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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파장 주입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가입자망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파장 주입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고가의 외부 변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파장 주입 광원을 직접 변조하여 상/하향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경제적인 WDM-PON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도파로형 회절 격자의 파장 대역과 동일한 다중화된 신호를 생성하여 사용하므로 도파로형

회절 격자의 온도를 제어하여 파장 대역을 조절함으로써 전송 링크로 유도되는 파장분할다중화된 신호의 파장 대역을 제

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광원의 파장 선택성 및 파장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본 발명은 중앙 기지국과 지역 기지

국에 위치한 각 한 개의 도파로형 회절 격자를 이용하여 상/하향 전송 신호를 동시에 다중화/역다중함으로써 파장분할다중

방식 광 가입자망에서 사용되는 도파로형 회절 격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한 가닥의 전송 광섬유를 사용하여 상/하

향 신호를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사용되는 광섬유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

입자망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 망, WDM-PON, 파장 주입 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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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대한 예시도,

도 2a는 도파로형 회절격자의 자유 스펙트럼 간격으로 위치하여 서로 구별되는 다중화된 상향신호 및 다중화된 하향신호

에 대한 스펙트럼,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시스템의 중앙 기지국 및 가입자 장치에 구비된 파장분할다중화

기에 의해 다중화 및 역다중화된 스펙트럼,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대한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대한 예시도,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구비된 광대역 브래그 격

자의 통과 특성을 나타낸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장분할다중방식(WDM: Wavelength-Division-Multiplexed) 수동형 광 가입자망(PON: Passive Optical

Network)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파장 주입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파장분할다중방식(WDM) 수동형 광 가입자망(PON)은 각 가입자에게 부여된 고유의 파장을 이용하여 초고속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WDM-PON은 통신의 비밀 보장이 확실하고 각 가입자가 요구하는 별도의 통신서비스 또는 통

신용량의 확대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또한 WDM-PON은 새로운 가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가입자에게 부여될

고유의 파장만을 추가하면 된다. 따라서 WDM-PON은 가입자의 수를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WDM-PON은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WDM-PON을 구성하는 중앙기지

국(CO: Central Office)과 각 가입자장치(subscriber)들이 특정 발진 파장의 광원과 그 광원의 파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부

가적인 파장 안정화회로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광원과 파장 안정화회로는 WDM-PON 가입자들에게 높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DM-PON의 실용화를 위해 경제적인 WDM 광원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WDM-PON에 적용되는 WDM 광원의 예로는 분산 궤환 레이저(distributed feedback laser: DFB laser), 분

산 궤환 레이저 어레이(distributed feedback laser array: DFB laser array), 다파장 레이저(multi-frequency laser:

MFL), 극초단 펄스 광원(picosecond pulse light source) 등이 있다.

상기와 같은 종래의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분산 궤환 레이저 어레이'와 '다파장 레이저'는 제작 과정이 복잡하며 WDM을 위해 광원의 정확한 파장 선택성과 파장 안

정화가 필수적인 고가의 소자들이다. 따라서 '분산 궤환 레이저 어레이'와 '다파장 레이저'는 경제적인 WDM-PON의 구현

에 부적합하다.

'극초단 펄스 광원'은 광원의 스펙트럼 대역이 매우 넓고 가간섭성(coherent)이 있으나 발진되는 스펙트럼의 안정도가 낮

고 펄스의 폭이 수 ps에 불과하여 구현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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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에는 파장 선택성과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으며 파장 관리가 용이한 '스펙트럼 분할 방식 광원(spectrum-sliced

light source)'과 비간섭성 광에 파장 잠김된 '페브리-페롯 레이저(mode-locked Fabry-Perot laser with incoherent

light)' 및 '주입된 광 신호의 파장을 이용한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wavelength-seeded reflective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를 경제적인 파장분할다중방식용 광원으로 이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펙트럼 분할 방식 광원'은 광원을 대신하여 광섬유 증폭기에서 생성되는 자연 방출광(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light: ASE light)을 스펙트럼 분할함으로써 많은 수의 파장 분할된 고출력 채널들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펙

트럼 분할 방식 광원'은 채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LiNbO3 변조기와 같은 고가의 외부 변조기를 별도로

사용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경제적인 WDM-PON의 구현에 부적합한 단점이 있다.

'비간섭성 광에 파장 잠김된 페브리-페롯 레이저'와 '주입된 광 신호의 파장을 이용한 반사형 반도체 광원'과 같은 '파장 주

입 광원(WAVELENGTH-SEEDED LIGHT SOURCE)'은 광 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 신호의 파장과 동일하며 전송할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된 광 신호를 출력한다. 이러한 '파장주입광원'은 보다 경제적이며 성능이 우수한 광원으로 제안되

었으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한편, '스펙트럼 분할 방식 광원'에서 생성된 스펙트럼 분할된 비간섭성 광 신호를 '페브리-페롯 레이저'에 주입하면 '페브

리-페롯 레이저'는 주입된 광신호의 파장에 잠김된 광 신호를 출력하게 되며, 동시에 페브리-페롯 레이저를 데이터 신호에

따라 직접 변조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스펙트럼 분할 방식 광원'에서 생성된 스펙트럼 분할된 비간섭성 광 신호를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에 주입하면

주입된 광신호가 증폭되어 재출력 되며, 동시에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를 데이터 신호에 따라 직접 변조함으로써 보다

고속으로 변조된 고출력 광 신호를 경제적으로 생성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광원들을 이용하여 상/하향 데이터를 전송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을 구현할 경우 수동형 광 가

입자 망을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파장 주입 광원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파장분할다중방식 수

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의 중앙 기지국은

하향 파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1 광대역 광원과, 상기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에 포함된 상향 파

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2 광대역 광원과; 제1 광대역 광원 및 제2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는 광

대역 신호와 상/하향 광 신호를 분기/결합하기 위한 2*2 광 분배기와; 상기 제1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를

스펙트럼 분할함과 동시에 상/하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1*N 다중화/역다중화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 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하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된 하향 광 신호를 출력

하는 파장 주입 광원 광원과; 상향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검출하기 위한 광 수신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와 상/

하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하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의 중앙 기지국은

하향 파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1 광대역 광원과, 상기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에 포함된 상향 파

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2 광대역 광원과, 상기 제1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를 스

펙트럼 분할함과 동시에 상/하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N*N 다중화/역다중화기와, 상기 제1 광대역 광원

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를 상기 N*N 다중화/역다중화기로 입력하고 상기 N*N 다중화/역다중화기에서 출력되는 다중

화된 하향 광 신호를전송 광섬유로 입력하는 제1 광 환형기와; 상기 제2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된 광대역 신호를 전송 광섬

유로 입력하고 상기 지역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다중화된 상향 광 신호를 N*N 다중화/역다중화기로 입력하는 제2 광

환형기와; 상기 제1 광 환형기로부터 입력되는 다중화된 하향 광 신호와 제2 광 환형기로부터 입력되는 광대역 신호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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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역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다중화된 상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와; 상기 스펙트

럼 분할된 광 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 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하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된 하향 광 신

호를 출력하는 파장 주입 광원 광원과; 상향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검출하기 위한 광 수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의 중앙 기지국은

하향 파장 주입 광원 및 상향 파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광대역 광원과; 상기 광대역 광원

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 중에서 하향 광 신호의 파장 대역 부분은 통과시키며 상향 광 신호의 파장 대역 부분은 반사하

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와; 상기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광섬유 브래그 격자로 출력하고

다중화된 하향 광 신호를 입력 받아 전송 광섬유로 출력하며 다중화된 상향 광 신호를 입력받아 N*N 다중화/역다중화기로

출력하는 광 환형기와; 상기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통과한 하향 광 신호의 파장 대역과 동일한 광대역 신호를 입력받아 스

펙트럼 분할함과 동시에 상/하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N*N 다중화/역다중화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 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하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된 하향 광 신호를 출력

하는 파장 주입 광원 광원과; 상향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검출하기 위한 광 수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 상기 지역 기지국은 상기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에 포함된 상향 파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기 중앙 기지국에서 생성되어 전송되는 광대역 신호를 스펙트럼 분할하며 동시에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다중화된 하향 광 신호를 역다중화하고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상향 광신호를 다중화하기 위한 1*N 다중화/역

다중화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가입자 장치는 상기 지역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스펙트럼 분할된 광신호와 상/하향 광신호를 다중화/역다중

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와, 하향 광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광수신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신호를 주입받아 주

입된 광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상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된 상향 광신호를 출력하는 상향 파장 주입 광

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 때,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1에는 상하향

광원으로써 파장 주입 광원을 이용한 WDM-PON의 예가 도시되어 있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은 광섬유(400a)를 통해 중앙 기지국(100a)과 지역 기지국(200a)이 연결되

고, 또 다른 광섬유들(500a)을 통해 지역 기지국(200a)과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300a)이 연결된다.

이 때, 중앙 기지국(100a), 지역 기지국(200a) 및 가입자 장치들(300a) 각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중앙 기지국(100a)은 출력되는 광신호의 파장 대역이 서로 다른 2개의 광대역 광원(광대역 광원1(150a) 및 광대역 광원2

(160a))과, 2*2 광 분배기(170a),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a), 상향 광수신기(optical receiver: Rx)(120a), 파장이 서로

다른 상하향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 WDM)(WD_MUX #

1)(130a) 및 다중화된 상향 신호를 역다중화하고 하향 신호들을 다중화하기 위한 1*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a)를 포함

한다.

지역 기지국(remote node: RN)(200a)은 다중화된 하향 신호를 역다중화하고 상향 신호들을 다중화하기 위한 1*N 도파

로형 회절 격자(210a)를 포함한다.

가입자 장치(subscriber)(300a)는 하향 광수신기(320a), 상향 파장 주입 광원(310a) 및 파장이 서로 다른 상하향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2)(330a)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의 WDM-PON은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먼저, 하향 전송의 경우에 대한 WDM-PON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중앙 기지국(100a)의 광대역 광원1(150a)은 광대역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고 그 광대역 신호는 2*2 광 분배기(170a)를

통해 1*N 도파로형 회절격자(140a)에 입력되고 1*N 도파로형 회절격자(140a)에서 스펙트럼 분할된다. 1*N 도파로형 회

절격자(140a)에서 스펙트럼 분할된 각 채널들은 다수의 파장분할다중화기(130a)들을 통하여 각각의 하향 파장 주입 광원

(110a)에 주입된다. 그러면,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a)은 상기 파장분할다중화기(130a)를 통해 주입된 채널과 동일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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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가지며 전송할 하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된 광 신호를 출력하고,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a)에서 출력된 각각의

하향 신호는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1)(130a)를 통해 1*N 도파로형 회절격자(140a)에 재입력되어 다중화된다.

그리고 상기 다중화된 하향신호는 2*2 광 분배기(170a)를 통하여 전송 광섬유(400a)에 입력되어 지역 기지국(200a)으로

전송된다.

이와 같이 지역 기지국(200a)으로 전송된 다중화된 하향 신호는 지역 기지국(200a)의 1*N 도파로형 회절 격자(210a)에

입력/역다중화된다. 상기 역다중화된 하향 신호는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에 연결된 전송 광섬유(500a)를 통해 가입자 장치

(300a)들에게 전송된다.

상기 전송 광섬유(500a)를 통해 가입자 장치(300a)들에게 전송된 하향 신호는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2)(330a)를

통하여 하향 광수신기(320a)에 입력되어 전기 신호로 검출된다.

한편, 상향 전송의 경우에 대한 WDM-PON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중앙 기지국(100a)의 광대역 광원2(160a)는 광대역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고 그 광대역 신호는 2*2 광 분배기(170a)를

통해 전송 광섬유(400a)에 입력되고, 전송 광섬유(400a)를 거쳐 지역 기지국(200a)의 1*N 도파로형 회절격자(210)로 전

송된다. 그러면 1*N 도파로형 회절격자(210a)는 그 광대역 신호를 스펙트럼 분할한 후 스펙트럼 분할된 각 채널을 전송

광섬유(500a)를 통해 가입자 장치(300a)에게 전송한다. 이와 같이 가입자 장치(300a)에 전송된 스펙트럼 분할된 채널은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2)(330a)를 통하여 상향 파장 주입 광원(310a)에 주입된다.

그러면 상향 파장 주입 광원(310a)은 주입된 스펙트럼 분할된 채널과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상향 데이터에 따라 직

접 변조된 광 신호를 출력한다.

상향 파장 주입 광원(310a)에서 출력된 상향 신호는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2)를 통하여 지역 기지국(500a)으로

전송되며, 지역 기지국(500a)으로 전송된 각각의 상향 신호는 1*N 도파로형 회절 격자(210a)에 재입력되어 다중화된다.

그리고 상기 다중화된 상향 신호는 전송 광섬유(400a)에 통해 중앙 기지국(100a)으로 전송된다. 중앙 기지국(100a)으로

전송된 다중화된 상향 신호는 2*2 광 분배기(170a)를 통하여 1*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a)에 입력된 후 역다중화된다.

그리고 1*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a)에서 역다중화된 각 상향 신호들은 파장 분할다중화기(WD_MUX#1)(130a)를 통하

여 상향 광수신기(120a)에 입력된 후 전기 신호로 검출된다.

이 때, 중앙 기지국(100a)에 위치한 1*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a)는 한 개의 단자로 입력되는 다중화된 상향 신호를 역

다중화한 후 그 역다중화된 신호를 N개의 단자로 각각 출력함과 동시에 N개의 단자로 입력되는 각각의 하향 신호를 다중

화한 후 그 다중화된 신호를 한 개의 단자로 출력한다. 또한, 지역 기지국(200a)에 위치한 1*N 도파로형 회절 격자(210a)

는 한 개의 단자로 입력되는 다중화된 하향 신호를 역다중화한 후 그 역다중화된 신호를 N개의 단자로 각각 출력함과 동시

에 N개의 단자로 입력되는 각각의 상향 신호를 다중화한 후 그 다중화된 신호를 한 개의 단자로 출력한다. 이러한 동작은

도파로형 회절 격자의 대역 통과 특성이 자유 스펙트럼 간격에 따라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다.

도 2a는 도파로형 회절격자의 자유 스펙트럼 간격으로 위치하여 서로 구별되는 다중화된 상향신호 및 다중화된 하향신호

에 대한 스펙트럼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a에 예시된 바와 같이 서로 구별되는 상햐향 신호의 파장 대역으로

는 1300 nm 대역과 1540 대역, 1540 nm 대역과 1580 nm 대역, 1300 nm 대역과 1580 nm 대역등이 가능하다.

도 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시스템의 중앙 기지국 및 가입자 장치에 구비된 파장분할다중화

기(WD_MUX)에 의해 다중화 및 역다중화된 스펙트럼 대역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b에서 파장분할다중화기

(WD_MUX) 좌측은 역다중화된 스펙트럼 대역을 나타내고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 우은 다중화된 스펙트럼 대역을

나타낸다.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은 구성을 갖는 WDM-PON 시스템은 중앙 기지국(100a)의 상향 광 수신기(120a),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a) 및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130a)가 집적된 단일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중앙 기지국(100a)에 위치하는

광통신 시스템을 소형화하여 보다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단일 모듈의 개발 및 제작이 불가능하여 도

1의 중앙 기지국(100a)에 포함된 상향 광수신기(120a),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a) 및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

(130a)를 모두 별도의 모듈로 각각 구성하여야 하는 경우 각각의 모듈의 크기로 인하여 많은 가입자를 수용하는 광통신 시

스템을 소형화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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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3은 도 1에 예

시된 WDM-PON 시스템에서 중앙 기지국(100a)에 포함된 N개의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1)(130a) 대신 2개의 광

환형기(170b, 180b)와 하나의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3)(130b)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도시하고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은 광섬유(400b)를 통해 중

앙 기지국(100b)과 지역 기지국(200b)이 연결되고, 또 다른 광섬유들(500b)을 통해 지역 기지국(200b)과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300b)이 연결된다.

이 때, 중앙 기지국(100b), 지역 기지국(200b) 및 가입자 장치들(300b) 각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 기지국(100b)은 출력되는 광신호의 파장 대역이 서로 다른 2개의 광대역 광원(광대역 광원1(150b) 및 광대역

광원2(160b))과,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b), 상향 광수신기(optical receiver: Rx)(120b), 다중화된 상향 신호를 역다중

화하고 하향 신호들을 다중화하기 위한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b)와, 제1 및 제2 광환형기(170b, 180b)와, 상기 제

1 광환형기(170b)로부터 입력되는 다중화된 하향 광신호와 제2 광환형기(180b)로부터 입력되는 광대역 신호 및 지역 기

지국(200b)으로부터 전송되는 다중화된 상향 광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3)

(130b)를 포함한다. 이 때, 중앙 기지국(100b)의 광대역 광원1(150b)은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b)에 주입할 광 신호를

발생하고, 광대역 광원2(160b)는 가입자 장치(300b)의 상향 파장 주입 광원(310b)에 주입할 광 신호를 발생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중앙 기지국(100b)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하향 전송의 경우 광대역 광원1(150b)에서 발생된 광 신호는 제1 광환형기(170b)를 통해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b)

로 입력되고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b)에서 스펙트럼 분할된 후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b)으로 입력된다. 그러면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b)은 그 스펙트럼 분할되어 입력된 광신호를 주입받고 그 광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하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된 하향 광 신호를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b)로 재입력시킨다. N*N 도파로형 회절 격

자(140b)는 재입력된 광 신호를 다중화하여 출력하고 제1 광환형기(170b)는 그 다중화된 하향 신호를 파장분할다중화기

(WD_MUX#3)(130b)로 전달하고,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3)은 그 하향신호를 전송 광섬유(400b)를 통해 지역 기

지국(200b)으로 전송한다.

한편, 상향 전송의 경우 광대역 광원2(160b)에서 광 신호를 발생하고 그 광신호는 제2 환형기(180b)를 통해 파장분할다

중화기(WD_MUX#3)(130b)를 통해 지역 기지국(200b)으로 전송되고, 지역 기지국(200b)으로부터 광 신호가 수신되면

파장 분할다중화기(WD_MUX#3)(130b)는 그 광 신호를 제2 환형기(180b)로 전달하고 제2 환형기(180b)는 그 광 신호를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b)로 전달한다. 그러면,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b)는 그 다중화된 광신호를 역다중화하

여 상향 광수신기(120b)로 전달한다.

지역 기지국(remote node: RN)(200b)은 다중화된 하향 신호를 역다중화하고 상향 신호들을 다중화하기 위한 1*N 도파

로형 회절 격자(210b)를 포함하고, 가입자 장치(subscriber)(300b)는 하향 광수신기(320b), 상향 파장 주입 광원(310b)

및 파장이 서로 다른 상하향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2)(330b)를 포함한다. 이러

한 지역 기지국(200b) 및 가입자 장치(300b)는 도 1에 예시된 WDM-PON 시스템에 포함된 지역 기지국(200a) 및 가입자

장치(300a)와 그 구성 및 동작이 유사하다. 따라서, 지역 기지국(200b) 및 가입자 장치(300b)에 대한 구체적인 동작 설명

은 생략한다.

도 3에 예시된 WDM-PON 시스템의 경우 중앙 기지국(100b)을 다수의 WD_MUX들 및 광 분배기의 기능을 하나의 WD_

MUX(130b) 및 복수의 광 환형기들(170b, 180b)에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도 1에 예시된 WDM-PON 보다 더 소형화할

수 있다. 또한, 도 3에 예시된 WDM-PON의 경우 광 환형기(170b, 180b) 및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3)(190b)가

도 1에 예시된 WDM-PON의 중앙 기지국(100a)에 포함된 2*2 광분배기(170a)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광대역 광원(광대

역 광원1(150b) 또는 광대역 광원2(160b))에서 생성되어 파장 주입 광원(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b) 또는 상향 파장 주입

광원(310b))으로 주입되는 광대역 신호의 손실과 파장 주입 광원에서 출력되어 전송되는 광 신호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4는 출력되는

광신호의 파장 대역이 서로 다른 2개의 광대역 광원을 사용하지 않고 상하향 신호의 파장 대역 이상의 광대역 신호를 생성

할 수 있는 한 개의 광대역 광원만이 중앙 기지국에 포함된 WDM-PON 시스템의 예를 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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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은 광섬유(400c)를 통해 중

앙 기지국(100c)과 지역 기지국(200c)이 연결되고, 또 다른 광섬유들(500c)을 통해 지역 기지국(200c)과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300c)이 연결된다.

이 때, 중앙 기지국(100c), 지역 기지국(200c) 및 가입자 장치들(300c) 각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 기지국(100c)은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c), 상향 광수신기(120c),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c), 광대역 광

원(160c), 광환형기(170c) 및 광섬유 브래그 격자(190c)를 포함한다.

광대역 광원(160c)은 하향 파장 주입 광원 및 상향 파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동시에 제공한다.

광섬유 브래그 격자(190c)는 광대역 광원(160c)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 중에서 하향 광신호의 파장 대역 부분은 통과

시키며 상향 광신호의 파장 대역 부분은 반사한다.

광환형기(170c)는 광대역 광원(160c)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를 입력받아 광섬유 브래그 격자(190c)로 출력하고 다중

화된 하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전송 광섬유(400c)로 출력하며 다중화된 상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N*N 도파로형 회절격자

(140c)로 출력한다.

N*N 도파로형 회절격자(140c)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190c)를 통과한 하향 광신호의 파장대역과 동일한 광대역 신호를

입력받아 스펙트럼 분할함과 동시에 상하향 광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한다.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c)은 N*N 도파로형 회절격자(140c)에서 스펙트럼 분할된 광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하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된 하향 광신호를 출력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중앙 기지국(100c)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하향 전송의 경우 광대역 광원(160c)에서 발생된 광 신호는 광환형기(170c)를 통해 광섬유 브래그 격자(190c)로 전달되

고 광섬유 브래그 격자(190c)로 입력된 광신호 중 하향 광신호의 파장 대역 만이 광섬유 브래그 격자(190c)를 통과하여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c)로 전달된다. 그러면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c)는 그 광신호를 스펙트럼 분할한 후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c)으로 출력한다. 하향 파장 주입 광원(110c)은 그 스펙트럼 분할된 광신호를 주입받고 그 광신호

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하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된 하향 광 신호를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c)로 재입

력시킨다.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c)는 재입력된 광 신호를 다중화하여 광섬유 브래그 격자(190c)로 출력한다. 광섬

유 브래그 격자(190c)는 그 하향 신호를 통과시켜 광 환형기(170c)로 전달하고 광 환형기(170c)는 하향 신호를 전송 광섬

유(400c)를 통해 지역 기지국(200c)으로 전송한다.

한편, 상향 전송의 경우 광대역 광원(160c)에서 광 신호를 발생하고 그 광신호는 광환형기(170c)를 통해 광섬유 브래그 격

자(190c)로 전달된다. 광섬유 브래그 격자(190c)는 하향 신호만을 통과시키고 상향 신호는 반사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상향 신호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190c)에서 반사된다. 그러면 광 환형기(170c)는 그 반사된 상향 신호를 전송 광섬유

(400c)를 통해 지역 기지국(200c)으로 전송한다. 또한, 광 환형기(170c)는 지역 기지국(200c)으로부터 수신된 광 신호를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c)로 전달한다. 그러면, N*N 도파로형 회절 격자(140c)는 그 다중화된 광신호를 역다중화하

여 상향 광수신기(120c)로 전달한다.

지역 기지국(remote node: RN)(200c)은 다중화된 하향 신호를 역다중화하고 상향 신호들을 다중화하기 위한 1*N 도파

로형 회절 격자(210c)를 포함하고, 가입자 장치(subscriber)(300c)는 하향 광수신기(320c), 상향 파장 주입 광원(310c)

및 파장이 서로 다른 상하향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WD_MUX#2)(330c)를 포함한다. 이러

한 지역 기지국(200c) 및 가입자 장치(300c)는 도 1에 예시된 WDM-PON 시스템에 포함된 지역 기지국(200a) 및 가입자

장치(300a)와 그 구성 및 동작이 유사하다. 따라서, 지역 기지국(200b) 및 가입자 장치(300b)에 대한 구체적인 동작 설명

은 생략한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구비된 광대역 브래그 격

자(190c)의 통과 특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a는 광대역 브래그 격자(190c)로 입력되는 광대역 신호에서 상향 전송에

사용될 파장 대역 부분의 광대역 신호가 반사되는 예를 도시하고, 도 5b는 광대역 브래그 격자(190c)로 입력되는 광대역

신호에서 하향 신호에 사용될 파장 대역 부분의 광대역 신호를 통과시키는 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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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실시 예에 따른 WDM-PON에 있어서 광대역 광원은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 반도체

형 광 증폭기, 발광 다이오우드 및 초발광 다이오우드 중 어느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상기 본 발명의 제1 내지 제3 실시 예에 따른 WDM-PON에 있어서 하향 파장 주입 광원은 페브리-페롯 레이저

또는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 중 어느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고가의 외부 변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파장 주입 광원을 직접 변조하여 상/햐향 데이터를 전송

함으로써 경제적인 WDM-PON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도파로형 회절 격자의 파장 대역과 동일한

다중화된 신호를 생성하여 사용하므로 도파로형 회절 격자의 온도를 제어하여 파장 대역을 조절함으로써 전송 링크로 유

도되는 파장분할다중화된 신호의 파장 대역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광원의 파장 선택성 및 파장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본 발명은 중앙 기지국과 지역 기지국에 위치한 각 한 개의 도파로형 회절 격자를 이용하여 상/하향 전송 신

호를 동시에 다중화/역다중함으로써 파장분할다중방식 광 가입자망에서 사용되는 도파로형 회절 격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한 가닥의 전송 광섬유를 사용하여 상/하향 신호를 동시에 전송함으로써 사용되는 광섬유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

적이고 효율적인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중앙 기지국, 상기 중앙 기지국 및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과 광섬유를 통해 연결되는 지역 기지국을 포함하는 파장분할다중

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중앙 기지국은

하향 파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1 광대역 광원과,

상기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에 포함된 상향 파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2 광대역 광원과;

제1 광대역 광원 및 제2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와 상/하향 광 신호를 분기/결합하기 위한 2*2 광 분배기

와;

상기 제1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를 스펙트럼 분할함과 동시에 상/하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

한 1*N 다중화/역다중화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 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하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

된 하향 광 신호를 출력하는 파장 주입 광원 광원과;

상향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검출하기 위한 광 수신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와 상/하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하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를 포함하며,

상기 다중화/역다중화기는

1*N 도파로형 회절 격자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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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대역 광원은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대역 광원은

반도체형 광 증폭기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대역 광원은

발광 다이오우드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광대역 광원은

초발광 다이오우드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광대역 광원은

어븀 첨가 광섬유 증폭기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광대역 광원은

반도체형 광 증폭기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광대역 광원은

발광 다이오우드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10.

등록특허 10-0605858

- 9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광대역 광원은

초발광 다이오우드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1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 파장 주입 광원은

페브리-페롯 레이저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하향 파장 주입 광원은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하향 광신호의 파장 대역은

1300/1540nm 또는 1540/1300nm 대역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1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하향 광신호의 파장 대역은

1300/1580nm 또는 1580/1300nm 대역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1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하향 광신호의 파장 대역은

1540/1580nm 또는 1580/1540nm 대역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1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 기지국은

상기 제2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어 전송되는 광대역 신호를 스펙트럼 분할하며 동시에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

는 다중화된 하향 광 신호를 역다중화하고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상향 광신호를 다중화하기 위한 1*N 다중화/

역다중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시스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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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1*N 다중화/역다중화기는

도파로형 회절 격자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시스템.

청구항 1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장치는

상기 지역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스펙트럼 분할된 광신호와 상/하향 광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

중화기와,

하향 광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광수신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상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된

상향 광신호를 출력하는 상향 파장 주입 광원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가입자 망 시스템.

청구항 19.

중앙 기지국, 상기 중앙 기지국 및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과 광섬유를 통해 연결되는 지역 기지국을 포함하는 파장분할다중

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중앙 기지국은

하향 파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1 광대역 광원과,

상기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에 포함된 상향 파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2 광대역 광원과,

상기 제1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를 스펙트럼 분할함과 동시에 상/하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

한 N*N 다중화/역다중화기와;

상기 제1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를 상기 N*N 다중화/역다중화기로 입력하고 상기 N*N 다중화/역다중화

기에서 출력되는 다중화된 하향 광 신호를전송 광섬유로 입력하는 제1 광 환형기와;

상기 제2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된 광대역 신호를 전송 광섬유로 입력하고 상기 지역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다중화된

상향 광 신호를 N*N 다중화/역다중화기로 입력하는 제2 광 환형기와;

상기 제1 광 환형기로부터 입력되는 다중화된 하향 광 신호와 제2 광 환형기로부터 입력되는 광대역 신호 및 상기 지역 기

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다중화된 상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중화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 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하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

된 하향 광 신호를 출력하는 파장 주입 광원 광원과;

상향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검출하기 위한 광 수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 기지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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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2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어 전송되는 광대역 신호를 스펙트럼 분할하며, 동시에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부터 전송

되는 다중화된 하향 광 신호를 역다중화하고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상향 광 신호를 다중화하기 위한 1*N 다중

화/역다중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장치는

상기 지역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와 상/하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

중화기와;

하향 광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한 개의 광 수신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 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상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

된 상향 광 신호를 출력하는 파장 주입 광원 광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청구항 22.

중앙 기지국, 상기 중앙 기지국 및 다수의 가입자 장치들과 광섬유를 통해 연결되는 지역 기지국을 포함하는 파장분할다중

화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중앙 기지국은

하향 파장 주입 광원 및 상향 파장 주입 광원에 주입할 광 신호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광대역 광원과;

상기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 중에서 하향 광 신호의 파장 대역 부분은 통과시키며 상향 광 신호의 파장 대

역 부분은 반사하는 광섬유 브래그 격자와;

상기 광대역 광원에서 생성되는 광대역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광섬유 브래그 격자로 출력하고 다중화된 하향 광 신호를 입

력 받아 전송 광섬유로 출력하며 다중화된 상향 광 신호를 입력받아 N*N 다중화/역다중화기로 출력하는 광 환형기와;

상기 광섬유 브래그 격자를 통과한 하향 광 신호의 파장 대역과 동일한 광대역 신호를 입력받아 스펙트럼 분할함과 동시에

상/하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N*N 다중화/역다중화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 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하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

된 하향 광 신호를 출력하는 파장 주입 광원 광원과;

상향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검출하기 위한 광 수신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

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지역 기지국은

상기 광섬유 브래그 격자에 의해 반사되어 전송되는 상향 광 신호의 파장 대역과 동일한 광대역 신호를 입력받아 스펙트럼

분할하며 동시에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다중화된 하향 광 신호를 역다중화하고, 상기 가입자 장치로부터 전

송되는 상향 광 신호를 다중화하기 위한 1*N 다중화/역다중화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등록특허 10-06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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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장치는

상기 지역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와 상/하향 광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한 파장분할다

중화기와;

하향 광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한 개의 광 수신기와;

상기 스펙트럼 분할된 광 신호를 주입받아 주입된 광 신호와 동일한 파장을 가지며 전송할 상향 데이터에 따라 직접 변조

된 상향 광 신호를 출력하는 파장 주입 광원 광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시스템.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05858

- 13 -



도면2a

도면2b

등록특허 10-06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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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6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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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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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등록특허 10-06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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