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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광 네트워크의 상위 레이어에 상당하는, 패킷을 처리하는 레이어에 전송로를 감시하기 위한 보수 관리 기능을 도입한다. 
패킷 레이어에 보수 관리 기능을 갖게 하는 한 방식으로서는, IP over PPP WDM의 경우에는 PPP 프레임에 보수 관리 
프레임을 정의하고, PPP 커넥션의 보수 관리 기능을 실현한다. 또한, 동일 전송로에 복수의 커넥션이 다중되는 경우, 
이들의 커넥션을 그룹화하여 보수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레임을 도입하고, 광 네트워크의 장애 감시를 행한다. 패킷 레
이어에 보수 관리 기능을 갖게 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IP 패킷에 보수 관리 프레임을 정의하고, IP 플로우의 보수 관리 
기능을 실현한다. 또한, 동일 전송로에 복수의 플로우가 다중되기 때문에, 이들의 플로우를 그룹화하여 보수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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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관리 패킷을 정의하여, 광 네트워크의 장애 감시를 행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물리 레이어, 광 프레이머, 트랜스미터, 리시버, 패킷 교환기, 송신 타이머, 프레임 수신부, 셀렉터, 제어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와 광 네트워크의 구성예.

도 2는 본 발명의 네트워크 구성예와, 프로토콜 스택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광 채널 어댑테이션 블럭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의 PPP 레이어의 OAM 기능 처리부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5는 RFC1662에 의한, PPP 프레임 포맷.

도 6은 본 발명의 PPP OAM 프레임 포맷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의 PPP OAM 프레임 포맷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발명의 광 채널 어댑테이션 블럭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9는 RFC791에 의한, IP 프레임 포맷을 나타낸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와 광 네트워크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1은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와 광 네트워크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2는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의 광 채널 인터페이스 카드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3은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와 광 네트워크의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4는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5는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의 광 채널 인터페이스 카드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6은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의 셀렉터 블럭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7은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8은 본 발명의 패킷 교환기의 광 셀렉터 블럭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19는 본 발명의 광 네트워크 구성과, 광 크로스 커넥트 구성, 패킷 교환기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 2 -



등록특허 10-0320700

 
도 20은 본 발명의 광 크로스 커넥트 장치의 광 채널 셀렉터 카드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 도면.

도 21은 본 발명의 장애 검출 방식의 검출 플로우를 나타내는 흐름도.

도 22는 본 발명의 전송 품질 열화시의 전송로의 장애 전환의 시퀀스를 설명하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패킷 교환기

2 : 패킷 스위치

3 : 제어부

4 : IF 카드

5 : 용장 구성 광 IF 블럭

6 : 셀렉터 블럭

7 : 광 채널 인터페이스

8 : 광 셀렉터 블럭

10 : 광 네트워크

30 : 송신측 IP 레이어 처리부

31 : 송신측 PPP 처리부

32 : 송신측 PPP 0AM 처리부

33 : 송신측 프레이머

34 : 송신측 트랜스미터

35 : 수신측 IP 레이어 처리부

36 : 수신측 PPP 처리부

37 : 수신측 PPP OAM 처리부

38 : 수신측 프레이머

39 : 수신측 리시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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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패킷 통신 장치에 관한 것이다.

    
공중 통신망이나 은행 통신망 등에서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통신로의 상태를 감시하거나, 장애 상태를 즉
시 검출하거나, 장애점을 회피하는 등의 보수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공중망의 전송망에는, 통상 ITU-T(Internati
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권고 G.707에 규정되는 SDH(Syn
chronous Digital Hierarchy : 북미에서는 SONET)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 이들의 보수 관리 기능(OAM : Opera
tion And Maintenance)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권고 G. 707의 9.2.2 SOH bytes description 참조). SDH 시스템에
서는 VC(Virtual Container)라고 하는 유저 신호가 다중된 프레임에, 섹션 오버헤드라고 하는 헤더를 부여하여, 각 S
DH 시스템사이의 전송을 행하고 있다. 이 섹션 오버헤드에는, 전송로의 오류 레이트를 감시하는 BIP(Bit Interleave 
Parity) 기능이나 국간에서 전환을 행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맵핑하거나, 전송로 고장이나 전송로 장애를 통지하기 위
한 AIS/RDI를 통지하는 기능, 국사이에서 확인의 통화를 행하는 기능 등의 임베디드(embedded)형 OAM 기능이 규정
되어 있다. 임베디드형 OAM 기능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는, 장애점 회피를 행하기 위한 트리거로서 사용되거나, 네트워
크의 상태 파악을 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으로 송부되어 네트워크의 보수 운용에 사용되거나, 고객으로부터
의 클레임에 대한 대답용 데이타로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임베디드형의 OAM 기능을 이용하여, 고신뢰로 보수성이 높
은 전송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 통신망이나 은행 통신망의 높은 신뢰성 요구에 응할 수 있다.
    

    
최근,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데이타 통신의 수요가 증대하고, 그에 따라 IP 네트워크에 요구되는 전송로 용량이 증대하
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에 수용되는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종래 베스트 에포트 트래픽(best effort traffic)의 통신이 
주된 기능이었던 IP 네트워크에도 신뢰성이 요구되어 왔다. 증대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WDM(Wave Division 
Multiplexing) 기술을 사용한 광 네트워크의 도입이 개시되고 있다. 광 네트워크의 아키텍쳐는, 예를 들면 ITU-T 권
고 G.872 및 G.873에 규정되어 있다. 이 광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광 ADM 기술의 도입에 따라, 종래 SDH에서 행해
져 온, 전송 패스의 크로스 커넥션을 행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수요가 크게 신장하고 있는 패킷 통신망에서는, 종래의 
STM 방식을 채용하는 전화 교환망에서는 필요했던 네트워크의 동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종래의 공중망
의 전송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SDH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엷어져 왔다. 또한, SDH를 도입하면, 섹션 오
버헤드 등의 오버헤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동일 전송로로 전송할 수 있는 유저 데이타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데이타 패킷을 직접 광 전송로에 맵핑하는 전송로가 제안되고 있다(IP over WDM).
    

    
그러나, 전송망에 SDH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타 패킷을 광 전송로에 맵핑하면, 종래 SDH 시스템에 의해 행해지
고 있고 공중망의 서비스로서 정착해 온, 불도통 시간을 계측하거나, 보호 기능을 기동하는 신뢰성 확보나 보수 관리를 
행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SDH 시스템에서는, 섹션 오버 헤드 내에 설치된 프레이머(A1, A2)에 의해, 전송로의 프레임 
동기 일탈을 검출할 수 있고, 또한 BIP 기능(B1, B2) 바이트에 의해, 전송로의 비트 오류를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송로의 품질 열화를 검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광 네트워크에서는, 광의 수신 레벨을 측정함으로써 광 단(光斷) 검
출을 행할 수 있지만, SDH 시스템에서 행하고 있는, 전송로 상에서의 비트 에러에 기초한 신호 품질 열화(Signal Deg
rade) 감시 등의 장애 감시 기능의 실현은 곤란하다. 따라서, 신호 품질 열화 장애 검출을 할 수 없으면, 이에 기초하는 
장애점 회피를 행할 수 없다.
    

    
한편, IP over WDM 네트워크에서, 광 네트워크의 상위 레이어에 해당하는 IP레이어나, 광 네트워크에 IP(Internet 
Protocol) 패킷을 탑재하기 위한 어댑테이션 레이어(일반적으로는 PPP(Point-to-Point Protocol)가 사용되는 경우
가 많음)에는, SDH의 장애 검출 정도에 고속인 장애 검출 기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IP 레이어에는 RFC(Request 
For Comment)792에 규정되어 있는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가 있지만, ICMP의 목적은 특정 
플로우의 도달성의 확인이고, 전송로의 장애 검출 등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레이어에서는, 전달망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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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기능, 장애 복구 기능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IP over WDM에서는, 공중 통신망이나 은행 통신망에서 
필요한, 장애 검출 기능이나, 품질 감시 기능으로 대표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는 SDH 네트워크에서
는 가능한 불도통 시간(SES Severely Errored Second)의 측정이나 통지를 행하는 것이나, 불도통을 회피하기 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 상의 과제가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그래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IP 트래픽을 운반하고, 더욱 하위 레이어에 SDH 프로토콜을 구비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우에도, 공중망이나 은행 통신망 등의 운용에 견딜 수 있는 전송로의 보수 기능, 특히 보호 기능이나 불도통 
시간을 계측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IP 트래픽을 운반하고, 더욱 하위 레이어에 SDH 프로토콜을 구비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우에도, 전송로 장애를 검출하고, 더욱 장애를 단시간에 복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제1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광 네트워크의 상위 레이어에 해당하는, 패킷을 처리하는 레이어에 전송로를 감시하기 
위한 보수 관리 기능을 도입한다. 패킷 레이어에 보수 관리 기능을 갖게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IP 패킷을 전송로에 
맵핑하는 기능을 구비한 레이어에 전송로의 보수 관리 기능을 배치 설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IP over PPP WDM
의 경우에는 PPP 프레임에 보수 관리 프레임을 정의하고, PPP 커넥션의 보수 관리 기능을 실현한다. 또한, 동일 전송
로에 복수의 커넥션이 다중되는 경우, 이들의 커넥션을 그룹화하여 보수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레임을 도입하고, 광 네
트워크의 장애 감시를 행한다. 구체적인 그룹화의 단위로서는, 1파장에 다중되는 모든 커넥션을 통합하는 방식, 특정한 
커넥션군을 통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정한 커넥션군의 예로는, 동일 QoS (Quality of Service : 전송 품
질)을 구비한 커넥션군을 통합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1파장에 다중되는 커넥션을 통합하여 OAM 기능을 탑재한 
경우, 감시되는 구간을 고려하면, 전송로의 장애 검출을 행하는 것과 등가로 간주할 수 있다. 또, 동일 QoS(Quality o
f Service : 전송 품질)를 구비하는 커넥션군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동일한 QoS(Qua1ity of Service : 전
송 품질)를 구비한 커넥션군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에 의해 분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패킷 레이어에 보수 관리 기능을 갖게 하는 다른 방식으로서, IP 레이어에 전송로의 보수 관리 기능을 배치 설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IP 패킷에 보수 관리 프레임을 정의하고, IP 플로우의 보수 관리 기능을 실현한다. 또한, 동일 전송
로에 복수의 플로우가 다중되기 때문에, 이들의 플로우를 그룹화하여 보수 관리하기 위한 관리 패킷을 정의하여 광 네
트워크의 장애 감시를 행한다. 어댑테이션 레이어에 OAM 기능을 배치 설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그룹화의 
단위로서는, 1파장으로 다중되는 모든 플로우를 통합하는 방식, 특정한 플로우군을 통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정한 플로우군의 예로는, 동일한 QoS (Quarity of Service)를 구비한 플로우군을 통합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1파장으로 다중되는 플로우를 통합하여 OAM 기능을 탑재한 경우, 감시되는 구간을 고려하면, 전송로의 장애 검출을 
행하는 것과 등가로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임베디드 OAM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전송로의 장애 상황을 측정(예를 
들면, 불도통 시간·SES)할 수 있고, 또한 이들의 정보를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수집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상기 제2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패킷 레이어에 의해 감시한 전송로의 장애 정보를 광 레이어에 통지하고, 광 레이어의 
전환을 기동하고, 전송로의 장애 복구를 가능하게 한다. 상기 제1 목적을 해결한 수단에 의해 전송로의 장애를 발견하
고, 이 정보를 트리거로서 전송로의 전환을 기동한다. 전환을 행할 때의 코디네이션(전환 양단 전환의 정보 교환)은 S
V 채널을 이용해도 좋고, 장애 검출과 마찬가지로 패킷 레이어의 OAM 기능을 이용해도 좋다.

    
또한, 광 네트워크의 채널의 일부분 구간의 전환을 기동하기 위해서, 광 통신 장치에 패킷 레이어를 전기적으로 모니터
하는 기능을 배치 설비하고, 광 통신 장치에서의 품질 열화의 검출을 가능하게 한다. 장애 절단을 행하기 위해, 각 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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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구간에 대응하여 제어 감시용 채널을 설정하고, 상기 장치까지의 채널의 장애 정보를 다음 장치에 통지하고, 다음 
장치에서는 전단으로부터의 장애 통지 정보와 상기 장치에서의 채널의 장애 상황을 비교하여, 전단 장치로부터 상기 장
치사이에서의 장애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고, 전단 장치로부터 상기 장치사이에서의 장애이면, 채널의 전환을 기동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도면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교환기(1)가 접속되는 광 네트워크(10)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성과, 본 발명이 적용되는 
프로토콜 스택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패킷 교환기는 광 인터페이스를 통해 광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

프로토콜 스택 구성을 나타내는 IP 레이어에 대해서는, IETF (Internet Experts Task Force)의 RFC791에 규정되
어 있다. 또한, 광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ITU-TG. 872로 규정되는 프로토콜 스택이 채용된다.

패킷 레이어(구체적으로는 IP 레이어)와 광 네트워크 레이어(구체적으로는 도면 중 광 채널 레이어) 사이에는, 패킷의 
선두를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비롯한, 어댑테이션의 기능이 필요해진다. 어댑테이션 기능으로는, 예를 들면 IETF RFC
1662로 정의되는 PPP (Point To Point Protocol)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도 1, 도 3, 도 4, 도 5, 도 6, 도 7을 이용하여, 어댑테이션 기능의 대표예로서 PPP 레이어를 사용한 경우의 광 
채널의 장애 검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다.

도 1은 패킷 교환기가, 광 채널 어댑테이션 블럭(22)을 통해, 광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경우의 실시예이다. 패킷 교환기
(1)는 광 채널 어댑테이션 블럭(22)에 전기 신호 또는 광 신호를 전송하는 매체로 접속되어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광 채널 어댑테이션 블럭(22)의 한 실시예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패킷의 광 채널로의 어댑테이
션을 PPP 프로토콜로 행하고 있다. 우선 송신측 기능을 설명한다. 송신측 물리 레이어 처리부(44)에서 물리 레이어를 
종단하고, PPP 프레임의 절단을 행한다. 송신측 PPP OAM 처리부(32)에서는 PPP 프레임 구조를 구비하고, OAM 프
레임의 생성을 행하고, 송신측 PPP 처리부(31)로부터 도래하는 PPP 프레임과 혼합한다(기능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는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함). 송신측 광 프레이머(33)에서는, 광 전송로로 송출하기 위한 디지털 코딩(예를 들면, NR
Z 방식 등)을 행하고, 그리고 송신측 트랜스미터(34)에서 전기 광 변환을 실시한 후, 광 네트워크로 신호를 송신한다. 
이어서 수신측 기능을 설명한다. 수신측 리시버(39)에서 광 전기 변환을 실시한다. 수신측 광 프레이머(38)에서는, 전
기 신호로 변환된 신호로부터 디지탈 디코드를 행한다. 이어서 수신측 PPP OAM 처리부(37)에서는, PPP 프레임의 절
단, OAM 프레임의 절단, 모니터, PPP 프레임의 FCS (Frame Check Sequence) 체크 등을 행하고, 전송로의 품질 열
화를 검출한다(기능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 4를 이용하여 설명함). 수신측 물리 레이어 처리부(45)에서는, PP
P 프레임을 물리 레이어에 맵핑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송신측 PPP OAM 처리부(32) 및 수신측 PPP OAM 처리부(37)의 한 실시예이다. 송신측 PPP OA
M 처리부(32)에서는, 우선 PPP 프레임을 수신하면, FIFO(50)에 체류시킨다. 또한, OAM 프레임 생성부(52)에서는, 
PPP 프레임 구조를 구비한 OAM 프레임을 생성한다. 이 OAM 프레임의 생성은, 다른 PPP 패킷의 신호를 모니터한 결
과나, OAM 송신 타이머(51)의 타임 아웃에 따라 행해진다. 그리고, OAM 생성부(52)는 셀렉터(53)를 제어하고, 유
저 신호 프레임과 OAM 프레임의 송신을 스케쥴링한다. 그리고 송신측 광 프레이머로 이송된다. 수신측 PPP OAM 처
리부(37)에서는, 수신측 광 프레이머(38)로부터의 신호를 받으면, PPP 프레임 동기부(55)에서 PPP 프레임의 절단을 
행하고, 이어서 FCS의 계산을 행한다. 여기서, FCS의 계산 결과(장애 프레임, 및 파기 프레임)를 프레임 카운터(57)
에 유지한다. 이어서 PPP 프레임을 FIFO(60)에 체류하면서, PPP 헤더 해석(58)에서 PPP 헤더 해석을 행하고, PPP 
OAM 프레임이라고 인식하면, OAM 프레임 수신부(61)로, 통상의 PPP 프레임이라고 인식하면, 프레임을 하류로 송신
한다. OAM 프레임 수신부(61)에서는, OAM 프레임의 해석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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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 13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장치에 장애시 전환 기능이 있는 경우, OAM 처리부는 전환을 제어하는 블럭과 접속된
다(도면 중 점선 표시).

본 발명에 따른 PPP에 의한 장애 검출의 제1 방식으로는, PPP 프레임의 FCS를 이용하는 방식, 제2 방식으로는 PPP 
OAM 프레임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제1 방식인, FCS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도 5에 PPP 프레임 포맷(RFC1662)을 나타낸다. PPP에서는 헤
더로서 플래그(101), 어드레스(102), 제어(103), 패킷 프로토콜 식별(104), PDU105, FCS106, 플래그(107)의 필
드를 구비한다． 이 중, FCS 필드는, 프레임의 오류 검출을 위한 필드이고, 프레임으로 전송 중에 오류가 생기면, 오류
를 검출할 수 있다. 그래서 광 채널에 다중되는 PPP 프레임이 수신될 때마다 FCS를 체크하고, 정상 프레임수와 오류 
프레임수를 카운트할 수 있다. 그래서, 정상 프레임수와 오류 프레임수를 관측하면, 전송로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단위 시간에 오류 프레임수가 일정개 이상이면, 광 채널이 장애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또는, 어
느 단위 시간에 오류 프레임수와 정상 프레임수의 비가 일정 갯수 이상이면, 광 채널이 장애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시간에 하나라도 프레임이 흐르지 않으면, 품질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 채널의 빈 시간에는 빈 프레임
을 송신하면, 일정 갯수의 프레임을 반드시 수신할 수 있어, 상기된 방식으로 장애 판정을 행할 수 있다.
    

    
제2 방식인, PPP OAM 프레임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에 본 발명에 따른 PPP OAM 프레임 포맷을 나
타낸다. 프레임 포맷 자체는, 도 5에 도시된 PPP 프레임 포맷과 호환성이 있는 형식이다. 본 발명에서는, OAM 프레임
을 정의하고, 다른 PPP 프레임과의 식별을 행한다. PPP 프레임 포맷에서는, 어드레스(102)는 FFh, 제어(103)는 03
h로 고정되어 있다. 여기에 PPP OAM 프레임용으로 신규 코드로 정의하고, 예를 들면 제어(103)에 PPP OAM 프레임
용 코드를 정의한다. 또한, PPP 레이어의 하위의 레이어의 OAM 용의 프레임을 설치하고, 이것을 PPP 레이어의 OAM 
용의 프레임과 다른 코딩으로 해도 좋다. 본 실시예에서는, 제어(103) 필드를 FFh로 하면 하위 레이어의 OAM용 PP
P OAM 프레임, FEh로 하면 , PPP 레이어의 OAM 용의 프레임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또, PPP 프레임은 원래 가변 길
이지만, PPP OAM 프레임은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관점으로부터, 고정 길이로 해도 좋다. PPP OAM의 페이로드(114)
에서는, OAM 종별(113), 기능 종별(112)과 기능마다의 필드 등이 정의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OAM의 기능으로서, 
주기적으로 송출되는 OAM 프레임을 파일럿 OAM, 이벤트 드라이븐(event driven)에서 생성되는 OAM 프레임을 이
벤트 OAM이라고 정의하고, OAM 종별로 구별하고 있다. 파일럿 OAM의 기능으로서는, 예를 들면 품질 감시 기능이나, 
경보 전송 기능이 정의되고, 이벤트 OAM 기능으로는, 장애 발생 통지나 온더맨드의 도통 시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파일럿 OAM의 경우에는 항상 품질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이벤트 OAM의 경우에는 현상을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파일럿 OAM 프레임은, OAM 송신 타이머(51)에 의해 주기적으로 송출되고, 그 송출 주기는 예를 들면 
1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도 7에 파일럿 OAM 프레임의 OAM 페이로드 구성의 한 실시예를 나타낸다. 파일럿 OAM 프레임의 기능으로는, 예를 
들면 다음에 열거되는 것들이 있다.

(1) 장애 발생시에 주기적으로 장애 통지를 행하는 기능(장애 통지 : 120).

(2) 앞의 파일럿 OAM 프레임을 발생시킨 후, 다음 파일럿 OAM 프레임을 발생시키기까지 송출한 프레임수를 송신측
에서 맵핑하여, 수신측에서는 수신한 프레임수와 맵핑된 프레임수를 대비함에 따라, 손실 프레임수를 계측하는 기능(1
21).

(3) 앞의 파일럿 OAM 프레임을 발생시킨 후, 다음 파일럿 OAM 프레임을 발생시키기까지 송출한 프레임의 BIP를 계
산하여 송신측에서 맵핑하여 수신측에서는, 맵핑한 값과 계산한 값을 대비하여 비트 오류를 검출하는 기능(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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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럿 OAM 셀의 삽입점을 표시하기 위한 기능(123).

이 파일럿 OAM 셀을 주기적으로 송신측에서 송출함으로써, 품질 열화를 관측할 수 있다. 관측 방식으로는 상기 (2)나 
(3)에 의해 행할 수 있다.

이들의 OAM 프레임은, 송신측으로부터 수신측으로 송신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송신측에서도 통신 상황을 알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측으로부터 송신측에 보고 OAM 프레임을 송부하거나, OAM 프레임을 다시 송신점으로 이송
되어도 좋다.

    
어댑테이션에 OAM 기능을 도입하는 예로서 PPP 프로토콜에 도입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지만, PPP 프로토콜이외의 
어댑테이션 기능에 OAM 기능을 배치 설비해도 좋다. 예를 들면, PPP와 동일한 패킷 포맷을 구비한 HDLC 등도 어댑
테이션 프로토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PPP의 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OAM 기능을 도입해도 좋다. HDLC인 
경우, 각 커넥션에 대해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링크를 동일 전송로에 수용할 수 있다. OAM 기능
은 각 커넥션에 대해 행할 수도 있다. 또한, 수용되는 각 커넥션의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취득하고, 전송로 단위의 OA
M 기능으로서 동작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송출 프레임수에 대해서는, 모든 커넥션을 합한 송출 프레임수를 계수(
그룹화)하고, 이 정보를 OAM 프레임에 탑재하여 하류로 송출한다. 전송로의 종단점에서는, 각 커넥션의 수신 프레임
수를 함께 계수하고, OAM 프레임에 탑재된, 송신측에서 송신한 프레임수와 대조하여, 프레임 손실율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프레임을 이용하여 전송로의 장애 상황(예를 들면, 불도통 시간 : SES)을 측정할 수 있다.
    

이어서 도 8, 9를 이용하여, IP 레이어의 기능으로서의 광 채널의 장애 검출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도 8은 IP에 OAM 기능을 탑재한 경우의, 광 채널 어댑테이션 블럭(22)의 한 실시예이다. 송신측 IP OAM 처리부(4
2)에서는, IP 프레임과 동일 포맷을 한, IP OAM 패킷을 생성한다. 또한, 수신측 IP OAM 패킷 처리부에서는, 이송된 
IP 패킷으로부터, IP OAM 패킷을 분별하고, IP OAM 패킷 처리를 행한다.

도 9에 IP 패킷 포맷(IPv4)을 나타낸다. IP OAM 패킷은, 이 중 예를 들면 protocol 필드(148)에 IP OAM 패킷 전용 
코드를 정의하고, 식별을 행한다.

기능으로는, 상술된 PPP OAM 기능과 동일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ICMP 프로토콜에, BIP, 송신 패킷수를 탑재
함으로써, 품질 감시를 행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도통 시험에 대해서는, ICMP을 주기 송출로 하는 것도 생각
할 수 있다.

IP 패킷에 의한 OAM 기능에 대해서도, 어떤 전송로를 통과하는 것을 합해 계수하는 (그룹화) 방식에 따라, 전송로의 
장애 상황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송로로의 송출 인터페이스에서 송신한 IP 패킷의 총수를 계수하고, OAM 패
킷에 탑재, 전송로의 수신측에서 수신한 IP 패킷의 총수를 계수하고, 수신한 OAM 패킷에 탑재된 송신 패킷수와 대조
함으로써, 전송로의 장애 상황(예를 들면, 불도통 시간 : SES)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광 채널의 장애 검출을 PPP 및 IP 레이어로 행하는 방식에 대해 나타내었다. 어댑테이션 기능의 배치 설비 
방식의 한 실시예로서, 광 채널 어댑테이션 블럭(22)을 광 다중기(20) 및 광 분파기(21)에 구비된 구성을 도 10에 도
시한다. 본 구성의 경우, 광 채널 어댑테이션 블럭(22)이 광 다중기(20) 및 광 분파기(21)의 1인터페이스로서 삽입되
게 된다. 이 장치 통합에 의해, 네트워크의 비용을 내릴 수 있다.

어댑테이션 기능의 배치 설비 방식의 다른 한 실시예를 도 11에 나타낸다. 패킷의 광 채널로의 어댑테이션 기능을 패킷 
교환기(1)에 구비하게 하는 구성이다. 패킷 교환기(1)는 광 채널 인터페이스(7)를 유지하고, 본 광 채널 인터페이스(
7) 내에 프레임의 OAM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도 12에 광 채널 인터페이스(7)의 구성을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패킷의 광 채널로의 어댑테이션을 PPP 프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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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 행하고 있다. 우선 송신측 기능을 설명한다. 송신측 IP 레이어 처리부(30)에서 IP 레이어에 관한 처리를 행한다. 
송신측 PPP 처리부(31)에서, IP 패킷을 PPP 프레임으로 캡슐화한다. 송신측 PPP OAM 처리부(32)에서는, PPP 프
레임과 동일한 구조를 구비한, OAM 프레임의 생성을 행하고, 송신측 PPP 처리부로부터 도래하는 PPP 프레임과 혼합
한다. 송신측 광 프레이머(33)에서는, 광 전송로로 송출하기 위한 디지탈 코딩을 행하고, 그리고 송신측 트랜스미터로
부터 전기 광 변환을 실시한 후, 광 네트워크로 신호를 송신한다. 이어서 수신측 기능을 설명한다. 수신측 리시버(39)
에서 광 전기 변환을 실시한다. 수신측 광 프레이머에서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 신호로부터, 디지탈 디코드를 행한다. 
이어서 수신측 PPP OAM 처리부(37)에서는, PPP 프레임의 절단, OAM 프레임의 선행, 모니터, PPP 프레임의 FCS 
체크 등을 행하고, 광 채널의 품질 열화를 검출한다. 수신측 PPP 처리부(36)에서는, PPP 프레임으로부터 IP 패킷을 
절단한다. 수신측 IP 레이어 처리부(35)에서는, TTL 감산 등의 IP 레이어의 처리를 행하고, 더욱 헤더로부터 출력 경
로를 결정하여, 내부 헤더를 부여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패킷 교환기(1), 특히 광 채널이 이중화된 인터페이스를 수용하는 패킷 교환기(1)가, 광 다중기
를 통해 파장 다중되는 전송로에 접속되는 한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패킷 교환기(1)는 IF 카드(4)나, 광 네트워크
로의 IF 카드를 통해 IP 패킷을 수용하고, 패킷 헤더에 의해 원하는 출력 IF를 검색한다.

여기까지 광 채널의 품질 열화 검출 방식의 실시예를 나타냈다. 이어서 패킷 레이어에서의 품질 열화 검출 정보를 광 레
이어로 송부하여, 이에 기초하여 광 채널의 전환을 행하는 방식의 실시예에 대해 기술한다.

    
도 13은 용장 구성을 취하는 광 채널을 수용하는 네트워크와 패킷 교환기의 실현예이다. 본 도면에서, 패킷 교환기(1)
의 수용하는 광 채널은 이중화되어 있고, 용장 구성 광 IF 블럭(5)에 수용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광 채널은 1+1의 용
장 구성(송신측에서는 쌍방의 광 채널에 동일 신호를 송출하고, 수신측에서 한쪽을 선택함)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
한다(단, 본 발명은 1+1의 용장 구성에 한하지 않음). 패킷 교환기(1-1)로부터 출력되는, 1쌍의 용장 구성을 구비한 
광 채널은, 예를 들면 각각 별도의 광 다중기(20)에 접속되고, 여기서 각각 다른 광 채널과 파장 다중되고, 다른 광 화
이버를 통해 수신측의 광 분파기(21)에 도달하고, 여기서 광 채널마다 분파된 후, 각각 도착측의 패킷 교환기(1-2)에 
접속된다. 본 실시예의 구성에서는, 광 화이버단이나 신호 품질 열화를 검출했을 때는, 광 채널이 이중화되기 때문에, 
전환을 기동하면, 장애를 회피할 수 있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전송 품질 열화시에도 장애 검출이 가능하고, 전송로의 전환을 기동할 수 있는 패킷 교환기(
1)의 한 실시예이다. 용장 구성을 구비한 광 채널을 수용하는 블럭을 총칭하여 용장 구성 광 IF 블럭(5)이라고 부르고, 
본 실시예에서는 용장 구성 광 IF 블럭(5)은 1쌍의 광 채널 인터페이스(7)와 셀렉터 블럭(6)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 
채널 인터페이스(7)는 광 채널을 수용하고, 수신측에서는 광 레이어를 종단, IP 패킷을 광 채널로부터 절단하고, 내부 
처리를 실시한 후, 패킷 스위치로 송신한다. 또한, 송신측에서는 IP 패킷을 광 채널에 맵핑하여 송신한다. 본 광 채널 
인터페이스는, 전송로의 품질 열화 검출 기능을 구비한다(상세한 검출 기능에 대해서는 도 15를 이용하여 설명함). 셀
렉터 블럭(6)은 용장 구성을 구비한 광 채널을 수용하고, 송신측에서는 신호를 분기하고, 수신측에서는 신호를 선택하
는 기능을 구비한다. 광 채널 인터페이스(7)로 검출된 전송로의 장애 정보는 셀렉터 블럭에 통지되고, 셀렉터를 전환함
에 따라, 장애점 회피를 행할 수 있다. 패킷 스위치(2)는, 입력한 패킷을 헤더 정보로부터 원하는 출력 경로로 송신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또한, 제어부(3)는 패킷 교환기(1) 전체의 제어를 행한다.
    

    
도 2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송 품질 열화시의 전송로의 장애 전환의 시퀀스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면 중 패킷의 흐름
은 패킷 교환기(1-1)로부터 패킷 교환기(1-2)를 향하고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1+1의 보호(현용계 및 예비계
에 동일한 신호를 흘려 두고, 하류에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장 구성)의 경우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IP 패
킷은 패킷 교환기(1-1)의 셀렉터 블럭에서 현용계와 예비계로 분류된다. 현용계 및 예비계의 Och 인터페이스에서는 
전송로의 품질 감시를 행하고, 이 결과를 하류에 통지하기 위한 제어 패킷을 삽입한다. 수신측의 Och 인터페이스(7)에
서는 각각 품질 감시를 행하고, 제어용 패킷에 탑재되어 온 송신측의 정보와 대비시킴에 따라, 전송로의 품질 측정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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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서 현용계의 전송로에 장애가 발견되면, Och 인터페이스는 장애 정보를 셀렉터 블럭에 통지한다. 이 통지가 
트리거가 되어 셀렉터가 변환하고, 장애점 회피가 완료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장애의 판단을 셀렉터 블럭에 배치 
설비하는 경우를 설명했지만, 제어부(2)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장애의 판단을 행하는 구성도 생각할 수 있다. 도 
15에 광 채널의 장애 검출 기능과 셀렉터 블럭으로의 통지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광 채널 인터페이스(7)의 한 실시예를 
나타낸다. 수신측 PPP OAM 처리부(37)로부터는 장애 검출 또는 전환 요구를 통지하기 위한 제어선이 나오고, 도 16 
및 도 18에서 설명하는 셀렉터 블럭(6) 또는 광 셀렉터 블럭(8)에 접속되어 있다. 또한, 셀렉터 블럭(6) 또는 광 셀렉
터 블럭(8)으로부터 송신측 PPP OAM 처리부(32)에도 제어선이 신장하고 있다.
    

    
도 16에 셀렉터 블럭(6)의 한 구성예를 나타낸다. 셀렉터 블럭으로는 송신측은 현용계와 예비계 모두의 광 채널 인터
페이스(7)에 대해 브릿지(70)에서 신호를 분기하고, 송출한다. 또한, 수신측에서는 셀렉터(71)를 설치하여 현용계의 
신호만을 통과시키고, 패킷 스위치(2)로 송부한다. 이 수신측 셀렉터, 브릿지는 전환 처리부(72)가 제어한다. 전환 처
리부(72)는 현용계와 예비계의 광 채널 IF로부터 상기된 광 채널의 장애 정보를 수신하고, 현용계가 장애 상태가 되면, 
예비계에 대한 전환을 기동한다. 1+1 전환인 경우, 수신측에서 장애를 검출하면, 수신측의 판단만으로 전환을 행할 수 
있다.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패킷 교환기(1)의 다른 한 실시예를 나타내고 있다. 도 3의 실시예에서는, 신호가 전기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부분에서, 신호의 분기, 선택 기능을 배치 설비했었지만, 본 실시예에서는 신호가 광으로서 취급되고 있
는 부분에서 신호의 분기, 선택 기능을 배치 설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송신측의 신호에 대해서는 패킷 스위치(2)
로부터 광 채널 인터페이스(7)에 패킷이 송부되고, 광 채널 인터페이스(7)에서 IP 레이어의 처리, PPP 프레이밍 등의 
전기적인 처리를 실시한 후, 트랜스미터에서 광 셀렉터 블럭(8)에 신호를 보낸다. 광 셀렉터 블럭(8)에서는, 신호를 분
기하고, 광 네트워크에 신호를 송출한다. 수신측의 신호에 대해서는, 광 셀렉터 블럭(8)에서 현용계, 예비계의 신호를 
수신하고, 현용계의 신호를 선택하여, 현용계의 신호만 광 채널 인터페이스(7)로 송부한다. 광 채널 인터페이스(7)에
서는,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PPP 처리, IP 처리 등의 전기적인 처리를 행하고, 패킷 스위치(2)에 패킷을 송
부한다.
    

    
도 18에 광 셀렉터 블럭(8)의 상세 구성을 나타낸다. 송신측은 광 채널 인터페이스(7)로부터 광 신호를 받으면, 광 커
플러(75)에서 신호를 분기하여 현용계, 예비계 모두 신호를 송출한다. 수신측에서는, 현용계와 예비계로부터 신호를 수
신하면, 광 셀렉터(76)에서 현용계의 신호만을 선택하고, 광 채널 인터페이스(7)에 신호를 송부한다. 이들의 전환을 
제어하는 것이 전환 제어부(72)이고, 광 채널 인터페이스(7)에서 검출된 장애 정보나, 제어부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현
용계를 결정한다. 또한, 광 신호의 수신부에 광 단 검출 기능을 설치하고, 이 정보도 현용계 결정의 판단 재료로서도 좋
다.
    

    
여기까지, 패킷 교환 기간에 접속된, 광 채널의 전환 방식의 실시예를 나타내었다. 이들의 실시예에서는, 1+1의 광 채
널 전환 방식을 도시했지만, 1+1 또는 m : n의 전환에도, 상기된 장애 검출 방법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전환시의 양
단간의 프로토콜을 교환하는 채널을 설치하면, 1 : 1전환이나 m : n 전환에도 본 방식은 적용할 수 있다. 감시 채널의 
구성예에서는, 오퍼레이션 네트워크를 통하는 방식이나, 광 감시 채널을 설치하는 방식, 제어용 패킷을 이용하여 통신
을 행하는 방식, 제어용 프레임을 이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어서, 패킷 교환기(1)사이가 광 채널로 접속되고, 또한 그 동안에 광 크로스 커넥트(11) 등의 광 장치가 배치 설비된 
경우의 광 장치에서의 광 채널의 장애 검출 방식과, 광 채널의 1부분(서브 네트워크 커넥션)에 용장 구성이 설치된 경
우의 장애 복구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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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는 본 발명에 따른 패킷 교환기(1)와 광 크로스 커넥트(11)로 구성되는, 광 채널의 장애 검출 기구와 장애 복구 
방식을 구비한 광 네트워크의 한 구성예이다. 본 도면에 나타낸 광 크로스 커넥트(11)는, 용장 구성을 취하는 광 채널
을 수용하는 구성을 취한다. 본 도면의 광 크로스 커넥트(11)에서는 광 채널의 종단은 행하지 않지만, 광 채널의 1구간
의 전환은 행할 수 있다. 수신측에 대해서는, 광 채널은 광 채널 셀렉터(15)에 입력하고, 현용계의 신호가 여기서 선택
되어, 광 스위치(12)에 입력된다. 송신측에 대해서는, 광 채널 셀렉터에서 신호가 분기되어 광 현용계와 예비계의 전송
로에 신호가 송출된다.
    

    
광 채널의 품질 열화를 광 소자로 검출하고자 하면, 검출 항목은 광 단 검출만 되는 등, 한정된다. 그래서 본 발명의 광 
크로스 커넥트(11)에서는 광 채널의 품질 열화를 감시하기 위해, 광 채널 셀렉터에서는 광 신호를 통과시킴과 동시에 
광 신호를 분기하여, 모니터하는 기능을 구비한다. 구체적으로는, 분기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전기적으로 
신호를 해석하여 신호의 품질 열화를 측정한다. 도 20에 광 채널 셀렉터(15)의 수신측 회로의 한 실시예를 나타낸다. 
현용계와 예비계로부터 입력한 신호는 각각 광 커플러(80)로 분기된다. 주 신호에 대해서는, 광 셀렉터(81)에서 현용
계가 선택된 후, 광 스위치(12)로 송신된다. 또한, 분기된 모니터되는 신호에 대해서는, 수신측 리시버(39)에서 광 전
기 변환 처리 등을 한 후, 광 프레이머(38)를 통해 수신측 PPP OAM 처리부(37)로 송부된다. 여기서 전기적인 장애 
검출을 행하고, 현용계와 예비계의 장애 정보는 MPU(82)에 통지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MPU(82)가 현용계의 선택
을 행하고, 광 셀렉터에 설정을 행한다.
    

    
신호 모니터를 행하면, 수신한 장치 전까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검출할 수 있지만, 그 장치까지의 어떤 구간에서 장애
가 발생했는지를 식별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절단을 위해, 본 실시예에서는 광 감시 채널(SV 채널) 기능을 병용
한다. 광 SV 채널은 광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장치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채널이다. 이것을 송수신하는 기능[
도 19 중, SVIF(19)]을 패킷 교환기(1)와 광 크로스 커넥트 장치(11)에 설치하고, 광 채널의 장애 정보를 통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장치에서 검출한 광 채널에 관한 장애 정보를, 그 광 채널이 접속되는 하류의 장치에 광 감시 
채널을 통해 통지한다. 그리고 하류의 장치에서는, 상류의 장치로부터 이송된 장애 정보와, 자장치에서 모니터한 장애 
정보를 비교하고, 장애 구간의 특정을 행한다.
    

    
도 21에 장애 구간의 판정 방법의 플로우를 나타낸다. MPU(82)는 수신 PPP OAM 처리부 장애 검출 통지를 받으면, 
SV 채널로부터의 전단의 SNC 구간까지의 장애 정보와 대조를 행한다. 전단의 SNC 까지 이미 장애이면, 본 구간의 S
NC 구간의 장애가 아니다고 판정한다. 전단의 SNC 까지 정상이면, 본 구간의 SNC 구간의 장애라고 판정한다. 장애 구
간을 특정할 수 있고, 본 구간의 현용계가 장애라고 판정하면 MPU(82)는 광 셀렉터(81)를 현용계로부터 예비계로 전
환, 장애 복구를 행한다.
    

이상에서 도시된 방식에 따라, 광 채널의 일부분의 장애를 검출할 수 있고, 또한 광 채널이 전환을 행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패킷 통신망을 구성하는 광 채널의 품질 열화를 검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품질 열화 검출에 
따른 광 채널의 전환을 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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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IP(인터넷·프로토콜) 패킷 통신 장치와 광 전송로에 의해 접속된 IP 패킷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전송로와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광 전송로로부터 수신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 신호를 디지털 디코딩하는 수신 처리부와,

    
상기 디지털 디코딩된 신호로부터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에 있어서 IP 패킷을 PPP(Point-to-Point Protocol)
로 캡슐화한 PPP 프레임과, 상기 PPP 프레임과 동일한 프레임 포맷으로서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가 상기 광 전
송로에 송출한 PPP 프레임수가 맵핑된 PPP 제어용 프레임을 취출하고, 상기 PPP 제어용 프레임에 맵핑된 PPP 프레
임수와,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PPP 프레임수를 비교하여 손실된 PPP 프레임수를 계측하는 수신
측 PPP 제어 프레임 처리부
    

를 포함하는 IP 패킷 통신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IP 패킷을 PPP로 캡슐화하는 것으로서,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프레임을 생성하는 PPP 처리부와,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프레임과 동일한 프레임 포맷으로서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제어용 프레임을 생
성하고,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제어용 프레임에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프레임수를 맵핑하는 송신측 P
PP 제어 프레임 처리부와,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프레임과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제어용 프레임을 디지털 코딩하여, 상기 디지털 
코딩된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광 신호를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하는 송신 처리부

를 포함하는 IP 패킷 통신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측 PPP 제어 프레임 처리부는 주기적으로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하는 PPP 제어용 프레임을 생성하는 IP 패
킷 통신 장치.

청구항 4.

다른 IP(인터넷·프로토콜) 패킷 통신 장치와 광 전송로에 의해 접속된 IP 패킷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전송로와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광 전송로로부터 수신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 신호를 디지털 디코딩하는 수신 처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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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지털 디코딩된 신호로부터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에 있어서 IP 패킷을 PPP(Point-to-Point Protocol)
로 캡슐화한 PPP 프레임과, 상기 PPP 프레임과 동일한 프레임 포맷으로서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가 상기 광 전
송로에 송출한 PPP 프레임의 BIP(bit interleave parity)가 맵핑된 PPP 제어용 프레임을 취출하고, 상기 PPP 제어용 
프레임에 맵핑된 BIP와,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PPP 프레임의 BIP를 비교하여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PPP 프레임의 비트 오류를 검출하는 수신측 PPP 제어 프레임 처리부
    

를 포함하는 IP 패킷 통신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IP 패킷을 PPP로 캡슐화하는 것으로서,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프레임을 생성하는 PPP 처리부와,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프레임과 동일한 프레임 포맷으로서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제어용 프레임을 생
성하고,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제어용 프레임에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프레임의 BIP를 맵핑하는 송신
측 PPP 제어 프레임 처리부와,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프레임과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PPP 제어용 프레임을 디지털 코딩하여, 상기 디지털 
코딩된 신호를 광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광 신호를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하는 송신 처리부

를 포함하는 IP 패킷 통신 장치.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송신측 PPP 제어 프레임 처리부는 주기적으로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하는 PPP 제어용 프레임을 생성하는 IP 패
킷 통신 장치.

청구항 7.

다른 IP(인터넷·프로토콜) 패킷 통신 장치와 광 전송로에 의해 접속된 IP 패킷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전송로와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광 전송로로부터 수신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 신호를 디지털 디코딩하는 수신 처리부와,

상기 디지털 디코딩된 신호로부터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로부터 송신된 IP 패킷과 상기 IP 패킷과 동일한 패킷 
포맷으로서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가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IP 패킷수가 맵핑된 IP 제어용 패킷을 취출하고, 
상기 IP 제어용 패킷에 맵핑된 IP 패킷수와,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IP 패킷수를 비교하여 손실된 
IP 패킷수를 계측하는 수신측 IP 제어 패킷 처리부

를 포함하는 IP 패킷 통신 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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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과 동일한 패킷 포맷으로서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IP 제어용 패킷을 생성하고,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
한 IP 제어용 패킷에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IP 패킷수를 맵핑하는 송신측 IP 제어 패킷 처리부를 포함하는 IP 패킷 
통신 장치.

청구항 9.

다른 IP(인터넷·프로토콜) 패킷 통신 장치와 광 전송로에 의해 접속된 IP 패킷 통신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 전송로와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인터페이스는

상기 광 전송로로부터 수신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 신호를 디지털 디코딩하는 수신 처리부와,

    
상기 디지털 디코딩된 신호로부터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로부터 송신된 IP 패킷과, 상기 IP 패킷과 동일한 패킷 
포맷으로서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가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IP 패킷의 BIP(bit interleave parity)가 맵핑된 
IP 제어용 패킷을 취출하고, 상기 IP 제어용 패킷에 맵핑된 BIP와,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IP 패킷
의 BIP를 비교하여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로부터 수신한 IP 패킷의 비트 오류를 검출하는 수신측 IP 제어 패킷 
처리부
    

를 포함하는 IP 패킷 통신 장치.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IP 패킷과 동일한 패킷 포맷으로서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IP 제어용 패킷을 생성하고,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
한 패킷에 상기 광 전송로에 송출한 IP 패킷의 BIP를 맵핑하는 송신측 IP 제어 패킷 처리부를 포함하는 IP 패킷 통신 
장치.

청구항 11.

다른 IP(인터넷·프로토콜) 패킷 통신 장치와 광 전송로에 의해 접속된 IP 패킷 통신 장치에서 상기 광 전송로의 장애 
검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 전송로로부터 수신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 신호를 디지털 디코딩하며,

상기 디지털 디코딩된 신호로부터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에 있어서 IP 패킷을 PPP(Point-to-Point Protocol)
로 캡슐화한 PPP 프레임을 취출하고,

상기 PPP 프레임중의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체크하고,

전송 오류가 발생한 PPP 프레임 수를 카운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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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카운트 수가 소정의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기 광 전송로에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판정하는 장애 검출 방법.

청구항 12.

다른 IP(인터넷·프로토콜) 패킷 통신 장치와 광 전송로에 의해 접속된 IP 패킷 통신 장치에서 상기 광 전송로의 장애 
검출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 전송로로부터 수신된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 신호를 디지털 디코딩하며,

상기 디지털 디코딩된 신호로부터 상기 다른 IP 패킷 통신 장치에 있어서 IP 패킷을 PPP(Point-to-Point Protocol)
로 캡슐화한 PPP 프레임을 취출하고,

상기 PPP 프레임중의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체크하고,

정상으로 수신된 PPP 프레임 수와 전송 오류가 발생된 PPP 프레임 수를 카운트하고,

상기 전송 오류가 발생된 PPP 프레임수와 상기 정상으로 수신된 PPP 프레임수의 비가 소정치 이상인 경우, 상기 광 전
송로에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판정하는 장애 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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