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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수동 광통신망(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PON이라 칭함)을 이용한 액세스 망에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

를 수용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상기 디지털 방송 시스템은, 다중화와 암호화 과정을 거친 전

체 디지털 방송 채널을 이더넷 프레임 형식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방송 출력부; 및 상기 디지털 방송 출력부로부터 제공되

는 상기 전체 디지털 방송 채널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을 기존 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광통신망 유닛(Optical

Network Unit ; ONU)을 포함한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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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방송망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통신망 유닛을 적용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출력단의 구성 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액세스 네트워크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ONU에서 수행되는 디지털 방송 수용의 흐름과 대역폭의 일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310 : OLT 350 : 스플리터

  400-40n : ONU 403 : WDM 필터

  405 : 이더넷 스위치 407 : 역다중화기 및 튜너

  408 : 이더넷 프레임 생성부 409 : 디지털 방송 처리부

  410 : 채널 요구 처리부 541-54m : ONT

  551-55m : PC 561-56m : 셋탑박스

  571-57m : 디지털 TV

  404 : E-PON 물리계층 및 MAC 계층

  406 : E-PON 물리계층 및 방송용 MAC 계층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수동 광통신망(Passive Optical Network, 이하 PON이라 칭함)을 이용한

액세스 망에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방송망(101)의 구성도이다. 도 1에 도시된 케이블 방송망(101)의 주목적은 케이블

TV(cable television)의 시청(111, 121 참조)에 있고, 설치된 망의 대역폭 활용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전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112-115, 122-125)이 연결되어 사용된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망은 기존의 케이블 방송망(101)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수용하는 방안과,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사용

자 밀집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안이 혼재되어 왔다. 전자는 방송 수용의 관점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안으로, 데이터 서비스 측면에 약점을 가진다. 그리고, 후자는 데이터 서비스 관점에서 방송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방

송 수용에 약점을 가진다. 따라서, 기존의 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을 수용하되, 방송 수용 및 데이터 서비스 모두를 충

실히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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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기존의 이더넷 망과 E-PON(Ethernet PON) 액세스 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

을 수용하되, 사용자 밀집 지역에 위치하는 광통신망 유닛(Optical Network Unit ; ONU)이 디지털 방송을 지원하도록 함

으로써, 방송을 위한 전용 케이블의 재 배설을 피하고 셋탑박스(Set-top Box ; STB)의 구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디지

털 방송 시스템 및 그것을 위한 광통신망 유닛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방송 시스템은, 다중화와 암호화 과정을 거친 전체 디지털 방송 채

널을 이더넷 프레임 형식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방송 출력부; 및 상기 디지털 방송 출력부로부터 제공되는 상기 전체 디지

털 방송 채널 중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을 기존 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광통신망 유닛(Optical Network Unit ; ONU)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상기의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광통신망 유닛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과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으로 분리하는 데이터 분리부; 상기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의 헤더 정보에 따라 스위칭 동작

을 수행하여, 상기 사용자 댁내에 구비된 ONT(Optical Network Terminal)에게 상기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하는

이더넷 스위치; 상기 ONT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채널 선택 요구 정보 및 상기 사용자의 ID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 요구

처리부; 및 상기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을 각각의 채널로 분리시킨 후, 상기 채널 선택 요구 정보 및 상기 사용자 ID

정보에 응답해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해당 사용자의 ONT에게 전송하는 디지털 방송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통신망 유닛(이하 ONU라 칭함)을 적용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출력단(Broadcast Head-end ;

200)의 구성 예를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이더넷 망에서 디지털 방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 출력단(200)에서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프레임을 이더넷 프레임 형태로 캡슐화(encapsulation)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방송 출

력단(200)은 복수 개의 인코더들(211, 212)이 구비된 인코딩부(encoding unit ; 210), MPEG 스트림 멀티플렉서(MPEG

stream multiplexer ; 220), 암호화기(encrypting unit ; 230), 및 이더넷 프레임 생성부(ethernet frame encapsulation

unit ; 240)를 포함한다.

  인코딩부(210)는 복수 개의 인코더들(211, 212)을 통해 실시간 컨텐츠나 방송 등을 채널별로 MPEG으로 인코딩 시켜준

다. MPEG 스트림 멀티플렉서(220)는 인코딩부(210)에서 인코딩된 각각의 MPEG 스트림을 다중화(multiplexing)시키고,

암호화기(230)는 MPEG 스트림 멀티플렉서(220)를 통해 출력되는 MPEG 스트림을 암호화시킨다. 이더넷 프레임 생성부

(240)는 암호화기(230)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캡슐화 하여 이더넷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성된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은 기존의 IP 네트워크(Internet Protocol Network ; 301) 또는 전용 회선

(302)을 이용하여 E-PON(Ethernet PON)의 상위 구조인 OLT(Optical Line Terminal ; 310)로 전달된다. OLT(310)로

부터 사용자로의 정합은 도 3과 같은 액세스 네트워크 구조가 사용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액세스 네트워크의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OLT(310)로부터 사용자로

의 정합은 스플리터(350)와 복수 개의 ONU(400-40n)을 통해 이루어진다.

  OLT(310)는 E-PON을 통해 사용자측과 연결되어,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 정합과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 정합을

동시에 수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 방송 출력단(200)으로부터 OLT(310)로 전송되는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이 기존

의 IP 네트워크(301)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등과 같이 QoS를 보장하는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OLT(310)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인 스플리터(splitter ; 350)는, 입력된 신호를 복수 개의 신호로 복사하여 복수 개의

ONU(400, …, 40n)에게 동보전송 한다. 이 때,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과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은, E-PON에서

제공하는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기술에 의해서, 동일한 광 케이블을 상에 다른 주파수 영역을 이용하

여 각각의 ONU(400, …, 40n)에게 전송된다. 스플리터(350)는 입력된 신호를 각각 선택된 주파수 범위를 전송하는 두 개

이상의 신호로 분리해주는 장치로서,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하나의 신호로 재조립하는 일도 수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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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ONU(400, …, 40n)에는 사용자 모뎀에 해당되는 ONT(Optical Network Terminal ; 541, 542, …, 54m) 장비가

연결되어,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과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을 받아들인다. ONU(400, …, 40n)에서 사용자 방향에

위치한 ONT(541, 542, …, 54m)로의 디지털 방송 전송은, 전 채널의 전송이 아닌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채널에 대한 전

송만 수행되기 때문에, ONU(400, …, 40n)에서 ONT(541, 542, …, 54m)로의 새로운 회선 증설이나 고가의 WDM 기술을

이용할 필요 없이 기존 회선을 이용하여 대역폭의 일부분을 디지털 방송용으로 예약하여 사용하게 된다.

  한편, 사용자 댁내에 설치된 ONT(541, 542, …, 54m)는 ONU(400, …, 40n)로부터 전송되는 광신호를 고속 이더넷 데

이터로 변환하여 고객의 데이터 처리 장치인 PC(personal computer ; 561, 562, …, 56m)로 제공하고, 디지털 방송용 이

더넷 프레임을 셋탑박스(551, 552, …, 55m)를 통해 TV(571, 572, …, 57m)에게 전달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블록도로서, 상향으로 WDM(Wavelength-Division-

Multiplexing) 기반의 E-PON 정합을 가지고, 하향으로 이더넷 정합을 가지는 ONU(400)의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ONU(400)은 WDM 필터(403), E-PON의 물리 계층과 MAC(Medium Access Protocol) 계층(E-PON

PHY & MAC ; 404), 이더넷 스위치(405), E-PON의 물리 계층과 방송용 MAC 계층(E-PON PHY & 방송용 MAC ; 406),

디지털 방송 처리부(409), 및 채널 요구 처리부(410)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는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

과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을 한 회선을 통해 전달하는 OLT(310)와 스플리터(350)의 정합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OLT(310)로부터 전송된 신호는 스플리터(350)를 거쳐서 동일한 복수 개의 신호로 복사된 후, 각각의 ONU(400, …,

40n)에게 동시에 입력된다. 스플리터(350)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인 ONU(400)는 WDM 필터(403)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신호를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 파장과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 파장으로 분리해 낸다.

  분리된 신호 중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은 E-PON PHY & MAC(404)을 통해 이더넷 스위치(405)로 입력된다. 이더넷

스위치(405)는 이더넷 프레임의 헤더 정보에 따라 스위칭 동작을 수행하여, 각각의 목적지 ONT(541, 542, …, 54m)별로

해당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한다. ONT(541, 542, …, 54m)는 이더넷 스위치(405)로부터 전송된 이더넷 프레임을 사용자

측의 PC(551, 552, …, 55m)에게 전송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분리된 신호 중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은 E-PON PHY & 방송용 MAC(406)을 통해 MPEG 스트림 형태로

바뀐 후 디지털 방송 처리부(409)로 입력된다. 디지털 방송 처리부(409)는 역다중화기 및 튜너(DEMUX & TUNER ; 407)

와 이더넷 프레임 생성부(408)로 구성된다. 디지털 방송 처리부(409)는 역다중화기 및 튜너(407)를 통해 MPEG 스트림을

각각의 채널로 분리시키고, 채널 요구 처리부(410)로부터 입력되는 채널 선택 신호에 응답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에

해당되는 MPEG 스트림을 각각의 ONT별로 정해진 포트로 전송한다. 그리고, 이더넷 프레임 생성부(408)를 통해 역다중

화기 및 튜너(407)로부터 입력된 채널 데이터를 캡슐화 하여 시청자의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이더넷 프레임을 생성

한다. 이렇게 생성된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은 이더넷 스위치(405)를 통해 ONT(541, 542, …, 54m)에게 입력된다.

ONT(541, 542, …, 54m)는 이더넷 스위치(405)로부터 입력된 이더넷 프레임에서 MPEG 스트림을 축출하여 셋탑박스

(561, 562, …, 56m)에게 전송하여,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 5는 도 4에 도시된 ONU(400)에서 수행되는 디지털 방송 수용의 흐름과 대역폭의 일 예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참조번호 501은 OLT(310)의 E-PON 정합에서 스플리터(350)를 거쳐 ONU(400)로 정합되는 데이터

용 이더넷 프레임의 입력을 나타내고, 참조번호 502는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의 입력을 각각 나타낸다.

  이더넷 스위치(405)는 상향으로는 OLT(310)와 정합되는 기가비트 포트를 가지고, 하향으로는 사용자와 정합되는 양방

향 100Mbps 포트를 가지는 일반적인 이더넷 스위치 칩이 사용 가능하다. 한편, 이더넷 스위치(405)와 사용자측의

ONT(541, 542, …, 54m)은, 데이터용으로 90Mbps의 대역폭이 할당되고 디지털 방송용으로 10Mbps의 대역폭이 할당

된, 총 100Mbps의 대역폭을 할당한다.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501)은 이더넷 스위치(405)의 스위칭 동작에 따라, 헤더

부분의 주소가 지정하는 ONT(541, 542, …, 54m)를 거쳐 사용자측의 PC(551, 552, …, 55m)와 최대 90Mbps의 대역폭

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한다. 이 때, 사용자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위하여 리모콘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측에 구비된

셋탑박스(561, 562, …, 56m)는 참조번호 507로 표시된 데이터 경로를 통하여 채널 요구 처리부(410)에게 원하는 채널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채널 요구 처리부(410)는 참조번호 507 경로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참조번호 509의 경로를 따라서

디지털 방송 처리부(409)의 역다중화기 및 튜너(407)에게 사용자의 ID와 선택된 채널 정보를 알려두게 된다. 이 때, 참조

번호 507의 경로는 이더넷 스위치(405)에서 최우선순위를 두어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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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참조번호 509의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의 ID와 선택된 채널 정보를 받아들인 역다중화기 및 튜너(407)는, 입력되는

전 채널의 MPEG 스트림을 각각의 채널로 분리하고, 선택된 채널의 MPEG 스트림을 각각의 사용자별로 할당된 포트(511)

로 전송한다. 도 5에서 참조번호 511은 ONU(541, 542, …, 54m)에 할당된 포트를 나타낸다. 참조번호 511을 통해 이더

넷 프레임 생성부(408)로 입력된 MPEG 스트림은, 사용자 ID를 통해 획득된 ONU(541, 542, …, 54m)의 목적지 주소가

추가되어 이더넷 프레임 형태로 변환된다. 변환된 이더넷 프레임은 참조번호 513 경로를 따라 이더넷 스위치(405) 및

ONT(541, 542, …, 54m)로 입력된다.

  참조번호 513의 경로를 따라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이 ONU(541, 542, …, 54m)에 입력되면, ONU(541, 542, …,

54m)는 상기 이더넷 프레임으로부터 MPEG 스트림을 축출하여 셋탑박스(561, 562, …, 56m)로 전송하고, 셋탑박스(561,

562, …, 56m)는 입력된 MPEG 스트림에 대한 암호 해독과 재생 기능을 거쳐 디지털 TV(571, 572, …, 57m)에게 영상을

송출하게 된다.

  이 때, ONU(400)와 ONT(541, 542, …, 54m)간의 디지털 방송이 차지하는 대역폭은 한 채널의 대역폭에 해당되므로,

10Mbps로 할당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데이터 서비스 및 디지털 방송 서비스는 이더넷 스위치(405)와 사용자측의

ONT(541, 542, …, 54m) 사이에 할당된 100Mbps의 대역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ONU(400)에 의하면, ONU(400)에서 사용자 방향에 위치한 ONT(541, 542,

…)로의 디지털 방송 전송은 전 채널이 아닌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채널만을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ONU(400)에서

ONT(541, 542, …)로의 새로운 회선 증설이나 고가의 WDM 기술을 이용할 필요 없이 기존 회선을 이용하여 대역폭의 일

부분을 디지털 방송용으로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디지털 셋탑박스(561, 562, …)가 가지고 있는

채널 설정에 관련된 부분이 ONU(400)에 위치하게 되므로(도 4의 채널 요구 처리부(410) 참조), 디지털 셋탑박스(561,

562, …)의 구조가 간단하여 지고, 디지털 방송의 전 채널을 ONU(400)에서 종단시키기 때문에, 각각의 ONT(541, 542,

…)에서 종단시킬 때 보다 비용적인 이점이 있고, ONU(400)와 ONT(541, 542, …)사이의 디지털 방송이 차지하는 대역폭

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

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저장되고 실행

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의하면,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의 전송시 전 채널

이 아닌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된 채널만을 전송하기 때문에, ONU에서 ONT로의 새로운 회선 증설이나, ONT에 대한

WDM 기술의 적용이 필요치 않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셋탑박스가 가지고 있던 채널 설정에 관련된 부분이 ONU 상에 위

치하게 되므로, 셋탑박스의 구조가 간단하여 지고, ONU와 ONT사이의 불필요한 방송의 전송으로 인한 대역폭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다중화와 암호화 과정을 거친 전체 디지털 방송 채널 데이터를 이더넷 프레임 형식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방송 출력부;

  상기 디지털 방송 출력부로부터 수신한 디지털 방송 채널 데이터를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과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

레임으로 분리하는 데이터 분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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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의 헤더 정보에 따라 스위칭 동작을 수행하여, 사용자 댁내에 구비된 ONT에게 상기 데이터

용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하는 이더넷 스위치;

  상기 ONT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채널 선택 요구 정보 및 상기 사용자의 ID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 요구 처리부; 및

  상기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을 각각의 채널 데이터로 분리한 후, 상기 채널 선택 요구 정보 및 상기 사용자 ID 정보

에 응답해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해당되는 채널 데이터를 상기 사용자의 ONT에게 전송하는 디지털 방송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분리부는 상기 디지털 방송 출력부와 E-PON 정합을 가지고, 상기 이더넷 스위치는 복수 개의 ONT들과 이

더넷 정합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분리부는,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기술에 의해서 상기 입력 신호를 데이터용 상기 이더

넷 프레임과 상기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으로 분리하는 WDM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처리부는,

  상기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을 각각의 채널로 분리시키는 역다중화기;

  상기 채널 선택 요구 정보 및 상기 사용자 ID 정보에 응답해서,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에 해당되는 채널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각각의 ONT별로 정해진 포트로 전송하는 튜너; 및

  상기 튜너로부터 전송된 상기 데이터를 캡슐화 하여 상기 사용자의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

레임을 생성하는 이더넷 프레임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ONT에는 상기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에 응답해서 상기 사용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 및 상기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에 응답해서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셋탑

박스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7.

  제 2 항에 있어서,

등록특허 10-0527342

- 6 -



  상기 디지털 방송 출력부는 IP 네트워크 및 전용회선 중 어느 하나를 통해서 상기 전체 디지털 방송 채널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분리부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출력부가 상기 IP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전체 디지털 방송 채널 데이터를 상기 데이터 분리부로 전송하

는 경우, 서비스 품질(QoS)을 보장할 수 있는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

청구항 9.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신호를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과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으로 분리하는 데이터 분리부;

  상기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의 헤더 정보에 따라 스위칭 동작을 수행하여, 사용자 댁내에 구비된 ONT에게 상기 데이터

용 이더넷 프레임을 전송하는 이더넷 스위치;

  상기 ONT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채널 선택 요구 정보 및 상기 사용자의 ID 정보를 받아들이는 채널 요구 처리부; 및

  상기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을 각각의 채널로 분리시킨 후, 상기 채널 선택 요구 정보 및 상기 사용자 ID 정보에 응

답해서, 상기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채널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해당 사용자의 ONT에게 전송하는 디지털 방송 처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통신망 유닛.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광통신망 유닛은, 상향으로 상기 디지털 방송 출력부와 E-PON 정합을 가지고, 하향으로 복수 개의 ONT들과 이더

넷 정합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통신망 유닛.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 분리부는, WDM 기술에 의해서 상기 입력 신호를 데이터용 상기 이더넷 프레임과 상기 디지털 방송용 이더

넷 프레임으로 분리하는 WDM 필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통신망 유닛.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방송 처리부는,

  상기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을 각각의 채널로 분리시키는 역다중화기;

  상기 채널 선택 요구 정보 및 상기 사용자 ID 정보에 응답해서, 상기 사용자가 선택한 채널에 해당되는 채널에 대응되는

데이터를 각각의 ONT별로 정해진 포트로 전송하는 튜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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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튜너로부터 전송된 상기 데이터를 캡슐화 하여 상기 사용자의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하는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

레임을 생성하는 이더넷 프레임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통신망 유닛.

청구항 13.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ONT에는 상기 데이터용 이더넷 프레임에 응답해서 상기 사용자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장치, 및 상기 디지털 방송용 이더넷 프레임에 응답해서 상기 사용자에게 상기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셋탑

박스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통신망 유닛.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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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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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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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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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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