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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에 따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은,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하향 채널들을 파장분할 다중화한

하향 광신호를 광섬유를 통해 송신하고, 상기 광섬유를 통해 수신되며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제1 및 제2 상향 채널들로 구

성된 상향 광신호를 역다중화하는 광선로 종단과; 상기 광섬유와 연결된 제1 포트를 통해 수신된 상기 하향 광신호를 세기

분할하여 다수의 제2 포트를 통해 출력하며, 상기 다수의 제2 포트를 통해 수신된 제1 및 제2 상향 채널들을 결합한 상향

광신호를 상기 제1 포트를 통해 출력하는 광분리기와; 각각 상기 광분리기의 제2 포트로부터 수신된 상기 하향 광신호를

파장별로 역다중화하며 상기 제1 및 제2 상향 채널들을 상기 광분리기로 송신하는 다수의 광네트웍 소자를 포함하며, 상

기 제1 상향 채널의 파장은 1260∼1360㎚의 파장 대역에 포함되며, 1550㎚ 파장 외에 추가로 상기 하향 채널들 및 제2

상향 채널들의 파장들은 1470∼1610㎚의 파장 대역에 포함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파장분할다중, 수동형 광네트웍, 광선로 종단, 광네트웍 소자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ITU-T에서 정한 비동기 전송 모드-수동형 광네트웍의 파장 할당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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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에 따른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수동형 광네트웍의 파장 할당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5는 도 4에 도시된 광선로 종단의 파장분할 다중화기에 대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6은 도 4에 도시된 광선로 종단의 광분배기에 대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제N 광네트웍 소자의 제N 파장분할 다중화기에 대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도 8은 도 4에 도시된 제N 광네트웍 소자의 제(N-1) 파장분할 다중화기에 대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수동형 광네트웍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에 관한 것이다.

전화국부터 빌딩 및 일반 가정까지의 가입자 네트웍 구성을 위해 멀티디지털가입자회선(x-Digital Subscriber Line,

xDSL), HFC(Hybrid Fiber Coax), FTTB(Fiber To The Building), FTTC(Fiber To The Curb), FTTH(Fiber To The

Home) 등의 다양한 네트웍 구조와 진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FTTx(즉, FTTB, FTTC, FTTH)의 구현은 능동형 광네트웍(Active Optical Network, AON) 구성에 의한 능동형

FTTx와 수동형 광네트웍(Passive Optical Network, PON) 구성에 의한 수동형 FTTx로 구분될 수 있다. 수동형 광네트

웍은 수동 소자에 의한 점대다점(point-to-multipoint)의 토폴로지(topology)를 갖는 네트웍 구성으로 인해, 향후 경제성

이 있는 광가입자 네트웍 구현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동형 광네트웍은 하나의 광선로 종단(Optical Line Termination, OLT)에 다수의 광네트웍 소자(Optical Network

Unit, ONU)를 1×N의 수동형 광분배기를 사용하여 연결함으로써, 트리 구조의 분산 토폴로지를 형성하는 가입자 네트웍

구조이다.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sect, ITU-T)에서는 비동기 전송 모드-수동형 광네트웍(Asynchronous Transfer Mode-Passive Optical Network,

ATM-PON)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ITU-T.G.982, ITU-T.G.983.1, ITU-T.G.983.3으로 문서화하였다. 또한, 국

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에서 정한 IEEE802.3ah TF에서는 기

가비트 이더넷(Gigabit Ethernet) 기반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ITU-T와 IEEE802.3 등과 같은 표준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동기 전송 모드-수동형 광네트웍과 이더넷-수동형 광네

트웍 시스템에서의 전송 용량은 광선로 종단과 광네트웍 소자 사이에 서로 다른 두 파장에 실리는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의존하게 된다. 즉, 전화국측의 광선로 종단에서 가입자측 광네트웍 소자로의 하향 전송은 1550㎚(또는, 1490㎚) 파장의

신호에 비동기 전송 모드 셀(ATM cell) 또는 이더넷 프레임(Ethernet frame)을 실어서 전송하게 되고, 가입자측의 광네

트웍 소자에서 전화국측 광선로 종단으로의 상향 전송은 1310㎚ 파장의 신호에 데이터를 실어서 전송하는 방식을 국제 기

구인 ITU-T와 IEEE802.3에서 논의하고 있다.

도 1은 ITU-T에서 정한 비동기 전송 모드-수동형 광네트웍의 파장 할당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는 상향

전송 파장 대역(110) 및 하향 전송 파장 대역(120)이 도시되어 있다.

상기 상향 전송 파장 대역(110)은 1260∼1360㎚의 파장 대역이 할당되며, 광네트웍 소자로부터 광선로 종단으로 진행하

는 광신호의 파장 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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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향 전송 파장 대역(120 및 130)은 1480∼1500㎚ 및 1539∼1565㎚의 파장 대역이 할당되며, 광선로 종단으로부

터 각 광네트웍 소자로 진행하는 광신호의 파장 대역을 의미한다. 이 중, 1539∼1565㎚의 파장 대역은 디지털 서비스 파

장 대역(130)이라고 칭하며, 상기 디지털 서비스 파장 대역(130) 중 1550∼1560㎚의 파장 대역(140)은 디지털 영상 신호

를 위해 할당된다.

도 2는 종래에 따른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는, 광선로 종단(210)과, 광섬

유(250)와, 광분리기(Beam Splitter, BS)(260)와, n 개의 광네트웍 소자(270)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광선로 종단(210)은 광송신부(Tx, 220), 광수신부(Rx, 240) 및 광분배기(230)로 구성된다.

상기 광송신부(220)는 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 LD)로 구성할 수 있으며, 1550㎚ 또는 1490㎚의 파장을 갖는 하향

채널(downstream channel)을 출력한다.

상기 광수신부(240)는 포토다이오드(photodiode)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파장분할 다중화기(230)의 제3 포트를 통해

입력되며 1310㎚의 파장을 갖는 상향 채널(upstream channel)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광분배기(230)는 1×2 파장분할 다중화기(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 WDM)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제1 포트

로 입력된 하향 채널을 제2 포트로 출력하며, 상기 제2 포트로 입력된 상향 채널을 상기 제3 포트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제2 포트는 상기 광섬유(250)에 연결되어 있다.

상기 광분리기(260)는 1×n 빔 스플리터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광섬유(250)를 통해 입력된 하향 채널을 균등하게 세기

분할하여 상기 n 개의 광네트웍 소자(270)로 출력한다.

상기 n 개의 광네트웍 소자(270)는 각각 광분배기(280), 광수신부(290) 및 광송신부(300)로 구성된다.

상기 광분배기(280)는 1×2 파장분할 다중화기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광섬유(250)와 연결된 제1 포트를 통해 입력된

하향 채널을 제2 포트로 출력하며, 상기 제3 포트로 입력된 상향 채널을 상기 제2 포트로 출력한다.

상기 광수신부(290)는 포토다이오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광분배기의 제3 포트를 통해 입력되며 1550㎚ 또는 1490

㎚의 파장을 갖는 하향 채널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광송신부(300)는 레이저 다이오드로 구성할 수 있으며, 1550㎚ 또는 1490㎚의 파장을 갖는 상향 채널을 출력한다.

그러나, ITU-T와 IEEE802.3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동기 전송 모드-수동형 광네트웍과 이더넷-수동형 광네트웍 시스

템에서 가입자측의 사용 대역폭의 증가에 따른 하향 및 상향 채널의 전송용량 증가는 채널당 전송속도 증가를 통해 가능하

나, 비동기 전송 모드-수동형 광네트웍에서는 하향 622Mbps, 상향 155Mbps급이 기술적인 한계로 제한되고 있고, 이더

넷-수동형 광네트웍에서는 쌍방향 1.25Gbps급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에서 단일 채널별 최대 전송속도 이상의 전송용량을 제공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

트웍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저가격화가 가능한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은,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하향 채널들을 파장분할 다중화한 하향 광신호를 광섬유를 통해 송신하고, 상기 광섬유를 통해 수

신되며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제1 및 제2 상향 채널들로 구성된 상향 광신호를 역다중화하는 광선로 종단과;

상기 광섬유와 연결된 제1 포트를 통해 수신된 상기 하향 광신호를 세기 분할하여 다수의 제2 포트를 통해 출력하며, 상기

다수의 제2 포트를 통해 수신된 제1 및 제2 상향 채널들을 결합한 상향 광신호를 상기 제1 포트를 통해 출력하는 광분리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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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상기 광분리기의 제2 포트로부터 수신된 상기 하향 광신호를 파장별로 역다중화하며 상기 제1 및 제2 상향 채널들을

상기 광분리기로 송신하는 다수의 광네트웍 소자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상향 채널의 파장은 1260∼1360㎚의 파장 대역에 포함되며, 1550㎚ 파장 외에 추가로 상기 하향 채널들 및 제2

상향 채널들의 파장들은 1470∼1610㎚의 파장 대역에 포함된다.

삭제

삭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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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 발명의 요지를 모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수동형 광네트웍(PON)의 파장 할당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에는

상향 전송 파장 대역(410) 및 기존의 하향 전송 파장 1550㎚(또는 1490㎚) 이외의 추가 상하향 전송 파장 대역(420)이 도

시되어 있다.

상기 상향 전송 파장 대역(410)은 1260∼1360㎚의 파장 대역이 할당되며, 광네트웍 소자로부터 광선로 종단으로 진행하

는 광신호의 파장 대역을 의미한다.

또한, 추가로 상기 상하향 전송 파장 대역(420)은 1470∼1610㎚의 파장 대역이 할당되며, 광선로 종단으로부터 각 광네

트웍 소자로 진행하는 광신호의 파장 대역을 의미한다. 이 중, 1550㎚의 파장은 디지털 영상 신호를 위해 할당된다. 상기

상하향 전송 파장 대역은 디지털 영상 신호용 1550㎚의 파장을 포함하여 8 개의 채널들(430)을 포함하며, 상기 채널들

(430) 간의 파장 간격은 약 20㎚이다. 즉, 상기 채널들(430)에는 1470nm, 1490nm, 1510nm, 1530nm, 1550nm,

1570nm, 1590nm 및 1610nm의 파장들이 할당된다. 이러한 넓은 파장 간격으로 인하여 레이저 다이오드와 같은 광송신

부의 온도 보상이 필요치 않게 되며, 이는 상기 광송신부로서 저가격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또한, 추가 상하향 전송 파장 대역(420)에 파장분할 다중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전송용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4에는, 광선

로 종단(510)과, 광섬유(555)와, 광분리기(560)와, N 개의 광네트웍 소자(690)가 도시되어 있다.

상기 광선로 종단(510)은 다수의 광송수신부(520), 파장분할 다중화기(530), 광분배기(540) 및 제1 광수신부(550)로 구

성된다.

상기 다수의 광송수신부(520)는 다수의 광송신부(522)와 제2 광수신부(524)로 구성되며, 상기 광송신부(522)는 레이저

다이오드로 구성할 수 있고, 상기 제2 광수신부(524)는 포토다이오드로 구성할 수 있다. 상기 각 광송신부(522) 또는 제2

광수신부(524)에는 소정 파장(λ1, λ2, λ3..., λN)의 하향 채널 또는 제2 상향 채널이 할당된다.

상기 파장분할 다중화기(530)로는 1×N 저밀도 파장분할 다중화기(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CWDM)

을 사용할 수 있다. 즉, 하향 광신호는 상기 (N/2) 개의 하향 채널들로 구성된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광선로 종단(510)의 파장분할 다중화기(530)에 대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파장분할 다중화기(530)의 출력 특성은 파장별 투과율로 표현된다. 즉, 도시된 파장별 투과율 그래프(700)에서

나타나는 투과율의 고저 변화는 파장의 증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도록 설정되며, 상기 N 개의 하향 채널들 및 제2 상

향 채널들 사이의 파장은 상기 파장분할 다중화기(530)에 의해 차단된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광분배기(540)로는 1×2 파장분할 다중화기(바람직하게는 박막 필터로 구성된 1×2 저밀도

파장분할 다중화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1 포트로 입력된 하향 광신호를 제3 포트로 출력하며, 상기 제3 포트로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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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광신호 중 제1 상향 채널을 제2 포트를 통해 출력하며, 제2 상향 채널들로만 구성된 상향 광신호를 상기 제1 포트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제3 포트는 상기 광섬유(555)에 연결되어 있다. 이 때, 상기 제2 상향 채널은 상기 상하향 전송 파장

대역에 포함된다.

도 6은 도 4에 도시된 광선로 종단(510)의 광분배기(540)에 대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에는 상기 광분배

기(540)의 파장별 투과율 그래프(750)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향 전송 파장 대역과 추가 상하향 전송 파장

대역에 포함되는 파장만이 상기 광분배기(540)로부터 출력 가능하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제1 광수신부(550)는 포토다이오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광분배기(540)의 제2 포트를

통해 입력되며 소정 파장을 갖는 제1 상향 채널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한다.

상기 광분리기(560)는 1×N 빔 스플리터로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광섬유(555)와 연결된 제1 포트를 통해 입력된 하향

광신호를 균등하게 세기 분할하여 다수의 제2 포트를 통해 상기 N 개의 광네트웍 소자(690)로 출력한다. 또한, 상기 N 개

의 광네트웍 소자(690)로부터 상기 다수의 제2 포트를 통해 입력된 제1 및 제2 상향 채널들을 상기 제1 포트를 통해 상기

광섬유로 결합시킨다.

상기 N 개의 광네트웍 소자(690)는 각각 광분배기, 파장분할 다중화기, 광송수신부 및 제1 광송신부로 구성되며, 이 중 제

N 광네트웍 소자(630)에 대하여 기술하면 하기하는 바와 같다.

광분배기(640)로는 1×2 파장분할 다중화기(바람직하게는 박막 필터로 구성된 1×2 저밀도 파장분할 다중화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1 포트를 통해 입력된 상기 제2 상향 채널들과 제2 포트를 통해 입력된 제1 상향 채널을 상기 광섬유(555)에

결합시키며, 상기 광섬유(555)를 통해 입력된 하향 광신호를 제1 포트를 통해 출력한다.

도 7은 도 4에 도시된 제N 광네트웍 소자(630)의 파장분할 다중화기(650)에 대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에

는 상기 파장분할 다중화기(650)의 파장별 투과율 그래프(800)가 도시되어 있다.

다시 도 4를 참조하면, 광송수신부(660)는 제2 광송신부(674) 및 광수신부(672)로 구성되며, 상기 제2 광송신부(674)는

레이저 다이오드로 구성할 수 있고, 상기 광수신부(672)는 포토다이오드로 구성할 수 있다.

제1 광송신부(680)는 레이저 다이오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정 파장의 제1 상향 채널을 출력한다.

다음으로, 제(N-1) 광네트웍 소자(610)에 대해 기술하면 하기하는 바와 같으며, 중복되는 기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파장분할 다중화기(590)로는 1×N 저밀도 파장분할 다중화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입력측 포트로 수신된 하향 광신호를

역다중화하여 출력측 포트들을 통해 출력한다. 즉, 상기 파장분할 다중화기(590)는 상기 하향 광신호를 구성하는 (N/2) 개

의 하향 채널들 중에서 제1 및 제N 하향 채널을 출력한다.

도 8은 도 4에 도시된 제(N-1) 광네트웍 소자(570)의 파장분할 다중화기(590)에 대한 출력 특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에는 상기 파장분할 다중화기(590)의 파장별 투과율 그래프(850)가 도시되어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파장분할 다

중화기(590)는 상기 하향 광신호 중 제1 및 제N 하향 채널을 출력하며, 상기 제2 광송신부(614)로부터 입력된 제2 상향

채널을 상기 광분배기(580)로 출력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은 예를 들어 가입자측에서 사용대역폭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광네트웍 소자의 광송수신부를 구성하는 레이저 다이오드 및 포토다이오드를 추가함으로써 이

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인 사용대역폭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기존보다 큰 전송용량의 파장분할 다중화기로 교체

하고 광송신부 및 광수신부의 수를 늘려줌으로써 이를 만족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은 하향 전송 파장 대역에 파장분할다중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용대역폭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은 저밀도 파장분할 다중화기를 이용하여 하향 채널 간

의 파장 간격을 넓게 함으로써 저가격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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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은 전송용량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 전체 시

스템 기반을 변경함이 없이 구성 소자의 수를 늘려주거나 교체함으로써 용이하게 이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하향 채널들을 파장분할 다중화한 하향 광신호를 광섬유를 통해 송신하고, 상기 광섬유를 통해 수

신되며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제1 및 제2 상향 채널들로 구성된 상향 광신호를 역다중화하는 광선로 종단과;

상기 광섬유와 연결된 제1 포트를 통해 수신된 상기 하향 광신호를 세기 분할하여 다수의 제2 포트를 통해 출력하며, 상기

다수의 제2 포트를 통해 수신된 제1 및 제2 상향 채널들을 결합한 상향 광신호를 상기 제1 포트를 통해 출력하는 광분리기

와;

각각 상기 광분리기의 제2 포트로부터 수신된 상기 하향 광신호를 파장별로 역다중화하며 상기 제1 및 제2 상향 채널들을

상기 광분리기로 송신하는 다수의 광네트웍 소자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상향 채널의 파장은 1310㎚이며, 1550㎚ 파장 외에 추가로 상기 하향 채널들 및 제2 상향 채널들의 파장들은

1470∼1610㎚의 파장 대역에 포함되고, 상기 하향 채널들 및 제2 상향 채널들 간의 파장 간격은 1550㎚를 중심으로 20

㎚임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4.

각각 하나 이상의 상향 채널을 송신하며 하나 이상의 하향 채널을 수신하는 다수의 광네트웍 소자와, 상기 다수의 광네트

웍 소자와 광섬유로 연결된 광선로 종단을 구비하는 수동형 광네트웍에 있어서, 상기 광선로 종단은,

각각 소정 파장의 하향 채널을 출력하는 다수의 송신부와;

각각 소정 파장의 제1 또는 제2 상향 채널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다수의 수신부와;

상기 하향 채널들을 파장분할 다중화한 하향 광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제2 상향 채널들로 구성된 상향 광신호를 역다중화

하는 파장분할 다중화기와;

제1 포트를 통해 입력된 상기 하향 광신호를 광섬유에 결합시키고, 상기 광섬유를 통해 입력된 상향 광신호 중 제1 상향 채

널을 제2 포트를 통해 출력하며, 상기 제2 상향 채널들로만 구성된 상향 광신호를 상기 제1 포트로 출력하는 광분배기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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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상향 채널의 파장은 1260∼1360㎚의 파장 대역에 포함되며, 추가의 상기 하향 채널들 및 제2 상향 채널들의 파

장은 1470∼1610㎚의 파장 대역에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상향 채널의 파장은 1310㎚이며, 추가의 상기 하향 채널들 및 제2 상향 채널들 간의 파장 간격은 20㎚임을 특징

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7.

제4항 내지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광분배기는 광섬유 및 박막 필터로 구성된 1×2 저밀도 파장분할 다중화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8.

하나 이상의 상향 채널을 수신하며 다수의 하향 채널을 송신하는 광선로 종단과, 상기 광선로 종단과 광섬유로 연결된 다

수의 광네트웍 소자를 구비하는 수동형 광네트웍에 있어서, 상기 각 광네트웍 소자는,

각각 소정 파장의 제1 또는 제2 상향 채널을 출력하는 다수의 송신부와;

제1 포트를 통해 입력된 상기 제2 상향 채널들과 제2 포트를 통해 입력된 제1 상향 채널을 파장분할 다중화하여 광섬유에

결합시키며, 상기 광섬유를 통해 입력된 하향 광신호를 제2 포트를 통해 출력하는 광분배기와;

상기 광분배기의 제2 포트를 통해 입력된 상기 하향 광신호를 파장별로 역다중화하는 파장분할 다중화기와;

상기 파장분할 역다중화된 하향 채널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다수의 광수신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파

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상향 채널의 파장은 1260∼1360㎚의 파장 대역에 포함되며, 추가의 상기 하향 채널들 및 제2 상향 채널들의 파

장들은 1470∼1610㎚의 파장 대역에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상향 채널의 파장은 1310㎚이며, 추가의 상기 하향 채널들 및 제2 상향 채널들의 파장들 간의 파장 간격은 20㎚임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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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8항 내지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광분배기는 광섬유 및 박막 필터로 구성된 1×2 저밀도 파장분할 다중화기임을 특징으로 하는 파장분할다중 방식의

수동형 광네트웍 시스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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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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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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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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