLC는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IEEE 1394 물리 장치를 통해 입력된 IEEE 1394 데이터의 IEEE

1394 등시성 데이터 패킷을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각각의 MPEG-TS 신호로, IEEE 1394 데이터의 IEEE 1394 비

동기 데이터 패킷을 상기 가입자별로 전달되는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15.

제 13 항 또는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IEEE 1394 물리 장치는,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로 광 신호로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IEEE 1394 LLC로부터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16.

음성 전송을 위한 음성 정합부를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여 전송

하기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LT(Optical Line Terminal)의 방송 스위치로부터 전달된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각

각의 MPEG-TS 신호와, 상기 음성 정합부로부터 전달된 음성 신호와, 상기 OLT의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상기 가입자별

로 전달되는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데이터화하는 IEEE 1394 LLC;

상기 IEEE 1394 LLC로부터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IEEE 1394 물리 장치; 및

상기 IEEE 1394 LLC에 연결되어 상기 각각의 MPEG-TS 신호, 상기 음성 신호 및 상기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데이

터화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IEEE 1394 LLC는,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각각의 MPEG-TS 신호와 상기 음성 신호를 상기 IEEE 1394 등시성 데이터 패킷으로, 상기

가입자별로 전달되는 통신 데이터를 IEEE 1394 비동기 데이터 패킷으로 하여 IEEE 1394 데이터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

청구항 18.

제 16 항 또는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IEEE 1394 물리 장치는,

상기 IEEE 1394 LLC로부터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광신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다중화 장치.

등록특허 10-0640475

- 14 -



청구항 19.

음성 전송을 위한 음성 정합부를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서 융합되어 전송된 디지털 방송 데이터와 통신 데이터

를 분리하여 가입자 장치로 출력하기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로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입력받는 IEEE 1394 물

리 장치;

상기 IEEE 1394 물리 장치를 통해 입력된 IEEE 1394 데이터를 각각의 MPEG-TS 신호, 음성 신호 및 통신 데이터로 분

리하는 IEEE 1394 LLC; 및

상기 IEEE 1394 LLC에 연결되어 상기 입력된 IEEE 1394 데이터를 상기 각각의 MPEG-TS 신호, 상기 음성 신호 및 상

기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IEEE 1394 LLC는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상기 IEEE 1394 물리 장치를 통해 입력된 IEEE 1394 데이터의 IEEE

1394 등시성 데이터 패킷을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된 각각의 MPEG-TS 신호 및 상기 음성 신호로, IEEE 1394 데이

터의 IEEE 1394 비동기 데이터 패킷을 상기 가입자별로 전달되는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

청구항 21.

제 19 항 또는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IEEE 1394 물리 장치는,

상기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로 광 신호로 전달된 IEEE 1394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IEEE 1394 LLC로부터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신/방송 역다중화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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