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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통신 시스템의 광 교차-접속 장치에 있어서, 입력 광신호를 채널별로 역다중화하여 출력하는 역다중화기
와; 상기 역다중화기에서 출력된 채널별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 신호의 전송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클럭에 의해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수신기와; 상기 임의전송 광수신기들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가 입력되면 이를 패스 루팅하여 출력하는 교차-접속 스위치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의 패스 루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의 각 출력 포트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를 다시 광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송신기; 및 상기 각 임의전송 광송신기들에서 출력된 광신호들을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다중화기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를 제공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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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색인어
교차-접속 스위치, 임의전송 광수신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실시예에 따른 광 교차-접속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종래 기술의 실시예에 따른 단일전송 광수신기를 나타낸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광 교차-접속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임의전송 광수신기를 나타낸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광 교차-접속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임의전송 광수신기를 나타낸 구성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0,220 : 임의전송 광수신기 130: 교차-접속 스위치

140,240 : 제어기 150,250 : 임의전송 광송신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통신 시스템(Optical Communication System)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전기적 교차-접속 스위치(Elect
rical Cross-Connect Switch)를 내장한 광 교차-접속 장치(Optical Cross-Connect Device)에 관한 것이다.

광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중앙 기지국과 같은 상위 노드(Upper node)와 가입자와 같은 하위 노드(Lower node) 사이
를 연결하는 중간 노드에는 광 교차-접속 장치가 설치된다. 상기 광 교차-접속 장치는 각 채널 신호의 전달 및 할당이
라는 기본 역할 이외에도, 광 네트워크상의 통신량(traffic), 이상 폭주(congestion) 및 네트워크의 성장(growth)을 
최적화하고, 네트워크의 생존성(survivability)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광통신 시스템에는 프로토콜(protocol)이라 불리는 다양한 전송 포맷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기 전송 포맷들은 각
기 다른 전송속도(bit-rate)로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전송 포맷에는 SDH/SONET(Synchronous D
igital Hierarchy/Synchronous Optical NETwork), FDDI(Fiber Distributed Data Interface), ESCON(Enterpr
ise Systems CONnectivity), 광섬유 채널(Fiber Channel), 기가비트 이더넷(Gigabit Ethernet), ATM(Asynchro
nous Transfer Mode)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125 Mb/s, 155 Mb/s, 200 Mb/s, 622 Mb/s, 1062 Mb/s, 1.25 
Gb/s, 2.5 Gb/s 등의 전송속도를 가지고 있다.
    

 - 2 -



등록특허 10-0342567

 
도 1은 종래 기술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적 교차-접속 스위치를 내장한 광 교차-접속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2
는 종래 기술의 실시예에 따른 단일전송 광수신기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광 교차-접속 장치는 입력 광신호를 채널별로 역다중화하여 출력하는 역다중화기(1
0), 상기 역다중화기(10)에서 출력된 채널별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단일전송 광수신기(
20), 상기 단일전송 광수신기(20)들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가 입력되면 이를 패스 루팅(path routing)하여 출력하는 
교차-접속 스위치(30),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30)의 패스 루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기(40), 상기 교차-접속 스위
치(30)의 각 출력 포트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를 다시 광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단일전송 광송신기(50) 
및 상기 각 단일전송 광송신기(50)들에서 출력된 광신호들을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다중화기(6
0)로 구성된다.
    

특히, 상기 단일전송 광수신기(2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광전변
환부(22)와, 상기 광전변환부(22)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24)와, 상기 입력 광신호의 전송속도에 
해당하는 기준 클럭을 발생하는 클럭 발생부(26) 및 상기 증폭기(24)에서 증폭되어 출력된 전기 신호를 입력받아 클
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는 클럭 데이터 재생부(28)로 이루어진다.

상기 단일전송 광수신기(20)에는 해당 광통신 시스템에 적용된 단일 전송 포맷에 따라 미리 설정된 전송속도를 가진 
광신호가 입력된다. 상기 클럭 발생부(26)는 미리 설정된 단일 주파수의 클럭 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클럭 데이터 재생
부(28)는 상기 클럭 신호에 따라 광전 변환된 전기 신호를 정형함으로써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한다.

이와 같이, 종래의 광 교차-접속 장치는 미리 설정된 하나의 전송 포맷 및 그에 따른 전송속도만을 지원하는 단일전송 
광수신기(20) 및 단일전송 광송신기(50)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전송 포맷 및 그에 따른 전송속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
력, 즉 트랜스패런시(transparency)가 전혀 없다. 따라서, 종래의 광 교차-접속 장치는 광통신 시스템에 적용하는 전
송 포맷을 바꾸거나, 두 개 이상의 전송 포맷을 사용하는 광통신 시스템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상술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송속도가 상이한 여러 종류의 광신호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프리(protoc
ol free)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토콜 프리 시스템들은 단지 신호에 대한 파형 정형만을 행할 뿐 
전송속도를 파악하지 않고 그에 따른 클럭도 재생하지 않으므로, 노드를 거치면서 누적된 잡음과 타이밍 지터(timing 
jitter) 등에 의해 전송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목적은 전송 포맷 및 그에 따른 전송속도가 상이한 광신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송 품질 및 전송 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를 제공
하는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광통신 시스템의 광 교차-접속 장치에 있어서, 입력 광신호를 채널별로 
역다중화하여 출력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역다중화기에서 출력된 채널별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 
신호의 전송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클럭에 의해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수신기
와; 상기 임의전송 광수신기들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가 입력되면 이를 패스 루팅하여 출력하는 교차-접속 스위치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의 패스 루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의 각 출력 포트에서 출력된 전
기 신호를 다시 광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송신기; 및 상기 각 임의전송 광송신기들에서 출력된 
광신호들을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다중화기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를 제공한다.
    

 - 3 -



등록특허 10-0342567

 
    
또한, 본 발명은 광통신 시스템의 광 교차-접속 장치에 있어서, 입력 광신호를 채널별로 역다중화하여 출력하는 역다중
화기와; 상기 역다중화기에서 출력된 채널별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속도 감시신호를 출력하고, 전송속도 
변환신호의 입력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클럭에 의해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수신기
와; 상기 임의전송 광수신기들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가 입력되면 이를 스위칭하여 출력하는 교차-접속 스위치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며, 입력된 전송속도 감시신호로부터 전송속도를 판단하여 각 임의전송 광수
신기 및 임의전송 광송신기로 전송속도 변환신호를 제공하는 제어기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의 각 출력 포트에서 출
력된 전기 신호를 다시 광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송신기; 및 상기 각 임의전송 광송신기들에서 
출력된 광신호들을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다중화기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패
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를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
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광 교차-접속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실시예에 따른 임의전송 광수신기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1실시예에 따른 광 교차-접속 장치는, 입력 광신호를 채널별로 역다중
화하여 출력하는 역다중화기(110)와, 상기 역다중화기(110)에서 출력된 채널별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 신호의 전송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클럭에 의해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수
신기(120)와, 상기 임의전송 광수신기(120)들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가 입력되면 이를 패스 루팅하여 출력하는 교차-
접속 스위치(130)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130)의 패스 루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기(140)와, 상기 교차-접속 스
위치(130)의 각 출력 포트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를 다시 광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송신기(1
50) 및 상기 각 임의전송 광송신기(150)들에서 출력된 광신호들을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다중화
기(160)로 구성된다.
    

    
특히, 상기 제1실시예에 따른 임의전송 광수신기(12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광신호를 전기적 수신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 변환부(122)와, 상기 수신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124)와, 상기 증폭된 수신 신호를 미리 설정된 시간
만큼 지연한 지연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를 배타적 논리합 연산하고 연산한 신호를 통해 전송속도를 인식하는 전송속도 
인식부(126)와, 상기 전송속도 인식부(126)에서 인식한 전송속도에 따라 기준 클럭을 발생하는 기준클럭 발생부(12
7)와, 상기 수신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기준 클럭에 따라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클럭 데이터 재생부(12
8)를 포함한다. 상기 임의전송 광수신기(120)의 구성 및 작동 원리는 본원 출원인에 의해 선출원된 특허 출원번호 제
1999-1264호와 특허 출원번호 제1999-32170호에 개시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상기 전송속도 인식부(126)는 상기 수신 신호를 지연시켜 원래의 수신 신호와 시간대별로 비교하여 인식 신호를 발생
하고, 상기 인식 신호를 로우패스 필터링하여 출력되는 전압 레벨을 통해 전송속도를 판단한다. 즉, 상기 전송속도 인식
부(126)는 상기 수신 신호를 미리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한 지연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를 배타적 논리합 연산하고, 연
산한 신호를 로우패스 필터링하여 출력되는 전압 레벨을 통해 상기 수신 신호의 전송속도를 인식한다.

상기 기준클럭 발생부(127)는 다수의 각기 다른 주파수의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다수의 발진기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상기 기준클럭 발생부(127)는 상기 전송속도 인식부(126)에서 인식한 전송속도와 동일한 기준클럭을 발생하도록 내
장된 발진기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동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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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클럭 데이터 재생부(128)는 프로그래머블 회로(programmable circuit)로서, 상기 기준클럭 발생부(127)에서 
발생된 기준클럭에 따라 수신된 전기 신호를 리쉐이핑(reshaping),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 및 리타이밍(retim
ing)시켜 재생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광 교차-접속 장치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실시예에 따른 임의전송 광수신기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2실시예에 따른 광 교차-접속 장치는, 입력 광신호를 채널별로 역다중
화하여 출력하는 역다중화기(110)와, 상기 역다중화기(110)에서 출력된 채널별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
속도 감시신호를 출력하고 전송속도 변환신호의 입력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클럭에 의해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
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수신기(220)와, 상기 임의전송 광수신기(220)들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가 입력되면 이를 
패스 루팅하여 출력하는 교차-접속 스위치(130)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130)의 패스 루팅 동작을 제어하며 입력
된 전송속도 감시신호로부터 전송속도를 판단하여 각 임의전송 광수신기(220) 및 임의전송 광송신기(250)로 전송속
도 변환신호를 제공하는 제어기(240)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130)의 각 출력 포트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를 다시 
광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송신기(250) 및 상기 각 임의전송 광송신기(250)들에서 출력된 광
신호들을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다중화기(160)로 구성된다.
    

상기 제어기(240)는 임의전송 광수신기(220)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를 지연시켜 원래의 전기 신호와 시간대별로 비교
하여 인식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인식 신호를 로우패스 필터링하여 출력되는 전압 레벨을 통해 전송속도를 판단하는 판
별/변환부(242)를 구비한다.

    
특히, 상기 제2실시예에 따른 임의전송 광수신기(220)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입력 광신호를 전기적 수신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 변환부(222)와, 상기 수신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224)와, 상기 제어기(240)에서 출력된 전송속도 
변환 신호에 따라 기준 클럭을 발생하는 기준클럭 발생부(226)와, 상기 수신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기준 클럭에 따라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클럭 데이터 재생부(228)를 포함한다. 상기 제2실시예에 따른 임의전송 광수신기
(220)는 제1실시예에 따른 임의전송 광수신기(120)와는 달리, 전송속도 인식부와 같은 자체 제어부가 없으며, 상기 
제어기(240)에서 제공된 전송속도 정보에 의해 기준클럭을 발생하고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한다.
    

상기 기준클럭 발생부(226)는 다수의 각기 다른 주파수의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다수의 발진기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상기 기준클럭 발생부(226)는 상기 제어기(240)에서 인식한 전송속도와 동일한 기준클럭을 발생하도록 상기 발진기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동작시킨다.

상기 클럭 데이터 재생부(228)는 프로그래머블 회로(programmable circuit)로서, 상기 기준클럭 발생부(226)에서 
발생된 기준클럭에 따라 수신된 전기 신호를 리쉐이핑(reshaping),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 및 리타이밍(retim
ing)시켜 재생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는 전송 포맷 및 그에 따른 전송
속도가 상이한 여러 종류의 광신호를 수용할 수 있어 장치의 트랜스패런시, 즉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송속도를 
파악하여 기준 클럭을 재생함에 따라 잡음 및 타이밍 지터가 줄어들어 전송 품질 및 전송 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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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통신 시스템의 광 교차-접속 장치에 있어서,

입력 광신호를 채널별로 역다중화하여 출력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역다중화기에서 출력된 채널별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전기 신호의 전송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클럭에 의해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수신기와;

상기 임의전송 광수신기들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가 입력되면 이를 패스 루팅하여 출력하는 교차-접속 스위치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의 패스 루팅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의 각 출력 포트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를 다시 광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송신기; 및

상기 각 임의전송 광송신기들에서 출력된 광신호들을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다중화기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전송 광수신기는,

입력 광신호를 전기적 수신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 변환부와;

상기 수신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와;

상기 증폭된 수신 신호를 미리 설정된 시간만큼 지연한 지연 신호와 상기 수신 신호를 배타적 논리합 연산하고, 연산한 
신호를 통해 전송속도를 인식하는 전송속도 인식부와;

상기 전송속도 인식부에서 인식한 전송속도에 따라 기준 클럭을 발생하는 기준클럭 발생부와;

상기 수신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기준 클럭에 따라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클럭 데이터 재생부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속도 인식부는 상기 수신 신호를 지연시켜 원래의 수신 신호와 시간대별로 비교하여 인식 신호를 발생하고, 
상기 인식 신호를 로우패스 필터링하여 출력되는 전압 레벨을 통해 전송속도를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패런시
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클럭 발생부는 다수의 각기 다른 주파수의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다수의 발진기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
로 하는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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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광통신 시스템의 광 교차-접속 장치에 있어서,

입력 광신호를 채널별로 역다중화하여 출력하는 역다중화기와;

상기 역다중화기에서 출력된 채널별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속도 감시신호를 출력하고, 전송속도 변환신호
의 입력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클럭에 의해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수신기와;

상기 임의전송 광수신기들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가 입력되면 이를 패스 루팅하여 출력하는 교차-접속 스위치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의 패스 루팅 동작을 제어하며, 입력된 전송속도 감시신호로부터 전송속도를 판단하여 각 임의
전송 광수신기 및 임의전송 광송신기로 전송속도 변환신호를 제공하는 제어기와;

상기 교차-접속 스위치의 각 출력 포트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를 다시 광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다수개의 임의전송 
광송신기; 및

상기 각 임의전송 광송신기들에서 출력된 광신호들을 하나의 광섬유를 통해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다중화기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임의전송 광수신기는,

입력 광신호를 전기적 수신 신호로 변환하는 광전 변환부와;

상기 수신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와;

상기 제어기에서 출력된 전송속도 변환 신호에 따라 기준 클럭을 발생하는 기준클럭 발생부와;

상기 수신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기준 클럭에 따라 클럭 및 데이터를 재생하여 출력하는 클럭 데이터 재생부를 포함함
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임의전송 광수신기에서 출력된 전기 신호를 지연시켜 원래의 전기 신호와 시간대별로 비교하여 인식 신
호를 발생하고 상기 인식 신호를 로우패스 필터링하여 출력되는 전압 레벨을 통해 전송속도를 판단하는 판별/변환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

청구항 8.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클럭 발생부는 다수의 각기 다른 주파수의 클럭 신호를 발생하는 다수의 발진기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특징으
로 하는 트랜스패런시를 확보한 광 교차-접속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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