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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링망을 단심으로 구현하면서 복구 기능을 가지는 상하향 동일 파장의 링형 WDM PON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채

용 가능한 절체형 미디어 변환기에 관한 것으로, 망 구축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잇는 새로운 링형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링 타입의 WDM PON 시스템은,

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출력하고 그 출력 광신호와 동일 파장의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출력하

는 한 쌍의 송수신부를 포함하는 미디어 변환기들과, 상기 미디어 변환기 각각에서 발생된 서로 다른 파장의 광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외부로 출력하고 그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다중화신호를 역다중화하여 상기 변환기들로 출력하는 다중화/역다

중화기를 포함하는 중앙 기지국과;

상기 다중화/역다중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다중화신호를 서로 다른 광통신 선로로 분기 전송하고, 상기 광통신 선로중 어느

하나의 선로로부터 전송되는 광신호를 상기 다중화/역다중화기로 전송하는 광 커플러와;

상기의 서로 다른 광통신 선로가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들을 통해 링형 분배망을 형성하며, 상기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 각

각에는 회선 절체상태를 검출하여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만 광신호를 전송하는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가 결합된

지역 기지국들;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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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

색인어

미디어 변환기, 커플러, 링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상하향 동일 파장의 링형 WDM PON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하향 동일 파장의 링형 WDM PON 시스템 구성도.

도 3은 도 2중 4포트 광 분기/결합기(120)의 구성도.

도 4는 도 2중 리던던시를 위한 절체형 미디어 변환기(130)의 상세 구성도.

도 5는 도 4에 도시한 CPU(136)에서 수행되는 회선 절체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또 다른 상하향 동일 파장의 링형 WDM PON 시스템 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장 분할 다중(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WDM)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Passive Optical

Network:PON)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저가의 리던던시(redundancy) 기능을 가지는 상하향 동일 파장의 링형 WDM

PON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채용 가능한 절체형 미디어 변환기에 관한 것이다.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WDM)은 중앙 기지국(Central Office:CO)에서 각 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파장을 할당하여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각 가입자는 할당된 파장을 이용하여 항상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각 가입

자에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의 보안성이 뛰어나고 성능 향상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한편 PON(Passive Optical Network)이란 광 가입자망 구축 방식의 하나로 광 케이블에 수동 광분배 소자를 사용해 하나

의 OLT(Optical Line Termination)가 여러 ONU(Optical Network Unit)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PON은 CO에서 지역 기지국(Remote Node:RN)까지는 1개 광섬유로 전송되어와서 RN에 있는 수동 광분배 소자로 나누

어져 각 가입자까지 광섬유로 전송된다. 즉, PON은 CO에서 가입자들의 인접 지역에 설치된 RN까지는 단일 광섬유로 연

결되고, RN에서 각 가입자까지는 독립된 광섬유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CO에서 가입자까지 1대1로 광케이블을 포

설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케이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광 네트워크의 설계에서 선택되는 물리적인 토폴로지는 링형, 버스형, 스타형 등 그 응용에 따라 선택, 적용되고 있

다. 물리적 토폴로지와 대칭적인 개념은 논리적 토폴로지이며, 네트워크 구성원들간의 물리적 연결이 어떤 상태인지, 논리

적 연결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링형, 버스형, 스타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링망은 자연 재해나 사고로 인한

시스템 절체에도 복구(self-healing)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간망에서 오랫동안 그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

초기의 WDM 링 구조는 단방향(unidirectional) 구조로 양방향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2심의 파이버가 요구된다.

최근 연구에서 단심 양방향 링 네트워크(Single fiber bi-directional ring networks:SFBDRN)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으

며, 이들은 새로운 타입의 소자(Bidirectional Add-Drop Module:B-ADM)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예를 들면, C.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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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l, "Bidirectional WDM Self-Healing Ring Network based on Simple Bidirectional Add/Drop Amplifier Modules

", 및 Y. Zhao et al, "A Novel Bidirectional Add-Drop Module for Single Fiber Bidirectional Self-Healing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d Ring Networks"참조).

기존의 복구 시스템의 경우에는 2심 링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버 절체로 인한 시스템 절체가 발생되면 능동 소자를

이용하여 절체된 부분의 양 끝단 노드에서 경로를 복구용 파이버로 바이패스시킴으로서, 절체로 인한 시스템을 복구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구 시스템은 2심의 링 구조로 인해 파이버 포설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상기 B-ADM을 이용한 단심 양방향 링 네트워크는 그 구조가 복잡하고 구현 가격이 고가이며, 복잡하고 새로운 타

입의 광 소자를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

한편 이더넷을 이용한 시스템은 저가 구현이 가능하고, 기존의 인터넷 트래픽과의 호환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대부분을 잠

식해 가고 있으나, 재해나 네트워크 불능 상태에 따라 복구 기능의 미비로 기간망이나 백본쪽으로는 아직 신뢰도가 검증되

고 있지 않아 이더넷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선출원된 특허출원번호 2002-76191호의 “링형 WDM PON

시스템”이 있다. 예시한 “링형 WDM PON 시스템”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정상 상태용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는

제1다중화/역다중화기(MUX1)와, 복구용 신호를 다중화/역다중화하는 제2다중화/역다중화기(MUX2)를 구비하는 중앙

기지국(CO)을 포함한다. 상기 각각의 다중화/역다중화기는 N개의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파장을 가지는 광 신호를 생성한후

이를 다중화하여 단일 광섬유를 통해 지역 기지국으로 전송하거나, 지역 기지국(RN)으로부터 다중화되어 수신되는 신호

를 역다중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앙 기지국(CO)은 일반적인 리던던시(redundancy)를 구현하기 위해 각 파장()에 대해 두 개의

송수신(Tx,Rx)부를 구비한다. 정상상태를 위한 송수신(Tx1,.Rx1)부는 하나의 다중화/역다중화기(MUX1)에 연결되어 있

으며, 리던던시를 위한 또 하나의 송수신부(Tx2,Rx2)는 또 하나의 다중화/역다중화기(MUX2)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

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링형 WDM PON 시스템에서는 파이버 절체나 특정 채널의 LD(Tx에 해당), PD(Rx에 해당)의 고

장을 대비한 리던던시로서 각 파장에 대해 두 개의 송수신(Tx,Rx) 모듈과 리던던시용 MUX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

기지국(CO)의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링형 네트워크 구조에서 모든 노드를 리던던시로 구성하려면 비용 및 기능면에서 비경제적인 현상을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리던던시 기능을 수행하는 노드가 회선의 절체를 검출하는 경우에도 하

위 레벨에서 신속 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의 목적은 링형 WDM PON 시스템의 리던던시를 보장하면서도 중앙 기지국의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단

심 양방향 링 구조를 가지는 상하향 동일 파장의 링형 WDM PON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으며,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각 노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 노드에만 리던던시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망 구성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상하향 동일 파장의 링형 WDM PON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은 리던던시 기능이 부여된 각 노드에서 회선의 절체를 하위 레벨에서 신속히 검출할 수 있는 절체형 미

디어 컨버터와 그 컨버터를 포함하는 상하향 동일 파장의 링형 WDM PON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상하향 동일 파장을 사용하는 링 타입의 WDM PON 시스템은,

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출력하고 그 출력 광신호와 동일 파장의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출력하

는 한 쌍의 송수신부를 포함하는 미디어 변환기들과, 상기 미디어 변환기 각각에서 발생된 서로 다른 파장의 광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외부로 출력하고 그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다중화신호를 역다중화하여 상기 변환기들로 출력하는 다중화/역다

중화기를 포함하는 중앙 기지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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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다중화/역다중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다중화신호를 서로 다른 광통신 선로로 분기 전송하고, 상기 광통신 선로중 어느

하나의 선로로부터 전송되는 광신호를 상기 다중화/역다중화기로 전송하는 광 커플러와;

상기의 서로 다른 광통신 선로가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들을 통해 링형 분배망을 형성하며, 상기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 각

각에는 회선 절체상태를 검출하여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만 광신호를 전송하는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가 결합된

지역 기지국들;을 포함하되,

상기 링형 분배망을 형성하는 광 통신 선로에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3포트 광 분기/결합기를 포함하는 지역 기지국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 각각은 상기 링을 형성하는 양측의 제1 및 제2광 통신 선로 사이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신호

흐름을 가지되,

상기 제1광 통신 선로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중 특정 대역의 파장 신호만을 상기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의 마스터 채널로

드롭시키고, 그 드롭된 신호와 동일파장의 신호를 상기 마스터 채널로부터 전송받아 상기 제1광 통신 선로로 반사시키는

제1WDM 박막필터와;

상기 제2광 통신 선로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중 상기 특정 대역의 파장 신호만을 상기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의 슬레이브

채널로 드롭시키고, 그 드롭된 신호와 동일파장의 신호를 상기 슬레이브 채널로부터 전송받아 상기 제2광 통신 선로로 반

사시키는 제2WDM 박막필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절체형 미디어 변환기는,

가입자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마스터 채널의 광 커플러로 전송하고, 상기 마스터 채널

의 광 커플러를 통해 전송되는 광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가입자 장치로 출력하는 마스터 송수신부와;

가입자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슬레이브 채널의 광 커플러로 전송하고, 상기 슬레이브

채널의 광 커플러를 통해 전송되는 광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가입자 장치로 출력하는 슬레이브 송수신부와;

상기 마스터와 슬레이브 송수신부의 상태 및 회선 절체상태를 검출하여 어느 하나의 송수신부만을 활성화시키는 제어부

와;

상기 마스터와 슬레이브 송수신부 각각에 연결되어 가입자장치와의 데이터 인터페이싱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

하여 상하향 동일 파장을 사용하는 링 타입의 WDM PON시스템에 사용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우선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하향 동일 파장의 링형 WDM PON 시스템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며, 도 3은 도 2중

4포트 광 분기/결합기(120)의 구성도를, 도 4는 도 2중 리던던시를 위한 절체형 미디어 변환기(130)의 상세 구성도를 각

각 도시한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링 타입의 WDM PON 시스템은 중앙 기지국(CO)과, 광 통신선로를 통해 상기

중앙 기지국(CO)과 연결되는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120) 및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들(130)을 포함한다.

중앙 기지국(CO)은 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출력하고 그 출력 광신호와 동일 파장의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한 쌍의 송수신부(TX,RX)를 포함하는 미디어 변환기들(GENERAL MC)과, 상기 미디어 변환기

(GENERAL MC) 각각에서 발생된 서로 다른 파장의 광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외부로 출력하고 그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다

중화 신호를 역다중화하여 상기 변환기들(GENERAL MC)로 출력하는 다중화/역다중화기(WDM MUX/DEMUX:100)를

포함한다. 이러한 중앙 기지국(CO)의 미디어 변환기들(GENERAL MC)과 다중화/역다중화기(100) 사이에는 3dB 광 커플

러가 결합되어 있다. 상기 광 커플러는 다중화/역다중화기(100)에서 역다중화된 광신호를 미디어 변환기(GENERAL MC)

의 송신부(TX)와 수신부(RX)로 분배하는 스플리터의 역할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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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 중앙 기지국(CO)의 신호 출력단(신호 입력단이기도 함)에는 3dB 광 커플러(110)가 결합되어 있다. 상기 광 커

플러(110)는 상기 다중화/역다중화기(100)로부터 출력되는 다중화신호를 서로 다른 광통신 선로(fiber)로 분기 전송하고,

상기 광통신 선로중 어느 하나의 선로로부터 전송되는 광신호를 상기 다중화/역다중화기(100)로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이와 같이 광 커플러(110)를 통해 중앙 기지국(CO)의 출력을 두 경로로 분배 전송하는 이유는 회선 절체 혹은 특정 채널의

송신부(LD), 수신부(PD)의 고장을 대비하여 여분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상기 광 커플러(110)와 연결된 서로 다른 방향의 광 통신선로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링형 분배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링형 분배망의 소정 위치에는 양방향으로 신호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가입자에 해당하는 파장의 광

신호가 분기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120)가 설치된다.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120)는 링을 형성하는 양측의 제1 및 제2광 통신 선로 사이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신호 흐름을 가

지되,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광 통신 선로(Com IN Prot)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중 특정 대역의 파장( ) 신호만을 후

술할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130)의 마스터 채널로 드롭시키고, 그 드롭된 신호와 동일파장()의 신호를 상기 마스터 채널

로부터 전송받아 상기 제1광 통신 선로로 반사시키는 제1WDM 박막필터와; 또 하나의 입력포트(Com out Port)에 연결된

제2광 통신 선로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중 상기 특정 대역의 파장( ) 신호만을 후술할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130)의 슬

레이브 채널로 드롭시키고, 그 드롭된 신호와 동일파장의 신호를 상기 슬레이브 채널로부터 전송받아 상기 제2광 통신 선

로로 반사시키는 제2WDM 박막필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120)에 의해서 지역 기지국(RN)은 가입자 장치로부터 전송된 광신호를 링 타입의 분배망

에서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상기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120) 각각에는 회선 절체상태를 검출하여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만 광신호를

전송하는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130)가 결합된다. 이러한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130)는 직접 혹은 이더넷망을 통해

가입자 장치와 연결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여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130)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기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130)는

크게 마스터 채널의 송수신부와, 슬레이브 채널의 송수신부 및 CPU(136), 그리고 인터페이스부 역할을 하는 PHY 칩

(135,145)을 포함한다.

마스터 채널과 슬레이브 채널 각각에는 3dB의 광 커플러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광 커플러는 미디어 변환기(130)내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외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 상기 마스터 채널은 도 3에 도시한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120)의 드롭포트

(상향신호일때는 애드(add)포트가 됨)와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슬레이브 채널은 도 3에 도시한 양방향 광 분

기/결합기(120)의 애드(Add)포트와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드롭포트와 마스터 채널을 통

해 전송되는 광신호는 광 커플러에 의해 마스터 채널의 송신부인 LD(131)와 수신부인 PD(133)로 분기되며, 마스터 채널

의 송신부인 LD(131)로부터 발생된 광 신호는 광 커플러와 드롭포트를 통해 중앙 기지국(CO)으로 전송된다.

마스터 채널의 송수신부와 슬레이브 채널의 송수신부는 각각 송신부로서 광원인 LD(131,143)와 그를 구동시키기 위한

LD구동부(132,144) 및 수신부로서 PD(133,141)와 PD구동부(134,142)를 포함한다. 이러한 마스터/슬레이브 송수신부

는 각각 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연결된 광 커플러로 전송하고, 그 연결된 광 커플러를 통해 전송되는 광신호

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후술할 인터페이스부(135,145)를 통해 가입자 장치로 출력한다.

한편 CPU(136)는 미디어 변환기(13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면, CPU(136)는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제어

프로그램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터와 슬레이브 송수신부의 상태 및 회선 절체 상태를 검출하여 마스터 및 슬레이브

송수신부중 어느 하나의 송수신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도 5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미디어 변환기(130)는 상기 마스터와 슬레이브 송수신부 각각에 연결되어 가입자장

치와의 데이터 인터페이싱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부(135,145)를 더 포함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부(135,145)로서 PHY

칩을 사용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슬레이브 송수신부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부(145) 후단에는 데이터 버퍼링을 위한 버퍼

(137)를 더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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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 5를 참조하여 도 4에 도시한 CPU(136)에서 수행되는 회선 절체 흐름도를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최초 전원이 켜지면 리던던시용 미디어 변환기(130)의 CPU(136)는 초기상태로 전환하는데, 초기 상태에서 CPU

(136)는 마스터 채널을 제1채널로 설정(200단계)한다. 초기화 상태에서 마스터 채널을 제1채널로 설정한 CPU(136)는 이

후 알람발생 유무를 체크(210단계)한다. 알람발생 유무는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LD(131,143),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PD

(133,141) 상태를 읽음으로서 체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하기 표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마스터 혹은 슬레이

브의 LD(131) 및 PD(133)가 정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람상태인 것으로 한다. 하기 표 1에서 “0”은 폴트(fault) 혹은

디스에이블을 나타낸 것이며, “1”은 액티브 혹은 인에이블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MLD상태  SLD 상태  MPD 링크  SPD 링크  현재 상태  비고

 0  0  0  0  알람  

 0  0  0  1  알람  

 0  0  1  0  알람  

 0  0  1  1  알람  

 0  1  0  0  알람  

 0  1  0  1  슬레이브  

 0  1  1  0  알람  

 0  1  1  1  슬레이브  

 1  0  0  0  알람  

 1  0  0  1  알람  

 1  0  1  0  마스터 반사

체크 1  0  1  1  마스터

 1  1  0  0  알람  둘다 동시에 동작하

지 않게 함 1  1  0  1  슬레이브

 1  1  1  0  마스터

 1  1  1  1  마스터

210단계의 알람상태 체크결과 알람상태라면 차후 관리를 위해 그 상태를 내부 메모리에 기록(220단계)한후 계속적으로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한다.

만약 알람상태가 아니라면 CPU(136)는 200단계에서 설정된 제1채널을 현재 채널로 전환(230단계)한다. 그리고 CPU

(136)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류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검사(240단계)한다. 알람상태가 아니면서 현재 채널에 오류

이벤트가 발생하면 채널을 옮겨야 하는데, 이것이 반사에 의한 링크오류인지 아니면 시스템 오류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참고적으로 회선 절체가 수직단면형태로 절단되면 절체된 부분에서 반사가 발생하여 전송신호가 자신에게 되돌아

와 결과적으로 절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반사에 의한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CPU(136)는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가 시스템 오류인지를 판단(250단계)한다.(원격지에 보내오는 파일럿 패킷 전

송이 않되는 경우, 즉, 일정시간 내(조절가능함)에 파일럿 패킷이 수신되어야 한다) 만약 시스템 오류가 아니면 CPU(136)

는 290단계로 진행하여 리던던시를 “온”시킨다. 즉, 현재 채널인 마스터를 디스에이블시키고 예비채널인 슬레이브를 인

에이블시킨후 210단계로 되돌아 간다.

반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CPU(136)는 그 오류가 반사에 의한 오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채널의 LD, 즉 마

스터 채널의 LD(131)를 디스에이블시킨후(260단계) 현재 채널의 PD가 “링크 온“되는가를 검사(270단계)한다. 검사결과

현재 채널의 PD 링크가 온된다면 반사에 의한 오류는 아니기 때문에 290단계로 진행하여 리던던시를 ”온“시킨다. 그러나

현재 채널의 PD 링크가 ”온“되지 않으면 240단계에서 발생한 오류가 반사에 의한 오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현재 채널이

반사 발생 사실을 외부 장치로 통보(280단계)하여 준다. 그리고 CPU(136)는 290단계로 진행하여 리던던시를 ”온“시키고

210단계로 되돌아 간다.

등록특허 10-0569825

- 6 -



이상과 같은 CPU(136)의 회선 절체 검출과 그 검출결과에 따라 예비채널의 리던던시를 “온”하게 되면, 정상상태에서는

중앙 기지국(CO)과 각 지역 기지국들이 마스터 채널을 통해 광전송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만약 회선 절체등의 장

애가 발생하면 각 지역 기지국의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130)내의 CPU(136)가 이를 검출하여 리던던시를 “온”시킴으로

서, 중앙 기지국(CO)과 해당 지역 기지국은 마스터 채널이 아닌 슬레이브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광전송을 수행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한편 네트워크 구조에서 노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모든 노드를 리던던시로 구성할

려면 비용 및 기능면에서 비경제적인 현상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리던던시 기능을 가지는 네트워크 구성비용은 리던던

시 기능을 가지지 않는 네트워크에 비해 두 배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3포트 광 분기/결합 소자를 이용하여 4포트 광 분기/결합기와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망을 구성할 수도

있다. 중요한 노드의 경우에는 복구 기능을 가지는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4포트)를 이용하여 노드를 구성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망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망의 예가 도 6에 도시되어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또 다른 상하향 동일 파장의 링형 WDM PON 시스템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6을 참

조해 보면, 중앙 기지국 측에서는 3dB 광 커플러를 통해 광 파워를 두 경로로 분배 전송하고 있다. 그리고 링 타입의 분배

망에는 4포트 광 분기/결합기(add/drop)와 3포트 광 분기/결합기가 혼합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반 노드에

대해서는 3포트 광 분기/결합기를 채용한 경우이다. 이러한 망에서도 4포트 광 분기/결합기는 회선 절체의 상태에 따라 광

경로를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변하여 광전송 수행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3포트 광 분기/결합기를 이용한 상하향 동일파장의 버스형 네트워크 구조와 4포트 광 분기/결합기를

이용한 링형 네트워크 구조를 합쳐 놓은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도 중요한 노드는 4

포트 광 분기/결합기를 이용하여 회선 불능시 복구가 가능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노드에 대해서는 3포트 광

분기/결합기를 사용하면 그 만큼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각 노드에 리던던시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링형 WDM PON 시스템의 중앙 기지

국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그 만큼 중앙 기지국의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각 노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 노드에만 리던던시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망 구성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더 나아가 본 발명은 리던던시 기능이 부여된 미디어 변환기를 통해 각 노드에서 회선 절체를 하위 레벨에서 신속 검출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한편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들을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

식을 지닌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상하향 동일 파장을 사용하는 링 타입의 WDM PON 시스템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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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출력하고 그 출력 광신호와 동일 파장의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출력하

는 한 쌍의 송수신부를 포함하는 미디어 변환기들과, 상기 미디어 변환기 각각에서 발생된 서로 다른 파장의 광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외부로 출력하고 그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다중화신호를 역다중화하여 상기 변환기들로 출력하는 다중화/역다

중화기를 포함하는 중앙 기지국과;

상기 다중화/역다중화기로부터 출력되는 다중화신호를 서로 다른 광통신 선로로 분기 전송하고, 상기 광통신 선로중 어느

하나의 선로로부터 전송되는 광신호를 상기 다중화/역다중화기로 전송하는 광 커플러와;

상기의 서로 다른 광통신 선로가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들을 통해 링형 분배망을 형성하며, 상기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 각

각에는 회선 절체상태를 검출하여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만 광신호를 전송하는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가 결합된

지역 기지국들;을 포함하되,

상기 링형 분배망을 형성하는 광 통신 선로에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3포트 광 분기/결합기를 포함하는 지역 기지국들;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하향 동일 파장을 사용하는 링 타입의 WDM PON 시스템.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양방향 광 분기/결합기 각각은 단심 양방향 링을 형성하는 양측의 제1 및 제2광 통신 선로 사이에

서 서로 반대 방향의 신호 흐름을 가지되,

상기 제1광 통신 선로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중 특정 대역의 파장 신호만을 상기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의 마스터 채널로

드롭시키고, 그 드롭된 신호와 동일파장의 신호를 상기 마스터 채널로부터 전송받아 상기 제1광 통신 선로로 반사시키는

제1WDM 박막필터와;

상기 제2광 통신 선로로부터 입력되는 신호중 상기 특정 대역의 파장 신호만을 상기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의 슬레이브

채널로 드롭시키고, 그 드롭된 신호와 동일파장의 신호를 상기 슬레이브 채널로부터 전송받아 상기 제2광 통신 선로로 반

사시키는 제2WDM 박막필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하향 동일 파장을 사용하는 링 타입의 WDM PON 시스템.

청구항 4.

청구항 3에 있어서, 상기 리던던시 미디어 변환기는;

상기 마스터 채널과 슬레이브 채널 각각에 연결되는 제1 및 제2광 커플러와;

상기 제1 및 제2광 커플러 각각과 연결되며, 전기적인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1변환기용 광 커플러로 전송하고,

연결된 광 커플러를 통해 전송되는 광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가입자 장치로 출력하는 마스터 및 슬레이브 송수

신부와;

상기 마스터와 슬레이브 송수신부의 상태 및 회선 절체상태를 검출하여 상기 마스터 및 슬레이브 송수신부중 어느 하나의

송수신만을 활성화시키는 제어부와;

상기 마스터와 슬레이브 송수신부 각각에 연결되어 가입자장치와의 데이터 인터페이싱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부;를 포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하향 동일 파장을 사용하는 링 타입의 WDM PON 시스템.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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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채널의 송신부를 디스에이블시키고 수신부의 링크 온 상태 여부를 검출하여 회선 절체여부를 판단

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하향 동일 파장을 사용하는 링 타입의 WDM PON 시스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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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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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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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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