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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화(WDM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를 이용한 수동형 광 가입자 망(PON : Passive

Optical Network)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화 방식(WDM)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융합하여 전송하는 수동형 광

가입자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발명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 Passive Optical

Network)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Internet Protocol)망과 연결되어, 방송

망으로부터의 디지털 방송 신호와 IP 망으로 제 1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와 상기 제

1 통신 신호를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제 2 통신 신호를 IP망으로 전달

하기 위한 OLT(Optical Line Terminal); 상기 OLT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상기 서비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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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전달하고, 상기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의 채널 정보 데이터와 상기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제 2 통

신 데이터가 포함된 사용자 데이터를 상기 OLT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ONU(Optical Network

Terminal/Optical Network Unit); 상기 OLT로부터의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상기 ONT/ONU로 WDM 역

다중화하여 전달하는 제 1 WDM 역다중화기; 및 상기 ONT/ONU로부터의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WDM 다중화하여 상기

OLT로 전달하는 제 1 WDM 다중화기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방송 통신 통합 시스템 등에 이용됨.

대표도

도 3

색인어

WDM, PON, 방송 통신 통합 시스템, 이더넷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종래에 제시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2 는 종래에 제시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또다른 일실시예 구성도.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일실시예 구성도.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에서 FDM을 이용하여 통신/방송을 다중화한 예시도.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에서 TDM을 이용하여 통신/방송을 다중화한 예시도.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또다른 실시예에 대한 구성도.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이 다수개 병렬 연결된 시스템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화(WDM :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를 이용한 수동형 광 가입자 망(PON : Passive

Optical Network)에 관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방송 및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xDSL, 케이블 모뎀(cable modem), 다이얼 업(dial-up) 모뎀, 메트로 이더

넷(metro-Ethernet) 등을 이용하여 수십 kbps(bits per seconds) ~ 수십 Mbps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 등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방송 서비스로서는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방송, 위성을 이용한 위성 방송, 지상파 방송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영상 정보, VoD(Video on Demand), 고화질 디지털 방송 등의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서는 100 Mbps 정도의 데이터가 요구되는데 수용하는 것은 종래의 기술로는 그 용량이나 속도에 있어서 큰 한계

를 갖는다. 이에 따라, 광 통신을 이용한 광 가입자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급속히 요구되고 있으며 가장 경제적으로 광

가입자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PON(Passive Optical Network) 방식이 제시 및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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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N은 구현 방식에 따라 크게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PON, 이더넷(Ethernet) PON, WDM-PON으로

구분된다.

  이 중, ATM-PON과 이더넷 PON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속도에 관한 투명성이 없으며 상향으로 같은 파장으

로 사용하기 때문에 OLT(Optical Line Terminal)에 복잡한 MAC(Media Access Control) 기술이 요구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ATM-PON과 이더넷 PON에서는 디지털 방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WDM-PON은 가입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의 속도에 제한이 없으며 상하향으로 서로 다른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MAC 기술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통신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WDM-PON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 1 은 종래에 제시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1 에 도시된 WDM-PON의 구

성은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Internet Protocol)망과 연결되어 방송망으로부터의 방송 신호

와 IP 망으로부터의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 신호를

IP망으로 전달하기 위한 OLT(Optical Line Terminal)(11), OLT(11)로부터 받은 방송 및 통신 신호를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통신 신호를 OLT(11)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ONU(Optical Network

Terminal/Optical Network Unit)(12), OLT(11)로부터의 방송 통신 신호를 방송 신호(λA)와 통신 신호(λ1 ~ λ32 )로 분리

하여 전송하는 광분파기(15), 광분파기(15)를 통해 분리된 방송 신호(λA)를 광전 변환하는 광전 변환기(16), 변환된 전기

적 방송 신호를 각각의 ONT/ONU(12)에 분배하는 RF(Radio Frequency) 스플리터(Spliter)(17), OLT(11)로부터의 통신

신호(λ1 ~ λ32 )를 ONT/ONU(12)로 WDM 역다중화하여 전달하는 WDM 역다중화기(13), ONT/ONU(12)로부터의 통신

신호(λ1 ~ λ32 )를 WDM 다중화하여 OLT(11)로 전달하는 WDM 다중화기(14)를 포함한다.

  그 동작을 살펴보면, 통신용 파장 채널들로 λ1 ~ λ32 를 사용하고, 방송용 파장 채널로 λA를 사용한다.

  도 1의 구성에서 제시한 종래의 기술에서 하향으로 전송되는 방송 신호(λA)은 WDM 역다중화기(13)의 전단에서 광분파

기(15)를 통해 광분파되어 광전 변환기(16)에서 광/전 변환된다. 그리고, RF 스플리터(17)를 통해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방송 신호로 분리된 후 동축 케이블을 통해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한편, 통신 신호(λ1 ~ λ32)는 파장 역다중화기(13)에서 파장 별로 역다중화된 후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이와 같은 종래의 기술은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하나의 파장으로 통합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은 아날로그 방송

및 디지털 방송을 통합하여 하나의 파장(λA)으로 전송하고 통신은 가입자별(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가입자(ONT/ONU)

가 32 회선인 것을 예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시예일뿐이고 이와 같은 회선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의 설명

에서도 32회선을 기본으로 한다.)로 파장을 달리하여(λ1 ~ λ32) 각각의 가입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방송과 통

신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도 1 에 도시된 종래의 기술에 따르면 광분파된 방송 신호(λA)는 광/전 변환되어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케

이블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케이블망은 기존의 550 MHz 정도의 대역까지 정의되었던 방송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설되어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을 포함하는데 850 MHz 정도의 대역을 갖도록

국내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 표준을 확정함으로써 기존의 케이블망을 이용해서는 아날로그/디지털 방송을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디지털 방송을 수용하려면 각 가입자에게 인입되어 있는 동축 케이블을 확장 대역의 동축 케이블로 교

체하거나 기존 동축 케이블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확장 동축 케이블을 포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도 2 는 종래에 제시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또다른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2 에 도시된 WDM-

PON의 구성은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망과 연결되어 방송망으로부터의 방송 신호와 IP 망으

로부터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 신호를 IP망으로 전

달하기 위한 OLT(21), OLT(21)로부터 받은 방송 및 통신 신호를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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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신호를 OLT(21)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ONU(22), OLT(21)로부터의 통신 신호(λ1 ~ λ32)와 방송 신

호(λ33 ~ λ64)를 ONT/ONU(22)로 WDM 역다중화하여 전달하는 WDM 역다중화기(23), ONT/ONU(22)로부터의 통신 신

호(λ1 ~ λ32)를 WDM 다중화하여 OLT(21)로 전달하는 WDM 다중화기(24)를 포함한다.

  도 2 의 종래 기술의 경우는 각 가입자에게 통신용, 방송용 파장을 따로 제공하므로 대용량 데이터 통신 서비스 및 방송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도 1 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통합하여 전송하는 것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

다. 또한, 도 1의 실시예에 비해 두 배의 광 송신기를 가져야 하고 각 가입자는 통신용 파장 및 방송용 파장을 수신하기 위

해 두 개의 광 수신기를 사용하야 한다. 이에 따라 WDM-PON 시스템의 가격이 상승하며 이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

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WDM-PON의 경우 파장의 수가 곧 수용 가능한 가입자의 수를 의미하는데 도 2의 경우 각 가

입자가 두 개의 파장을 사용하므로 WDM-PON에서 수용 가능한 가입자의 수가 도 1의 실시예에 비해 반으로 제한되는 문

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파장분할 다중화 방식(WDM)을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융합하여 전송하는 수동형 광 가입자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WDM-PON을 제공하여 고속, 대용량의 데이터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에 포설된 동축 케이블

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방송을 수용하도록함으로써 동축 케이블의 교체를 필요없이 국내의 디지털 케이블 표준을 따를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 신호을 통신 데이터 신호와 OLT에서 다중화하여 단일 파장으로 각 가입자에게 제공함으로

써, 가입자별로 광송신기와 광수신기를 하나씩만 필요로 하게 되어 WDM-PON 시스템의 저가격화를 가능하게 하고, 하나

의 파장에 통합 전송함으로써 전송가능한 채널을 확보하기 용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 Passive Optical Network)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Internet Protocol)망과 연결되어, 방송망으로부터의 디지털 방송 신호와 IP 망으로 제 1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각

각의 서비스 사용자로 할당하고 이를 전광 변환한 후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와 상기 제 1 통신 신호를 하나의 방송/통신 통

합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제 2 통신 신호를 IP망으로 전달하기 위한 OLT(Optical Line

Terminal); 상기 OLT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상기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상기 서

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의 채널 정보 데이터와 상기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제 2 통신 데이터가 포함된 사용자

데이터를 상기 OLT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ONU(Optical Network Terminal/Optical Network Unit);

상기 OLT로부터의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상기 ONT/ONU로 WDM 역다중화하여 전달하는 제 1 WDM 역

다중화기; 및 상기 ONT/ONU로부터의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WDM 다중화하여 상기 OLT로 전달하는 제 1 WDM 다중화

기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 Passive Optical

Network)에 있어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Internet Protocol)망과 연결되어, 방송

망으로부터의 디지털 방송 신호와 IP 망으로 제 1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와 상기 제

1 통신 신호를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제 2 통신 신호를 IP망으로 전달

하기 위한 OLT(Optical Line Terminal); 상기 OLT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상기 서비스 사

용자에게 전달하고, 상기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의 채널 정보 데이터와 상기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제 2 통

신 데이터가 포함된 사용자 데이터를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와는 다른 파장의 광신호로 상기 OLT로 전달하

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ONU(Optical Network Terminal/Optical Network Unit); 및 상기 OLT로부터의 상기 하

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ONT/ONU로 WDM 역다중화하여 전달하고, 상기 ONT/ONU로부터의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WDM 다중화하여 상기 OLT로 전달하는 제 1 WDM 다중화/역다중화기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

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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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도 3 에 도시된 WDM-PON의 구

성은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여기서의 방송망은 디지털 방송을 의미한다.)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망과 연결되어 방

송망으로부터의 디지털 방송 신호와 IP 망으로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디지털 방송 신호와 통신 신호를 하

나의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 신호를 IP망으로 전달하기 위한 OLT(Optical Line

Terminal)(31), OLT(31)로부터 받은 디지털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를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의 통신 신호를 OLT(11)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ONU(Optical Network Terminal/Optical Network

Unit)(32), OLT(31)로부터의 디지털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λ1 ~ λ32)를 ONT/ONU(32)로 WDM 역다중화하여 전달하

는 WDM 역다중화기(33) 및 ONT/ONU(32)로부터의 통신 신호(λ1 ~ λ32)를 WDM 다중화하여 OLT(31)로 전달하는

WDM 다중화기(34)를 포함한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전송을 위하여 OLT(31)는 아날로그 방송 신호 증폭을 위한 광 증폭기(310),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디지털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와 결합하는 광 결합기(320)를 더 구비하고, 이에 따라 OLT(31)로부터의 방송 통신 신호를

아날로그 방송 신호(λA)와 디지털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λ1 ~ λ32 )로 분리하여 전송하는 광분파기(35), 광분파기(35)를

통해 분리된 아날로그 방송 신호(λA)를 광전 변환하는 광전 변환기(36), 변환된 전기적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각각의

ONT/ONU(32)에 분배하는 RF(Radio Frequency) 스플리터(Spliter)(37)를 더 포함하는 WDM-PON을 구성한다.

  그 구성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OLT(31)는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방송 데이터를 스위칭하기 위한

방송 스위치(311), 서비스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방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방송 채널 제어기(312), 통신 데이터를 상위

IP 망이나 ONT/ONU(32)로의 전송을 위한 통신/방송 다중화기(314)로의 방향을 스위칭하기 위한 제 1 이더넷 스위치

(313), 통신 데이터와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다중화하는 통신/방송 다중화기(314),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의

채널 정보 데이터와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통신 데이터를 분리하여 스위칭하기 위한 제 2 이더넷 스위치(315), 다중화된

통신/방송 데이터를 전/광 변환하는 광 송신기(316), ONT/ONU(32)에서 전송된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통신 데이터를

수신하여 광/전 변환하는 광 수신기(317), 광 변조된 파장별 신호들을 다중화하는 WDM 다중화기(318), ONT/ONU(32)

들에서 전송된 광 신호를 파장별로 분리하는 WDM 역다중화기(319)를 포함한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의 전송을 위하여 아

날로그 방송 신호 증폭을 위한 광 증폭기(310),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디지털 방송 신호 및 통신 신호와 결합하는 광 결합

기(32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ONT/ONU(32)는 OLT(31)에서 전송된 통신/방송 광 신호를 수신하여 광/전 변환하는 광 수신기(323), 통신 신

호와 디지털 방송 신호의 분리를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기(321),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선택 데이터와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통신 데이터를 합치기 위한 허브(hub) 스위치(322) 및 OLT(31)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전/광 변환하여 전송하는 광 송신기(324)를 포함한다.

  도 3 에 도시된 본 발명에 따른 WDM-PON의 동작을 살펴보면, 우선 하향으로의 전송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하향이라

함은 OLT(31)에서 ONT/ONU(32)로의 전송을 의미한다.

  우선, SO(Service Operator) 등으로부터 전달된 MPEG 디지털 방송 데이터는 방송 스위치(311)로 입력된다. 각 서비스

사용자는 시청하기를 원하는 TV 채널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TV 채널을 지정하는 신호를 방송 채널 선택 제어기

(312)가 방송 스위치로 전달하여, 각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을 선택하여 선택된 방송 채널 신호만 전달

되도록 제어한다. 이때, 각 서비스 사용자가 요구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은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최대 K 개의 디지털 방송

채널을 스위칭한다. 즉, 한 가정당 여러 대의 방송 수신기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서는 WDM-PON의 스펙으로 전송

가능한 최대 디지털 방송 채널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위 IP 망에서 전송된 통신 데이터는 제 1 이더넷 스위치(313)에서 각 서비스 사용자 별로 스위칭되어 디지털

방송 신호들과 함께 통신/방송 다중화기(314)로 입력된다. 통신/방송 다중화기(314)에서는 입력된 통신 및 방송 데이터를

TDM(time-division multiplexing), FDM(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의 채널로 다중

화한다. 도 4 는 FDM을 이용하여 통신/방송을 다중화한 예시도이고, 도 5 는 TDM을 이용하여 통신/방송을 다중화한 예

시도이다. 도 4 에서 통신 데이터(41)은 기저 대역(baseband)에 위치하고 K개의 디지털 방송 데이터(42, 43)은 통과 대역

(passband)에 위치한다. 그리고, 도 5 에서 통신 데이터와 K개의 디지털 방송 데이터는 시간 패킷으로 시간 축에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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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통신/방송 다중화기(314)에서 다중화된 통신 및 디지털 방송 데이터는 광 송신기(316)에서 전/광 변환되는데 각

각의 광 송신기(316)는 λ1 ~ λn의 고유한 송신 파장을 갖는다.

  그리고, 광 변조된 통신/방송 데이터는 WDM 다중화기(318)에서 다중화된 후 광 증폭기(310)에서 증폭된 λA의 아날로그

방송 광 신호와 광 결합기(320)에서 결합된다.

  그리고, 결합된 파장 다중화된 광신호는 광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데 수신부쪽의 광 분파기(35)를 통해 아날로그 방송

광신호(λA)가 분리된다. 그리고 λ1 ~ λn의 통신/방송 다중화 광신호는 WDM 역다중화기(33)에서 각 파장 별로 분리되어

각 ONT/ONU(32) 내의 광 수신기(323)에서 광/전 변환된다.

  그리고, 광/전 변환된 통신/방송 다중화 신호는 통신/방송 역다중화기(321)에서 K개의 디지털 방송 채널과 통신 데이터

로 역다중화된 후 서비스 사용자의 디지털 TV, 컴퓨터 등의 단말 장치로 전달된다.

  그리고, 광 분파기(35)에서 분파된 아날로그 방송 광신호는 광 수신기(36)에서 광/전 변환된 후 RF(Radio Frequency)

스플리터(37)에서 분파되어 각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전달된다.

  한편, 상향으로의 전송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상향이라 함은 ONT/ONU(32)에서 OLT(31)로의 전송을 의미한다.

  우선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OLT(31)로 전송되는 신호는 크게 원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을 시청하기 위한 방송 채

널 선택 신호와 컴퓨터 등에서 생성된 IP 통신 데이터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ONT/ONU(32)내의 허브 스위치(322)에

서 결합된 후 각 ONT/ONU(32) 별로 할당된 송신 파장으로 전/광 변환되어(324) WDM 다중화기(34)에서 다른 ONT/

ONU(32)들로부터 전송된 파장 신호들과 다중화된다.

  그리고, 다중화된 WDM 광 신호는 광 케이블을 거쳐 OLT(31)로 전송되고, OLT(31) 내의 WDM 역다중화기(319)에서

각 파장 별로 분리된다.

  그리고, 파장별로 분리된 각 파장 신호는 광 수신기(317)에서 광/전 변환된 후 제 2 이더넷 스위치(315)로 입력되는데,

이 스위치에서 방송 채널 선택 신호는 방송 채널 선택 제어기(312)로 스위칭하고 IP 통신 데이터는 IP 망과 연결된 제 1 이

더넷 스위치(313)으로 스위칭한다.

  그리고, 방송 채널 선택 제어기(312)로 입력된 신호는 방송 스위치(311)를 제어하는데 사용되고 제 1 이더넷 스위치

(313)로 전송된 신호는 상위 IP 망으로 전달된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의 또다른 실시예에 대한 구성도이다.

  도 6 에 도시된 실시예는 도 3 에 도시된 실시예와는 달리, 하향 파장(λ1 ~ λn)과 상향 파장(λn+1 ~ λ2n)을 다르게 사용

함으로써 OLT(61)내에 하나의 WDM 다중화/역다중화기(618)와 ONT/ONU(62) 쪽에 하나의 WDM 다중화/역다중화기

(63)를 사용한 것이다.

  그 동작 및 구성은 상향 파장과 하향 파장을 틀리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씩의 WDM 다중화/역다중화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 3의 실시예와 같다.

  도 7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이 다수개 병렬 연결된 시스템에 대한 일실시예 구성도이

다. 도 7 에 도시된 실시예는 L개의 WDM-PON OLT(707)와 L×n 개의 ONT/ONU(715)를 수용하는 WDM-PON 망의 구

성도로서 그 동작은 다음과 같다.

  우선, SO 또는 DMC(Digital Media Center)(701)로부터 전송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방송 신호는 디지털/아날로그 방송

분리기(702)에서 분리된다. 여기서 제공되는 디지털 방송에는 디지털 영상 신호를 포함한다.

  이중 디지털 방송은 디지털 방송 채널별 분리기(703)에서 각각의 MPEG 디지털 방송 채널로 분리된다. 분리된 각 디지털

방송 채널은 분파기(704)에서 L개로 분리되어 WDM-PON OLT들(707)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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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IP 망(705)에서 전송된 통신 데이터들은 고용량 이더넷 스위치(706)(또는 IP 라우터)에서 스위칭되어 각 WDM-

PON OLT(707)로 전송된다.

  그리고, WDM-PON OLT(707)로 전송된 통신 및 방송 데이터는 도 3 에서 설명한 과정을 거쳐 각 ONT/ONU 그룹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디지털/아날로그 방송 분리기(702)에서 분리된 아날로그 방송 신호는 광 증폭기(708), 광분파기(709) 및 광 결

합기(710)를 거쳐 각 OLT 출력과 결합된 후, 광 케이블을 거쳐 각 ONT/ONU 그룹으로 전송된다.

  각 ONT/ONU 그룹에서 아날로그 방송 광 신호는 광 분파기(711)에서 분리되어 광/전 변환(712)된 후 RF 스플리터

(713)를 거쳐 각 ONT/ONU(715)로 전송된다.

  그리고, λ1 ~ λn의 통신/방송 다중화 광 신호들은 WDM 역다중화기(714)에서 각 파장 별로 분리되어 각 ONT/

ONU(715)로 전송된다.

  한편, 도 7 에서 상향으로의 데이터 전송 및 방송 채널 선택 방식은 도 3 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

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파장분할 다중화 방식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고속, 대용량의 데이터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PON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방송의 수용을 위해 기존의 동축 케이블을 교체

하지 않고 디지털 방송을 통신 데이터와 다중화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위한 WDM-PON 시스템의

저 가격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가입자에게 하나의 파장으로 통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 비해 많은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어 향후 FTTH(Fiber To The Home) 도래시 효율적인 광가입자망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 Passive Optical Network)에 있어

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Internet Protocol)망과 연결되어, 방송망으로부터의 디지

털 방송 신호와 IP 망으로 제 1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로 할당하고 이를 전광 변환한 후 상기 디

지털 방송 신호와 상기 제 1 통신 신호를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제 2

통신 신호를 IP망으로 전달하기 위한 OLT(Optical Line Terminal);

  상기 OLT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상기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상기 서비스 사용자

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의 채널 정보 데이터와 상기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제 2 통신 데이터가 포함된 사용자 데이터를 상

기 OLT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ONU(Optical Network Terminal/Optical Network Unit);

  상기 OLT로부터의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상기 ONT/ONU로 WDM 역다중화하여 전달하는 제 1 WDM

역다중화기; 및

  상기 ONT/ONU로부터의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WDM 다중화하여 상기 OLT로 전달하는 제 1 WDM 다중화기를 포함하

는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 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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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OLT는,

  상기 방송망으로부터의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스위칭하기 위한 방송 스위치;

  상기 사용자 데이터에 포함된 서비스 사용자의 방송 채널 요청 정보에 따라, 상기 방송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방송 채널 제어기;

  상기 사용자 데이터에 포함된 상기 제 2 통신 데이터를 상기 IP 망으로 전송하거나 상기 제 1 통신 데이터를 상기 ONT/

ONU로 전송을 하도록 각각의 통신 데이터를 스위칭하기 위한 제 1 이더넷 스위치;

  상기 제 1 통신 데이터와 상기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다중화하는 통신/방송 다중화기;

  상기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전달된 사용자 데이터를, 상기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의 채널 정보 데이터와 상

기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제 2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기 위한 제 2 이더넷 스위치;

  상기 통신/방송 다중화기를 통해 다중화된 통신/방송 데이터를 전/광 변환하여 광 변조하는 제 1 광 송신기;

  상기 제 1 광 송신기를 통해 광 변조된 파장별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로 전달하는 제 2

WDM 다중화기;

  상기 ONT/ONU에서 전송된 광 신호를 파장별로 분리하는 제 2 WDM 역다중화기; 및

  상기 제 2 WDM 역다중화기를 통해 파장별로 분리된 광신호를 광/전 변환하는 제 1 광 수신기를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

합이 가능한 WDM PON.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ONT/ONU는,

  상기 제 1 WDM 역다중화기를 통해 상기 OLT에서 전송된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수신하여 광/전 변환하

는 제 2 광 수신기;

  상기 제 2 광 수신기를 통해 수신된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상기 제 1 통신 신호와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로 분

리하기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기;

  상기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상기 디지털 방송 선택 데이터와 상기 서비스 사용자로

부터 상기 IP망으로의 통신 데이터를 합친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허브(hub) 스위치; 및

  상기 OLT로 상기 허브 스위치를 통해 합쳐진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전/광 변환하여 광 변조하고 상기

제 1 WDM 다중화기로 전달하는 제 2 광 송신기를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 PON.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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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OLT와 상기 ONT/ONU 간의 광전송을 위한 파장은 상기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해 하나씩의 파장으로 할당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 PON.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OLT는,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광변조하여 증폭하기 위한 광 증폭기; 및

  상기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와 결합하기 위한 광 결합기를 더 구비하여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입력받아 전송하고,

  상기 OLT로부터 상기 아날로그 방송 신호가 결합된 광 신호를 상기 아날로그 방송 신호와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로 분리하여 전송하는 광분파기;

  상기 광분파기를 통해 분리된 상기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광전 변환하는 광전 변환기;

  상기 광/전 변환된 전기적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상기 ONT/ONU에 분배하는 RF(Radio Frequency) 스플리터(Spliter)

를 더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 PON.

청구항 6.

  파장 분할 다중화 방식의 수동형 광 가입자망(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 Passive Optical Network)에 있어

서,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망 및 통신 서비스를 위한 IP(Internet Protocol)망과 연결되어, 방송망으로부터의 디지

털 방송 신호와 IP 망으로 제 1 통신 신호를 입력받아 전광 변환한 후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와 상기 제 1 통신 신호를 하나

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로 전송하고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제 2 통신 신호를 IP망으로 전달하기 위한

OLT(Optical Line Terminal);

  상기 OLT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상기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상기 서비스 사용자

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의 채널 정보 데이터와 상기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제 2 통신 데이터가 포함된 사용자 데이터를 상

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와는 다른 파장의 광신호로 상기 OLT로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측 장치인 ONT/

ONU(Optical Network Terminal/Optical Network Unit); 및

  상기 OLT로부터의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ONT/ONU로 WDM 역다중화하여 전달하고, 상

기 ONT/ONU로부터의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WDM 다중화하여 상기 OLT로 전달하는 제 1 WDM 다중화/역다중화기를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 PON.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OL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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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방송망으로부터의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스위칭하기 위한 방송 스위치;

  상기 사용자 데이터에 포함된 서비스 사용자의 방송 채널 요청 정보에 따라, 상기 방송 스위치를 제어하여 상기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방송 채널 제어기;

  상기 사용자 데이터에 포함된 상기 제 2 통신 데이터를 상기 IP 망으로 전송하거나 상기 제 1 통신 데이터를 상기 ONT/

ONU로 전송을 하도록 각각의 통신 데이터를 스위칭하기 위한 제 1 이더넷 스위치;

  상기 제 1 통신 데이터와 상기 디지털 방송 데이터를 다중화하는 통신/방송 다중화기;

  상기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전달된 사용자 데이터를, 상기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의 채널 정보 데이터와 상

기 서비스 사용자로부터의 제 2 통신 데이터로 분리하기 위한 제 2 이더넷 스위치;

  상기 통신/방송 다중화기를 통해 다중화된 통신/방송 데이터를 전/광 변환하여 광 변조하는 제 1 광 송신기;

  상기 제 1 광 송신기를 통해 광 변조된 파장별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로 전달하고 상기

ONT/ONU에서 전송된 광 신호를 파장별로 분리하는 제 2 WDM 다중화/역다중화기; 및

  상기 제 2 WDM 다중화/역다중화기를 통해 파장별로 분리된 광신호를 광/전 변환하는 제 1 광 수신기를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 PON.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ONT/ONU는,

  상기 제 1 WDM 다중화/역다중화기를 통해 역다중화된, 상기 OLT에서 전송된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수

신하여 광/전 변환하는 제 2 광 수신기;

  상기 제 2 광 수신기를 통해 수신된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를 상기 제 1 통신 신호와 상기 디지털 방송 신호

로 분리하기 위한 통신/방송 역다중화기;

  상기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방송 채널을 선택하기 위한 상기 디지털 방송 선택 데이터와 상기 서비스 사용자로

부터 상기 IP망으로의 통신 데이터를 합친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허브(hub) 스위치; 및

  상기 OLT로 상기 허브 스위치를 통해 합쳐진 상기 사용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전/광 변환하여 광 변조하고 상기

제 1 WDM 다중화/역다중화기로 전달하는 제 2 광 송신기를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 PON.

청구항 9.

  제 6 항 내지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OLT는,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광변조하여 증폭하기 위한 광 증폭기; 및

  상기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와 결합하기 위한 광 결합기를 더 구비하여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입력받아 전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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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OLT로부터 상기 아날로그 방송 신호가 결합된 광 신호를 상기 아날로그 방송 신호와 상기 하나의 방송/통신 통합

광신호로 분리하여 전송하는 광분파기;

  상기 광분파기를 통해 분리된 상기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광전 변환하는 광전 변환기;

  상기 광/전 변환된 전기적 아날로그 방송 신호를 상기 ONT/ONU에 분배하는 RF(Radio Frequency) 스플리터(Spliter)

를 더 포함하는 방송, 통신 융합이 가능한 WDM PON.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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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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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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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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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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