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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데이터 다중화 방법,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및광 네트웍

요약

본 발명에 따라 복수의 입력 포트들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 및 인에이블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하나의 출력 포트로 출력하기

위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상기 입력 포트들과 연결되며, 각각 입력된 데이터 및 인에이블 신호들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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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상기 인에이블 신호의 종료 시점에서 원샷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복수의 메모리들과;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입력된

원샷 신호들의 순서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들에 저장된 데이터 신호들을 차례대로 독취하기 위한 유한 상태 기계를 포함한

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광가입자 시스템, 광선로 종단, 유한 상태 기계,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TPS를 통합하는 수동형 광가입자 망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OLT측 TPS FPGA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도 2에 도시된 TPS FPGA에 입력되는 통신,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을 나타낸 도면,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통신,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의 인에이블 신호들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도 4에 도시된 통신, 방송 및 음성 인에이블 신호들에 대한 원샷 신호들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도 1에 도시된 ONT측 TPS FPGA를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네트웍(optical network)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방송, 통신 및 음성 서비스들을 통합하는(이하, TPS(triple

play serice)라고 칭함) 광 네트웍에 관한 것이다.

정보 통신은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방송, 통신 및 음성 서비스들이 통합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방송의 디지털

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급격히 초래하고 있다.

종래의 TPS를 통합하는 수동형 광가입자 망(passive optical network: PON)은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더넷 채

널(ethernet channel)을 통한 VoIP(voice over IP)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음성 데이터 신호의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며, 또한 통신 데이터 신호의 처리량(throughput)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음성 데이터 신호의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할 수 있고, 통신 데이터 신호의 처리량을 100% 보장할 수 있

도록 종래보다 향상된 TPS를 통합하는 광 네트웍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목적은 음성 데이터 신호의 QoS를 보

장할 수 있고, 통신 데이터 신호의 처리량을 100% 보장할 수 있도록 종래보다 향상된 TPS를 통합하는 광 네트웍을 제공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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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통신 데이터 신호로 인한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의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신호 다

중화 방법 및 이를 적용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복수의 입력 포트들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 및 인에이블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하나의 출력 포트로 출력하기

위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상기 입력 포트들과 연결되며, 각각 입력된 데이터 및 인에이블 신호들을 저장

하며, 상기 인에이블 신호의 종료 시점에서 원샷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복수의 메모리들과;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입력된

원샷 신호들의 순서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들에 저장된 데이터 신호들을 차례대로 독취하기 위한 유한 상태 기계를 포함한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에서는 첨부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이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TPS를 통합하는 수동형 광가입자 망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수동형 광가입

자 망(100)은 광섬유(260)를 통해 서로 연결된 광선로 종단(optical line terminal: OLT, 110)과 광네트웍 종단(optical

network terminal: ONT, 265)을 포함한다.

상기 OLT(110)는 물리계층(PHY, 120), 이더넷 물리계층(E-PHY, 130), TPS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TPS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TPS FPGA, 140), 백 플레인 물리계층(back plane PHY, 240), 광모듈(optical module,

250)을 포함한다. 상기 OLT(110)는 상기 수동형 광가입자망(100)의 외부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방송 데이터 신호들, 통신

데이터 신호 및 음성 데이터 신호를 상기 TPS FPGA(140)를 이용하여 다중화하고, 다중화한 신호를 백 플레인 물리계층

(240)을 이용하여 시리얼 데이터 신호인 ASI(asynchronous serial interface) 신호로 변환하며, 변환된 ASI 신호를 상기

광모듈(250)을 이용하여 광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광섬유(260)를 통해 상기 ONT(265)로 전송한다.

상기 음성 데이터 신호는 상기 TPS FPGA(140)에 직접 입력되고, 상기 방송 데이터 신호들은 상기 물리계층(120)을 통해

상기 TPS FPGA(140)에 입력되며, 상기 통신 데이터 신호는 상기 이더넷 물리계층(130)을 통해 상기 TPS FPGA(140)에

입력된다. 상기 방송 데이터 신호는 MPEG-2 TS 데이터 신호를 포함하고, 상기 통신 데이터 신호는 이더넷 데이터 신호를

포함한다.

도 2는 상기 OLT측 TPS FPGA(140)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TPS FPGA(140)는 복수의 방송 메모리들(150-

1~150-n)과, 통신 메모리(170)와, 음성 메모리(180)와, 매체 독립 인터페이스(media independant interface: MII, 160)

와, 유한 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 FSM, 190)와, 갭 생성기(gap generator, 200)를 포함한다. 상기 TPS FPGA

(140)는 복수의 입력 포트들과 하나의 출력 포트를 가지며, 상기 입력 포트들에 입력된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상기 출력 포

트로 출력한다.

상기 복수의 방송 데이터 신호들(TS-D1~TS-Dn)은 각각 방송 인에이블 신호(TS-EN1~TSENn)와 함께 해당 방송 메모

리에 입력된다. 즉, 제n 방송 데이터 신호와 제n 방송 인에이블 신호는 제n 방송 메모리(150-n)에 입력된다. 상기 복수의

방송 메모리들(150-1~150-n)은 각각 입력된 방송 데이터 신호에 1 바이트의 포트 아이디(port ID)를 추가하여 저장한

다. 상기 TPS FPGA(140)는 상기 n 채널의 방송 데이터 신호들을 위한 n 개의 입력 포트들, 상기 통신 데이터 신호(Tx-D)

를 위한 하나의 입력 포트 및 상기 음성 데이터 신호(VO-D)를 위한 하나의 입력 포트를 가지며, 상기 각 입력 포트에는 고

유한 포트 아이디가 할당되어 있다. 상기 포트 아이디는 데이터 신호의 종류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며, 상기 ONT(240)는 상

기 포트 아이디를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 신호들을 서비스별로 분류한다. 상기 복수의 방송 메모리들(150-1~150-n)은 각

각 MPEG-2 FIFO(first in first out)를 포함한다.

상기 음성 데이터 신호는 음성 인에이블 신호(VO-EN)와 함께 상기 음성 메모리(180)에 입력된다. 상기 음성 메모리(180)

는 입력된 음성 데이터 신호에 1 바이트의 포트 아이디를 추가하여 저장한다. 상기 음성 메모리(180)는 음성 FIFO를 포함

한다.

상기 통신 데이터 신호는 통신 인에이블 신호(Tx-EN)와 함께 상기 MII(160)에 입력되며, 상기 MII(160)는 MII 신호인 상

기 통신 신호를 패러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통신 메모리(170)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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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통신 메모리(170)는 입력된 통신 데이터 신호에 1 바이트의 포트 ID를 추가하여 유효 신호와 함께 저장한다. 상기 통

신 메모리(170)는 통신 FIFO를 포함한다.

도 3은 상기 TPS FPGA에 입력되는 통신,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의 (a)는 통신 데이터 신호

를 나타내고, 도 3의 (b)는 방송 데이터 신호를 나타내며, 도 3의 (c)는 음성 데이터 신호를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짧

은 길이의 통신 데이터 신호들이 연속적으로 반복 입력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의 처리 지

연이 유발된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통신,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의 인에이블 신호들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의 (d)는 통신 인에이

블 신호를 나타내고, 도 4의 (e)는 방송 인에이블 신호를 나타내며, 도 4의 (f)는 음성 인에이블 신호를 나타내고, 도 4의

(g)는 상기 인에이블 신호들의 처리 순서를 나타낸다. 이해의 편이를 위해, 위에서부터 차례로 1~5의 번호들을 붙였으며,

1은 통신 인에이블 신호, 2, 3 및 4는 세 개의 방송 인에이블 신호들, 그리고 5는 음성 인에이블 신호를 나타낸다. 입력 순

서가 1→2→5→3→4이므로, 전형적인 데이터 신호 처리 순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1→2→5→3→4로 이루어진다.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은 통신 데이터 신호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도 4에서처럼 짧은 길이의

통신 데이터 신호들이 연속적으로 반복 입력되는 경우에 전형적인 처리 순서에 따르면 통신 데이터 신호들이 모두 처리될

때까지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의 처리가 지연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원샷(one shot) 신호를 이용하여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의 처리 지연을 방지한다.

다시 도 2를 참고하면, 상기 복수의 방송 메모리들(150-1~150-n)은 각각 입력된 방송 인에이블 신호의 종료 시점, 즉 입

력된 방송 인에이블 신호가 '1' 레벨에서 '0' 레벨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방송 원샷 신호(TS-OS1~TS-OSn)를 상기 FSM

(190)으로 출력한다. 다시 말해서, 제n 방송 메모리(150-n)는 입력된 방송 인에이블 신호가 '1' 레벨에서 '0' 레벨로 떨어

지는 시점에서 제n 방송 원샷 신호(TS-OSn)를 상기 FSM(190)으로 출력한다. 상기 제n 방송 원샷 신호는 상기 제n 방송

메모리(150-n)에 저장된 제n 방송 데이터 신호를 독취해도 좋다는 신호로서 1 클럭 시간동안 발생된다.

상기 음성 메모리(180)는 입력된 음성 인에이블 신호의 종료 시점, 즉 입력된 음성 인에이블 신호가 '1' 레벨에서 '0' 레벨

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음성 원샷 신호(VO-OS)를 상기 FSM(190)으로 출력한다. 상기 음성 원샷 신호는 상기 음성 메모리

(180)에 저장된 음성 데이터 신호를 독취해도 좋다는 신호로서 1 클럭 시간동안 발생된다.

상기 통신 메모리(170)는 입력된 통신 인에이블 신호의 종료 시점, 즉 입력된 통신 인에이블 신호가 '1' 레벨에서 '0' 레벨

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통신 원샷 신호(Tx-OS)를 상기 FSM(190)으로 출력한다. 상기 통신 원샷 신호는 상기 통신 메모리

(170)에 저장된 통신 데이터 신호를 독취해도 좋다는 신호로서 1 클럭 시간동안 발생된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통신, 방송 및 음성 인에이블 신호들에 대한 원샷 신호들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의 (h)는 통신 원샷

신호를 나타내고, 도 5의 (i)는 방송 원샷 신호를 나타내며, 도 5의 (j)는 음성 원샷 신호를 나타내고, 도 5의 (k)는 상기 원

샷 신호들의 처리 순서를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통신, 방송 및 음성 인에이블 신호들의 입력 순서는

1→2→5→3→4이지만, 상기 원샷 신호들의 출력 순서는 5→2→3→4→1이므로, 통신,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의 처리

순서는 5→2→3→4→1로 이루어진다.

만약, 둘 이상의 원샷 신호들이 동일 시점에 발생한 경우에는 기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된다. 바람직하게는, 음성,

방송 및 통신 인에이블 신호들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 음성 원샷 신호와 통신 원샷 신호가 동일 시점

에서 발생된 경우에 방송 데이터 신호를 먼저 처리한다.

상기 FSM(190)은 입력되는 원샷 신호들의 순서(또는, 기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당 독취 인에이블 신호를 해당 메

모리로 출력한다.

도 5를 예로 들어, 상기 제n 방송 메모리(150-n), 통신 메모리(170) 및 음성 메모리(180)가 도시된 바와 같은 원샷 신호들

을 출력한다면, 상기 FSM(190)은 차례대로 상기 음성 메모리(180)로 음성 독취 인에이블 신호(VO-REN)를 출력하고, 상

기 제n 방송 메모리(150-n)로 제n 방송 독취 인에이블 신호(TS-RENn)를 세 번 출력한 후, 상기 통신 메모리(170)로 통신

독취 인에이블 신호(Tx-REN)를 출력한다.

등록특허 10-0606038

- 4 -



상기 복수의 방송 메모리들(150-1~150-n)은 각각 방송 독취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면, 저장된 방송 데이터 신호 및 방

송 인에이블 신호를 상기 갭 생성기(200)로 출력한다.

상기 음성 메모리(180)는 음성 독취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면, 저장된 음성 데이터 신호 및 음성 인에이블 신호를 상기 갭

생성기(200)로 출력한다.

상기 통신 메모리(170)는 통신 독취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면, 저장된 통신 데이터 신호 및 통신 인에이블 신호를 상기 갭

생성기(200)로 출력한다.

상기 갭 생성기(200)는 입력된 방송, 음성 또는 통신 데이터 신호들 각각이 그 앞뒤에 1 바이트의 아이들(idle)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즉, 상기 갭 생성기(200)는 이후의 콤마 캐릭터(comma character)(K28.5라고 칭함)의 삽입을 위해, 1 바이

트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 상기 각 데이터 신호에게 1 바이트의 아이들을 추가로 제공한다.

다시 도 1을 참고하면, OLT(110)측 TPS FPGA(14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신호 및 인에이블 신호는 상기 백 플레인 물리

계층(210)에 입력된다. 상기 백 플레인 물리계층(210)은 입력된 데이터 신호를 시리얼 신호인 ASI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광모듈(220)로 출력한다. 즉, 상기 백 플레인 물리계층(210)은 입력된 데이터 신호를 8B/10B 인코딩하고, 상기 데이터 신

호의 앞뒤에 K28.5를 삽입한다.

상기 광모듈(220)은 입력된 ASI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광섬유(230)를 통해 상기 ONT(240)로 전송한다.

상기 ONT(240)는 물리계층(360), 이더넷 물리계층(370), TPS FPGA(270), 백 플레인 물리계층(260), 광모듈(250)을 포

함한다. 상기 ONT(240)는 상기 광섬유(230)를 통해 수신한 ASI 신호를 상기 광모듈(250)을 이용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

하고, 변환된 전기 신호를 상기 백 플레인 물리계층(260)을 이용하여 패러럴 신호로 변환하며, 변환된 패러럴 신호를 상기

TPS FPGA(270)를 이용하여 복수의 방송 데이터 신호들, 통신 데이터 신호 및 음성 데이터 신호로 역다중화한다. 이 때,

상기 백 플레인 물리계층(260)은 입력된 데이터 신호를 8B/10B 디코딩한다.

도 6은 상기 ONT(240)측 TPS FPGA(270)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상기 TPS FPGA(270)는 복수의 방송 메모리들(300-

1~300-n)과, 통신 메모리(320)와, 음성 메모리(350)와, MII(330)와, 복수의 FSM들(290-1~290-n,310,340)과, 아이디

체커(ID checker, 280)를 포함한다.

상기 아이디 체커(280)는 입력된 패러럴 신호의 포트 아이디를 식별한 후 이를 해당 메모리로 출력한다. 즉, 상기 아이디

체커(280)는 입력된 신호가 제1 방송 신호인 경우에 이를 상기 제1 방송 메모리(300-1)로 출력하며, 입력된 신호가 음성

신호인 경우에 이를 상기 음성 메모리(350)로 출력하고, 입력된 신호가 통신 신호인 경우에 이를 상기 통신 메모리(320)로

출력한다.

상기 방송 메모리들(300-1~300-n)은 각각 저장된 방송 데이터 신호 및 방송 인에이블 신호를 상기 물리계층(360)으로

출력하고, 상기 물리계층(360)을 거친 방송 데이터 신호 및 방송 인에이블 신호는 가입자에게로 출력된다. 상기 각 방송 메

모리는 방송 FIFO를 포함한다.

상기 음성 메모리(350)는 저장된 음성 데이터 신호 및 음성 인에이블 신호를 가입자에게로 출력한다. 상기 음성 메모리

(350)는 음성 FIFO를 포함한다.

상기 통신 메모리(320)는 유효 신호가 제거된 채로 저장된 통신 데이터 신호 및 통신 인에이블 신호를 상기 MII(330)로 출

력하고, 상기 MII(330)는 입력된 신호들을 MII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이더넷 물리계층(370)으로 출력하며, 상기 이더넷 물

리계층(370)을 거친 통신 데이터 신호 및 통신 인에이블 신호는 가입자에게로 출력된다. 상기 통신 메모리(320)는 통신

FIFO를 포함한다.

이상, 상기 OLT(110)로부터 상기 ONT(240)로의 하향 신호 처리 과정을 살펴보았고, 상기 ONT(240)로부터 상기 OLT

(110)로의 상향 신호 처리 과정은 방송 신호를 전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하향 신호 처리 과정과 유사하

므로, 이하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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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ONT(240)는 가입자로부터 입력된 통신 신호 및 음성 신호를 상기 TPS FPGA(270)를 이용하여 다중화하고, 다중화

한 신호를 상기 백 플레인 물리계층(260)을 이용하여 시리얼 신호인 ASI 신호로 변환하며, 변환된 ASI 신호를 상기 광모

듈(250)을 이용하여 광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광섬유(230)를 통해 상기 OLT(110)로 전송한다.

상기 음성 신호는 상기 TPS FPGA(270)에 직접 입력되고, 상기 통신 신호는 상기 이더넷 물리계층(370)을 통해 상기 TPS

FPGA(270)에 입력된다.

음성 데이터 신호는 음성 인에이블 신호와 함께 상기 음성 메모리(350)에 입력된다. 상기 음성 메모리(350)는 입력된 음성

데이터 신호에 1 바이트의 포트 아이디를 추가하여 저장한다.

통신 데이터 신호는 통신 인에이블 신호와 함께 상기 MII(330)에 입력되며, 상기 MII(330)는 MII 신호인 상기 통신 신호를

패러럴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통신 메모리(320)로 출력한다.

상기 통신 메모리(320)는 입력된 통신 데이터 신호에 1 바이트의 포트 ID를 추가하여 유효 신호와 함께 저장한다.

상기 음성 및 통신 메모리들(350,320)은 서로 연동하는 음성 및 통신 FSM들(340,310)에 음성 및 통신 원샷 신호들을 출

력하며, 상기 음성 및 통신 FSM들(340,310)은 입력되는 원샷 신호들의 순서(또는, 기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당 독

취 인에이블 신호를 해당 메모리로 출력한다.

상기 음성 메모리(350)는 음성 독취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면, 저장된 음성 데이터 신호 및 음성 인에이블 신호를 상기 아

이디 체커(280)로 출력한다.

상기 통신 메모리(320)는 통신 독취 인에이블 신호를 수신하면, 저장된 통신 데이터 신호 및 통신 인에이블 신호를 상기 아

이디 체커(280)로 출력한다.

상기 아이디 체커(280)는 입력된 음성 또는 통신 데이터 신호 각각이 그 앞뒤에 1 바이트의 아이들(idle)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ONT(240)측 TPS FPGA(27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 신호 및 인에이블 신호는 상기 백 플레인 물리계층(260)에 입력된다.

상기 백 플레인 물리계층(260)은 입력된 데이터 신호를 시리얼 신호인 ASI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광모듈(250)로 출력한

다. 즉, 상기 백 플레인 물리계층(260)은 입력된 데이터 신호를 8B/10B 인코딩하고, 상기 데이터 신호의 앞뒤에 K28.5를

삽입한다.

상기 광모듈(250)은 입력된 ASI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광섬유(230)를 통해 상기 OLT(110)로 전송한다.

상기 OLT(110)는 상기 ONT(240)의 하향 신호 처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기 광섬유(230)를 통해 입력된 ASI 신호

를 처리한다.

상술한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가 수동형 광가입자 망에 적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나, 본 발명에 따른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서로 광통신을 수행하는 적어도 두 노드들을 포함하는 임의의

광네트웍에 적용될 수 있다. 즉, 광섬유로 서로 연결된 적어도 두 노드들을 포함하는 광 네트웍에 있어서, 어느 한 노드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신호들을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를 이용하여 다중화하고, 다중화한 신호를 백 플레

인 물리계층을 이용하여 시리얼 신호인 ASI 신호로 변환하며, 변환된 ASI 신호를 광모듈을 이용하여 광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광섬유를 통해 타 노드로 전송한다. 상기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각각 입력된 데이터 및 인에이블 신호

들을 저장하며, 상기 인에이블 신호의 종료 시점에서 원샷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복수의 메모리들과,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입력된 원샷 신호들의 순서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들에 저장된 데이터 신호들을 차례대로 독취하기 위한 유한 상태 기계를

포함한다. 상기 데이터 신호들은 방송, 음성 및 통신 신호들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입력된 신호들 각각이 그 앞뒤에 1 바이트의 아이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갭 생성기를 더 포

함할 수 있다. 상기 유한 상태 기계는 둘 이상의 원샷 신호들이 동일 시점에 입력된 경우에 기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처

리할 수 있다. 상기 각 메모리는 입력된 데이터 신호에 해당 입력 포트를 나타내는 포트 아이디를 추가하여 저장할 수 있

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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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신호 다중화 방법 및 이를 적용한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원샷 신호를 이용

함으로써 통신 데이터 신호로 인한 방송 및 음성 데이터 신호들의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원샷 신호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를 구비한 TPS를 통합하는 광 네트웍은 음성 데이터 신호의 QoS

를 보장할 수 있고, 통신 데이터 신호의 처리량을 100%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의 입력 포트들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 및 인에이블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하나의 출력 포트로 출력하기 위한 필드 프로

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에 있어서,

상기 입력 포트들과 연결되며, 각각 입력된 데이터 및 인에이블 신호들을 저장하며, 상기 인에이블 신호의 종료 시점에서

원샷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복수의 메모리들과;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입력된 원샷 신호들의 순서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들에 저장된 데이터 신호들을 차례대로 독취하기

위한 유한 상태 기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신호들은 방송, 음성 및 통신 신호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입력된 신호들 각각이 그 앞뒤에 1 바이트의 아이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갭 생성기를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한 상태 기계는 둘 이상의 원샷 신호들이 동일 시점에 입력된 경우에 기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함을 특징으

로 하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 메모리는 입력된 데이터 신호에 해당 입력 포트를 나타내는 포트 아이디를 추가하여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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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광섬유로 서로 연결된 광선로 종단과 광네트웍 종단을 포함하는 수동형 광가입자 망에 있어서, 상기 광선로 종단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신호들을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를 이용하여 다중화하고, 다중화한 신호를 백 플레

인 물리계층을 이용하여 시리얼 신호인 ASI 신호로 변환하며, 변환된 ASI 신호를 광모듈을 이용하여 광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광섬유를 통해 상기 ONT로 전송하며, 상기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각각 입력된 데이터 및 인에이블 신호들을 저장하며, 상기 인에이블 신호의 종료 시점에서 원샷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복

수의 메모리들과;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입력된 원샷 신호들의 순서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들에 저장된 데이터 신호들을 차례대로 독취하기

위한 유한 상태 기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선로 종단.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신호들은 방송, 음성 및 통신 데이터 신호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선로 종단.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입력된 신호들 각각이 그 앞뒤에 1 바이트의 아이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갭 생성기를 더 포

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선로 종단.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유한 상태 기계는 둘 이상의 원샷 신호들이 동일 시점에 입력된 경우에 기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함을 특징으

로 하는 광선로 종단.

청구항 11.

광섬유로 서로 연결된 광선로 종단과 광네트웍 종단을 포함하는 수동형 광가입자 망에 있어서, 상기 광네트웍 종단은,

가입자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신호들을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를 이용하여 다중화하고, 다중화한 신호를 백 플

레인 물리계층을 이용하여 시리얼 신호인 ASI 신호로 변환하며, 변환된 ASI 신호를 광모듈을 이용하여 광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광섬유를 통해 상기 OLT로 전송하며, 상기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각각 입력된 데이터 및 인에이블 신호들을 저장하며, 상기 인에이블 신호의 종료 시점에서 원샷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복

수의 메모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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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입력된 원샷 신호들의 순서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들에 저장된 데이터 신호들을 차례대로 독취하기

위한 유한 상태 기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네트웍 종단.

청구항 12.

광섬유로 서로 연결된 적어도 두 노드들을 포함하는 광 네트웍에 있어서, 어느 한 노드는,

외부로부터 입력된 복수의 신호들을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를 이용하여 다중화하고, 다중화한 신호를 백 플레

인 물리계층을 이용하여 시리얼 신호인 ASI 신호로 변환하며, 변환된 ASI 신호를 광모듈을 이용하여 광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광섬유를 통해 타 노드로 전송하며, 상기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는,

각각 입력된 데이터 및 인에이블 신호들을 저장하며, 상기 인에이블 신호의 종료 시점에서 원샷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복

수의 메모리들과;

상기 메모리들로부터 입력된 원샷 신호들의 순서에 따라서 상기 메모리들에 저장된 데이터 신호들을 차례대로 독취하기

위한 유한 상태 기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광 네트웍.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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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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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606038

- 11 -



도면3

등록특허 10-0606038

- 12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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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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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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