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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ＧＰＯＮ에서의 ＯＮＴ 관리 제어 정보 전송을 위한ＧＴＣ 프레임 구조와 그 전송 방법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기가비트-수동 광 가입자 망(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GPON"이라 칭함)의 ONT 관

리 제어 프로토콜에 관련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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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GPON에 있어서, ATM 모드를 지원하는 ONT와 GEM 모드를 지원하는 ONT에 대해서 각각 관리 제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GPON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을 위한 GTC 프레임 구조와 그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GPON"이라 칭함)의 OLT

(Optical Line Termination)에서 관리 제어 정보를 ONT(Optical Network Terminal)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GEM(GPON Encapsulation Method)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와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OMCC(ONT Management

Control Channel) 필드를 적어도 가지는 PCBd(Physical control Block downstream)부와, 데이터가 포함된 페이로드부

를 포함하는 GTC(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프레임을 구성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GTC 프레임을 전송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GPON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5

색인어

GPON, GEM, OLT, ONT, OMCI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통상적인 PON의 예를 나타낸 일실시예 구성도.

도 2는 통상적인 GPON의 프로토콜 스택 구조를 나타낸 예시도.

도 3은 G.983.2에서 정의한 BPON ONT 관리 제어 정보를 전달하는 프레임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

도 4 는 종래의 TDM과 Ethernet 서비스를 지원하는 GEM 모드의 프레임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GPON에서의 GTC 프레임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

도 6 는 본 발명에 따른 GPON에서의 GTC 프레임에 대한 또다른 일실시예 구조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GPON에서의 GTC 프레임에 OMCC 필드의 포함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플래그 필드의 삽입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

도 8 은 도 6의 실시예에 따른 GPON의 프로토콜 스택 구조를 나타낸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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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기가비트-수동 광 가입자 망(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GPON"이라 칭함)의 ONT 관

리 제어 프로토콜에 관련된 것이다.

전화국부터 빌딩 및 일반 가정까지의 가입자망 구성을 위해, 최근에는 다양한 망 구조와 진화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예로 xDSL(x-Digital Subscriber Line), HFC(Hybrid Fiber Coax), FTTB(Fiber To The Building), FTTC(Fiber To

The Curb), FTTH(Fiber To The Hom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FTTx(x=B, C, H)는 능동 광 가입자망(Active

Optical Network: 이하 “AON"이라 칭함)구성에 의해 구현된 능동형 FTTx와, PON 구성에 의해 구현된 수동형 FTTx로

구분될 수 있다.

이 때, 수동형 FTTx의 구현에 관여한 PON은 수동 소자에 의한 점-대-다점(point-to-multipoint)의 토폴로지(topology)

를 갖는 망 구성으로 인해, 향후 경제성이 있는 광 가입자망 구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PON은 하나의 광선로 종단

장치(Optical Line Termination: 이하 "OLT"라 칭함)와 다수의 광 가입자망 장치(Optical Network Unit, 이하 “ONU”라

함)들을 1×N의 수동형 광 분배기(Optical Distribution Network: 이하 "ODN"이라 칭함)를 사용하여 연결함으로써, 트리

구조의 분산 토폴로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PON의 형태로는 비동기전송모드-수동 광 가입자 망(Asynchronous Transfer Mode 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ATM-PON"이라 칭함)이 가장 먼저 개발되고 표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표준화 내용은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ection)에서 문서화한 ITU-T G.982, ITU-T G.983.1, ITU-T

G.983.3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현재 ITU-T에서는 GPON 표준화가 진행중이다.

도 1은 통상적인 PON의 예를 나타낸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통상적으로 PON은 하나의 OLT와 다수개의 ONU들을 포함하

는데, 도 1의 예에서는 하나의 OLT(10)에 3개의 ONU들(12a,12b,12c)이 ODN(16)을 통해 접속된 예를 나타내었다.

도 1을 참조하면, OLT(10)는 트리 구조의 루트에 위치하며 억세스(access) 망의 각 가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OLT(10)에는 ODN(16)이 접속되는데, ODN(16)은 트리(tree) 토플로지 구조를 가지고

OLT(10)로부터 전송되는 하향(downstream)의 데이터 프레임을 ONU들(12a,12b,12c)에게 분배하고, 역으로 ONU들

(12a,12b,12c)로부터의 상향(upstream)의 데이터 프레임을 멀티플렉싱하여 OLT(10)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ONU들(12a,12b,12c)은 하향 데이터 프레임을 수신하여 종단 사용자들(14a,14b,14c)에게 제공하고 종단 사용자들

(14a,14b,14c)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상향 데이터 프레임으로서 ODN(16)을 통해 OLT(20)으로 전송한다. 이 때, 상기

각 ONU들(12a, 12b, 12c)에 각각 연결된 종단 사용자들(14a,14b,14c)은 NT(Network Terminal)를 포함하는 PON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가입자망 종단장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ATM-PON에서는 53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는 ATM 셀(cell)을 일정한 크기로 묶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상/

하향 전송하는데, 도 1과 같은 트리 형태의 PON구조에서 OLT(10)는 하향 프레임 안에 ONU들(12a,12b,12c) 각각에 분

배될 하향 셀을 적절히 삽입하게 된다. 또한, 상향 전송의 경우 OLT(10)는 TDM(Time Division Multiflexing) 방식으로

ONU들(12a,12b,12c)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억세스하게 된다. 이 때, OLT(10)와 ONU들(12a,12b,12c)사이에 접속된

ODN(16)은 수동 소자이므로, OLT(10)는 레인징(ranging)이라는 가상거리보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동소자인 ODN

(16)에서 데이터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OLT(10)에서 ONU들(12a,12b,12c)로 하향 데이터 전송 시, OLT

(10)와 ONU들(12a,12b,12c) 상호간은 비밀 보장을 위해 암호화를 위한 암호 키와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한 OAM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상/하향 프레임에는 일

정간격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용 ATM 셀 또는 일반 ATM 셀 내에 해당 데이터 필드가 마련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표준화가 완료된 G.983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광대역 수동 광 가입자 망(Broadband 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BPON"이라 칭함)이 ATM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과는 달리, GPON은 ATM 서비스를 처리하는 셀 기반

전송방식(일명, ATM 모드) 뿐만 아니라 시분할다중화(TDM: Time Division Multiplex)와 이더넷(Ethernet) 서비스와 같

이 가변길이의 패킷도 처리하는 GEM(GPON Encapsulation Method) 방식(일명, GEM 모드)을 동시에 지원한다. 이때,

ATM 모드는 전송데이터를 셀 단위로 GTC 프레임에 매핑하여 전송하고, GEM 모드는 전송데이터를 각 프레임 단위로

GTC 프레임에 매핑하여 전송한다.

도 2는 통상적인 GPON의 프로토콜 스택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GPON의 프로토콜 스택은 상위 계층

과 인터페이싱을 하는 프로토콜 계층(100)과, GTC 계층(200)과, GPM(GPON Physical Media dependent) 계층(3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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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며, 프로토콜 계층(100)은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클라이언트(110), OMCI(ONT Management

Control Interface)(120), GEM 클라이언트(130) 및 PLOAM(Physical Layer 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140) 모듈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GPON 프로토콜은 상위의 프레임을 GTC 계층(200)에서 GTC 프레임에 다중화하여 전송하며, 이

들 중 ATM 클라이언트(110)는 ATM 모드의 전송방식을 지원하고, GEM 클라이언트(130)는 GEM 모드의 전송방식을 지

원한다.

ATM 클라이언트(110)는 ATM 모드에서 고정길이의 셀 단위로 전송데이터를 GTC 프레임에 매핑한다. 이 경우 만약

GTC 프레임 내에 셀 길이(통상적으로 53 byte) 보다 짧은 길이의 공간이 남으면 전송데이터를 다음 프레임에 매핑하여 전

송한다. 따라서 ATM 모드의 경우 셀을 분할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GEM 프레임은 가변길이의 패킷이므로 GEM 클라이언트(130)는 GEM 프레임을 GTC 프레임에 매핑할 경우에 대

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GEM 프레임을 분할하여 전송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GEM 클라이언트(130)가 상위 계층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user data)를 수신하면, GEM 클라이언트(130)는

GTC 계층(200)으로부터 현재 대기중인 GTC 프레임의 공간정보(예컨대, 길이)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그 정보에 의거

하여 현재 사용자 데이터(user data)를 분할하여 다수의 GEM 프레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GEM 프

레임으로 만든 후에 그 GEM 프레임을 GTC 계층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GTC 계층(200)에서는 그 GEM 프레임을 현재 대

기중인 GTC 프레임에 매핑하여 전송한다.

한편, 수신측에서는 GEM 계층(20)에서 이와 같이 분할된 GEM 프레임을 재조립한 후 상위 계층으로 전달한다.

종래 기술로서 BPON을 위한 ONT 관리 제어 프로토콜이 있다. BPON은 G.983.1에 정의된 것처럼 ATM 기반으로 동작한

다. 또한 G.983.2에서는 BPON의 ONT 관리 제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 또한 ATM 기반으로 동작한다. 이 관리

제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ATM 셀 기반의 프레임 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도 3은 G.983.2에서 정의한 BPON ONT 관리 제어 정보를 전달하는 프레임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프레임을 구성

하는 필드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ATM 헤더(301)에는 관리 제어용 채널 주소인 VPI(Virtual Path Identifier)/VCI(Virtual Channel Identifier)값을

표시한다.

그리고, Transaction Correlation Identifier(302)는 요청(Request) 메시지와 응답(Response) 메시지 사이의 관계를 나

타낸다.

그리고, 메시지 타입(Message Type)(303)은 메시지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리고, 디바이스 식별자(Device Identifier)(304)는 ITU-T G.983.1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OxOA)을 표시한다.

그리고, 메시지 식별자(Message Identifier)(305)는 "Managed entity"와 "Managed entity instance"를 나타낸다.

그리고, 메시지 컨텐츠(Message Contents)(306)는 메시지 타입(303)에 정의된 메시지 내용을 표시한다.

도 4 는 종래의 TDM과 Ethernet 서비스를 지원하는 GEM 모드의 프레임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종래의 GEM 모드

의 프레임 구조는 TDM 프레임이나, Ethernet 프레임을 위한 구조만 정의되어 있다.

도 4는 통상적인 GEM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도 4를 참조하면 GEM 프레임은 통상적으로 PLI(L)(16 비트)

(410), Port ID(12 비트)(420), Frag(2 비트)(430), FFS(2 비트)(440), HEC(16 비트)(450), Fragment Payload(L 바이

트)(460)를 포함한다. 이들 중 PLI(Payload Length Identifier)(410), Port ID(420), Frag(430), FFS(440) 및 HEC(450)

은 GEM 헤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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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LI(410)는 페이로드의 길이를 표시하기 위한 필드이고, Port ID(420)는 트래픽 멀티플렉싱을 제공하기 위하여

트래픽을 구분하기 위한 ID를 표시하는 필드이고, Frag(430)는 페이로드의 분할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필드이고, 마지막

으로 HEC(450)는 헤더 에러 검출 및 수정을 위한 필드이다. 한편, FFS(440)는 아직 미정인 필드이다.

종래에는 상기 GEM 프레임 헤더 중 Frag(430)의 2비트를 이용하여 현재 전송되는 GEM 페이로드(payload)가 분할된 프

레임인지 아닌지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분할되지 않은 GEM 프레임은 Frag(430)를 "11"로 설정하고, 분할된 GEM 프

레임의 시작 프레임은 Frag(430)를 "10"으로 설정하고, 분할된 GEM 프레임의 중간 프레임은 Frag(430)를 "00"으로 설정

하고, 분할된 GEM 프레임의 마지막 프레임은 Frag(430)를 "01"로 설정하여 해당 GEM 프레임이 분할된 프레임인지 아닌

지 또는 분할된 프레임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프레임인지를 표시하였다.

한편, ITU-T에서 표준화가 진행중인 GPON은 하나의 OLT가 다수의 ONT(ONU)와 통신한다. 이때 OLT를 ATM 모드와

GEM 모드를 모두 지원하며,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ONT(ONU)는 한 가지 모드만을 지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OLT는 통신을 위해 연결되어 있는 ONT(ONU)들은 관리하기 위하여 ONT 관리 제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전송 모드로 통신하기 때문에 ONT 관리 제어 인터페이스도 서로 다른 모드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G.983.2에서 정의된 ONT 관리 제어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하는 프로토콜은 ATM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

따라서 ONT 관리 제어 패킷은 53바이트 길이의 ATM 셀(도 3 참조)을 이용해 전송된다. 이때, ATM 헤더에는 ONT 관리

제어 인터페이스를 위한 채널 주소인 VPI/VCI 값이 표시된다. 그리고, 셀 페이로드는 Transaction Correlation Id(302),

메시지 타입(303), 디바이스 식별자(304), 메시지 식별자(305), 메시지 컨텐츠(306), AAL5 트레일러(307)와 같은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와같이, ATM 모드로 동작하는 ONT(ONU)는 기존의 G.983.2에서 정의하는 ONT 관리 제어 인터페이

스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GPON은 GEM 모드와 ATM 모드의 ONT 관리 제어 인터페이스로 구분되어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GEM 모드로

동작하는 ONT(ONU)에 대해서는 ATM 모드와 같은 ONT 관리 제어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수가 없다.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GEM 프로토콜에서는 ONT 관리 제어 인터페이스(OMCI)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GEM 프로토콜에서 관리 제어 인터페이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메카니즘에 대한 정의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GEM 페이로드(payload)와 ATM 페이로드(payload)를 모두 지원하는 GPON 에서의 OMCI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 하나는 밴드 내(in-band) 방식으로 프레임의 헤더 등에 할당된 채널(dedicated

channel)로 항상 필드(field)를 할당하여 사용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밴드 외(out-of-band) 방식으로 OMCI 정보를

위한 프레임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밴드 외 방식은 현재의 G.983.2를 ATM 모드를 위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GEM 모드를 위한 OMCI를 새로 정의해

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밴드 내 방식은, GPON의 경우에는 ATM 모드와 GEM 모드의 두 가지 모드를 모두 지원하므로, 현재의 G.983.2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EM 모드의 OMCI도 G.983.2의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G.983.2의 OMCI와 동일한 크기의

OMCI 필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GEM 모드를 위한 OMCI의 정의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밴드 내 방식은 항상 고정채널

을 할당한다는 면에서는 유리하며, 새로운 OMCI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준과의 호환면에서도 유리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GPON에 있어서, ATM 모드를 지원하는 ONT와 GEM 모

드를 지원하는 ONT에 대해서 각각 관리 제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GPON에서의 관리 제어 정보 전송을 위한 GTC 프레

임 구조와 그 전송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발명에서는 밴드 내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G.983.2 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ATM 모드와 GEM 모드를 동

시에 지원할 수 있는 ONT 관리 제어 정보 전달 방안을 정의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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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GPON"이라 칭함)의 OLT(Optical Line Termination)에서 관리 제어 정보를 ONT(Optical Network Terminal)로 전달

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GEM(GPON Encapsulation Method)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와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OMCC(ONT Management Control Channel) 필드를 적어도 가지는 PCBd(Physical control Block downstream)부와,

데이터가 포함된 페이로드부를 포함하는 GTC(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프레임을 구성하는 제 1 단계; 및 상

기 GTC 프레임을 전송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GPON"이라 칭함)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에서 관리 제어 정보를 OLT(Optical Line Termination)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

서, GEM(GPON Encapsulation Method)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와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OMCC(ONT Management

Control Channel) 필드를 적어도 가지는 PCBu(Physical control Block upstream)부와, 데이터가 포함된 페이로드부를

포함하는 GTC(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프레임을 구성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GTC 프레임을 전송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GPON"이라 칭함)의

OLT(Optical Line Termination)와 ONT(Optical Network Terminal)사이에서 관리 제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GTC

(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프레임 구조에 있어서, GEM(GPON Encapsulation Method) 모드를 지원하기 위

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와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 중 어느 하나

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OMCC(ONT Management Control Channel) 필드를 적어도 가지는 PCBd(Physical control

Block)부와, 데이터가 포함된 페이로드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에서의 관리 제어 정

보 전송을 위한 GTC 프레임 구조를 가진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ONT 관리 제어 인터페이스(OMCI : ONT Management Control Interface)는 ONU(ONT) 관리에 대한 프로토콜로서 일

종의 OAM(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스펙이다. 표준안 G.983.2에 의하면, 현재 BPON을 위한

OMCI의 영역은, 구성 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오류 관리(Fault management), 성능 관리(Performance

management), 보안 관리(Security management)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따라 제어 메시지(control

message) 즉, OMCI 메시지를 주고 받는 방법과 각 메시지 타입(message type) 및 필요한 특성(attribute) 등이 정의되어

있다.

즉, OMCI는 상위 계층(GTC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 시스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PON

의 OMCI는 ATM 모드 뿐만 아니라 GEM 모드도 제공을 하므로, GEM 모드를 위한 OMCI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

발명에 있어서는 G.983.2를 기본으로 하여 구현한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GPON에서의 GTC 프레임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도 5 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G.GPON.GTC" 에서 정의한 GTC 프레임 구조에 OMCI 채널을 추가하고 있다.

우선, GPON에서의 GTC 프레임은 PCBd(Physical Contol Block downstream) 필드(500)와 Payload 필드(510)로 나뉜

다. 본 발명에서는 OLT에서 ONT로의 다운스트림에 대한 구성을 예로 들어 PCBd 필드(500)를 사용하고 있으나, ONT에

서 OLT로의 업스트림에서도 같은 구조를 사용한다.

그리고, GTC 프레임 구조에서 PCBd(Physical Contol Block downstream) 필드(500)는 일반적으로 동기화를 위한

PSync 필드(51), 길이가 긴 프레임의 인지(indication)를 위하여 FEC 사용 상태와 키 스위칭(key-switching)의 상태를

나타내는 Ident 필드(52), PLOAM(physical layer operations and maintenance) 필드(53) 및 대역폭 할당/보고 구조

(Bandwidth allocation/report structure)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헤더부이다.

한편, Payload 필드(510)는 GTC 프레임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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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PCBd 필드(500)에 OMCI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OMCC(ONT Management Control Channel) 필드(54)를

포함한다. 또한, OMCC(ONT Management Control Channel) 필드(54)는 ATM 모드 지원을 위해 목적지 VPI(Virtual

Path Identifier)/VCI(Virtual Channel Identifier)를 포함하거나, GEM 모드 지원을 위해 Port ID를 포함하는 필드(55)를

적어도 가진다. 즉, 본 발명에서는 이 PCBd 부분에 ATM 모드 지원을 위해 목적지 VPI/VCI를 포함하거나, GEM 모드 지

원을 위해 Port_ID를 포함하는 OMCC 필드를 추가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과 크기, 위치는 본 발명에서는 설명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는 G.983.2의 포맷을 따른다. 즉, 도 3 의 Transaction Correlation Id(302), 메시지 타입(303), 디바

이스 식별자(304), 메시지 식별자(305), 메시지 컨텐츠(306)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단, 도 3은 ATM 모드를 위한 OMCI 정보이므로 ATM 헤더 필드(301)는 GEM 모드인 경우, Port_ID로 대체된다.

또한, OMCC 필드(54)는 항상 전송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삽입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필드가 삽입되었는지의 유무

를 표시하기 위한 플래그 비트를 삽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도 7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도 6 는 본 발명에 따른 GPON에서의 GTC 프레임에 대한 또다른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도 6 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G.GPON.GTC" 에서 정의한 GTC 프레임 구조에 OMCI 채널을 추가하고 있다.

우선, GPON에서의 GTC 프레임은 PCBd(Physical Contol Block downstream) 필드(500)와 Payload 필드(510)로 나뉜

다.

그리고, GTC 프레임 구조에서 PCBd(Physical Contol Block downstream) 필드(500)는 일반적으로 동기화를 위한

PSync 필드(51), 길이가 긴 프레임의 인지(indication)를 위하여 FEC 사용 상태와 키 스위칭(key-switching)의 상태를

나타내는 Ident 필드(52), PLOAM(physical layer operations and maintenance) 필드(53) 및 대역폭 할당/보고 구조

(Bandwidth allocation/report structure)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헤더부이다.

한편, Payload 필드(510)는 GTC 프레임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부분이다. 본 발명에서는 PCBd 필드

(500)에 OMCI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OMCC(ONT Management Control Channel) 필드(54)를 포함한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서는 OMCC(ONT Management Control Channel) 필드(54)는 OMCC 필드(54)의 목적지를 구별하기

위한 식별자로 VPI/VCI 또는 Port_ID 필드(55) 대신에 ONU_ID 필드(61)를 사용하였다.

즉, OMCI는 그 제어의 주체가 VPI/VCI 또는 Port_ID로 구별되는 특정 채널이나 경로, 포트가 아니라 ONT(또는 ONU)이

므로 목적지 식별자를 ONU_ID 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우에는 ATM 모드 혹은 GEM 모드에 따라 각각 다른 목적지 식별자를 사용하는 도 5와는 달리, 지원 모드에 상

관없이 하나의 ID를 사용하므로 OMCC의 필드 포맷이 간단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더우기, 본 실시예에 의하면 도 2에 도

시된 GTC framing Sublayer에서 바로 ONU_ID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TC adaptation Sublayer를 거치지 않으므로 도 2

의 프로토콜 스택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경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해서도 ONT_ID 필드(61)를 포함하는 OMCC필드(54)를 추가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과 크

기, 위치는 본 발명에서는 설명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는 G.983.2의 포맷을 따른다. 즉, 도 3 의 Transaction

Correlation Id(302), 메시지 타입(303), 디바이스 식별자(304), 메시지 식별자(305), 메시지 컨텐츠(306)의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다.

또한, OMCC 필드(54)는 항상 전송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삽입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필드가 삽입되었는지의 유무

를 표시하기 위한 플래그 비트를 삽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도 7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GPON에서의 GTC 프레임에 OMCC 필드의 포함여부를 표시하기 위한 플래그 필드의 삽입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본 도면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도 5 내지 도 6 의 설명을 통해 전술한 Ident 필드(52)에 OMCC indic 필드(73)를 추가하여

이 값에 따라 OMCC 필드의 삽입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 참고로, Key indic 필드(71)는 키 스위칭(Key-switching)에

대한 정보를, FEC(Forward Error Control) indic 필드(72)는 FEC 사용 유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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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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도 5 내지 도 8에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OLT에서 ONT로의 다운스트림에 대한 구성을 설명하였으나, ONT에서

OLT로의 업스트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ONT에서 OLT로의 업스트림의 경우에는 같은 구조를

가지는 PCBu(Physical control Block upstream) 필드를 가진다. 따라서, 도 5 내지 도 8의 설명은 모두 PCBu 필드에 적

용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OMCI 정보를 포함하는 OMCC 필드가 추가된 GTC 프레임을 사용하여, ATM 모드 클라이언트 또

는 GEM 모드 클라이언트 각각에 대한 제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즉, GPON에

서 OLT가 ATM 모드로 동작하는 ONT 뿐만 아니라 GEM 모드로 동작하는 ONT를 관리 제어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GPON"이라 칭함)의 OLT(Optical Line

Termination)에서 관리 제어 정보를 ONT(Optical Network Terminal)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GEM(GPON Encapsulation Method)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와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OMCC(ONT Management

Control Channel) 필드를 적어도 가지는 PCBd(Physical control Block downstream)부와, 데이터가 포함된 페이로드부

를 포함하는 GTC(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프레임을 구성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GTC 프레임을 전송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PCBd(Physical control Block downstream)부에,

상기 OMCC 필드의 삽입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OMCC 플래그 필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

가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ONT가 GEM 모드인 경우,

상기 OMCC 필드의 GEM(GPON Encapsulation Method)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로 포트(Port) 식별자

(ID : Identifier)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ONT가 ATM 모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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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OMCC 필드의 ATM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로 VPI(Virtual Path Identifier) / VCI(Virtual

Channel Identifier)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식별자 정보로 ONT ID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

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OMCC 플래그 필드로,

"G.GPON.GTC"에서 정의된 "Ident" 필드 내의 한 비트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7.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Gigabit-capable 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GPON"이라 칭함)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에서 관리 제어 정보를 OLT(Optical Line Termination)로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GEM(GPON Encapsulation Method)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와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OMCC(ONT Management

Control Channel) 필드를 적어도 가지는 PCBu(Physical control Block upstream)부와, 데이터가 포함된 페이로드부를

포함하는 GTC(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프레임을 구성하는 제 1 단계; 및

상기 GTC 프레임을 전송하는 제 2 단계를 포함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PCBu(Physical control Block upstream)부에,

상기 OMCC 필드의 삽입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OMCC 플래그 필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

가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9.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ONT가 GEM 모드인 경우,

상기 OMCC 필드의 GEM(GPON Encapsulation Method)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로 포트(Port) 식별자

(ID : Identifier)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10.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ONT가 ATM 모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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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OMCC 필드의 ATM 모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지 식별자 정보로 VPI(Virtual Path Identifier) / VCI(Virtual

Channel Identifier)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11.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지 식별자 정보로 ONT ID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

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OMCC 플래그 필드로,

"G.GPON.GTC"에서 정의된 "Ident" 필드 내의 한 비트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가 비트 수동 광가입자 망에서의

ONT 관리 제어 정보 전송 방법.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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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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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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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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