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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수동형 광 가입자 망

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 전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가입자에게 대용량, 고속 데이터 및 실시간 디지털 방송/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가입자에게 고속, 대용량 통신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화질, 실시간 디지털 방송/영상을 제공하는 시분할 다중화

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이더넷(Ethernet) 수동형 광 가입자 망(PON : Passive Optical Network)에 있어서, 외부의 방송 사업자로부

터 전달된 다수의 디지털 방송/영상 데이터를 각각의 사용자로부터의 방송/영상 선택 정보에 따라 스위칭하여 타임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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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화한 방송/영상 신호와 IP(Internet Protocol) 망을 통한 통신 데이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프레임 다중화하여 전광변

환하여 전달하는 OLT(Optical Line Terminal); 상기 OLT로부터의 광 신호를 수신하여 광전변환하고, 상기 광전변환된

신호로부터 프레임 및 타임 슬롯 역다중화를 수행하여 자신에 할당된 타임 슬롯에 포함된 방송/영상 정보와 전송된 전체

통신 신호를 상기 사용자로 출력하며, 상기 사용자로부터 통신 신호 및 상기 방송/영상 선택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OLT로

출력하는 다수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 및 상기 OLT로부터의 신호를 상기 다수의 ONT들로 분파하고, 상기

다수의 ONT들로부터의 신호를 상기 OLT로 결합하여 전달하는 광 분파기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EPON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4a

색인어

EPON, Notification 패킷, 방송 통신 융합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일반적인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a 내지 도 2b 는 기존의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일실시예 구

성도.

도 3 은 도 2의 구성에서 사용되는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에 대한 프레임 및 타임 슬롯의 실시예시도.

도 4a 내지 도 4b 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일실

시예 구성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중화되는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일실

시예 구조도.

도 6 은 도 5에서 예시된 다중화된 프레임의 역다중화 과정에 대한 예시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에 대한 다중화된 프레임의 제 1 실시예 구조도.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에 대한 다중화된 프레임의 제 2 실시예 구조도.

도 9 는 본 발명에서 정의된 Notification 패킷의 일실시예 구조도.

도 10 은 본 발명에서 정의된 Notification 패킷의 전송 방법에 관한 예시도.

도 11 은 본 발명에서 정의된 Notification 패킷에 대한 시스템 내의 전체 ONT가 방송/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의 일실시예

구조도.

도 12 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초기 셋업(set-

up) 시의 프레임 예시도.

도 13 은 본 발명에서 정의된 Notification 패킷에 대한 시스템의 셋업하는 경우의 일실시예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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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 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서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과정에 관한 제 1 예시도.

도 15 는 도 14의 Notification 패킷들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

도 16 은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ONT에서의 데이

터 수신과 역다중화에 대한 예시도.

도 17 은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서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과정에 관한 제 2 예시도.

도 18 은 도 17의 Notification 패킷들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

도 19 는 도 17의 Notification 패킷을 각각의 ONT들이 수신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

도.

도 20 은 본 발명에 따른 EPON에서 방송/영상을 수신하던 ONT가 방송/영상의 수신을 중단한 경우의 설명 예시도.

도 21 은 본 발명에 따른 EPON에서 방송/영상을 수신하던 ONT가 방송/영상의 수신을 중단한 경우의 ONT 1에서의 역다

중화에 대한 설명 예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 전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가입자에게 대용량, 고속 데이터 및 실시간 디지털 방송/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Ethernet Passive Optical Network)에 관한 것이다.

가입자에게 대용량, 고속 데이터 서비스 및 실시간 디지털 방송/영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100 Mb/s

이상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최고 50 Mb/s의 데이터 전송률에 불과한 xDSL이나 케이블 모뎀(cable

modem)으로는 이와 같은 대용량, 고속 데이터 서비스 및 실시간 디지털 방송/영상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용량, 고속 데이터 서비스 및 실시간 디지털 방송/영상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고속 전송망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른 방법으로 광 가입자 망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광 가입자 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수동형 광 가

입자망(PON)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수동형 광 가입자망은 ATM 기반의 ATM-PON, WDM 기반의 WDM-PON, 이더넷 기반의 이더넷-PON 등의 다양

한 수동형 광 가입자망이 존재하는데, 일반 가정까지의 고속 광 전송을 위한 방법으로 이더넷(Ethernet)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FTTH(Fiber To The Home) 구조가 제시 및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더넷-PON 방식은 기본적으로 통신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이더넷-PON에서는 데이터의

전송을 위하여 OLT에서 ONT들로는 1550 nm의 파장을 사용하여 1.25 Gb/s의 Gigabit Ethernet신호를 전송하고, ONT

들로부터 OLT로는 1310 nm의 파장을 사용하여 1.25 Gb/s의 기가비트 이더넷(Gigabit Ethernet) 신호를 전송한다. 그러

나, 광 가입자 망을 이용한 방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더넷-PON에서도 방송 신호를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이를 위해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통신 데이터 파장과 다른 파장을 가지는 방송 신호용 파장을 이용하여 ONT들로 전송

하는 오버레이(overlay) 방송 수용 방식이 제시되었다.

도 1 은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일반적인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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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일반적인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은 방송 사업자 및 통신 사업자로

부터 전달받은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하나의 광신호로 묶어 보내는 사용자와 서비스 노드 사

이에 위치하는 서브 시스템인 OLT(Optical Line Terminal)(100), OLT(100)로부터 받은 정보를 사용자로 전달하는 사용

자측 장치인 다수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200-1, 200-N), 수동형 광 분파기(118), 그리고 OLT(100)와 다

수의 ONT(200-1, 200-N)를 연결하는 광케이블로 구성된다.

좀 더 상세히는, OLT(100)는 방송망을 통하여 전달된 방송 신호를 광 변환하여(115, 116) 광증폭하여(117) 송신하고, IP

(Internet Protocol) 라우터(111)를 통하여 IP 망으로부터 통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광신호로 처리하여(112) 송신하고

(113), ONT(200-1, 200-N)들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IP 라우터(111)를 통하여 IP 망으로 송신한다.

그리고, ONT(200-1, 200-N)는 방송 신호를 방송 수신기(119-1, 119-N)를 통하여 수신하고 방송 STB(SetTop Box)

(122-1, 122-N)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통신 데이터는 수신기(120-1, 120-N)를 통해 전달받아 E-PON ONT

기능 처리부(123-1, 123-N)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로부터 받은 통신 데이터는 E-PON ONT 기능 처리부

(123-1, 123-N)를 통해 전달받아 버스트모드 송신기(121-1, 121-N)를 통해 OLT(100)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종래의 방송을 수용하는 이더넷-PON 구조에서는 OLT(100)에서 ONT(200-1, 200-N)들로 아날로그 방송 신

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방송 신호의 증폭을 위하여 고가의 광 증폭기인 EDFA(Erbium Doped Fiber Amplifier)(117)를

필요로 한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이 아닌 디지털 방송만을 수용할 경우에도 디지털 방송 채널의 수가 많아지면 고가의

EDFA(117)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리고, 모든 방송 채널을 ONT(200-1, 200-N)로 각각 전송하기 때문에 ONT(200-1, 200-N)에서는 전송된 방송 신호

를 수신하기 위해 높은 수신 감도, 우수한 잡음 특성 등을 갖는 고사양, 고가의 광 수신기가 요구된다. 방송을 수용하는 종

래의 E-PON 구조(도 A)에서는 ONT들로 방송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고가의 EDFA (Erbium Doped Fiber Amplifier)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방송 신호 수용을 위해 OLT와 ONT에 별도의 광 송신기와 광 수신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방송 수

신을 위해 ONT에는 높은 수신 감도, 우수한 잡음 특성을 가져야 하는 고사양, 고가의 광 수신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

리고 향후 가입자들은 디지털 방송 뿐만 아니라 고화질, 실시간 디지털 영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데 종래의 E-PON에

서는 고화질의 실시간 디지털 영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B의 E-PON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 방식은 OLT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방송/영상 채널들을 선택한 후 GbE 통신 데이터와 시분할 다중

화하여 ONT로 전송함으로써 EDFA를 사용하지 않으며 OLT와 ONT에 별도의 광 송신기와 광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방송 뿐만 아니라 향후 가입자들이 요구할 고화질 디지털 영상을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하여 전송

할 수 있다. 그러나 도 B의 방식에서 방송/영상을 위한 time-slot은 도 C와 같이 가입자 마다 고정적으로 할당되며 이는 오

직 방송/영상 전송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time-slot은 비워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E-PON 구조가 1x16이고 방송/영상 데이터가 27Mb/s MPTS(MPEG Transport Stream)이라면 방송/영

상을 위해 할당되는 대역은 보호대역을 제외하더라고 432 Mb/s가 되는데 이는 GbE에서 가용한 대역의 50% 정도에 해당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방송/영상을 시청하고 있지 않는데도 방송/영상 time-slot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심

각한 대역폭 낭비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도 2a 내지 도 2b 는 기존의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일실시예 구

성도이다.

기존의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은 하나의 OLT, 광 분파기(216), n개의 ONT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ONT는 하나

의 사용자에 할당된다. 즉, 하나의 사용자당 하나의 ONT가 접속하게 된다.

좀 더 상세히 기존의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OLT(300)는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방송 및 영상 데이터를 스위칭하는 방송/영상 채널 선택 스위치(21), ONT(400-1 내지 400-16)로부터의 선택 채

널 정보를 받아 각각의 방송/영상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방송/영상 채널 선택 스위치(21)에 전달하는 방송/영

상 채널 선택 제어부(26), 방송/영상 채널 선택 스위치(21)에 연결되어 각각의 가입자 별로 선택된 방송/영상 채널을 하나

의 타임슬롯에 시간 분할 다중화하는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22), 통신 데이터를 상위 IP 망이나 이더넷-PON

OLT 기능 처리부(28)로 라우팅하기 위한 IP 라우터(27), 이더넷-PON의 OLT 기능을 처리하는 이더넷-PON OLT 기능

처리부(28), 이더넷-PON OLT 기능 처리부(28)로부터 ONT로의 통신 데이터를 시간 분할 다중화된 방송/영상 신호와 함

께 정합하여 전달하기 위해 저장하는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28),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22)의 방송/영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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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28)의 이더넷 통신 신호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중화하는 프레임 다중화기(27), 프레임

다중화된 신호를 광 변조(λDOWN)하여 전송하는 광 송신기(29), ONT로부터의 광 신호를 수신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 수신기(210) 및 송신 파장과 수신 파장의 결합/분리를 위한 WDM 커플러(211)를 포함한다.

한편, ONT는 송신 파장과 수신 파장의 결합/분리를 위한 WDM 커플러(217), WDM 커플러(217)를 통해 광 신호

(λDOWN)로 전달된 OLT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광전변환하는 광 수신기(219), OLT로 상향 데이터를 송신하는 광 송

신기(218), 프레임 및 타임 슬롯 다중화된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의 분리를 위한 프레임/타임 슬롯 역다중화

기(220), ONT 기능을 처리하는 이더넷-PON ONT 기능 처리부(221) 및 분리된 방송/영상 신호를 원래의 신호로 복원하

는 방송/영상 정합기(222)를 포함한다.

도 3 은 도 2의 구성에서 사용되는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에 대한 프레임 및 타임 슬롯의 실시예시도이다.

도 3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2의 구성에서 사용되는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에 대한 다중화된 하나의 프레임

(31)은 n개의 타임 슬롯(time-slot)(32-1, 32-2, 32-3)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 타임 슬롯은 가입자별 방송/영상 서브(sub) 타임 슬롯(33-1, 34-1, 35-1)과 이더넷 서브 타임 슬롯(33-2,

34-2, 35-2)으로 구성된다.

우선, 가입자별 방송/영상 서브(sub) 타임 슬롯(33-1, 34-1, 35-1)에 대해 살펴보면, i 번째 타임 슬롯 내의 방송/영상 서

브 타임 슬롯에는 반드시 i번째 ONT가 선택한 방송/영상 신호만 채워지며, i 번째 ONT가 선택한 방송/영상 신호가 없을

경우에는 비워두거나 널(null) 데이터를 채워넣는다. 이때, 방송/영상 신호의 속도는 1.25G/2k[b/s](k=0, 1, 2, ...)(이 경

우는 이더넷 통신 신호가 1.25GbE인 경우임.)이다.

한편, 모든 타임 슬롯 내에 위치하는 이더넷 서브 타임 슬롯에는 모든 ONT들의 통신 데이터가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번 타임 슬롯(32-1)내의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33-1)에는 반드시 1번 ONT가 선택한 방송/영상 신호만이

위치할 수 있다. 그리고 1번 타임 슬롯(32-1) 내의 이더넷 서브 타임 슬롯(33-2)에는 모든 ONT들의 이더넷 통신 신호가

채워질 수 있다. 이것은 다른 타임 슬롯들(32-2, 32-3)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도 2에 따른 기존의 방식에서 방송/영상을 위한 타임 슬롯(time-slot)은 도 3과 같이 가입자마다 고정적으로 할당

되며 이는 오직 방송/영상 전송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할당된 타임

슬롯은 비워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E-PON 구조가 1x16이고 방송/영상 데이터가 27Mb/s MPTS(MPEG Transport

Stream)이라면 방송/영상을 위해 할당되는 대역은 보호대역을 제외하더라고 432 Mb/s가 되는데 이는 GbE에서 가용한

대역의 50% 정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방송/영상을 시청하고 있지 않는데도 방송/영상 타임 슬롯을 사용하지 않

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심각한 대역폭 낭비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가입자에게 고속, 대용량 통신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화질, 실시간 디지털 방송/영상을 제공하는 시분할 다중화

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OLT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방송 채널들을 선택하여 ONT로 전송함으로써 많은 방송 수용을 위한 EDFA

를 사용하지 않으며, ONT내에 저가, 저사양의 방송 수신용 광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뿐만 아니라 향후 가입자들이 요구할 고화질 디지털 영상을 전송하는데 있어서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통신 데이터 라인을 통해 방송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양방향 방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가입자가 방송/영상을 시청하고 있지 않을 경우 방송/영상 용으로 할당된 타임 슬롯을 데이터 통신용 타

임 슬롯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역폭 낭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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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이더넷(Ethernet) 수동형 광 가입자 망(PON : Passive Optical Network)에 있

어서, 외부의 방송 사업자로부터 전달된 다수의 디지털 방송/영상 데이터를 각각의 사용자로부터의 방송/영상 선택 정보에

따라 스위칭하여 타임 슬롯 다중화한 방송/영상 신호와 IP(Internet Protocol) 망을 통한 통신 데이터를 하나의 프레임으

로 프레임 다중화하여 전광변환하여 전달하는 OLT(Optical Line Terminal); 상기 OLT로부터의 광 신호를 수신하여 광전

변환하고, 상기 광전변환된 신호로부터 프레임 및 타임 슬롯 역다중화를 수행하여 자신에 할당된 타임 슬롯에 포함된 방송

/영상 정보와 전송된 전체 통신 신호를 상기 사용자로 출력하며, 상기 사용자로부터 통신 신호 및 상기 방송/영상 선택 정

보를 입력받아 상기 OLT로 출력하는 다수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 및 상기 OLT로부터의 신호를 상기 다수

의 ONT들로 분파하고, 상기 다수의 ONT들로부터의 신호를 상기 OLT로 결합하여 전달하는 광 분파기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에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대

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 및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

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4a 내지 도 4b 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일실

시예 구성도이다.

도 4a 내지 도 4b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은 하나의 OLT, 광분파기(427), n개의 ONT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ONT는 하나의 사용자에 할당된

다. 즉, 하나의 사용자당 하나의 ONT가 접속하게 된다.

좀 더 상세히 본 발명에 따른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OLT는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방송 및 영상 데이터를 스위칭하는 방송/영상 채널 선택 스위치(41), ONT들로부터의 선택 채널 정보를

받아 각각의 방송/영상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방송/영상 채널 선택 스위치(41)에 전달하는 방송/영상 채널 선

택 제어부(43), 방송/영상 채널 선택 스위치(41)에 연결되어 각각의 가입자 별로 선택된 방송/영상 채널을 하나의 타임슬

롯에 시간 분할 다중화하는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42), 통신 데이터를 상위 IP 망이나 이더넷-PON OLT 기능 처

리부(45)로 라우팅하기 위한 IP 라우터(44), 이더넷-PON의 OLT 기능을 처리하는 이더넷-PON OLT 기능 처리부(45),

이더넷-PON OLT 기능 처리부(45)으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42) 및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49)에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동기 제어기(46), 이더넷-PON OLT 기능 처리부(45)로부터 ONT로의

통신 데이터를 시간 분할 다중화된 방송/영상 신호와 함께 정합하여 전달하기 위해 저장하는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

(411), 이더넷-PON OLT 기능 처리부(45)와 연결되어 ONT에서 전송되는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및 해제 신호 처리를

위한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47), 동기 제어기(46)로부터의 동기 제어 정보와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

제 처리기(47)로부터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및 해제 정보를 이용하여 프레임 다중화를 제어하는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49),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47)로부터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및 해제 정보를 이용하

여 각 ONT의 방송/영상 시청 여부를 ONT들에게 알리기 위한 notification 패킷을 발생하는 notification 패킷 발생기(48),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42)의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411)의 이더넷 통신 신호를 하나의 프

레임으로 다중화하는 프레임 다중화기(410), 프레임 다중화된 신호를 광 변조(λDOWN)하여 전송하는 광 송신기(413),

ONT들로부터의 광 신호(λUP)를 수신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광 수신기(412) 및 송신 파장과 수신 파장의 결합/분리를

위한 WDM 커플러(414)를 포함한다.

한편, ONT는 송신 파장과 수신 파장의 결합/분리를 위한 WDM 커플러(428), WDM 커플러(428)를 통해 광 신호(λDOWN)

로 전달된 OLT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여 광전변환하는 광 수신기(429), OLT로 상향 데이터를 송신하는 광 송신기(430),

광 수신기(429)를 통해 전달된 프레임 다중화된 신호에서 이더넷 신호를 추출하는 이더넷 역다중화부(432), 광 수신기

(429)를 통해 전달된 프레임 다중화된 신호에서 방송/영상 신호를 추출하는 방송/영상 역다중화부(434), 이더넷 역다중화

부(432)로부터의 이더넷 신호를 입력받고 광 송신기(430)로 상향 신호(통신데이터(상향)(437), 방송/영상 선택 데이터

(438), 방송/영상 선택 타임-슬롯 예약/해제 신호(439))를 전달하며 ONT 기능을 처리하는 E-PON ONT 기능 처리부

(431), E-PON ONT 기능 처리부(431)와 연결되어 전달된 notification 패킷을 처리하는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와 연결되어 notification 패킷 정보에 따라 이더넷 역다중화부(432) 및 방송/영상 역다중화

부(434)를 제어하는 역다중화 제어기(433) 및 방송/영상 역다중화부(434)로부터 전달된 방송/영상 신호를 원래의 신호

(디지털 방송/영상(445))로 복원하는 방송/영상 정합기(435)를 포함한다.

등록특허 10-0557144

- 6 -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중화되는 과정을 예시하기 위한 일실

시예 구조도이다.

도 5(a) 내지 도 5(c)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의 프레임 다중화를 위해 각각의 프레임

은 n(ONT의 수)개의 타임 슬롯(time-slot)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타임 슬롯들은 하나의 방송/영상용 서브 타임 슬

롯과 하나의 GbE 프레임용 서브 타임 슬롯으로 구성된다.

도 5(a)는 프레임 i와 프레임 j에서 n개의 ONT들에 대해 할당된 방송/영상용 서브 타임 슬롯(501-1 내지 50N-2)을 도시

한다.

도 5(b)는 프레임 i와 프레임 j에서 각각의 프레임별로 할당된 n개의 타임슬롯을 이용하여 GbE 프레임을 전송하는 GbE 프

레임용 서브 타임 슬롯을 도시한다. 도 5(b)에서의 GbE용 서브 타임 슬롯에는 ONT들의 방송/영상 시청 정보를 담고 있는

Notification 패킷을 담아 전송하는데 이를 '51'로 표시하였다.

도 5(c)는 프레임 i와 프레임 j에서 n개의 ONT들에 대해 할당된 방송/영상용 서브 타임 슬롯(501-1 내지 50N-2)과 n개의

타임슬롯을 이용하여 GbE 프레임을 전송하는 GbE 프레임용 서브 타임 슬롯이 다중화된 프레임의 일실시예 예시도이다.

이상의 도 5에서는 모든 ONT들이 방송/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를 예로 하고 있다.

도 6 은 도 5에서 예시된 다중화된 프레임의 역다중화 과정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6(a)는 도 5에서 예시된 다중화된 프레임에서 제 1 번 ONT에서의 방송/영상에 대한 역다중화를 예시한 도면이다. 즉,

프레임 i와 프레임 j에서 n개의 ONT들에 대해 할당된 방송/영상용 서브 타임 슬롯과 n개의 타임슬롯을 이용하여 GbE 프

레임을 전송하는 GbE 프레임용 서브 타임 슬롯이 다중화된 프레임에서, 제 1 번 ONT에게 할당된 방송/영상용 서브 타임

슬롯은 각각의 프레임의 첫번째 서브 타임 슬롯(602-1, 602-2)이므로 601의 필터링을 통해 도 6(c)와 같이 해당되는 방

송/영상 데이터(602-1, 602-2)만 수신한다. 603-1 내지 603-6 은 GbE용 서브 타임 슬롯에는 ONT들의 방송/영상 시청

정보를 담고 있는 Notification 패킷을 의미한다.

도 6(b)는 도 5에서 예시된 다중화된 프레임에서 제 1 번 ONT에서의 GbE 프레임에 대한 역다중화를 예시한 도면이다. 각

각의 프레임에 포함된 모든 GbE용 서브 타임 슬롯(605-1 내지 605-6)은 모든 ONT들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에 따라 각

각의 ONT들은 모두 같은 604의 필터링 동작을 통해 도 6(d)와 같이 GbE 프레임(605-1 내지 605-6)을 역다중화한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에 대한 다중화된 프레임의 제 1 실시예 구조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에 대한 다중화된 프레임(71)은 n개의 타임

슬롯(72-1, 72-2, 72-3)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타임 슬롯(72-1, 72-2, 72-3)은 각각의 ONT별 방송/영상용 서브 타임

슬롯(73-1, 73-2, 73-3)과 GbE 프레임(1.25G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한 GbE용 서브 타임 슬롯(74-1, 74-2, 74-

3)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i번째 타임 슬롯내의 방송/영상용 서브 타임 슬롯은 ONT i를 위해 할당된 것으로, ONT i가 방송/영상을 시청할 경우

에는 방송/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ONT i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영상 데이터 대신 GbE 통신 데

이터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본 발명에 따른 대역폭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n개) 타임 슬롯 내에 위치하는 GbE용 서브 타임 슬롯에는 모든 ONT들의 통신 데이터가 위치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프레임(71)에서 ONT 1번이 방송/영상을 시청하고, ONT 2번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

첫번째 타임 슬롯(72-1) 내의 방송/영상용 서브 타임 슬롯(73-1)에는 ONT 1번이 시청하는 방송/영상 데이터가 위치하지

만 두번째 타임 슬롯(72-2) 내의 방송/영상용 서브 타임 슬롯(73-2)에는 GbE 통신 데이터가 위치한다(ONT 2번은 방송/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므로). 이는 모든 타임 슬롯(72-1, 72-2, 72-3)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 8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에 대한 다중화된 프레임의 제 2 실시예 구조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본 발명에 따른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통신 신호에 대한 다중화된 프레임(81)은 방송/영상

프레임(82)과 통신 데이터 프레임(83)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방송/영상 프레임(82)은 각 ONT별로 할당된 방송/영상 서브

등록특허 10-0557144

- 7 -



타임 슬롯(84-1, 84-2, 84-3)으로 구성된다. 이때,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84-1, 84-2, 84-3)은 도 7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ONT i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면 방송/영상 데이터가 아닌 GbE 통신 데이터를 채워 전송하게 된다. 전술한

프레임 및 타임 슬롯은 사용자가 선택한 방송/영상 채널 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ONT i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면 방송/영상 데이터가 아닌 GbE 통신 데이터를 채워 전송하기 위해서는

각 ONT들의 방송/영상 시청 여부를 각 ONT들에게 통보하여 방송/영상 신호 또는 통신 데이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Notification 패킷을 정의한다.

도 9 는 본 발명에서 정의된 Notification 패킷의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Notification 패킷은 이더넷 프레임으로 정의된다.따라서, 본 발명에서 정의된 Notification 패킷

은 이더넷 헤더(91), L3/L4(Layer3/Layer4) 헤더(92), Notification 필드(93), 64바이트(byte)의 최소 길이를 맞추기 위

한 제로 패딩(zero padding)(94) 및 L2(layer 2) 트레일(trail)(9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이더넷 헤더(91)는 여러 가지 필드로 구성되는데, LLID(Logical Link Identifier)(96), 목적지 MAC 주소

(DA :Destination Address)(97) 및 데이터의 형식 등을 표시하기 위한 Type(98)이 주요 필드로 활용된다.

그리고, Notification 패킷은 OLT에서 모든 ONT로 전송되므로 LLID(96)와 목적지 MAC 주소(97)는 브로드캐스팅 주소

로 할당된다. 그리고, ONT에서 수신한 Notification 패킷을 도 4b의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

인 Type(98)이 정해진다.

따라서, 브로드캐스팅 주소로 할당된 LLID(96)와 목적지 MAC 주소(97), Type(98)을 갖는 이더넷 프레임은 ONT의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로 전달되어 처리된다.

여기서, Notification 패킷의 주 목적은 모든 ONT들의 방송/영상 시청 여부를 기재하여 각각의 ONT들에게 전달하는 것으

로, 이는 Notification 패킷 내의 Notification 필드(93)에 표시된다.

Notification 필드(93)는 ONT 수와 같은 n 비트로 구성되는데, 각 비트(99-1, 99-2, 99-3, 99-4)는 각각의 ONT들의 방

송/영상 수신 여부를 나타낸다. 즉, i번째 비트가 '0'이면 ONT i가 방송/영상을 시청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1'

이면 ONT i가 방송/영상을 시청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x16 EPON에서 Notification 패킷 내의 Notification 필드(93)가 '1111001100111100'이면 ONT

1,2,3,4,7,8,11,12,13,14는 방송/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ONT 5,6,9,10,15,16은 방송/영상을 시청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

다.

도 9에 도시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Notification 필드를 n 비트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적용에 따라 nㅧm(m은 자연

수)비트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이더넷 프레임을 이용한 Notification 패킷의 정의는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 내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위에서 정의한 Notification 패킷은 도 10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update)되어 프레임당 1개씩 1번

타임 슬롯 내에 위치시켜(1010, 1011, 1012, 1013) 모든 ONT들로 전송한다.

이와 같이 Notification 패킷을 매 프레임의 제1번 타임 슬롯 내에 위치시키는 이유는, ONT에서 Notification 패킷을 수신

한 후 해당 프레임이 끝나기 전에 수신한 Notification 패킷에 대한 처리를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발명에 따른 EPON에서 효율적인 방송/영상 대역폭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 및 방송/영

상 수신 과정을 모든 ONT가 방송/영상을 수신한다는 가정 하에 도 4a 내지 도 4b를 참조로 설명하기로 한다.

EPON 동작 중 하향(OLT에서 ONT들로) 통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N개의 디지털 방송 채널과 N개의 디지털 영상 채널들은 각각 방송/영상 채널 선택 스위치(41)로 입력된다.

그리고, 각 가입자(ONT)는 시청하기를 원하는 방송/영상 채널을 리모콘 등을 통해 지정하게 되는데 이 신호는 방송/영상

채널 선택 데이터(442)로서 ONT로부터 EPON 망을 거쳐 OLT로 입력되고, 입력된 방송/영상 채널 선택 데이터(44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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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N OLT 기능 처리부(45)를 통해 방송/영상 채널 선택 제어부(43)로 전달된다. 그리고, 방송/영상 채널 선택 제어부

(43)에서는 이와 같이 입력된 방송/영상 채널 선택 데이터(442)를 이용하여 방송/영상 채널 선택 스위치(41)를 제어하여

(416) 각 가입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영상 채널을 스위칭(417-1, 417-2, 417-3)한다. 여기서, 417-1, 417-2, 417-3

은 각각 ONT 1, ONT 2, ONT n이 선택한 방송/영상 채널이다.

그리고, 스위칭된 방송/영상 채널들은 도 7에서 정의한 타임 슬롯으로 구성되기 위해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42)로

입력된다. 그리고,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42)에서 R[b/s] 속도로 입력되는 방송/영상 데이터는 1.25/2k[b/s] 속

도로 변환된 후 타임 슬롯 다중화된다. 여기서, 본 실시예에서는 모든 가입자(ONT)가 방송/영상 채널을 시청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각 ONT가 선택한 방송/영상 채널은 도 7에 정의한 바와 같이 각 ONT 별로 할당된 방송/영상용 서브 타

임 슬롯에 위치한다.

이때, 타임 슬롯의 다중화 동기 제어는 동기 제어기(46)와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49)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

서, 기본적인 동기 제공 신호는 PON의 기능인 레인징(ranging)에 의해 EPON OLT 기능 처리부(45)에서 동기 제어기(46)

로 제공된다.

그리고, 상위 IP 망에서 전송된 통신 데이터는 IP 라우터(44)를 거쳐 EPON OLT 기능 처리부(45)에서 EPON 기능들이 처

리된 후 도 7에서 정의한 타임 슬롯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411)로 입력된다. 이때, EPON

OLT 기능 처리부(45)에서는 모든 ONT들에게 각각의 ONT들의 방송/영상 시청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매 프레임마다

Notification 패킷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EPON OLT 기능 처리부(45) 내의 Notification 패킷 발생부(48)에서 이루어진

다. 설명에서는 모든 ONT가 방송/영상을 수신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OLT에서 모든 ONT들로 전송되는 Notification 패

킷은 도 11과 같이 구성된다. 즉, LLID(96)와 목적지 MAC 주소(97)는 브로드캐스팅 주소로 할당하고, Type(98)은

Notification 패킷 타입을 나타내도록 설정된다. 그리고, Notification 필드의 모든 비트는 '1'로 설정된다(1104-1, 1104-

2, 1104-3, 1104-4).

그리고,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411)에 저장된 GbE 통신 데이터들은 도 7에 정의된 타임 슬롯에 따라 출력되는데 이

는 ONT들의 방송/영상 시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설명에서는 모든 ONT들이 방송/영상을 시청하므로 도 5(b)와 같

은 형태의 GbE 통신 데이터를 출력하다. 그리고 매 프레임 당 Notification 패킷(51)을 위치시켜 전송한다. 그러나, 일부

ONT 들이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는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에도 GbE 통신 데이터가 위치하게 되

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42)에서 출력된 방송/영상 신호와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48)에서 출력된

GbE 통신 데이터는 프레임 다중화기(410)에서 도 5(c)와 같이 프레임 다중화된다.

그리고, 프레임 다중화기(410)에 대한 제어와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411)에 대한 제어는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49)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프레임 다중화기(410)에서 방송/영상 타임 슬롯과 이더넷 통신 데이터 타임 슬롯이 프

레임 다중화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타임 슬롯에 대한 동기 제어와 방송/영상 타임 슬롯 중 이더넷 통신 데이터 타임 슬롯으

로 대체되는 타임 슬롯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이와 같은 대체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방송/예약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47)는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49)로 방송/영상 타임 슬롯 중 이

더넷 통신 데이터 타임 슬롯으로 대체되는 타임 슬롯(즉,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ONT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방송/예약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47)는 방송/영상을 시청할 것을 예약한 ONT에 대한 정보 및 방송/영상을 시

청을 해제할 ONT에 대한 정보를 Notification 패킷 발생부(48)로 전달하여 Notification 패킷을 생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프레임 다중화된 방송/영상 채널 및 통신 데이터는 λDOWN의 파장을 갖는 광 송신기(413)에서 광 변조되고 WDM

결합기(414)와 1ㅧn 광 분파기(427)를 거쳐 ONT들로 전송된다.

그리고, 각각의 ONT로 입력된 하향 광 신호(λDOWN)는 WDM 광 결합기(428)를 거쳐 광 수신기(430)에서 수신된다.

그리고, 수신된 신호는 각각의 ONT가 선택한 방송/영상 채널과 이더넷 통신 데이터의 분리를 위해 두개로 분파되어 각각

이더넷 역다중화부(432)와 방송/영상 역다중화부(434)로 입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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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더넷 역다중화부(432)에서는 역다중화된 GbE 통신 데이터 내에는 Notification 패킷이 존재하는데 EPON

ONT 기능 처리부(431)에서는 이를 검출하여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로 전달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모든

ONT들이 방송/영상을 시청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Notification 패킷은 도 11과 같다.

그리고,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에서는 각 ONT들의 방송/영상 시청 여부를 분석하여 이 정보를 역다중화부 제어기

(433)로 전송한다.

그리고, 역다중화부 제어기(433)는 이더넷 역다중화부(432)와 방송/영상 역다중화부(434)를 제어하여 이더넷 통신 데이

터와 방송/영상 채널을 분리해 낸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모든 ONT들이 방송/영상을 시청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Notification 패킷은 도 11과 같다.

따라서, 도 6(a)에서와 같이, ONT 1번의 경우는 프레임내의 1번 타임 슬롯에 ONT 1번이 선택한 방송/영상 채널(602-1,

602-2)이 위치하므로 601의 제어 신호를 통해 ONT 1번이 선택한 방송/영상 채널을 분리한다. 그리고, GbE 통신 데이터

(605-1 내지 605-6)는 604의 제어 신호를 통해 분리된다.

이와 같은 방송/영상 채널 및 통신 데이터의 분리시 동기화 문제는 EPON의 자체 기능인 레인징(ranging)에 의한 동기화

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 도 6(d)에 도시된 분리된 GbE 통신 데이터는 EPON ONT 기능 처리부(431)를 거쳐 컴퓨터 등의

단말 장치로 전송(444)되거나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로 전송된다.

그리고, 도 6(c)에 도시된 분리된 방송/영상 채널은 방송/영상 정합기(435)에서 원래의 속도인 R[b/s]으로 변환된 후

MPEG 디코더 등으로 전송(445)된다.

한편, 상향 통신(ONT에서 OLT로)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가입자는 컴퓨터 등에서 생성된 IP 통신 데이터(441)와 방송/영상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 방송/영상 채널 선택 데

이터(442)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외에 방송/영상 채널의 사용 또는 해제를 위한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신호(443)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 발생된 데이터들(441, 442, 443)은 EPON ONT 기능 처리부(431)에서 데이터 충돌 등의 문제를

해결한 후 λUP의 파장을 갖는 광 송신기(429)에서 광 변조된 후 WDM 결합기(428), 광 분파기(427)를 거쳐 OLT로 전송

된다.

그리고, 각각의 ONT들에서 전송된 상향 데이터 신호들은 OLT 내의 광 결합기(414)를 거쳐 광 수신기(412)에서 수신된

다.

그리고, 광 수신기(412)에서 광전변환되어 EPON OLT 기능 처리부(45)로 입력된다. 그리고, EPON OLT 기능 처리부

(45)에서는 수신된 데이터 중 방송/영상 채널 선택 데이터(442)는 방송/영상 채널 선택 제어부(43)로 전달되고(415), IP

통신 데이터는 IP 라우터(44) 또는 이더넷 백 본(Ethernet backbone) 스위치를 통해 상위 IP 망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각 ONT의 방송/영상 시청 시작 또는 중단을 의미하는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신호(443)는 EPON OLT

기능 처리부(45)에서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47)로 전달된다. 그리고, 전달된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

제 데이터(443)에는 어떤 ONT가 방송/영상 채널 시청을 시작하였고 어떤 ONT가 방송/영상 채널 시청을 중단했는 지를

나타내는 정보들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ONT 1번이 방송/영상 채널을 시청하다가 이를 중단하면 ONT 1번이 방송/영상

데이터 전송 용으로 사용하던 타임 슬롯 1내의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을 GbE 통신 데이터 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방

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47)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47)에서는 어떤 ONT들이 방송/영상 채널 시청을 시작 또는 중단했는지를

분석한 후 이 데이터를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49)로 전달한다.

등록특허 10-0557144

- 10 -



그리고,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49)는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42),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411) 및

프레임 다중화기(410)를 제어하여, 각 ONT 들의 방송/영상 시청 여부에 따라 방송/영상 채널 서브 타임 슬롯을 GbE 통신

용 서브 타임 슬롯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도 15 내지 도 21 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2 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초기 셋업(set-

up) 시의 프레임 예시도이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EPON 초기 셋업 시에는, 프

레임 i(1201), 프레임 j(1202), 프레임 k(1203)에 대해 프레임의 전대역을 GbE 통신 데이터 용으로 활용하도록 예시한다.

즉, 초기 셋업 시에는 모든 ONT는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므로 모든 대역을 GbE 통신 데이터 용으로 활용한다. 이때,

각 프레임(1201, 1202, 1203) 내에 위치하는 Notification 패킷(1204-1, 1204-2, 1204-3)내의 Notification 필드는 모

든 ONT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므로 모두 '0'으로 설정(1305-1 내지 1305-4)된다. 이와 같은 Notification 패킷에

대해서는 도 13 에서 예시하고 있다.

도 14 는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서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과정에 관한 제 1 예시도이다.

도 14 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프레임 1(1401), 프레임 2(1402), 프레임 3(1403)의 세 개의 프레임을 예를 들어 본 발명에

서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과정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의 전대역을 GbE 통신 데이터 용으로 활용하도록 예시한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

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서 어떤 특정 순간에 ONT 1과 ONT 2이 방송/영상을 시

청하기 위해 셋탑 박스(set-top box)를 켜면 ONT 1과 ONT 2에서는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신호(443)를 발생시켜

OLT로 전송한다.

그리고, 도 14에서와 같이 프레임 1(1401)내의 첫번째 타임 슬롯에서 ONT 1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신호(1404)가

OLT에서 수신되었고(1404) 두 번째 타임 슬롯에서 ONT 2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신호(1405)가 수신되었을 경우

(1405), EPON OLT 기능 처리부(45)는 이 신호를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47)로 전송한다.

그리고,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47)에서는 ONT 1과 ONT 2이 방송/영상 채널 시청을 시작했다는 정보를

Notification 패킷 발생부(48)로 전송한다. 그리고, 프레임 1(1401)의 첫번째 타임 슬롯에 위치하는 Notification 패킷 A

(1406) 내의 Notification 필드는 모두 '0'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ONT 1과 ONT 2이 방송/영상 시청을 시작하므로

Notification 패킷 발생부(48)에서는 Notification 필드내의 1번, 2번 비트를 '0' --> '1'로 변환하여 새로운 Notification

패킷 B(1407)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발생된 Notification 패킷 B(1407)를 프레임 2(1402)의 첫번째 타임 슬롯에 위치시

켜 모든 ONT들로 전송한다(1408).

그리고, ONT 1과 ONT 2을 위한 방송/영상 채널 대역을 할당해야 하므로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47)에서

는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49)로 ONT 1과 ONT 2을 위한 방송/영상 채널 대역 할당 신호를 전송한다. 그리고,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49)는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42),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411) 및 프레임

다중화기(410)를 제어하여 프레임 3(1403)내의 타임 슬롯 1번과 타임 슬롯 2번 내의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1409,

1410)을 ONT 1과 ONT 2를 위한 방송/영상 채널 대역으로 할당한다(1411).

따라서, 이후 ONT 1과 ONT 2 가 방송/영상 채널 선택 데이터(442)를 통해 선택하는 방송/영상 채널은 1409과 1410의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에 위치하여 ONT들로 전송된다. 이때, 프레임 3(1403)내의 Notification 패킷 C는 프레임 2

(1402)내에서 다른 ONT들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으므로 프레임 2(1402)내의

Notification 패킷 B(1407)와 같다.

이상의 Notification 패킷 A(1406), B(1407) 및 C는 도 15에서 도시하고 있다.

도 15(a)는 도 14의 Notification 패킷 A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이고, 도 15(b)는 도 14의 Notification 패킷 B에 대한 일

실시예 구조도이며, 도 15(c)는 도 14의 Notification 패킷 C에 대한 일실시예 구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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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각의 Notification 패킷 내의 Notification 필드의 값을 비교하면, Notification 패킷 A(1406)의 Notification 필

드(1501-1 내지 1501-4)는 방송/영상을 수신하는 ONT가 하나도 없으므로 그 값이 모두 '0'이고, Notification 패킷 B

(1407)의 Notification 필드(1502-1 내지 1502-4)는 ONT1, ONT2로부터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신호를 수신하였으

므로 ONT1, ONT2의 위치인 1502-1과 1502-2의 Notification 필드값을 각각 '1'로 변경한다. 그리고, 도 15(c)에 도시

된 Notification 패킷 C는 프레임 2(1402)내에서 다른 ONT들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신호가 수신되지 않았으

므로 프레임 2(1402)내의 Notification 패킷 B(1407)와 같다.

이상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프레임 i에서 ONT들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신호가 수신되면 프레임 i+1내의

Notification 패킷을 변경하여 전송하고 프레임 i+2에서 방송/영상 타임 슬롯을 할당한다.

이를 통해 Notification 패킷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기화의 해결이 가능하다.

도 16 은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ONT에서의 데이

터 수신과 역다중화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14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과정에 의해 ONT들로 전송된 방송/영상 데이터와 GbE 통신 데이터의 수신 과정을

ONT 1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ONT 1 내의 광 수신기(430)에서 수신된 데이터들은 각각 이더넷 역다중화부(432)와 방송/영상 역다중화부(434)로

입력되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ONT 1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므로 프레임 1'내의 모든 데이터는 EPON ONT 기능 처

리부(431)로 입력된다.

그리고, EPON ONT 기능 처리부(431)에서는 Notification 패킷 A(1601)를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로 전달한다.

여기서, Notification 패킷 A(1601)내의 Notification 필드가 모두 '0'이므로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에서는 모든

ONT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정보를 역다중화 제어기(433)로 전송한다.

그리고, 역다중화 제어기(433)는 프레임 2'에 대해서 Notification 패킷 A(1601)의 정보에 따라 방송/영상 역다중화부

(434)와 이더넷 역다중화부(432)를 제어하는데, 이를 도 16(b)에서 도시하고 있다(1606). 같은 방법으로 프레임 3'에 대

해서는 Notification 패킷 B(1602)의 정보에 따라 제어가 이루어진다(1607).

프레임 2'에서는 모든 ONT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으므로 프레임 2'내의 모드 데이터를 GbE 통신 데이터로 받아 들인

다. 그리고, 프레임 2'내에는 역시 Notification 패킷 B(1602)가 존재하는데 이를 검사해 보면 Notification 필드의 1번, 2

번 비트(1502-1, 1502-2)가 '1'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ONT 1과 ONT 2rk 방송/영상 시청을 시작해서 프레

임 3'내의 타임 슬롯 1과 타임 슬롯 2 내에 방송/영상 데이터가 존재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Notification 패킷 B(1602)를 수신한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에서는 역다중화부 제어기(433)로 ONT 1과

ONT 2가 방송/영상 시청을 시작했다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 역다중화부 제어기(433)는 도 16(b)에서와 같은 방송/영상

역다중화 제어 신호(1604)와 도 16(c)에서와 같은 이더넷 역다중화 제어 신호(1608)를 발생시켜 프레임 3'내의 방송/영상

데이터와 GbE 통신 데이터를 역다중화한다.

즉, 프레임 3'내에는 ONT 1이 선택한 방송/영상 채널(1605)이 존재하므로 이를 분리해내고(도 16(b)), 프레임 2'까지는

GbE 통신 데이터 용으로 쓰이던 대역 중 ONT 1과 ONT 2 방송/영상 신호용으로 쓰이는 부분(1609, 1610)을 제외하고

GbE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다(1608, 도 16(c)).

따라서, 프레임 3'내의 타임 슬롯 1 내의 ONT 1 방송/영상 대역(1609)이 방송/영상 역다중화부(434)에서 분리되고, 타임

슬롯 1과 2의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 부분(1609, 1610)이 이더넷 역다중화부(432)에서 제외됨을 도 16(b)와 도 16(c)

를 통해 알 수 있다.

전술한 과정을 거쳐 ONT들이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 대역은 GbE 통신 데이터로 활용하다가 특정 ONT들이 방

송/영상 시청을 시작하면 GbE 통신 데이터로 사용하던 대역을 방송/영상 채널 대역으로 활용가능하다. 이를 통해 EPON

에서 효율적인 대역 할당을 가능하게 한다.

등록특허 10-0557144

- 12 -



도 17 은 본 발명에 따른 시간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에서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과정에 관한 제 2 예시도이다.

도 17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프레임 1(1701) 내에서 ONT 1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신호(1709)와 ONT 2의 방송/영

상 타임 슬롯 예약 신호(1710)가 수신되고 다시 그 다음 프레임인 프레임 2(1702) 내에서 ONT n번의 방송/영상 타임 슬

롯 예약 신호(1712)가 수신된 예를 설명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EPON 셋업 초기에는 모든 대역이 GbE로 사용되므로 프레임 1(1701)내의 Notification 패킷 A(1705)

는 도 18(a)와 같이 Notification 필드의 모든 비트가 '0'으로 설정된다. 그런데, 프레임 1(1701) 내에서 ONT 1과 2의 방

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신호(1709, 1710)가 수신되었으므로 프레임 2(1702)내의 Notification 패킷 B(1706)의

Notification 필드를 도 18(b)와 같이 변경하여 전송한다(1711).

즉, ONT 1과 ONT 2가 방송/영상을 시청한다는 정보를, 도 18(b)와 같이 Notification 필드 내의 1번, 2번 비트를 '1'로 설

정하여 전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42),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411), 프레임 다중화기

(410)를 제어하여 프레임 3(1703)내의 타임 슬롯 1과 2의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을 ONT 1과 ONT 2의 방송/영상 시

청을 위한 대역으로 할당한다(1713).

그런데, 프레임 2(1702)내에서 ONT n번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신호(1712)가 수신되었으므로 프레임 3(1703)에서

전송할 Notification 패킷 C(1707)을 도 18(c)와 같이 변경하여 전송한다(1707). 즉 Notification 필드의 n번째 비트

(1801)를 '1'로 설정한다.

그리고, 프레임 4(1704)내의 n번 타임 슬롯의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1715)을 ONT n번의 방송/영상 시청 대역으로 할

당한다(1716).

그리고, 프레임 4(1704)내의 Notification 패킷 D(1708)는 도 18(d)에 도시된 바와 같이 Notification 패킷 C(1707, 도 18

(c))와 같이 유지한다.

도 19 는 도 17의 Notification 패킷을 각각의 ONT들이 수신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

이다.

도 17의 Notification 패킷을 각각의 ONT들이 수신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를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도 19(a) 내지 도 19

(c)에 도시된 바와 같다.

우선, ONT 1에서 프레임 1'내의 Notification 패킷 A(1901)를 수신하면 이를 분석하여 프레임 2'의 제어에 사용하여

ONT 1의 방송/영상 채널과 GbE 통신 데이터를 분리한다.

그리고, 도 19(b)에서와 같이 프레임 2'내의 Notification 패킷 B(1902)를 분석하여 프레임 3'내의 방송/영상 채널과 GbE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는데, Notification 필드의 1, 2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1905의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 ONT

1의 방송/영상 채널(1906)을 분리하고 1911의 제어 신호를 발생시켜 GbE 통신 데이터를 분리한다.

프레임 3'에서는 ONT 1, 2가 방송/영상 채널을 시청하므로 1912와 1913의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이 제외되었다.

그리고, 프레임 3'내의 Notification 패킷 C(1903)를 통해 프레임 4'내의 방송/영상 및 통신 데이터를 분리한다.

여기서, ONT 1은 계속 방송/영상을 시청하므로 방송/영상 역다중화 제어신호(1905)는 변하지 않고 프레임 4'에 대해서

ONT 1의 방송/영상 채널(1907)을 분리하는 반면, 프레임 4'내에는 ONT n번의 방송/영상 채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GbE

역다중화 제어신호(1911)는 프레임 4'에서는 ONT 1, 2, n의 방송/영상 채널(1914, 1915, 1916)을 제외하고 통신 데이터

를 분리한다.

도 20 은 본 발명에 따른 EPON에서 방송/영상을 수신하던 ONT가 방송/영상의 수신을 중단한 경우의 설명 예시도이다.

도 20(a) 내지 도 20(c)에 도시된 예시도는 ONT 1, 2, n이 방송/영상을 시청하다가 ONT 1이 방송/영상 시청을 중지할 경

우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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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 1, 2, n이 방송/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므로 프레임 1''(2001)내의 Notification 패킷 P(2004)는 도 20(b)와 같다. 즉,

Notification 필드의 1, 2, n번째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프레임 1''(2001)내에서 ONT 1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해제 신호(2007)가 수신되면 프레임 2''(2002)내의

Notification 패킷 Q(2005)를 도 20(c)와 같이 변경하여 전송한다(2008). 즉, Notification 필드의 1번째 비트(2010)를 '1'

에서 '0'으로 변경하여 전송한다.

그리고, 프레임 3''(2003)내의 타임 슬롯 1에서 ONT 1의 방송/영상용으로 사용하던 채널을 GbE 통신 데이터 용으로 변환

한다(2009).

그리고, 프레임 2''(2002)에서 어떤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신호 또는 방송/영상 타임 슬롯 해제 신호를 수신하지 않았

기 때문에 프레임 3''(2003)내의 Notification 패킷 R(2006)은 Q(2005)와 같게 된다.

도 21 은 본 발명에 따른 EPON에서 방송/영상을 수신하던 ONT가 방송/영상의 수신을 중단한 경우의 ONT 1에서의 역다

중화에 대한 설명 예시도이다.

도 20(a) 내지 도 20(c)에서와 같은 Notification 패킷을 ONT 1에서 수신할 경우의 ONT 1에서의 역다중화를 위한 신호를

설명하면 도 21(a) 내지 도 21(c)와 같다.

ONT 1의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436)에서는 우선 Notification 패킷 P(2101)를 분석하여 프레임 2'''내의 2104, 2110

와 같은 방송/영상 역다중화 제어 신호, 이더넷 역다중화 제어신호를 발생시켜 방송/영상(2105, 2106) 및 GbE을 분리한

다.

그리고, Notification 패킷 Q(2102)를 분석하여 프레임 3'''내의 방송/영상 및 GbE을 분리하는데 Notification 필드의 1번

째 비트가 '0'이므로 프레임 3''' 부터는 ONT 1에는 방송/영상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 21(b)의 2109와 같이 ONT 1이 사용하던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2105, 2106)을 GbE 통신 데이터로 처리

한다. ONT 1이 사용하던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을 GbE 통신 데이터로 처리된 프레임 3'''의 GbE 역다중화된 형태는

도 21(C)와 같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OLT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방송 채널들을 선택하여 ONT로 전송함으로써 많은 방송 수용을 위한

EDFA를 사용하지 않으며, ONT내에 저가, 저사양의 방송 수신용 광 수신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뿐만 아니라 향후 가입자들이 요구할 고화질 디지털 영상을 전송하는데 있어서 QoS(Quality

of Service)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의 통신 데이터 라인을 통해 방송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양방향 방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방송/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타임 슬롯을 이더넷 데이터 전송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써,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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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Ethernet) 수동형 광 가입자 망(PON : Passive Optical Network)에 있어서,

외부의 방송 사업자로부터 전달된 다수의 디지털 방송/영상 데이터를 각각의 사용자로부터의 방송/영상 선택 정보에 따라

스위칭하여 타임 슬롯 다중화한 방송/영상 신호와 IP(Internet Protocol) 망을 통한 통신 데이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프

레임 다중화하여 전광변환하여 전달하는 OLT(Optical Line Terminal);

상기 OLT로부터의 광 신호를 수신하여 광전변환하고, 상기 광전변환된 신호로부터 프레임 및 타임 슬롯 역다중화를 수행

하여 자신에 할당된 타임 슬롯에 포함된 방송/영상 정보와 전송된 전체 통신 신호를 상기 사용자로 출력하며, 상기 사용자

로부터 통신 신호 및 상기 방송/영상 선택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OLT로 출력하는 다수의 ONT(Optical Network

terminal); 및

상기 OLT로부터의 신호를 상기 다수의 ONT들로 분파하고, 상기 다수의 ONT들로부터의 신호를 상기 OLT로 결합하여

전달하는 광 분파기를 포함하는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OLT는,

외부로부터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방송 및 영상 데이터를 입력받아 스위칭하여 출력하는 방송/영상 채

널 선택 스위치;

상기 방송/영상 채널 선택 스위치에 연결되어 각각의 가입자 별로 선택된 방송/영상 채널을 하나의 타임슬롯에 시간 분할

다중화하는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

EPON의 OLT 기능을 처리하는 EPON OLT 기능 처리부;

상기 EPON OLT 기능 처리부로부터 상기 ONT들로부터의 선택 채널 정보를 받아 각각의 방송/영상 채널을 선택하기 위

한 제어 신호를 상기 방송/영상 채널 선택 스위치에 전달하는 방송/영상 채널 선택 제어부;

통신 신호를 상위 IP 망이나 상기 EPON OLT 기능 처리부로 라우팅하기 위한 IP 라우터;

상기 EPON OLT 기능 처리부로부터 상기 ONT들로부터의 방송/영상에 대한 예약/해제 신호를 받아 처리하는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

상기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로부터의 상기 각각의 ONT들에 대한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 및 해제 정보

를 이용하여 각각의 ONT들의 방송/영상 시청 여부를 상기 ONT들에게 알리기 위한 Notification 패킷을 발생시키는

Notification 패킷 발생기;

상기 EPON OLT 기능 처리부로부터 ONT로의 상기 통신 신호를, 상기 타임 슬롯 다중화된 방송/영상 신호와 함께 정합하

여 전달하기 위해 저장하는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

상기 EPON OLT 기능 처리부로부터의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 및 방송/영상 & GbE 다

중화 제어기에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동기 제어기;

상기 동기 제어기로부터의 동기 제어 정보와 상기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약/해제 처리기로부터의 방송/영상 타임 슬롯 예

약 및 해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 상기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 및 프레임 다중화기를

제어하는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

상기 방송/영상 & GbE 다중화 제어기의 제어에 따라, 상기 방송/영상 타임 슬롯 다중화기의 타임 슬롯 다중화된 방송/영

상 신호와 상기 이더넷 타임 슬롯 정합 버퍼에 저장된 상기 통신 신호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다중화하는 상기 프레임 다중

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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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레임 다중화기를 통해 프레임 다중화된 신호를 광 변조하여 광신호(λDOWN)로 전송하는 제 1 광 송신기;

상기 ONT로부터의 광 신호를 수신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EPON OLT 기능 처리부로 전달하는 제 1 광 수신기를

포함하는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ONT는,

상기 OLT로부터 상기 광 신호(λDOWN)로 전달된 신호를 수신하여 광전변환하는 제 2 광 수신기;

상기 OLT로의 상향 데이터를 전광변환하여 송신하는 제 2 광 송신기;

상기 광 수신기를 통해 전달된 전기 신호로 변환된 프레임 다중화 신호에서 이더넷 신호를 추출하는 이더넷 역다중화부;

상기 광 수신기를 통해 전달된 전기 신호로 변환된 프레임 다중화 신호에서 방송/영상 신호를 추출하는 방송/영상 역다중

화부;

상기 이더넷 역다중화부로부터의 이더넷 신호를 입력받아 처리하고, 상기 광 송신기로 상향 신호를 전달하는 EPON ONT

기능 처리부;

상기 EPON ONT 기능 처리부와 연결되어 상기 전기 신호로 변환된 프레임 다중화 신호에 포함된 상기 Notification 패킷

을 처리하는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

상기 Notification 패킷 처리부와 연결되어 Notification 패킷 정보에 따라 상기 이더넷 역다중화부 및 상기 방송/영상 역다

중화부를 제어하는 역다중화 제어기; 및

상기 방송/영상 역다중화부로부터 전달된 타임 슬롯화된 방송/영상 신호를 방송/영상 스트림으로 복원하여 출력하는 방송

/영상 정합기를 포함하는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영상 신호와 통신 신호에 대한 다중화된 하나의 프레임은 소정의 수의 타임 슬롯으로 구분되며, 상기 각각의 타

임 슬롯은 방송/영상 신호를 포함하기 위한 방송/영상 서브(sub) 타임 슬롯과 통신 신호를 포함하기 위한 이더넷 서브 타

임 슬롯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청구항 5.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Notification 패킷은,

LLID(Logical Link Identifier, 목적지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DA :Destination Address) 및 데이터의 형식

등을 표시하기 위한 타입(Type)부를 포함하는 이더넷 헤더 필드;

각각의 ONT가 방송/영상을 시청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Notification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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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바이트(byte)의 최소 길이를 맞추기 위한 제로 패딩(zero padding) 필드; 및

L2(layer 2) 트레일(trail) 필드를 포함하며,

상기 프레임 다중화부에서 프레임 다중화시 각각의 프레임 중의 첫번째 통신 신호에 포함하여 전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영상 서브 타임 슬롯은 상기 타임 슬롯의 순서에 해당하는 상기 ONT가 선택한 방송/영상 신호가 포함되며, 상

기 ONT가 선택한 방송/영상 신호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 통신 신호를 포함하기 위한 이더넷 서브 타임 슬롯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 서브 타임 슬롯은 모든 ONT들의 통신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

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영상 신호와 통신 신호에 대한 다중화된 하나의 프레임은 방송/영상을 위한 서브 프레임과 이더넷 통신 신호를

위한 서브 프레임으로 구분되며, 상기 방송/영상을 위한 서브 프레임은 상기 각각의 ONT에 해당하는 방송/영상 신호를 포

함하기 위한 방송/영상 타임 슬롯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

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영상 타임 슬롯은 상기 타임 슬롯의 순서에 해당하는 상기 ONT가 선택한 방송/영상 신호가 포함되며, 상기

ONT가 선택한 방송/영상 신호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 통신 신호를 포함하기 위한 이더넷 타임 슬롯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이더넷 통신 신호를 위한 서브 프레임 및 상기 이더넷 타임 슬롯은 모든 ONT들의 통신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분할 다중화를 이용한 방송 통신 융합을 위한 이더넷 수동형 광 가입자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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