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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약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FTTH(Fiber To The Home)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은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Fiber To The Home) 시스템에 있어서, 외부의 방송 사업자 및 통신 사업자를 통해 전달된 다수의 방송 신호와 통

신 신호를 하나의 광신호(λ1)로 송출하고, HFC(Hybrid Fiber Coaxial)망의 동축케이블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상기

FTTH망 구간내에서 소정의 서비스 단자함 내에 설치되는 OLT(Optical Line Terminal)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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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Fiber To The Home) 시스템에 있어서,

다수의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하나의 광신호(λ)로 송출하고, FTTH망 구간내에 설치되는 OLT(Optical Line

Terminal);

상기 OLT로부터 수신된 하나의 광신호(λ)를 1:n개의 광신호(λ1 내지 λn)로 분배하여 송출하는 광분기기; 및

상기 광분기기로부터 하나의 광신호(λ1 내지 λn)를 수신하여 광전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신호를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

칭하도록 하나의 광신호로 전달하는 PON ONU(Optical Network Unit);를 포함하고,

상기 OLT, 광분기기 및 PON ONU는 HFC(Hybrid Fiber Coaxial)망의 동축케이블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상기

FTTH망 구간내에서 소정의 서비스 단자함 내에 설치되고,

상기 HFC망의 동축케이블에 공급되는 전원은 어느 하나의 전주나 벽면에 설치된 전원공급기로부터 또는 전력삽입기를 통

해 전원을 공급받으며,

상기 서비스 단자함은 상기 HFC 망을 형성하는 동축케이블에 행잉(Hanging)타입으로 설치되거나 전주에 벽걸이 타입으

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N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단자함 내에는

상기 광신호(λ11)를 수신하여 상기 방송 및 통신 신호를 각각의 가입자별 장치로 전달하는 L2 스위치; 및

상기 광신호(λ11)를 수신하여 상기 방송 및 통신 신호 중 인터넷 텔레포니 신호에 해당하는 신호를 각각의 가입자별 장치

로 전달하는 VoIP(Voice over IP) 게이트웨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N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 시

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 단자함 내에는 상기 HFC망의 ONU가 모듈 또는 일체형으로 더 내장되며, 상기 서비스 단자함은 상기 HFC 가

입자에게 HFC망을 통한 신호를 제공하도록 분기출력 포트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N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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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OLT, 광분기기, PON ONU, L2 스위치 및 VoIP 게이트웨이는 하나의 서비스 단자함 내부의 각각 할당된 영역에 모

듈 또는 일체형으로 내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N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 시스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PON은 WDM-PON(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파장분할 다중방식), E(Ethernet)-PON, G(Gigabit)-

PON, GE(Gigabit Ethernet) 이더넷-PON 중 어느 하나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 시스템.

청구항 11.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방송 통신 융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FTTH(Fiber To The Home)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신 및 방송 가입자들은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VDSL(Very High Bit-Rate Digital

Subscriber Line), Ethernet LAN(Local Area Network), 케이블 모뎀(cable modem) 등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등의 데

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HFC(Hybrid Fiber Coaxial)를 기반으로 한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을 이용하여 방송 서

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가입자에게 고속, 대용량의 통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가입자 댁내까지 광섬유를 연결한

FTTH 시스템의 보급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준비중이다.

대용량의 통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FTTH 시스템은 크게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과 AON(Active

Optical Network)방식으로 구분된다.

PON 방식은 OLT(Optical Line Terminal), 다수의 ONU(Optical Network Unit) 또는 ONT(Optical Network Terminal)

, 수동 광 커플러로 구성된다. 이러한 PON 방식은 구현 방식에 따라 ATM-PON, Ethernet-PON, WDM-PON, CDMA-

PON, GE-PON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광가입자망은 통신국사에서 시작된 광케이블의 가입자 댁내 접근 정도에 따라 FTTC(Fiber To The Curb),

FTTO(Fiber To The Office), FTTB(Fiber To The Building), FTTH(Fiber To The Home)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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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C, FTTO 및 FTTB의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광케이블의 설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FTTH의 경우는 구

축 또는 준비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FTTH의 경우는 일반 가정집에까지 광가입자망을 확대시키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전주까지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여기

서 가입자 댁내까지는 UTP케이블로 연결하는 유사 FTTH 방식의 구축이 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점차 가입자 댁내까지

광케이블로 연결시키는 리얼 FTTH 방식의 구축이 준비중에 있다.

여기서, FTTC, FTTO 및 FTTB의 구현방식인 PON 방식이나 AON 방식에 이용되는 PON 장비나 AON 장비는 빌딩 지하

의 MDF(Main Distributing Frame)실이나 아파트 단지 내의 단자함 등에 설치되어 각각의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이 설치가 용이하다.

그러나, FTTH(유사 FTTH나 리얼 FTTH) 경우는 별도의 MDF나 단자함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PON 장비 나 AON 장

비등은 가입자 댁내에 가장 접근이 용이한 전주나 벽면에 취부하여 사용을 하여야 한다. 이때, PON 장비나 AON 장비에

상용전원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로부터 인입하는 방식이나, 가입자 댁내로부터의 인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

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로부터의 전력선 인입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가입자 댁내로부터의 전력선 인입 또한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종래의 PON 방식의 FTTH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공급자 단말인 OLT(Optical Line Terminal)가 국사 구간에 위치

되어 있지만, 향후 FTTH망 구간에 설치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FTTH망 구간에 OLT가 설치될 경

우 위에서 언급한 PON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문제와 동일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FTTH망에 설치되는 OLT 및 PON 장비에 전원을 용이하게 공

급할 수 있는 FTTH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OLT 및 PON 장비에 전원을 용이하게 공급하되, 각 장비들을 하나의 서비스 단자함으로 형성하여

행입타입이나 벽걸이 타입을 제공하여 FTTH 시스템의 구축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

(Fiber To The Home) 시스템은,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Fiber To The Home)

시스템에 있어서, 외부의 방송 사업자 및 통신 사업자를 통해 전달된 다수의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하나의 광신호(λ1)

로 송출하고, HFC(Hybrid Fiber Coaxial)망의 동축케이블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상기 FTTH망 구간내에서 소정의

서비스 단자함 내에 설치되는 OLT(Optical Line Terminal)를 포함하여 구현된다.

여기서, 상기 OLT는 상기 HFC망의 ONU와 함께 하나의 서비스 단자함 내에 모듈 또는 일체형으로 내장되며, 상기 서비스

단자함은 상기 HFC 가입자에게 HFC망을 통한 신호를 제공하도록 분기출력 포트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HFC망의 동축케이블에 공급되는 전원은 어느 하나의 전주나 벽면에 설치된 전원공급기로부터 전력삽입기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거나, 전원공급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서비스 단자함은 상기 HFC 망을 형성하는 동축케이블에 행잉(Hanging)타입으로 설치되거나 전주 또는 벽면

에 벽걸이 타입으로 설치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Fiber To The Home) 시스템은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의 방송/통신 융합 FTTH(Fiber To The Home) 시스템에 있어서, 외부의 방송 사

업자 및 통신 사업자를 통해 전달된 다수의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하나의 광신호(λ)로 송출하고, FTTH망 구간내에 설

치되는 OLT(Optical Line Terminal); 상기 OLT로부터 수신된 하나의 광신호(λ)를 1:n개의 광신호(λ1 내지 λn)로 분배

하여 송출하는 광분기기; 및 상기 광분기기로부터 광신호(λ1 내지 λn) 중 방송 및 통신 신호가 포함된 어느 하나의 광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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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1 내지 λn)를 수신하여 광전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다수의 방송 및 통신 신호를 각각의 가입자별로 스위칭하도록 하나

의 광신호로 전달하는 PON ONU(Optical Network Unit);를 포함하고, 상기 OLT, 광분기기 및 PON ONU는 HFC

(Hybrid Fiber Coaxial)망의 동축케이블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상기 FTTH망 구간내에서 소정의 서비스 단자함 내에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서비스 단자함 내에는 상기 광신호(λ11)를 수신하여 상기 방송 및 통신 신호를 각각의 가입자별 장치로 전달

하는 L2 스위치; 및 상기 광신호(λ11)를 수신하여 상기 방송 및 통신 신호 중 인터넷 텔레포니 신호에 해당하는 신호를 각

각의 가입자별 장치로 전달하는 VoIP(Voice over IP) 게이트웨이를 더 포함하는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서비스 단자함 내에는 상기 HFC망의 ONU가 모듈 또는 일체형으로 더 내장되며, 상기 서비스 단자함은 상기

HFC 가입자에게 HFC망을 통한 신호를 제공하도록 분기출력 포트가 구성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OLT, 광분기기, PON ONU, L2 스위치 및 VoIP 게이트웨이는 하나의 서비스 단자함 내부의 각각 할당된 영

역에 모듈 또는 일체형으로 내장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서비스 단자함은 상기 HFC 망을 형성하는 동축케이블에 행잉(Hanging)타입으로 설치되거나 전주에 벽걸이

타입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상기 PON은 WDM-PON(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파장분할 다중방식), E(Ethernet)-PON, G

(Gigabit)-PON, GE(Gigabit Ethernet) 이더넷-PON 중 어느 하나 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HFC망의 동축케이블에 공급되는 전원은 어느 하나의 전주나 벽면에 설치된 전원공급기로부터 전력삽입기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거나, 전원공급기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Fiber To The

Home)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국사 구간과 서

비스 전송 구간으로 구분되며, 국사 구간에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광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여 HFC전송망을 위한 광

송신부(OTX) 및 광신호를 OLT1(Optical Line Terminal, 120a)로 라우팅하는 라우터(Router)를 포함한다.

기존과 달리 OLT1(120a)는 국사 구간에 위치하지 않고 서비스 구간에 위치된다. OLT(120a)는 서비스 단자함(110) 내에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배치된다.

OLT(120a)는 방송신호 및 인터넷 데이터 통신신호를 정합하여 가입자들에게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방송

전송부와 통신 전송부로 구성되며, DS1, DS1E 신호 및 광대역 교환망측에서 전달되는 ATM 에 기반을 둔 광대역 디지털

계위를 통합 다중화한 후 대국 장치인 다수의 ONU 혹은 ONT 로 광 전송하는 기능 및 그 역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다중

화부, 광 전송부, 감시 제어부 및 동기부로 구성된다.

서비스 단자함(110) 내에 배치된 OLT1(120a)는 라우터로부터 수신된 광케이블(Core #1)을 사용하고, 나머지 광케이블

(Core #2 내지 Core #n)은 후단의 다른 OLT2(120b)로 바이패스한다.

광케이블(Core #1)은 광분기기(RN 또는 Splitter)에 의해 1:n의 수만큼 분배되어 PON ONU(140a)로 방송 및 통신 신호

를 전송한다.

PON ONU(140a)는 OLT1(120a)로부터 전달받은 광신호를 방송신호와 통신신호로 역다중화하여 광전변환하고, 사용자

로부터 전달된 업스트림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자 별로 선택된 방송신호와 통신신호를 전송한다.

여기서, 서비스 단자함(110)은 HFC망의 동축케이블에 행잉타입으로 또는 각 전주나 벽면에 벽걸이 타입으로 설치된다.

또한, 서비스 단자함(110)은 HFC망의 동축케이블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HFC망의 동축케이블의 전원 공급은 전주에

설치된 전원공급기(미도시)로부터 전력삽입기(미도시)에 연결된 동축케이블을 통해 양방향으로 전원을 공급받거나 전원

공급기(미도시)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받는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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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ON ONU(140a)을 PON으로 한정하여 도시하였지만, PON은 WDM-PON(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파장분할 다중방식), E(Ethernet)-PON, G(Gigabit)-PON, GE(Gigabit Ethernet) 이더넷-PON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서비스 단자함(110)의 구조는 도 2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본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에서의 도 1에 도시된 서비스 단자함의 세

부 구성도이다.

서비스 단자함(110) 내에는 OLT(120)가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내장된다. OLT(120)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방송

을 수신하여 다중화하는 방송 다중화기인 MUC 모듈(120a)와 인터넷/VOD(Video On Demand)를 수신하여 하향으로 스

위칭하고 각각의 가입자로부터 상향 통신 신호를 인터넷/VOD 망으로 상향 스위칭하는 L3 모듈(120b)을 포함한다.

서비스 단자함(110)은 내부로 HFC전송망용 광케이블 λ0(210), FTTH 전송망용 광케이블 Core #1 내지 Core #n(220)

및 HFC전송망용 동축케이블(230)이 함체로 입력되기 위한 각각의 입력포트(21, 22, 23)가 마련된다.

OLT(120)에서 처리된 광신호들은 출력포트(24)를 통해 후단의 다른 장비로 연결되고, HFC전송망용 동축케이블(230)은

출력포트(25)를 통해 출력된다.

HFC전송망용 동축케이블(230)은 소정의 전주에 위치된 전력공급기 또는 전력삽입기를 통해 일반 상용전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상용전원을 서비스 단자함(110) 내에서 분기(230a)하여 OLT(120)의 운전 전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에서의 도 3에 도시된 서비스 단자함의 세부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서 설명되는 장비들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므로 이하에서는 그 기능의

설명들은 생략하고 각 장비들의 연결구조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국사 구간과 서

비스 전송 구간으로 구분되며, 국사 구간에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광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여 HFC전송망을 위한 광

송신부(OTX) 및 광신호를 OLT(320)로 라우팅하는 라우터(Router)를 포함한다.

OLT(320)는 국사 구간에 위치하지 않으며 서비스 구간에 위치되며, 서비스 단자함(310) 내에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배

치된다.

서비스 단자함(310)에는 OLT(320), 광분기기(320) 및 HFC-ONU(370)가 동시에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배치된다.

도 4를 참조하여 서비스 단자함(310)의 구조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서비스 단자함(310) 내에는 OLT(320), 광분기기

(330) 및 HFC-ONU(370)가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내장된다.

서비스 단자함(310)은 내부로 HFC전송망용 광케이블 λ0(410), FTTH 전송망용 광케이블 Core #1 내지 Core #n(420)

및 HFC전송망용 동축케이블(430)이 함체로 입력되기 위한 각각의 입력포트(41, 42, 43)가 마련된다.

OLT(320) 및 광분기기(330)에서 처리된 광신호들은 출력포트(44)를 통해 후단의 다른 장비(ONU 나 ONT)로 연결되고,

HFC전송망용 광케이블 λ0(410) 및 동축케이블(430)은 HFC-ONU(370)를 거쳐 가입자 또는 후단의 다른 HFC-ONU로

출력포트(45)를 통해 출력된다.

HFC전송망용 동축케이블(430)은 소정의 전주에 위치된 전력공급기 또는 전력삽입기를 통해 일반 상용전원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상용전원을 서비스 단자함(310) 내에서 분기(430a)하여 OLT(320)의 운전 전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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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에서의 도 5에 도시된 서비스 단자함의 세부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국사 구간과 서

비스 전송 구간으로 구분되며, 국사 구간에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광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여 HFC전송망을 위한 광

송신부(OTX) 및 광신호를 OLT(Optical Line Terminal, 520)로 라우팅하는 라우터(Router)를 포함한다.

OLT(520)는 국사 구간에 위치하지 않고 서비스 구간 내에 위치되며, 서비스 단자함(510) 내에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배치되며, 또한 서비스 단자함(510) 내에는 광분기기(530), PON-ONU(540), L2 스위치(550) 및 VoIP 게이트 웨이(560)

가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더 배치된다.

서비스 단자함(510)의 내부 구조를 도 6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서비스 단자함(510) 내에는 OLT(520), 광분기기(530), PON-ONU(540), L2 스위치(550) 및 VoIP 게이트 웨이(560)가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구현된다.

OLT(520)로부터 전송된 방송신호와 통신신호는 광분기기(530)를 통해 1:n으로 광분배되고, 광분배된 신호중 어느 하나

의 광신호(λ1)는 PON-ONU(540)의 입력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광신호(λ2 내지 λn)는 바이패스 된다.

PON ONU(540)은 OLT(520)로부터 전달받은 광신호를 방송신호와 통신신호로 역다중화하여 광전변환하고, 사용자로부

터 전달된 업스트림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자 별로 선택된 방송신호와 통신신호를 전송한다.

L2 스위치(550)는 PON ONU(540)로부터 전송받은 방송 및 통신 신호 중에서 각 가입자별로 신호를 스위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VoIP 게이트웨이(560)는 방송 및 통신 신호 중에서 각 가입자별로 텔리포니 신호를 스위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PON ONU(540)로부터 처리된 광신호는 가입자 단의 ONT로 연결되거나, L2 스위치(550)와

VoIP 게이트웨이(560)로부터 각 가입자 댁내 로 광케이블 또는 UTP(Unshielded Twisted Pair)를 통하여 전달된다. 여

기서, 광케이블를 통해 각 가입자 댁내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를 리얼 FTTH라 하고, UTP를 통해 가입자 댁내까지 신

호가 전달되는 경우를 유사 FTTH라 하며, 본 발명에서는 리얼 FTTH와 유사 FTTH 시스템 모두에 적용된다.

서비스 단자함(510)은 내부로 HFC전송망용 광케이블 λ0(610), FTTH 전송망용 광케이블 Core #1 내지 Core #n(620)

및 HFC전송망용 동축케이블(630)이 함체로 입력되기 위한 각각의 입력포트(61, 62, 63)가 마련된다.

OLT(520) 및 광분기기(530)에서 처리된 광신호(λ1)은 PON-ONU(540)으로 입력되어 출력포트(64)를 통해 가입자 댁내

로 연결되고, 다른 광신호(λ0, λ2 내지 λn)들은 출력포트(65)를 통해 후단의 다른 ONU로 연결된다.

HFC전송망용 동축케이블(630)은 출력포트(66)를 통해 출력되며, 소정의 전주에 위치된 전력공급기 또는 전력삽입기를

통해 이용되는 상용전원을 서비스 단자함(510) 내에서 분기(630a 내지 630d)하여 OLT(520), PON-ONU(540), L2 스위

치(550) 및 VoIP 게이트 웨이(560)의 운전 전원으로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서비스 단자함(510)은 HFC망의 동축케이블에 행잉타입으로 또는 각 전주나 벽면에 벽걸이 타입으로 설치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도 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

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에서의 도 7에 도시된 서비스 단자함의 세부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국사 구간과 서

비스 전송 구간으로 구분되며, 국사 구간에는 수신된 데이터 스트림을 광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하여 HFC전송망을 위한 광

송신부(OTX) 및 광신호를 OLT(Optical Line Terminal, 720)로 라우팅하는 라우터(Router)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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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T(720)는 국사 구간에 위치하지 않고 서비스 구간 내에 위치되며, 서비스 단자함(710) 내에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배치되며, 또한 서비스 단자함(710) 내에는 광분기기(730), PON-ONU(740), L2 스위치(750), VoIP 게이트 웨이(760)

및 HFC-ONU(770)가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더 배치된다.

서비스 단자함(710)의 내부 구조를 도 8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서비스 단자함(710) 내에는 OLT(720), 광분기기(730), PON-ONU(740), L2 스위치(750), VoIP 게이트 웨이(760) 및

HFC-ONU(770)가 일체형 또는 모듈형태로 구현된다.

OLT(720)로부터 전송된 방송신호와 통신신호는 광분기기(730)를 통해 1:n으로 광분배되고, 광분배된 신호중 어느 하나

의 광신호(λ1)는 PON-ONU(740)의 입력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광신호(λ2 내지 λn)는 바이패스 된다.

PON ONU(740)은 OLT(720)로부터 전달받은 광신호를 방송신호와 통신신호로 역다중화하여 광전변환하고, 사용자로부

터 전달된 업스트림 정보를 처리하여, 사용자 별로 선택된 방송신호와 통신신호를 전송한다.

L2 스위치(750)는 PON ONU(740)로부터 전송받은 방송 및 통신 신호 중에서 각 가입자별로 신호를 스위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VoIP 게이트웨이(760)는 방송 및 통신 신호 중에서 각 가입자별로 텔리포니 신호를 스위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HFC전송망용 광케이블(λ0)는 서비스 단자함(710) 내의 HFC-ONU(770)로 입력 처리되어 HFC전송망 가입자에게 연결

되거나 후단의 HFC-ONU로 연결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PON ONU(740)로부터 처리된 광신호는 가입자 단의 ONT로 연결되거나, L2 스위치(750)와

VoIP 게이트웨이(760)로부터 각 가입자 댁내 로 광케이블 또는 UTP를 통하여 전달된다.

서비스 단자함(710)은 내부로 HFC전송망용 광케이블 λ0(810), FTTH 전송망용 광케이블 Core #1 내지 Core #n(820)

및 HFC전송망용 동축케이블(830)이 함체로 입력되기 위한 각각의 입력포트(81, 82, 83)가 마련된다.

OLT(720) 및 광분기기(730)에서 처리된 광신호(λ1)은 PON-ONU(740)으로 입력되어 출력포트(84)를 통해 가입자 댁내

로 연결되고, 다른 광신호(λ2 내지 λn)들은 출력포트(85)를 통해 후단의 다른 ONU로 연결되며, HFC 전송망용 광신호(λ0)

는 HFC-ONU(770)에 입력되어 처리된다.

HFC전송망용 동축케이블(830)은 소정의 전주에 위치된 전력공급기 또는 전력삽입기를 통해 이용되는 상용전원을 서비스

단자함(710) 내에서 분기(830a 내지 830d)하여 OLT(720), PON-ONU(740), L2 스위치(750) 및 VoIP 게이트 웨이

(760)의 운전 전원으로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서비스 단자함(710)은 HFC망의 동축케이블에 행잉타입으로 또는 각 전주나 벽면에 벽걸이 타입으로 설치된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상술한 본 발명의 기술적 구성은 본 발명이 속

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

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

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본 발명의 구성에 따르면, FTTH망에 설치되는 OLT 및 PON 장비에 전원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는 FTTH 시스

템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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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LT 및 PON 장비에 전원을 용이하게 공급하되, 각 장비들을 하나의 서비스 단자함으로 형성하여 행입타입이나 벽

걸이 타입을 제공하여 FTTH 시스템의 구축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Fiber To The

Home)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에서의 도 1에 도시된 서비스 단자함의 세

부 구성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에서의 도 3에 도시된 서비스 단자함의 세

부 구성도이며,

도 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에서의 도 5에 도시된 서비스 단자함의 세

부 구성도이며,

도 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의 개략도이며,

도 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PON 방식의 방송 통신 융합 FTTH 시스템에서의 도 7에 도시된 서비스 단자함의 세

부 구성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310, 510, 710; 서비스 단자함

120, 320, 520, 720; OLT

130a, 330, 530, 730; 광분기기

540, 740; PON-ONU 550, 750; L2 스위치

560, 760; VoIP 게이트웨이

도면

등록특허 10-0740875

- 9 -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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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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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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