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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관한 것으로, 특히 광대역 무선통신망이 결합된 형태의 주입광을 이

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변조 대역폭이 넓은 FP-EML(Fabry-Perot Electro-absorption modulated laser)을 이용하여 파장분할 다중

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을 기반으로 RoF 링크에 의한 무선망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루기 위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유무선 통합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주입된 비간섭성 광에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가입자망 장치에 있어서, 비

간섭성 광신호를 방출하는 광대역 광원을 구비하여 상하향 신호를 위한 주입 광을 제공하는 주입광 생성부; 상기 주입광

생성부에서 생성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전달받아 파장 잠김하여 하향 광 송신하고, 가입자 장치로부터의 상향 광신호를 전

달받아 광 검출하는 중앙 기지국; 및 상기 주입광 생성부에서 생성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전달받아 파장 잠김하여 상향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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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하고,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부터의 하향 광신호를 전달받아 광 검출하는 상기 가입자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중앙 기

지국 및 상기 가입자 장치의 상/하향 광 송신을 위하여 기저 대역 유선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유선 광 송신부와 고주파 무

선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무선 광 송신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유무선 통합망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3

색인어

FP-LD, EAM, FP-EML, 파장분할 다중방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의 하향 링크에 관한 일

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종래의 기술에 따라 무선 신호의 전송을 위한 RoF(Radio-Over-Fiber) 링크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루기 위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유무선 통합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의 하향 링크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루기 위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유무선 통합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의 상향 링크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루기 위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유무선 통합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에 사용되는 광 송신기의 일실시예 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관한 것으로, 특히 광대역 무선통신망이 결합된 형태의 주입광을 이

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관한 것이다.

광통신기술(WDM, OTDM 등)과 무선통신기술(CDMA 등)은 지금까지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 통신

네트워크를 통일시킬 광대역통합통신망으로 기술융합을 통한 진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광통신 기술을 예시하면 도 1의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이 있다.

도 1 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의 하향 링크에 관한 일

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종래의 기술에 의한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의 하향 링크

구조는, 주입 광으로 사용되는 비간섭성 광신호를 출력하는 광대역 광원(Broadband Light Source; BLS)(101), 광대역 광

원(101)으로부터의 비간섭성 광신호와 상하향 광신호의 경로를 설정하는 광 경로 장치(102), 광 경로 장치(102)를 통해

전달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역다중화하고 광 송신기(104-1 내지 104-n)로부터의 광 변조 신호를 다중화하는 제 1 도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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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파장분할 다중화기(Arrayed Waveguide; AWG)(103),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103)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

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하향 전송을 위한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광 송신기(104-1 내지

104-n),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Arrayed Waveguide; AWG)(103)로부터 전달된 다중화된 하향 광신호를 입

력받아 파장별로 역다중화하는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105) 및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105)로부터

역다중화된 하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광 감지하는 가입자별 광 수신기(106-1 내지 106-m)를 포함한다.

여기서, 광 송신기(104-1 내지 104-n)는 파장 잠김 된 페브리-페롯 레이저(FP-LD : mode-locked Fabry-Perot Laser

Diode) 또는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R-SOA : reflective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한다.

다음으로 무선통신 기술과 접목된 RoF 기술을 살펴보면 도 2와 같다.

도 2 는 종래의 기술에 따라 무선 신호의 전송을 위한 RoF(Radio-Over-Fiber) 링크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무선 신호의 전송을 위한 RoF 링크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무선 신호를 전송

하는 기술로, 중앙 기지국(21)에서 변조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원격 안테나 유닛(22)으로 광 전송하여 원격 안테나 유닛

(22)을 통해 무선 전송하는 것이다.

좀 더 상세히 그 구성을 살펴보면, 중앙 기지국(21)은, 주파수 변조를 위한 주파수 신호를 제공하는 RF 발진기(202), 데이

터를 입력받아 RF(Radio Frequency) 발진기(202)를 이용하여 RF 변조하는 변조기(201) 및 RF 변조된 데이터를 광 변조

하여 전송하는 전광 변환기(Electro-Optic : E/O)(203)를 포함한다.

그리고 원격 안테나 유닛(22)은 중앙 기지국으로부터 전달된 광신호를 광전 변환하는 광전 변환기(Optic-Electro : O/E)

(204) 및 광전 변환된 RF 변조 신호를 무선 전송하기 위한 안테나(205)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RoF 링크에서 RF 변조된 고주파 무선 신호를 광 변조하기 위해서는 전광 변환기(203)의 선형성이 뛰어나고, 변

조 대역폭이 넓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RoF 링크용 전광 변환기(203)는 고가의 아날로그(Analog)용 DFB

(distributed feedback) 레이저(laser)나 외부 광 변조기를 사용한다.

도 1 에 도시된 광 네트워크와 도 2 에 도시된 RoF 링크를 각각 유선망과 무선망으로 운용하는 경우, 각각의 광섬유를 이

용한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한, 도 1 에 도시된 광 네트워크와 도

2 에 도시된 RoF 링크를 결합하는 경우, 기존의 파장분할 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 RoF 링크가 적용되는데, 이 경

우에는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은 광 변조를 위한 파장 잠김된 페브리-페롯 레이저 또는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가 변조

대역폭이 좁아 고주파용 전광 변환기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파장분할 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구조를 깨지 않으면서 RoF 링크와 연계를 하기 위하여, 광 송신

을 위한 전광 변환의 변조 대역폭이 넓은 광 송신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변조 대역폭이 넓은 FP-EML(Fabry-Perot Electro-

absorption modulated laser)을 이용하여 파장분할 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을 기반으로 RoF 링크에 의한 무선망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루기 위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유무선 통합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주입된 비간섭성 광에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가입자망 장치에 있어서, 비간섭성 광신호를 방출하는 광대역 광원을 구비하여 상하향 신호를 위한 주입 광을 제공하는

주입광 생성부; 상기 주입광 생성부에서 생성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전달받아 파장 잠김하여 하향 광 송신하고, 가입자 장

치로부터의 상향 광신호를 전달받아 광 검출하는 중앙 기지국; 및 상기 주입광 생성부에서 생성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전달

받아 파장 잠김하여 상향 광 송신하고,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부터의 하향 광신호를 전달받아 광 검출하는 상기 가입자 장

치를 포함하며, 상기 중앙 기지국 및 상기 가입자 장치의 상/하향 광 송신을 위하여 기저 대역 유선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유선 광 송신부와 고주파 무선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무선 광 송신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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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주입된 비간섭성 광에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가입자망 장치에 있어

서, 하향 광 전송을 위한 구성은, 주입 광으로 사용되는 비간섭성 광신호를 출력하는 광대역 광원(Broadband Light

Source; BLS); 상기 광대역 광원으로부터의 상기 비간섭성 광신호와 상하향 광신호의 경로를 설정하는 광 경로 장치; 상

기 광 경로 장치를 통해 전달된 상기 비간섭성 광신호를 역다중화하여 유/무선 광 송신기들로 각각 전달하고 유/무선 광 송

신기들로부터의 광 변조 신호를 다중화하는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Arrayed Waveguide; AWG); 상기 제 1 도

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하향 전송을 위하여 파장 잠김하고 기저 대역

유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유선 신호 광 송신기;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

기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하향 전송을 위하여 파장 잠김하고 고주파 무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

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무선 신호 광 송신기;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전달된 다중화된

하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파장 별로 역다중화하는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 및 상기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

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하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광 감지하는 가입자별 광 수신기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주입된 비간섭성 광에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가입자망 장치에 있어

서, 상향 광 전송을 위한 구성은, 주입 광으로 사용되는 비간섭성 광신호를 출력하는 광대역 광원(Broadband Light

Source; BLS); 상기 광대역 광원으로부터의 비간섭성 광신호와 상하향 광신호의 경로를 설정하는 광 경로 장치; 상기 광

경로 장치를 통해 전달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역다중화하고 유/무선 광 송신기로부터의 광 변조 신호를 다중화하는 제 1 도

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Arrayed Waveguide; AWG);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

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상향 전송을 위하여 파장 잠김하고 기저 대역 유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

는 다수의 유선 신호 광 송신기;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상

향 전송을 위하여 파장 잠김하고 고주파 무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무선 신호 광 송신

기;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전달된 다중화된 상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파장별로 역다중화하는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 및 상기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상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광 감

지하는 광 수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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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에서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과 무선 통신망의 연결을 위

한 RoF 링크의 융합을 위해 RoF 링크를 위한 광 송신기로 FP-EML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종래의 파장 잠김

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과 무선 통신망의 연결을 위한 RoF 링크의 융합에 있어서 문제

점인 고주파 무선 신호를 전송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파장 잠김 광원을 위해 사용되던 FP-LD나 R-SOA의 전광 변환의 변

조 대역폭이 너무 좁은 점을 해결하고,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구조상의

변경없이 융합하기 위하여 RoF 링크를 위한 광 송신기로 FP-EML 광 송신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여기서 FP-EML은 기존의 FP-LD나 R-SOA에 비해 전광 변환의 변조 대역폭이 넓은 광 송신기로 도 5에 도시된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루기 위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유무선 통합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에 사용되는 광 송신기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FP-EML은 광신호를 주입받아 파장 잠김된 광원을 출력하는 페브리-페롯 레이저단(51)과 페브리-페롯

레이저단(51)을 통해 파장 잠김된 광원에 고주파 무선 신호를 광 변조하는 EAM(electro- absorption modulator)단(52)

을 포함한다.

이때, 페브리-페롯 레이저단(51) 끝면은 고 반사(high reflection : HR) 코팅(53)이 EAM단(52) 끝면은 비 반사(anti

reflection : AR) 코팅이 되어 있다.

기존의 FP-EML은 페브리-페롯 레이저가 여러 개의 "longitudinal mode"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본 단일 모드 광 선로

(standard single mode fiber)의 분산 값이 매우 작은 단일 파장 시스템 용(예컨대 1.3 um 파장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만 사용 가능하고,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과 같은 다중 파장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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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파장 잠김된 FP-EML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파장 잠김된 FP-EML은

페브리-페롯 레이저단(51)에서 스펙트럼 분할된 입력 신호에 의해 파장 잠김된 단일 모드 광신호를 출력하고, EAM단(52)

에서는 고주파 무선신호를 변조한다. 이때, 파장 잠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페브리-페롯 레이저의 여러 개의

"longitudinal mode"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감소하므로 다중 파장 시스템에서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되는 FP-EML 광 송신기의 EAM단(52)은 변조대역폭이 넓기 때문에 고주파를 사용하는

고주파 무선 신호를 변조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고주파 무선 신호의 전광 변환을 위해서 파장 잠김된 FP-EML을 사용하

는 것이 종래의 FP-LD나 R-SOA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루기 위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유무선 통합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의 하향 링크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루기 위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유무선 통합 수동형 광 가입

자망 장치의 하향 링크는, 주입 광으로 사용되는 비간섭성 광신호를 출력하는 광대역 광원(Broadband Light Source;

BLS)(301), 광대역 광원(301)으로부터의 비간섭성 광신호와 상하향 광신호의 경로를 설정하는 광 경로 장치(302), 광 경

로 장치(302)를 통해 전달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역다중화하고 광 송신기(304-1 내지 304-n 및 305-1 내지 305-m)로부

터의 광 변조 신호를 다중화하는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Arrayed Waveguide; AWG)(303), 제 1 도파로형 파

장분할 다중화기(303)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하향 전송을 위한 기저 대역(베이스 밴드) 유선 신

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유선 신호 광 송신기(304-1 내지 304-n),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303)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하향 전송을 위한 파장 잠김하여 고주파 무선 신호 데이터

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무선 신호 광 송신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Arrayed

Waveguide; AWG)(303)로부터 전달된 다중화된 하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파장별로 역다중화하는 제 2 도파로형 파장분

할 다중화기(307) 및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307)로부터 역다중화된 하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광 감지하는 가입

자별 광 수신기(308-1 내지 308-i 및 309-1 내지 309-j)를 포함한다.

여기서, 유선 신호 광 송신기(304-1 내지 304-n)는 파장 잠김 된 페브리-페롯 레이저(FP-LD : mode-locked Fabry-

Perot Laser Diode) 또는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R-SOA : reflective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한다. 그리고 무선 신호 광 송신기는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303)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

를 입력받아 하향 전송을 위한 파장 잠김 광원을 출력하는 다수의 FP_LD(306-1 내지 306-m) 및 다수의 FP_LD(306-1

내지 306-m)의 파장 잠김된 광원에 고주파 무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EAM(305-1 내

지 305-m)를 포함한다.

또한 하향 데이터의 수신부 중 무선 신호를 수신하여 재 전송하기 위한 RoF 링크부는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

(307)로부터 역다중화된 하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광 감지하여 광전변환하는 광 수신부(309-1 내지 309-j) 및 광 수신부

(309-1 내지 309-j)에서 수신된 고주파 무선 신호를 무선 전송하는 안테나부(310-1 내지 310-j)를 포함한다.

이상의 구조를 통해 기저 대역 유선 신호를 변조하는 유선 신호 광 송신기와 고주파 무선 신호를 변조하는 무선 신호 광 변

조기를 나누어 기존의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RoF 링크의 접목이 이루어진다.

그 동작을 살펴보면, 광대역 광원(301)에서 출력된 비간섭성 광 신호는 광 경로 장치(302)인 서큘레이터를 지나 제 1 도파

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303)에서 역다중화(스펙트럼 분할)되어 광 송신단에 인가된다. 여기서 광 송신단은 기저 대역 유

선 신호를 변조하는 페브리-페롯 레이저나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를 사용하는 유선 광 송신부(304-1 내지 304-n)과 고

주파 무선 신호를 변조하는 FP-EML를 사용하는 무선 광 송신부(305-1 내지 305-m)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광 송신단에서 변조된 각각의 광 신호들은 다시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303)에서 다중화되어 하나의

하향 광 신호를 생성하고 서큘레이터(302)를 지나 가입자단으로 전송된다.

가입자단에서는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307)를 통해 역다중화되어 파장별로 광 수신부에 입력된다. 여기서 광

수신부는 유선 신호를 수신하는 유선 광 수신부(308-1 내지 308-i)와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무선 광 수신부(309-1 내지

309-j)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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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루기 위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유무선 통합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의 상향 링크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루기 위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유무선 통합 수동형 광 가입

자망 장치의 상향 링크는, 주입 광으로 사용되는 비간섭성 광신호를 출력하는 광대역 광원(Broadband Light Source;

BLS)(401), 광대역 광원(401)으로부터의 비간섭성 광신호와 상하향 광신호의 경로를 설정하는 광 경로 장치(402), 광 경

로 장치(402)를 통해 전달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역다중화하고 유/무선 광 송신기(404-1 내지 404-i 및 405-1 내지 405-

j)로부터의 광 변조 신호를 다중화하는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Arrayed Waveguide; AWG)(403), 제 1 도파로

형 파장분할 다중화기(403)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파장 잠김하여 상향 전송을 위한 기저 대역(베

이스 밴드) 유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유선 신호 광 송신기(404-1 내지 404-i),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403)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상향 전송을 위하여 파장 잠김하고 고

주파 무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무선 신호 광 송신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

기(Arrayed Waveguide; AWG)(403)로부터 전달된 다중화된 상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파장별로 역다중화하는 제 2 도파

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408) 및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408)로부터 역다중화된 상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광 감

지하는 광 수신기(409-1 내지 409-n 및 410-1 내지 410-m)를 포함한다.

여기서, 유선 신호 광 송신기(404-1 내지 404-n)는 파장 잠김 된 페브리-페롯 레이저(FP-LD : mode-locked Fabry-

Perot Laser Diode) 또는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R-SOA : reflective semiconductor optical amplifier)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한다. 그리고 무선 신호 광 송신기는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403)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

를 입력받아 상향 전송을 위한 파장 잠김 광원을 출력하는 다수의 FP_LD(406-1 내지 406-j) 및 다수의 FP_LD(406-1

내지 406-j)의 파장 잠김된 광원에 무선 안테나(407-1 내지 407-j)를 통해 입력된 고주파 무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

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EAM(405-1 내지 405-j)를 포함한다.

이상의 구조를 통해 기저 대역 유선 신호를 변조하는 유선 신호 광 송신기와 고주파 무선 신호를 변조하는 무선 신호 광 변

조기를 나누어 기존의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에 RoF 링크의 접목이 이루어진다.

그 동작을 살펴보면, 광대역 광원(401)에서 출력된 비간섭성 광 신호는 광 경로 장치(402)인 서큘레이터를 지나 제 1 도파

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403)에서 역다중화(스펙트럼 분할)되어 광 송신단에 인가된다. 여기서 광 송신단은 기저 대역 유

선 신호를 변조하는 페브리-페롯 레이저나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를 사용하는 유선 광 송신부(404-1 내지 404-n)과 고

주파 무선 신호를 변조하는 FP-EML를 사용하는 무선 광 송신부(405-1 내지 405-m)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광 송신단에서 변조된 각각의 광 신호들은 다시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403)에서 다중화되어 하나의

상향 광 신호를 생성하고 서큘레이터(402)를 지나 중앙 기지국으로 전송된다.

중앙 기지국에서는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408)를 통해 역다중화되어 파장별로 광 수신부에 입력된다. 여기서

광 수신부는 유선 신호를 수신하는 유선 광 수신부(409-1 내지 409-n)와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무선 광 수신부(410-1 내

지 410-m)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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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조 대역폭이 넓은 FP-EML(Fabry-Perot Electro-absorption modulated laser)을 이용하여

파장분할 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을 기반으로 RoF 링크에 의한 무선망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유무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우수한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기반의 유무선 통합망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WDM-PON 구조

에 고주파 무선신호 변조용 FP-EML을 사용하는 무선 전송 링크를 추가하여 유선망 기반의 무선망 가입자 서비스 및 유무

선 통합 운영을 이룰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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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유무선 통합망 구현 시 중앙 기지국에서 지역 기지국으로의 부가적인 광섬유의 포설이 필요없이 기존의

파장분할 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의 전송 링크를 공유하게 되어 추가적인 포설 비용 및 망 구축 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주입된 비간섭성 광에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가입자망 장치에 있어서,

비간섭성 광신호를 방출하는 광대역 광원을 구비하여 상하향 신호를 위한 주입 광을 제공하는 주입광 생성부;

상기 주입광 생성부에서 생성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전달받아 파장 잠김하여 하향 광 송신하고, 가입자 장치로부터의 상향

광신호를 전달받아 광 검출하는 중앙 기지국; 및

상기 주입광 생성부에서 생성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전달받아 파장 잠김하여 상향 광 송신하고, 상기 중앙 기지국으로부터

의 하향 광신호를 전달받아 광 검출하는 상기 가입자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중앙 기지국 및 상기 가입자 장치의 상/하향 광 송신을 위하여 기저 대역 유선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유선 광 송신부

와 고주파 무선 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무선 광 송신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무선 광 송신부는,

상기 비간섭성 광신호를 주입받아 파장 잠김된 광원을 출력하는 페브리-페롯 레이저단; 및

상기 페브리-페롯 레이저단을 통해 파장 잠김된 광원에 고주파 무선 신호를 광 변조하는 EAM(electro- absorption

modulator)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

자망 장치.

청구항 3.

주입된 비간섭성 광에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가입자망 장치에 있어서, 하향 광 전송을

위한 구성은,

주입 광으로 사용되는 비간섭성 광신호를 출력하는 광대역 광원(Broadband Light Source; BLS);

상기 광대역 광원으로부터의 상기 비간섭성 광신호와 상하향 광신호의 경로를 설정하는 광 경로 장치;

상기 광 경로 장치를 통해 전달된 상기 비간섭성 광신호를 역다중화하여 유/무선 광 송신기들로 각각 전달하고 유/무선 광

송신기들로부터의 광 변조 신호를 다중화하는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Arrayed Waveguide; AWG);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하향 전송을 위하여 파장 잠김하

고 기저 대역 유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유선 신호 광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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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하향 전송을 위하여 파장 잠김하

고 고주파 무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무선 신호 광 송신기;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전달된 다중화된 하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파장 별로 역다중화하는 제 2 도

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 및

상기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하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광 감지하는 가입자별 광 수신기를 포

함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무선 신호 광 송신기는, 각각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하향 전송을 위한 파장 잠김 광원

을 출력하는 페브리 페롯 레이저(FP_LD); 및

상기 페브리 페롯 레이저의 파장 잠김 광원에 상기 하향 전송을 위한 고주파 무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EAM(electro-absorption modulator)을 포함하는 페브리 페롯-EML(Fabry-Perot Electro-absorption

modulated laser) 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페브리 페롯 레이저부에는 고 반사(high reflection : HR) 코팅이 되어 있고, 상기 EAM에는 비 반사(anti reflection :

AR)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청구항 6.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유선 신호 광 송신기는, 각각

페브리 페롯 레이저(FP_LD)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청구항 7.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유선 신호 광 송신기는, 각각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R-SOA)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

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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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주입된 비간섭성 광에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파장분할 다중방식의 수동형 광가입자망 장치에 있어서, 상향 광 전송을

위한 구성은,

주입 광으로 사용되는 비간섭성 광신호를 출력하는 광대역 광원(Broadband Light Source; BLS);

상기 광대역 광원으로부터의 비간섭성 광신호와 상하향 광신호의 경로를 설정하는 광 경로 장치;

상기 광 경로 장치를 통해 전달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역다중화하고 유/무선 광 송신기로부터의 광 변조 신호를 다중화하는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Arrayed Waveguide; AWG);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상향 전송을 위하여 파장 잠김하고

기저 대역 유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유선 신호 광 송신기;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상향 전송을 위하여 파장 잠김하고

고주파 무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다수의 무선 신호 광 송신기;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전달된 다중화된 상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파장별로 역다중화하는 제 2 도파

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 및

상기 제 2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상향 광신호를 입력받아 광 감지하는 광 수신기를 포함하는 파

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무선 신호 광 송신기는, 각각

상기 제 1 도파로형 파장분할 다중화기로부터 역다중화된 비간섭성 광신호를 입력받아 하향 전송을 위한 파장 잠김 광원

을 출력하는 페브리 페롯 레이저(FP_LD); 및

상기 페브리 페롯 레이저의 파장 잠김 광원에 상기 하향 전송을 위한 고주파 무선 신호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광 변조하여

출력하는 EAM(electro-absorption modulator)을 포함하는 페브리 페롯-EML(Fabry-Perot Electro-absorption

modulated laser) 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페브리 페롯 레이저부에는 고 반사(high reflection : HR) 코팅이 되어 있고, 상기 EAM에는 비 반사(anti reflection :

AR)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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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유선 신호 광 송신기는, 각각

페브리 페롯 레이저(FP_LD)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유선 신호 광 송신기는, 각각

반사형 반도체 광 증폭기(R-SOA)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 잠김된 광원을 이용한 유무선 통합 파장분할다중

방식 수동형 광 가입자망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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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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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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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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