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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 및방법과 그 제어를 위한 프레임 구조

요약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에 관한 것이다. 상기 네트워크는 2 x N 스플리터와, 제1 혹은 제2경로를 통해 상기

스플리터와 연결되며, 상기 제1경로와 제2경로를 소정의 제어를 받아 절체하는 절체부를 가지는 광선로 종단장치와, 신호

환경에 따라 절체요구를 발생하여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로 전송하는 광가입자 망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 2 x N 스플리터, 광선로 종단장치(OLT), 광가입자 망장치(ONU)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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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레거시 운영, 관리, 유지보수 프레임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에서 2 x N 스플리터 사이의 경로 절

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

도 5a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운영, 관리, 유지보수 프레임의 제1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b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운영, 관리, 유지보수 프레임의 제2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운영, 관리, 유지보수 프레임의 구조로서, 이벤트 알림을 위한 오페레이션 필드 및 절체

요구를 포함하는 데이터 필드를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광가입자 망장치에서 광선로 종단장치와 2 x N

스플리터 사이의 경로 절체를 요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광선로 종단장치에서 2 x N 스플리터와의 경로

절체를 실시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기가 비트 이더넷(Gigabit Ethernet) 수동형 광 네트워크(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PON이라 함.)에 관

한 것으로, 특히 광선로 종단장치(Optical Line Terminal: 이하 OLT라 함.)와 스플리터(Splitter) 사이의 경로를 절체 가

능하도록 한 이중화(redundant) 장치 및 방법과 그 제어를 위한 프레임 구조에 관한 것이다.

PON은 광케이블상에서 수동광분배기를 이용해 하나의 중앙노드, 즉 광선로 종단장치(Optical Line Terminal: 이하 OLT

라 함.)와 다수의 지역노드, 즉 광가입자 망장치(Optical Network Unit: 이하 ONU라 함.)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 투

멀티포인트(Point-To-Multipoint) 구조를 갖는다.

도 1은 종래의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하나의 OLT와 복수의 ONU들을 1 ×N의 수동형 광분배기를 사용하여 연결함으로써 트리 구조의 분산 토폴로지를 형성하

는 광가입자 망, 즉 PON을 구현한 것이다.

도 2는 레거시(lagacy) 운영, 관리, 유지보수 프레임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참조부호 DA는 목적지 주소(Destination Address)를 나타내며, 6옥텟(octet)으로 이루어진다. 참조부호 SA는 소오스 어

드레스(source address)를 나타내며, 6옥텟으로 이루어진다. 길이(length)/타입(type)은 2옥텟으로 이루어진다. 서브타

입(subtype)은 '0x03'으로서 1옥텟으로 이루어진다. 참조부호 VER은 버전(version)을 나타내며, 1옥텟으로 이루어진다.

플래그와 오퍼레이션 코드(operation code: 이하 OP코드라 함.)도 각각 1옥텟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패드(pad)는 106

옥텟으로 이루어진다. 참조부호 FCS는 프레임 체크 섬(Frame Check Sum)를 나타내며, 4옥텟으로 이루어진다.

ITU-T G.783에서는 자동 스위칭 시스템(Automatic Switching System) 방식으로 동기 디지털 계층(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SDH)의 K1, K2 바이트를 사용하여 절체를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ITU-T G.983.5에서는 광대역 광 네트워크의 확장된 생존성(enhanced survivalility)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한 상태

이다. 그러나 이는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물리 계층(Physical Layer) 운영, 관리, 유지보수(Oper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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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intenance: 이하 OAM이라 함.)- 이하 물리 계층 OAM을 PLOAM이라 하기로 한다.- 라는 별도로 표준화된 프레

임과 K1, K2 바이트의 필드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업스트림(up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eam)의 포맷이 다

르다.

다시 말해서, 상기 ITU-T G.983.5에는 ATM-PON{비동기전송모드 수동형 광네트워크(Asynchronous Transfer Mode

- Passive Optical Network} 토폴로지와 프래임 포맷이 정의되어 있으나, 기존의 방식은 IEEE802.ah EFM OAM 절체

방식에 있어서 프레임 전달 방법과 특성이 달라 적용할 수가 없다.

OLT와 스플리터 사이의 절체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OLT-온리 프로텍티드 시스템(OLT-only protected system),

OLT에서 ONU까지 전체 구간을 절체하는 풀리 프로텍티드 시스템(fully protect system), 그리고 X:N 절체 등이다. 그러

나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인 IEEE802.3ah EFM(Ethernet First Mile)에 따른 OAM 트랙에서는 절체 요구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OLT와 2 x N 스플리터 사이의 경로 절체가 가능한 기가 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이중

화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기가 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에서 OLT와 2 x N 스플리터 사이의 경로 절체를 제어하는 방

법 및 그 제어를 위한 프레임 구조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제1발명은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가, 2 x N 스플리터와, 제1 혹은 제2경로

를 통해 상기 스플리터와 연결되며, 상기 제1경로와 제2경로를 소정의 제어를 받아 절체하는 절체부를 가지는 광선로 종

단장치와, 신호 환경에 따라 절체요구를 발생하여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로 전송하는 광가입자 망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

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우선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

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비트의 자릿 수, 값 등과 같은 특정(特定)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것일 뿐 이러한 특정 사항들 없이도 본 발명이 실시될 수 있음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

다.

본 발명은 표준화가 진행중인 OAM 필드 내에 비동기인 정보를 표시하는 알림(notification) 필드를 사용하여 신호 열화

(signal degrade)나 신호 실패(signal fail), 전력 여분(power margin) 등의 자동절체 요건이 수신될 경우와 사용자에 의한

강제 절체 명령을 수행한다. 절체 구조는 1+1 비복구성 절체 방식의 데이터 흐름을 갖지만 명령에 의해 절체되는 블록은

1:1 복구성 절체 방식의 스위치 블록을 응용한다. 최초로 수신된 ONU ID를 가지고 OLT로 이벤트를 알리고, 이를 수신한

OLT 수신부에서는 절체 명령을 내려 OLT 내의 스위칭 블록과 2 x N 스플리터를 사용하여 50ms 시간 내에 절체를 수행

한다. 본 발명은 전방향(near-end)과 후방향(far-end) 사이의 시그널링 OAM 프레임의 비동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플

래그 비트와 OP코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시켜 전송할 수도 있고, 스위칭 시간을 단축하기 위

해 플레그(flag) 비트와 OP코드만으로 메시지를 전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다. 플레그 비트만 보고 절체를 할 수 있도록 하

면 데이터 프레임으로부터 정보를 읽거나 데이터 프레임에 정보를 쓰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정지 시간

(service halt time)을 그 만큼 줄일 수 있다. 상기 서비스 정지 시간은 검출(detection) 시간, 스위칭 시간 그리고 스위칭

감시(guard)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전방향은 메시지를 받자 마자 시스템 상위로 해당 SD나 SF, 전력 손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리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스위치처럼(1:1구조) 동작되는 블록을 통해 자동절체 되도록 한다.

OLT(전방향)에서 SF, SD에 해당되는 신호가 트리거 될 경우 전방향 로직으로 처리한다. ONU(후방향)에서 SF, SD에 해

당하는 신호가 트리거 될 경우에는 OAM 프레임 내에 정의된 플레그 비트와 Op코드를 사용하여 절체 요구를 한다. 비복구

성 절체 방식이므로 절체전에 작업(working) 중이던 선로로 되돌아 가려면 명령에 의한 동작이 필요하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이중화(리던던트)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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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과 달리 2 x N 스플리터를 구비하며, 그로 인한 경로 절체 제어가 수반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

에 따른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는 광선로 종단장치와 하나의 광섬유로 구성된 작업경로라인

을 통해 연결된 스플리터와 상기 스플리터와 복수의 광가입자망 장치들이 각 광섬유로 연결되며,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와

상기 스플리터 사이에 연결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상기 작업경로라인 이외에 추가된 하나의 광섬유로 구성된 이중화 경

로라인과,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로부터 상기 광가입자 망장치들 중 하나의 광가입자 망장치로 전송되는 신호로부터 상기

작업경로라인의 전송 손실을 검출하고 상기 작업경로라인의 교체를 위한 정보를 상기 작업경로라인을 통해 전송하는 상기

광가입자 망장치와, 상기 작업경로라인을 통해 수신된 상기 교체 정보에 따라 상기 이중화 경로라인을 통해 상기 광가입자

망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선로 종단장치를 포함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에서 2 x N 스플리터 사이의 경로 절

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도면이다.

(a) 다운스트림의 경우로서, ONU가 신호 환경을 체크하여 SF/SD를 검출하는 상태(1.)를 나타내고 있다.

(b) 업스트림의 경우로서, ONU가 상기 체크결과에 따라 절체요구를 위한 OAM프레임을 발생하고 이를 포함하는 패킷을

OLT로 전송하는 상태(2.)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상기 OLT가 상기 패킷을 수신하여 상기 절체요구를 검출하는 상태(3.)

를 나타내고 있다.

(c) 다운스트림의 경우로서, OLT가 상기 절체요구에 응답하여 현재 작업경로를 예비경로로 전환하고 예비경로를 작업경

로로 전환하는 상태(4.)를 나타내고 있다.

도 5a, 도 5b 및 도 5c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운영, 관리, 유지보수 프레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도 5a는 상기 운영, 관리, 유지보수 프레임의 제1구조로서, 신호 열화 혹은 실패가 검출된 경우 사용할 경보필드가 포함된

상태를 나타낸 것인데, 플레그 비트(flag bit)들 중에서 7번 째 알람표시(Alarm Indication: 이하 AI라 함.)를 이용한다. 즉,

경보 조건이 검출되었을 때 상기 비트를 1로 엔코딩하여 경보 발생 조건이 일어났음을 OLT로 알릴 수 있다.

도 5b는 제2구조로서, 아직 정의되지 않은 오류(fault)가 발생될 때 생성되는 CE(CE), 로컬(local) DTE와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발생되는 R/S, 그리고 원격(remote) DTE와 정보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L/S 필드를 포함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

다. 그밖에 수신단에 오류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LF(Link Fault), 복구 불가능한 오류가 생겼을 때 발되는 DG(Dying

Gasp) 필드도 있다.

도 5c는 제3구조로서, 이벤트 알림(event notification)을 위한 오페레이션 필드 및 절체요구를 포함하는 데이터 필드를 나

타낸 것으로, 참조부호 EN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필드는 1옥텟으로, "0x03"가 기록된다. 데이터 필드에는 기존의 온도

(temperature: TE), 에러율(error rate: ER), 전력/전압 (power/voltage: PV) 등과 함께 절체요구 필드{참조부호

PS(Protection Switching)}를 추가로 정의하여 OLT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상기 데이터 프레임에 가변 콘테이

너(variable container)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같이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는 소오스 아이디(source ID)와 라인(line)

번호와 그 밖의 정보를 정의하여 보낸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광가입자 망장치에서 광선로 종단장치와 2 x N

스플리터 사이의 경로 절체를 요구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610단계에서 광가입자 망장치가 신호 환경을 체크한다. 그 결과 SD 혹은 SF가 검출되면 620단계에서 광가입자 망장치가

상기 체크결과에 따라 절체요구를 발생한다. 즉, 도 5a와 같이 AI를 1로 세트한다. 그리고 도 5c와 같이 EN에 0x03을 기

록하고 데이터 필드에 PS를 포함시킨다. 630단계에서 상기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패킷을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로 전송

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광선로 종단장치에서 2 x N 스플리터와의 경로

절체를 실시하는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등록특허 10-0547808

- 4 -



710단계에서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는 상기 패킷을 수신한다. 이어서 720단계에서 상기 수신된 패킷에서 플래그 필드의 7

번째 비트가 1인지 체크한다. 만일 1이면 730단계에서 OP코드가 0x03인지 여부를 체크한다. 상기 체크결과 OP코드가

0x03이면 비동기 정보임을 인지한다. 740단계에서 데이터 필드의 PS를 검출하고, 예를 들면 도 4의 (c)와 같이 현재 작업

경로를 예비경로로 전환하고 예비경로를 작업경로로 전환한다.

한편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

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기가 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가입자 장치에서 수행되어야 할 OAM 기능 중 장비의 저가화와 안

정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 OLT가 있는 국사 내에서 가입자 구간에 근접하게 설치될 수동소자인 스플리터 사이에 대한 이중

화를 이룩함으로써 장비의 안정성과 비용 절약을 꾀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현재 기가 비트 정도의 백본급의 이더넷 광선

로와 가입자 장치라는 두 가지 특성에 반드시 요구되는 이중화 절체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장치의 경쟁력을 높인한다. 실제

구현 측면에서도 기존 스플리터를 이용하고 1+1로 구현되는 스위치 블록에 대한 설계를 저렴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표준화에서 진행중인 프레임 포맷에 절체에 대한 필드를 제안함으로써 구현 및 표준화에 동시에 기여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선로 종단장치(OLT)와 하나의 광섬유로 구성된 작업경로라인을 통해 연결된 스플리터와 상기 스플리터와 복수의 광가

입자망 장치들이 각 광섬유로 연결된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이중화(리던던트) 장치에 있어서,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와 상기 스플리터 사이에 연결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상기 작업경로라인 이외에 추가된 하나의 광

섬유로 구성된 이중화 경로라인과,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로부터 상기 광가입자 망장치들 중 하나의 광가입자 망장치로 전송되는 신호로부터 상기 작업경로라

인의 전송 손실을 검출하고 상기 작업경로라인의 교체를 위한 정보를 상기 작업경로라인을 통해 전송하는 상기 광가입자

망장치와,

상기 작업경로라인을 통해 수신된 상기 교체 정보에 따라 상기 이중화 경로라인을 통해 상기 광가입자 망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선로 종단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작업경로라인과 이중화 경로라인은 1+1 비복구성 절체 방식으로 절체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플리터는 2 ×N 스플리터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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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에 있어서,

2 x N 스플리터와,

제1 혹은 제2경로를 통해 상기 스플리터와 연결되며, 상기 제1경로와 제2경로를 소정의 제어를 받아 절체하는 절체부를

가지는 광선로 종단장치와,

신호 환경에 따라 절체요구를 발생하여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로 전송하는 광가입자 망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스플리터의 제1경로와 제2경로 중 하나는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와 연결되어 작업경로로서 사용되고, 나머지 하나는

비연결 상태로 예비경로로서 존재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스플리터는 제1입력단과 제2입력단을 구비하며,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에 의한 절체는,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와의 연결을 끊음으로써 작업경로로서 사용되던 상기 스플리

터의 제1입력단을 예비경로로 전환하고,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와 연결함으로써 예비경로이던 제2입력단을 작업경로로 전

환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에 의한 절체는,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와의 연결을 끊음으로써 작업경로로서 사용되던 상기 스플리터의 제2경로를 예비경로로 전환하고,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와 연결함으로써 예비경로이던 제1경로를 작업경로로 전환하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장

치.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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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 환경은 열화 혹은 실패와 같은 조건들임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2 x N 스플리터와, 제1 혹은 제2경로를 통해 상기 스플리터와 연결되며 소정의 제어를 받아 상기 제1경로와 제2경로를 절

체하는 절체부를 가지는 광선로 종단장치와, 광가입자 망장치를 구비한 장치에서 상기 절체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가입자 망장치가 신호 환경을 체크하는 제1과정과,

상기 광가입자 망장치가 상기 체크결과에 따라 절체요구를 발생하고 이를 포함하는 패킷을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로 전송

하는 제2과정과,

상기 광선로 종단장치가 상기 패킷을 수신하여 상기 절체요구를 검출하는 제4과정과,

광선로 종단장치가 상기 절체요구에 응답하여 현재 작업경로를 예비경로로 전환하고 예비경로를 작업경로로 전환하는 제

5과정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수동형 광 네트워크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기가비트 이더넷 수동형 광 네트워크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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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0547808

- 8 -



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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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5c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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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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