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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접속 또는 접속바꿈에 의한 광섬유 코드의 얽힘을 방지할 수 있고, 고밀도 실장가능한 광배선반이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광배선반은, 광커넥터 어댑터를 다수 배열하여 되는 커넥터 접속반과 광섬유 코드 중 미접속의 광섬유 코드
를 보류하기 위한 보류부를 갖는 광배선반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접속반과 상기 보류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광섬유 
코드를 수용·유지할 수 있는 광섬유 코드 통과구를 연직방향으로 복수개 나열하여 되는 정렬반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광섬유 코드를 복수개군으로 나누어 정렬시킬 수 있고, 사용중과 보류중의 광섬유 코드를 공간적으
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광섬유 코드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으므로, 광섬유 코드의 얽힘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광섬유 코드에 하중이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배선반 내의 광전송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
으므로, 광배선반을 고밀도화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반을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반의 정렬부재를 상세하게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3은 정렬부재의 다른 예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4는 정렬부재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광섬유 코드의 일예를 나타낸 외관도이고,

도 6a 및 도 6b은 도 5의 광섬유 코드를 이용한 집합형 광섬유 코드를 나타낸 개략구성도이고,

도 7은 도 6a 및 도 6b의 집합형 광섬유 코드의 배선반에의 접속상태를 설명하는 설명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광섬유 코드의 변형예를 나타낸 외관도이고,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광섬유 코드의 다른 변형예를 나타낸 외관도이고,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광섬유 코드의 다른 변형예를 나타낸 외관도이고,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광섬유 코드의 다른 변형예를 나타낸 외관도이고,

도 12는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광섬유 코드의 다른 변형예를 나타낸 외관도이고,

도 1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광섬유 코드의 다른 변형예를 나타낸 외관도이고,

도 1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광섬유 코드의 다른 변형예를 나타낸 외관도이고,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을 포함하는 소내 설비의 구성을 나타낸 구성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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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과 설비 센터 내에 있는 다른 설비와의 접속형태를 나타낸 도면
이고,

도 1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제3실시예를 나타낸 평면도이고,

도 1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제3실시예를 나타낸 평면도이고,

도 19a 및 도 19e는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정렬반을 이용한 점퍼방식을 나타낸 설명도이고,

도 20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접속반의 일부분을 나타낸 정면도이고,

도 21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제9실시예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22는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제10실시예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2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제10실시예의 광배선반을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24a 및 도 24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제10실시예의 스플리터 기능을 갖는 광 점퍼기
능부의 일예를 나타낸 개략구성도이고,

도 25a 및 도 25b는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제10실시예의 스플리터 기능을 갖지 않는 광점
퍼 기능부를 나타낸 개략구성도이고,

도 2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제11실시예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27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제12실시예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28은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의 제13실시예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29는 종래의 FTM을 포함하는 소내 설비를 나타낸 구성도이고,

도 30은 종래의 설비 센터 내의 소내 설비의 배치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31은 광커플러 및 FS를 구비하는 종래의 FTM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32는 종래의 FTM 에 있어서의 접속부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수심의 광섬유 코드를 커넥터로 접속 또는 접속바꿈을 행하는 광배선반, 및 시설 밖의 광섬유와 시설 안의 
전송장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광배선의 정보를 관리하여 광배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광배선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광배선반은, 광커넥터 어댑터를 다수 배열하여 되는 커넥터 접속반과 광커넥터 플러그가 장착된 광섬유 코드 중 
미접속의 광섬유 코드를 보류하기 위한 보류반을 구비한 것으로서, 접속 또는 접속바꿈에서는 다음의 3가지 작업이 행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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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류반에 보류되어 있는 광섬유 코드의 광커넥터 플러그를 접속반의 임의의 위치의 광커넥터 어댑터에 접속한다.

(2) 접속반의 임의의 위치의 광커넥터 어댑터에 접속되어 있는 광섬유 코드의 광커넥터 플러그를 빼내고, 다른 광커넥
터 어댑터로 접속바꿈를 행한다.

(3) 접속반의 임의의 위치의 광커넥터 어댑터에 접속되어 있는 광섬유 코드의 광커넥터 플러그를 빼내고, 보류반에 보
류한다.

그러나, 이들 작업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다수의 광섬유 코드끼리가 얽히기 때문에,

1. 상기 작업의 반복수개에 따라 광섬유 코드끼리의 얽힘 상태는 복잡해져 접속반의 임의의 위치에 광섬유 코드가 닿지 
않게 되고,

2. 광섬유 코드 하나에 다른 광섬유 코드의 하중이 걸려, 광섬유 코드를 변형시키며,

3. 마찬가지로, 광섬유 코드에 가해진 힘은 광섬유 코드 선단의 광커넥터 플러그의 접속부에 전달되어 광손실을 증가시
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광배선반의 고밀도화를 도모할 수 없었다.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 등과 같은 집합형 광섬유 코드가 있다.

이러한 집합형 광섬유 코드는, 광섬유 코드를 복수개씩 묶어 유니트로 한 다음, 이 유니트를 복수개 합함으로써 구성된
다.

이와 같은 집합형 광섬유 코드는, 각 유니트 내에서 광섬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광섬유 코드의 외피에 식별기호가 
직접 인쇄되거나, 광섬유 코드의 외피에 식별기호를 부여한 링이 장착되어 있다.

그런데 광섬유 통신망이 확대됨에 따라, 배선반 내에서 폭주(輻輳)화된 배선의 접속바꿈이 빈번히 행해지게 되므로, 상
술한 바와 같은 집합형 광섬유 코드를 수용하는 정렬반의 근방부분에 있어서는 접속바꿈이 행해지는 광섬유 코드와, 접
속을 해제받아 보류반에 수용되는 광섬유 코드가 모이게 된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은 집합형 광섬유 코드에 있어서
는 각 광섬유 코드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집합형 광섬유 코드에 있어서는, 각 유니트 내에서 광섬유 코드를 식별할 수는 있지만 
그 식별기호가 유니트마다 동일하므로, 유니트의 포박(捕縛)을 해제하여 버리면 원하는 광섬유 코드를 특정하기가 어
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은 배선반 내의 배선에 사용되는 집합형 광섬유 코드에 있어서는, 1심 단위로 다른 방향으로 배선
되거나 배선바꿈되므로 포박한 유니트인 채로 배선할 수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고도의 광통신망에 설치되는 설비 센터에 있어서는, 상기 센터 밖의 광섬유와 상기 센터 안의 전송장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설비 센터 내의 광배선에 대하여, 그들 정보를 관리하여 광배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광배선 시
스템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이와 같은 시스템에 사용되는 종래의 광섬유 케이블 종단장치(FTM : Fiber Termination Module)의 예를 이
하에 설명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FTM은 가입자 광섬유 케이블과 설비 센터국 건물의 소내(所內) 광섬유 케이블과의 접속점에 설치된다. 종
래예로는, 전자정보통신학회 기술연구보고 CS95-50, CS95-16, pp59-66 「광선로 시험 시스템의 고속화·대용량
화 기술에 관한 검계(檢計)」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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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는 이와 같은 종래의 FTM을 포함하는 소내 설비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30은 설비 센터 내의 소내 설
비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면에 있어서, 참조부호 1은 FTM, 2는 광커플러, 3은 광섬유 선택장치(FS : Fiber 
Selector), 4는 광커플러(2)로부터의 시험용 분기 광섬유, 5는 광합분파기, 6은 전송장치측 광필터, 7은 통신계 광가
입자선 단국장치, 8은 영상계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9는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수용 모듈, 10은 스타 커플러 모듈, 11은 
시험장치 모듈(TEM : Test Equipment Module), 12는 시험장치, 13은 광섬유 선택장치 제어 및 시험장치 선택장치
(FTES), 14는 FS 마스터측 광섬유, 15는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 16은 제2 소내 광섬유 케이블, 17은 가입자계 광
섬유 케이블, 18은 가입자측 광필터, 19는 통신계 광가입자선 종단장치, 20은 영상계 광가입자선 종단장치이다.
    

도 29를 참조하여 광섬유를 통해 통신 및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높
은 신뢰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 센터 내에는 FTM(l),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수용모듈(9), 스타 커플러 모듈(10), 
TEM(11)이 설치되어 있다.

    
통신을 제공하는 통신계 광가입자선 단국장치(7)로부터 출력되는 1.3㎛대의 통신광과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상계 
광가입자선 단국장치(8)로부터 출력되는 1.55㎛대의 통신광은,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15)을 통해 스타 커플러 모듈
( 10)에 입사된다. 이러한 스타 커플러 모듈(10)의 광합분파기(5)에 있어서, 1.3㎛ 대와 1.55㎛대의 통신광이 파장다
중되고, 또한 복수개 출력 포트에 파장다중된 통신광이 똑같이 분배된다. 이러한 광합분파기(5)의 각 포트로부터 출력
되는 통신광은, 제2 소내 광섬유 케이블(16)을 통해 FTM(1)에 입사된다. FTM(1)에 입사된 통신광은 시험광을 합분
파하는 광커플러(2)를 통과하고,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17)을 통해 통신계 광가입자선 종단장치(19) 및 영상계 광
가입자선 종단장치(20)에 파장분파되어, 통신 및 영상 서비스로서 제공된다.
    

    
광섬유 케이블의 포설 및 보수시 설비 센터 내로부터 광섬유를 시험하는 방법을 이하에 설명하기로 한다. FTM(1) 내
의 FS(3)에 의해 광커플러(2)로부터의 시험용 분기 광섬유(4)와 TEM(l1) 내의 시험장치(12)에 접속되어 있는 FS 
마스터측 광섬유(14)를 선택적으로 광결합한다. 그리고, TEM(l1) 내의 FTES(13)에 의해 시험장치(12) 내의 광펄
스 시험기를 선택한다. 이상에 의해 광펄스 시험기로부터의 시험광이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17)에 입사되어, 손실분
포 측정 및 고장위치 탐사가 신속하게 행해진다.
    

    
여기서, 시험을 행할 때 시험광이 통신계 광가입자선 종단장치(19) 및 영상계 광가입자선 종단장치(20)로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광을 차단하고 통신광을 투과하는 가입자측 광필터(18)가 통신계 광가입자선 종단장치(1
9) 및 영상계 광가입자선 종단장치(20)의 직전에 설치된다. 그리고, 통신계 광가입자선 단국장치(7)에 시험광 및 영상
계 광가입자선 단국장치(8)로부터 출력되는 1.55㎛대의 통신광의 반사광 등이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광 
및 1.55㎛대의 통신광을 차단하고 1.3㎛대의 통신광을 투과하는 전송장치측 광필터(6)가 광합분파기(5)의 1.3㎛대의 
통신광의 입력 포트에 설치된다.
    

    
도 31은 광커플러(2) 및 FS(3)를 구비하는 종래의 FTM(1)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도 29의 각 부분에 대응
하는 부분에는 동일한 참조부호가 사용되고 있다. 도 31에 있어서, 참조부호 21은 여장(余長)나눔 부재, 22는 여장처
리 랙(rack)이다. FTM(1)의 좌측은 광커플러(2)가 각 단마다에 복수개 유니트 나란히 수용되어 있고, 이러한 각 광
커플러(2)로부터 분기된 시험용 분기 광섬유(4)가 최하부에 배치되어 있는 FS(3)에 접속된다. 그리고, 우측에는 주로 
제2 소내 광섬유 케이블(16)의 접속여장을 수용하기 위한 여장나눔 부재(21) 및 여장처리 랙(22)이 배치된 여장 수용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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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2는 종래의 FTM에 있어서의 접속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도 29 및 도 31의 각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에
는 동일한 참조부호가 사용되고 있다. 도 32에 있어서, 참조부호 23은 광커넥터 어댑터, 24는 광커넥터, 25은 단심 테
이프 심접속부이다. 광커플러(2)에는, 미리 단심 테이프 심접속부(25) 및 광커넥터(24)가 장착되어 있다.

서비스 시작시에는,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17) 및 FS 마스터측 광섬유(14)를 광커플러(2)에 접속한다. 다음 이 광
커플러(2)에 접속된 광커넥터 어댑터(23)에 제2 소내 광섬유 케이블(16) 측의 광커넥터(24)를 접속하여 서비스 시작
으로 된다.

광 액세스망의 정비에 따라 광가입자용 광섬유가 증대하고 있으며, 설비 센터에 있어서는 바닥면적당 수용하는 심선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 필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설비 센터 내에 있어서의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수용 모듈(OLT모듈)-스
타 커플러 모듈-FTM간은 메쉬 형상으로 광배선되어 있어, 광섬유 케이블이 폭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제2 소내 광섬유 케이블(16)이 여장나눔 부재(21)로부터 광커플러(2)에 이르는 배선경로의 길이는 똑같지 않
으므로, 제2 소내 광섬유 케이블(16)에는 필연적으로 광커플러(2)에 연결하는 광섬유 부분에 여장이 발생하며, FTM 
에 있어서의 수용 심선의 고밀도화를 행할 경우 이러한 여장처리가 문제가 된다.

종래의 FTM에서는, 여장나눔 부재(21) 및 여장처리 랙(22)에 의해 FTM의 전면에서 제2 소내 광섬유 케이블(16)의 
여장을 수납하는 설계로 되어 있다. 건설공사 혹은 고장복구 공사 등에 의해 가입자 광섬유 케이블과 소내 광섬유 케이
블과의 광섬유의 절환접속을 행할 때, 절환하는 광섬유와 그 이외의 광섬유와의 얽힘을 풀어 잘못 절단하는 일이 없도
록 작업을 하므로, 그 작업에 긴 시간을 요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첫번째 목적은, 접속 또는 접속바꿈에 의한 광섬
유 코드의 얽힘을 방지할 수 있고, 고밀도 실장가능한 광배선반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두번째 목적은, OLT 모듈-스타 커플러 모듈- FTM간의 효과적인 배선나눔 및 접속바꿈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가입자 광섬유 케이블 및 소내 광섬유 케이블의 고밀도 실장을 실현하여, 절환접속 작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광
배선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광배선반은, 광커넥터 어댑터를 다수 배열하여 되는 커넥터 접속반과, 광섬유 코드 중 미접속의 광섬유 코드
를 보류하기 위한 고정부를 갖는 광배선반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접속반과 상기 고정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광섬유 
코드를 수용·유지할 수 있는 광섬유 코드 통과구를 연직방향으로 복수개 나열하여 되는 정렬반을 설치한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본 발명의 광배선반에 의하면, 광섬유 코드를 복수개군으로 나누어 정렬시킬 수 있고, 사용중과 보류중의 광섬유 코드
를 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광섬유 코드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으므로, 광섬유 코드의 얽힘을 방지할 수 있
다.

또한, 다른 광섬유 코드에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배선반 내의 광전송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광배선반을 고밀도화할 수 있다.

또한, 정렬반의 적용에 의해 광섬유 코드끼리의 얽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광배선반에서의 작업성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소형 광커넥터 어댑터, 소형 광커넥터 플러그가 장착된 가는(細徑) 광섬유 코드 채용에 의한 광배선반의 고밀
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광가입자망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섬유 코드는, 외피에 식별기호 및 식별색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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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집합형 광섬유 코드는, 상술한 광섬유 코드를 복수개 묶은 유니트를 복수개 합하여 구성되는 집합형 광섬유 
코드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 코드의 상기 식별색이 상기 유니트마다 다르고, 상기 광섬유 코드의 상기 식별기호가 적어
도 상기 유니트 내에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광섬유 코드 및 이를 이용하는 집합형 광섬유 코드에 의하면, 광섬유 케이블의 외피 또는 각 유니트의 포박을 
해제한 상태라도 식별색에 의해 원하는 유니트의 광섬유 코드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고, 게다가 식별기호에 의해 원
하는 1심의 광섬유 코드를 용이하게 선별할 수가 있으며, 접속바꿈을 신속하게 행할 수 있다. 그 결과, 배선반 내에서의 
작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앞으로의 광통신의 진전을 맞이하여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제
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광배선 시스템은, 광가입자선 단국장치와 접속하는 복수개의 제1 광섬유 케이블을 성단(成端)하는 단국장치
측 성단기능부와, 복수개의 광가입자 단말장치와 접속하는 제2 광섬유 케이블을 성단하는 단말장치측 성단기능부와, 상
기 제1 광섬유 케이블의 임의의 광섬유와 상기 제2 광섬유 케이블의 임의의 광섬유를 접속바꿈하는 교차접속 기능부와, 
상기 단국장치측 성단기능부로부터의 임의의 광섬유를 복수개의 상기 교차접속 기능부에 접속하는 광배선 기능부와, 상
기 제1 광섬유 케이블의 광섬유 및 상기 제2 광섬유 케이블의 광섬유에 시험광을 입출력하는 시험 액세스 기능부, 및 
상기 시험 액세스 기능부의 시험광의 입출력 포트를 선택하는 광섬유 선택기능부를 구비한 광배선 모듈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광배선 시스템에 의하면, 설비 센터 내의 광섬유 케이블을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가지런히 배선할 수 있어 배
선경로의 폭주를 회피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각 실시의 형태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1 실시의 형태]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반을 나타내는 구성도이다. 도면에 있어서, 참조부호 101은 배선반 본체, 
102는 배선반 본체(101)의 소정위치에 설치된 커넥터 접속반, 103은 배선반 본체(101)의 다른 소정위치에 설치된 보
류반, 104는 단부에 광커넥터 플러그(105)를 장착한 광섬유 코드, 106은 배선반 본체(101)에 광섬유 코드(104)(또
는 광섬유 케이블)를 끌어 넣기 위한 수용부, 107은 배선반 본체(101)의 커넥터 접속반(102)과 보류반(103) 사이에 
설치된 정렬반이다.
    

커넥터 접속반(102)은 광커넥터 플러그(105)끼리를 접속하기 위한 광커넥터 어댑터(108)를 다수 배열하고 있다. 보
류반(103)은 광커넥터 플러그(105)를 계지하는 계지부(미도시)를 복수개 구비하고, 수용부(106)로부터 끌어 들여진 
광섬유 코드(104) 중 미접속의 광섬유 코드(104)를 보류한다.

정렬반(107)은 정렬부재 취부틀(109)을 통하여 정렬부재(110)를 복수개 연직방향으로 나열하여 구성되어 있다.

도 2는 정렬부재(110)를 상세하게 나타낸 것으로서, 전체가 대략 ㄷ자형을 가지고, 마주보는 두 개의 아암부분(111, 
112)에는 각각 적어도 하나의 광섬유 코드를 대략 수평방향으로 수용·유지할 수 있는 광섬유 코드 통과구(113, 114)
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통과구(113, 114)의 측방에는 광섬유 코드(104)를 출입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슬릿형상(또
는 개폐식)의 개구부(113a, 114a)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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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렬반(107)에는 각 광섬유 코드 통과구(113, 114)가 연직방향으로 복수개 나란히 있게 된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수용부(106)로부터 배선반 본체(101) 내로 끌어 넣어진 광섬유 코드(104)는 모두 정렬반(107) 
중 어느 하나의 광섬유 코드 통과구(113)(입구측)에 통과되고, 또한 상기 광섬유 코드(104) 중 접속되는 것(사용중)
은 광섬유 코드 통과구(114)(출구측)에 통과된 다음, 커넥터 접속반(102) 측에 둘러쳐져 광커넥터 어댑터(108)에 접
속되고, 보류되는 것은 통과구(114)에 통과되지 않고 보류반(103) 측에 둘러쳐져(그 계지부에 계지되어) 보류된다.

보류중의 광섬유 코드(104)를 접속할 때는, 보류반(103)의 계지부로부터 광커넥터 플러그(105)를 빼고, 상기 광섬유 
코드(104)를 정렬반(107)의 근방에서 끌어당겨 얽힘을 해제한 다음, 광커넥터 플러그(105)를 커넥터 접속반(102)의 
임의의 광커넥터 어댑터(108)에 접속하고, 개구(114a)로부터 광섬유 코드 통과구(114)에 삽입한다.

이와 동일하게 하여, 커넥터 접속반(102)에 접속된 광섬유 코드(104)를 다른 광커넥터 어댑터(108) 혹은 보류반(10
3)에 접속바꿈할 수 있다.

여기서, 각 정렬부재(110)에 광섬유 케이블 단위의 광섬유 코드(104)를 수용함으로써, 광섬유 케이블간의 광섬유 코
드를 분리할 수 있고, 광섬유 코드(104)의 얽힘을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정렬부재(110)를 다수 배열한 정렬반(10
7)을 사용함으로써, 광배선반 내의 광전송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종래와 비교하여 광배선반의 고밀도
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 3은 정렬부재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한쪽의 아암부분에 두개의 광섬유 코드 통과구를 마련한 예
를 나타낸다. 즉, 도면에 있어서, 참조부호 120은 정렬부재이고, 전체가 대략 ㄷ자형상을 가지며, 한쪽의 아암부분(12
1)에는 상기와 동일한 광섬유 코드 통과구(123)가 마련되고, 또한, 다른 한쪽의 아암부분(122)에는 상기와 동일한 광
섬유 코드 통과구(124, 125)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통과구(123, 124, 125)의 상방에는 상기와 동일한 개구부(1
23a, 124a, 125a)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구성에 있어서, 수용부(106)로부터 배선반 본체(101) 내로 끌어 넣어진 광섬유 코드(104)는 모두 광섬유 코드 
통과구(123)(입구측)에 통과되고, 또한 상기 광섬유 코드(104) 중 접속되는 것(사용중)은 광섬유 코드 통과구(124)
(출구측)에 통과된 다음, 커넥터 접속반(102) 측에 둘러쳐져 접속되고, 보류되는 것은 광섬유 코드 통과구(125)(출구
측)에 통과된 다음, 보류반(103) 측에 둘러쳐져 보류된다.

    
보류중의 광섬유 코드(104)를 접속할 때는, 보류반(103)의 계지부로부터 광커넥터 플러그(105)를 빼고, 정렬부재(1
20)의 통과구(125)의 위치에 광커넥터 플러그(105)가 올 때까지, 상기 광섬유 코드(104)를 정렬반(107)의 근방에
서 끌어당겨 얽힘을 해제한 다음, 개구(125a)를 통해 광섬유 코드 통과구(125)로부터 빼내고, 광커넥터 플러그(105)
를 커넥터 접속반(102)의 임의의 광커넥터 어댑터(108)에 접속하고, 개구(124a)로부터 광섬유 코드 통과구(124)에 
삽입한다.
    

이와 동일하게 하여, 커넥터 접속반(102)에 접속된 광섬유 코드(104)를 다른 광커넥터 어댑터(108) 혹은 보류반(10
3)에 접속바꿈할 수 있다.

    
도 4는 정렬부재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전체가 대략 ㅁ자형상을 이루고, 게다가 광섬유 코드를 
광배선반 본체에 대하여 전후방향으로 통과시키도록 한 예를 나타낸다. 즉, 도면에 있어서, 참조부호 130은 정렬부재로
서, 전체가 대략 ㅁ자형상을 가지고, 일부분(131)에는 상기와 동일한 광섬유 코드 통과구(132)가 마련되고, 또한 일부
분에 대향하는 타부분(132)에는 상기와 동일한 광섬유 코드 통과구(134, 135)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통과구(13
3, 134, 135)에는 상기와 동일한 개구부(133a, 134a, 135a)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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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광섬유 코드 통과구(134, 135)가 도 3의 광섬유 코드 통과구(124, 125)에 대응하며, 그 작용·효과는 도 3
의 경우와 동일하다.

또한, 정렬부재에 수용하는 광섬유 코드로는 광섬유 케이블 내의 광섬유 코드 이외에 광부품류와 접속한 광섬유 코드도 
포함된다. 이 경우, 광부품류와 접속한 광섬유 코드를 일정수 집합하여 정렬부재에 수용함으로써, 상기와 동일한 운용
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접속 또는 접속바꿈을 행할 때 정렬부재를 사용함으로써 광섬유 코드의 얽힘을 해제하고, 사용중 및 보류중
인 광섬유 코드를 분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접속 또는 접속바꿈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 있어서도, 광섬유 코드의 얽힘
을 회피할 수 있다.

[제2 실시의 형태]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광섬유 코드 및 이를 이용하는 집합형 광섬유 코드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
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2 실시형태에 따른 광섬유 코드의 일례를 나타내는 외관도, 도 6a 및 도 6b은 도 5의 광섬유 코드
를 이용한 집합형 광섬유 코드의 개략구성도, 도 7은 도 6a 및 도 6b의 집합형 광섬유 코드의 배선반에의 접속상태를 
설명하는 설명도이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내부에 심선을 갖는 광섬유 코드(210)의 외피(211)에는 식별기호(212)가 상기 광섬유 코
드(210)의 길이 방향을 따라 소정의 간격(바람직하기로는 20∼50mm 간격)으로 복수개 부여되어 있다. 이 식별기호
(212)는 2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지며, 상기 광섬유 코드(210)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종방향임과 동시에, 소정의 간격
으로 서로 이웃하는 상하방향이 서로 역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광섬유 코드(210)의 상기 외피(211)에는 식
별색인 컬러 도트(213)가 상기 광섬유 코드(210)의 길이 방향에 걸쳐 소정의 간격(바람직하기로는 20∼50mm 간격)
으로 복수개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광섬유 코드(210)를 이용하여, 도 6a 및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개씩 포박하여 유니트(300)를 구성하
고, 이 유니트(300)를 복수개 합하여 집합형 광섬유 코드(310)를 구성하거나(도 6a 참조), 혹은 외피(321)를 마련한 
집합형 광섬유 코드(310)인 광섬유 케이블(320)을 구성한다(도 6b 참조).

이와 같이, 상기 광섬유 코드(210)의 컬러 도트(213)를 상기 유니트(300)마다 다르게 함과 동시에, 상기 광섬유 코드
(210)의 식별기호(212)를 상기 유니트(300) 내에서 다르게 하면, 광섬유 케이블(320)의 외피(321) 또는 각 유니트
(300)의 포박을 해체한 상태라도 컬러 도트(213)에 의해 원하는 유니트(300)의 광섬유 코드(210)를 용이하게 판별
할 수 있고, 또한 식별기호(212)에 의해 원하는 1심의 광섬유 코드(210)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선반(201)의 접속반(202)에 집합형 광섬유 코드(310)의 각 광섬유 코드(21
0)의 일단측을 각각 다르게 배선하고, 정렬반(203)에 상기 집합형 광섬유 코드(310)의 각 광섬유 코드(210)의 타단
측을 수용함과 동시에 광섬유 케이블(320)의 각 광섬유 코드(210)의 일단측을 수용하고, 상기 광섬유 케이블(320)의 
일부의 광섬유 코드(210)의 타단측을 외부계에 배선하고, 상기 광섬유 케이블(320)의 나머지 광섬유 코드(210)의 타
단측을 보류반(204)에 배선하고, 정렬반(203)에 일단측을 수용받은 광섬유 케이블(320)의 광섬유 코드(210)의 타단
측을 접속바꿈하는 경우라도, 상술한 바와 같이 컬러 도트(213) 및 식별기호(212)에 의해 원하는 1심의 광섬유 코드
(210)를 용이하게 선별할 수 있고, 접속바꿈을 신속하게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배선반(201) 내에서의 작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광통신의 진전을 맞이하여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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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섬유 코드(210)의 외피(211)에 길이방향을 따라 소정의 간격으로 식별기호(212) 
및 컬러 도트(213)를 복수개 부여하였으므로, 길이방향의 위치에 관계없이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식별기호(212)가 광섬유 코드(210)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종방향임과 동시에 소정
의 간격으로 서로 이웃하는 상하방향이 서로 역방향으로 되어 있으므로, 광섬유 코드(210)의 둘레방향 어느 측으로부
터도 육안에 의한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길이방향을 따라 소정의 간격으로 컬러 도트(213)를 외피(211)에 복수개 부여한 광섬유 
코드(210)를 사용하였지만, 예컨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외피(211)에 식별색인 컬러 라인(223)을 길이방향에 
걸쳐 연속하여 부여한 광섬유 코드(220)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식별기호(212) 및 컬러 도트(213)를 외피(211)에 둘레방향에 걸쳐 소정의 간격으
로 복수개(바람직하기로는 둘레방향에 등간격으로 2군데) 부여한 광섬유 코드(230)로 하거나,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식별기호(212) 및 컬러 라인(223)을 외피(211)에 둘레방향에 걸쳐 소정의 간격으로 복수개(바람직하기로는 둘
레방향에 등간격으로 2군데) 부여한 광섬유 코드(240)로 하면, 이들 광섬유 코드(230, 240)가 꼬임을 발생하여도 육
안에 의한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종방향임과 동시에, 소정의 간격으로 서로 이웃하는 상하방향이 서
로 역방향이 되는 식별기호(212)를 외피(211)에 부여한 광섬유 코드(210)를 사용함으로써, 광섬유 코드(210)의 둘
레방향 어느 측으로부터도 육안에 의한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예컨대, 도 11, 도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길이방향에 대하여 횡방향임과 동시에, 소정의 간격으로 서로 이웃하는 상하방향이 서로 역방향이 되는 식별기호
(252)를 외피(211)에 부여한 광섬유 코드(250, 260)를 사용함으로써, 광섬유 코드(210)의 길이 방향 어느 쪽으로부
터도 육안에 의한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본 실시의 형태 또는 상술한 다른 예에 있어서는, 길이방향을 따라 컬러 도트(213) 또는 컬러 라인(223)을 외
피(211)에 부여한 광섬유 코드(210, 220)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예컨대, 도 13,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컬러 수지
로 이루어지는 외피(271)를 사용하여 상기 외피(271)의 외관색을 식별색으로 한 광섬유 코드(270, 280)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2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식별기호(212)를 외피(211)에 부여한 광섬유 코드(210)
를 사용하였으나, 예컨대,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식별기호를 외피에 부여한 광섬유 코드를 사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식별기호(212)는 적어도 유니트(300) 내에서 다르면 충분하지만, 모든 유니트의 광섬유 코드에서 달라도 좋다.

[제3 실시형태]

본 발명의 제3 실시형태에 따른 광배선 시스템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1 실시예〕

도 15는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을 포함하는 소내 설비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16은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과 
설비 센터 내에 있는 다른 설비와의 접속형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면에 있어서, 참조부호 401은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 402은 광커플러, 403은 광섬유 선택장치(FS), 407은 통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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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가입자선 단국장치, 408은 영상계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409는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수용모듈, 410은 스타 커플러 
모듈, 411은 시험장치 모듈(TEM), 415는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 417은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 426는 시험 액세
스 기능부, 427은 교차접속 기능부, 428는 스플리터 기능부, 429는 광배선 기능부, 430은 광섬유 선택기능부, 431은 
작업지원 휴대단말, 432는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 433은 종합 광배선 관리부, 434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435은 
다른 설비 오퍼레이션 시스템, 436은 통합형 광배선 모듈(IDM: Integrated Distribution Module), 437은 통합형 광
배선 모듈 내의 광배선 정보, 구성품 정보 및 회선정보를 관리하는 광배선 관리기능부, 439는 장치간 인터페이스, 471
은 광시험 기능부와 모니터 기능부 및 광섬유 대조기능부를 선택하는 측정기 선택기능부, 472는 광섬유 케이블의 광섬
유를 광시험하는 광시험 기능부, 473는 통신광 및 시험광을 모니터하는 모니터 기능부, 474는 광섬유를 대조하기 위한 
광섬유 대조기능부, 480은 단국장치측 성단기능부, 481은 단말장치측 성단기능부이다.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수용 모듈(409)로부터의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415)은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401)의 제1 접
속단에 접속되고,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401)의 제2 접속단에는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417)이 접속되어 있다. 통합
형 광배선 시스템(401)은 장치간 인터페이스(439)를 통해 TEM(411)과 접속된다.

    
광배선 기능부(429)는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415)을 IDM(436)에 복수개로 마련되어 있는 교차접속 기능부(427) 
및 스플리터 기능부(428)로 분배한다. 스플리터 기능부(428)는 광가입자선 단국장치(407, 408)로부터의 통신광을 
복수개의 출력 포트로 분배한다. 교차접속 기능부(427)는 광배선 기능부(429) 및 스플리터 기능부(428)로부터의 임
의의 광섬유와 제2 광섬유 케이블(417)의 임의의 광섬유를 접속바꿈한다. 시험 액세스 기능부(426)는 제1 광섬유 케
이블(415)의 광섬유 및 제2 광섬유 케이블(417)의 광섬유로 시험광을 입출력한다. 광섬유 선택기능부(430)는 시험 
액세스 기능부(426)의 시험광의 입출력 포트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401)에 의해, 종래 설비의 복수개의 기능을 통합함과 동시에 새로이 광배선 기능부(
429)를 마련함으로써 설비 센터 내의 배선경로를 간소화할 수 있고, 기능 통합화에 의해 장치의 경제화를 달성할 수 있
다.

    
즉, 상술한 도 29에 대한 설명과 같이, 종래의 설비구성에서는 OLT 모듈(9)-스타 커플러 모듈(10)-FTM(1)간의 소
내 광배선에 복수개의 경로가 존재하므로,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15) 및 제2 소내 광섬유 케이블(16)이 대량 필요
하게 되어 심각한 폭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도 15 및 도 16에 대하여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는, O
LT 모듈(409)로부터의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415)을 모두 IDM(436) 내의 광배선 기능부(429)에 일괄배선하므
로, 다심의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415)을 이용한 간소한 광배선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종래의 스타 커플러 모듈(1
0)-FTM(1)간의 소내 광배선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IDM(436) 내부에 흡수되어,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401)의 
관리하에 놓인다.
    

[제2실시예]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광섬유 선택기능부(430)에 광시험 기능부(472), 모니터 기능부(473), 광섬유 대조기능부(47
4) 및 광시험 기능부와 모니터 기능부 및 광섬유 대조기능부를 선택하는 측정기 선택기능부(471)로 구성되는 광시험 
모듈(411)을 접속한다. 광시험 기능부(472)는 광섬유 케이블의 광섬유를 광시험하는 기능을 가지고, 모니터 기능부(
473)는 통신광 및 시험광을 모니터하는 기능을 가지며, 광섬유 대조기능부(474)는 광섬유를 대조하는 기능을 갖는다. 
본 실시예에 의해,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417)의 신설시의 시험 및 보전을 위한 시험을 실행할 수 있다.
    

[제3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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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 및 도 18은 본 실시형태의 제3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에 있어서, 참조부호 440은 IDM(436)의 
기본 모듈, 441은 IDM(436)의 증설 모듈, 442는 시험 액세스 유니트, 443는 정렬반, 444는 유지반 유니트, 445는 
삽발(揷拔) 광섬유, 446은 배선유니트, 447은 접속반, 448은 소내 광섬유 케이블 고정부, 449는 유지반, 450은 제3 
소내 광섬유 케이블이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의 IDM(436)의 기본 모듈(440)은, 시험 액세스 기능부(426), 교차접속 기능부(427), 스플리터 
기능부(428), 광배선 기능부(429) 및 광섬유 선택기능부(430)를 구비하고 있고, 증설 모듈(441)은, 시험 액세스 기
능부(426), 교차접속 기능부(427), 스플리터 기능부(428) 및 광섬유 선택기능부(430)를 구비하고 있다. 시험 액세스 
유니트(442)는 시험 액세스 기능부(426) 및 광섬유 선택기능부(430)를 가지고, 삽발 광섬유(445) 및 접속반(447)
은 교차접속 기능부(427)를 구성하며, 배선 유니트(446)는 하나의 IDM 기본 모듈(440)로부터 복수개의 증설 모듈(
441)로의 배선을 행하는 배선기능을 갖는다. 증설 모듈(441)을 이용하여 수용심선의 증가에 대응함으로써, 수용심선
의 증가에 관계없이 통신설비 센터내 광배선의 관리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광배선의 접속바꿈은 통상 IDM(436) 내의 교차접속 기능부(427)가 담당하는데, 여기서는 접속반(447)에 접속된 삽
발 광섬유(445)의 접속바꿈을 행함으로써 실행한다. 종래의 FTM에서는 수용심선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FT
M의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접속바꿈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본 실시예에 따르면, 설비 센터 내의 광
배선을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401)이 일괄관리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 실시예에 따르면, 광배선 기능부(429)에 의해 교차접속 기능부(427)의 범위 외의 접속바꿈을 실
행할 수 있으므로 통신계 광가입자선 단국장치(407)와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417) 사이 및 영상계 광가입자선 단국
장치(408)와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417) 사이의 광배선을 완전히 임의로 선택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 따르면, 종래의 스타 커플러 모듈(10)과 FTM(1)을 통합하고 있으므로, 장치가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게 
되어 설비 센터 내의 수용심선 밀도를 높일 수 있다.
    

다음, 도 18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에 있어서의 IDM(436)과 종래의 소내 설비와의 접속형태를 
설명하기로 한다. 종래의 FTM(1)은 제2 소내 광섬유 케이블(416)을 통해 스타 커플러 모듈(410) 중의 광합분파기에 
접속하고, 스타 커플러 모듈(410)은 제3 소내 광섬유 케이블(450)을 통해 IDM 기본 모듈(440) 중의 배선유니트(4
46)에 접속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종래의 소내 설비를 아울러 수용함으로써 종래의 소내설비가 접속되는 소내 광케이블 배선에 있어
서도 본 실시예의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401)이 일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설비 센터내 배선경로의 간소화 및 설
비 센터내 배선의 폭주회피가 가능하다.

[제4실시예]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광배선 관리기능부(437)가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 및 종합 
광배선 관리부(433)를 구비하고 있다.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는 IDM(436) 내의 광배선정보, 구성품 정보 및 
회선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며, 접속바꿈 작업을 지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은,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의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하여 접속바꿈 등의 작업내용을 투입하는 정보교환 기능을 가지
며, 작업자의 접속바꿈 작업을 지원한다. 종합 광배선 관리부(433)는 복수개의 중간 광배선 관리기능부(432)로부터의 
광배선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또한 다른 오퍼레이션 시스템(435)과의 접속을 관리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광
배선 관리기능부(437)에 의해 효율적인 설비정보관리, 다른 오퍼레이션 시스템(435)과의 연계 및 접속바꿈 작업자의 
작업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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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실시예]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교차접속 기능부(427)로서 정렬반을 이용한 점퍼방식을 이용한다. 도 19a 및 도 19b는 정렬반
을 이용한 점퍼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참조부호 423은 광커넥터 어댑터, 424는 광커넥터, 443은 정렬반, 
445는 삽발 광섬유, 447은 접속반, 449는 유지반, 451은 코드 스토퍼, 454는 여장수납부이다.

    
이하 정렬반(443)을 이용하는 삽발 광섬유(445)의 접속바꿈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삽발 광섬유(445)는 정렬반(4
43)에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느슨하게 유지되므로, 장치 전면 및 후면의 삽발 광섬유 여장수납부(454)에 삽발 광섬유
(445)의 여장부분을 분산하여 수납한다. 그리고 접속바꿈을 행할 때는, 장치 전면의 여장수납부(454)에 많은 삽발 광
섬유(445)의 여장부분이 있어도 일단 정렬반(443)의 반면(盤面) 직전까지 광커넥터(424)를 끌어 올리므로, 조작성 
및 시인성(視認性)을 확보할 수 있다. 삽발 광섬유(445)의 접속바꿈은 접속반(447)에 구비되어 있는 제1 광커넥터 어
댑터(423)에 고정된 삽발 광섬유(445)의 광커넥터(424)를 접속반(447)에 구비되어 있는 제2 광커넥터 어댑터(42
3)에 바꿔 끼움으로써 행한다.
    

    
도 19a는 접속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제1 광커넥터 어댑터(423)에 삽발 광섬유(445)의 광커넥터(424)가 고정
되어 있다. 도 19b에서는 제1 광커넥터 어댑터(423)로부터 광커넥터(424)를 인발하고 있다. 도 19c에서는 광커넥터
(424)가 인발된 삽발 광섬유(445)를 정렬반(443)의 후면으로부터 끌어 올려 삽발 광섬유(445)의 광커넥터(424)를 
정렬반(443)의 유지구멍의 면 직전까지 되돌린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삽발 광섬유(445)의 여장부분이 수납되어 있
는 전면 삽발 광섬유 여장수납부(454)로부터 특정한 광커넥터(424)를 선택할 수 있다.
    

도 19d에서는 광커넥터(424)를 선택하여, 삽발 광섬유(445)를 정렬반(443)의 전면에 필요한 길이만큼 인출한다. 이 
때, 다른 삽발 광섬유의 외측에 상기 삽발 광섬유(445)를 배선하고, 상기 삽발 광섬유(445)의 광커넥터(424)를 접속
반(447)에 구비되어 있는 제2 광커넥터 어댑터(423)에 접속한다. 도 19e에서는 삽발 광섬유(445)의 여장부분을 전
면 및 후면의 여장수납부(454)에 조작성 및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수납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삽발 광섬유의 여장부분이 존재하고 있어도 절환할 삽발 광섬유 및 광커넥터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접속바꿈을 행할 때의 조작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실시예]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삽발 광섬유(445)의 도 19a에 453으로 나타낸 위치에 바코드를 이용한 삽발 광섬유 식별기호
를 부여하고, 이를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에서 읽어 내도록 한다. 본 실시예에 의해 삽발 광섬유(445)의 탐색시간이 
단축되고, 작업효율이 향상되며, 삽발 광섬유(445)를 잘못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7실시예]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접속반(447) 및 유지반 유니트(444)에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로부터의 지시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마련한다. 도 20은 접속반(447)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배열된 광커넥터 어댑터(423)
에 인접하여, LED로 이루어지는 표시부(452)가 마련되어 있다. 접속반(447)에 마련된 표시부(452)는 작업자가 삽발
할 접속반(447) 상의 접속단자를 지시하고, 유지반 유니트(444)에 마련된 표시부(452)는 작업자가 삽발할 삽발 광섬
유(445)를 지시한다. 본 실시예에 의해, 삽발 광섬유 접속반 상의 각 접속부의 탐색이 보다 확실하면서도 신속해지고, 
접속바꿈 작업시의 작업효율의 향상 및 광코드 선택시의 오인 방지가 가능해진다.
    

[제8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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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광섬유 선택기능부(430)에 가시광원을 접속하고, 삽발 광섬유(445)에 가시광을 누설시키는 휨 
부여부를 마련한다. 가시광원에서 발생한 가시광은 FS 마스터측 광섬유로부터 삽입되고, 접속반(447)을 통해 삽발 광
섬유(445)에 전송되며, 전면 삽발 광섬유 여장수납부 및 후면 삽발 광섬유 여장수납부에 수납된 삽발 광섬유(445)의 
휨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된다. 이러한 누설광을 관찰함으로써 삽발 광섬유(445)를 식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삽발 광
섬유(445)를 선택할 때, 확실하면서도 신속하게 상기 삽발 광섬유(445)를 정렬반(443)의 후면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
고, 접속바꿈 작업을 할 때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가시광원으로서 반도체 레이저, He-Ne 레이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실시예]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교차접속 기능부(427)에 오조작이 없는 접속바꿈방식을 적용한다. 도 21은 본 실시예를 설명하
기 위한 도면으로서, 도면에 있어서 참조부호 403은 광섬유 선택장치(FS), 417은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 444는 유
지반 유니트, 445는 삽발 광섬유, 447은 접속반, 455는 제1 광커플러, 456은 제2 광커플러, 457은 광커플러 A포트, 
458은 광커플러 B포트, 459는 광커플러 C포트, 460은 광커플러 D포트, 461은 광펄스 시험기, 462는 가시광원, 463
은 광모니터 장치, 464는 제1 접속단자, 465는 제2 접속단자이다.
    

    
삽발 광섬유(445)로부터 나온 신호광은, 접속반(447) 상의 제1 접속단자(464), 제1 광커플러(455)의 광커플러 B포
트(458) 및 제1 광커플러(455)의 광커플러 A포트(457)를 차례로 통과하여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417)에 도달한
다. 광커플러(455, 456)는 광분기 기능을 가지므로 광커플러 A포트(457)로부터 삽입된 광은 광커플러 B포트(458) 
및 광커플러 C포트(459)에 분기되고, 광커플러 B포트(458)로부터 삽입된 광은 광커플러 A포트(457) 및 광커플러 D
포트(460)에 분기되고, 광커플러 C포트(459)로부터 삽입된 광은 광커플러 A포트(457) 및 광커플러 D포트(460)에 
분기되고, 광커플러 D포트(460)로부터 삽입된 광은 광커플러 B포트(458) 및 광커플러 C포트(459)에 분기된다. 각각
의 광커플러 A포트(457)는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417)에 접속하고 있다.
    

다음, 초기상태에 있어서는, 삽발 광섬유(445)가 제1 접속단자(464)에 접속되어 있고, 이 상태로부터 삽발 광섬유(4
45)가 제2 접속단자(465)에 접속하는 상태로 접속바꿈을 행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먼저, 소내 설비의 오퍼레이터가 가입자 정보, 서비스 정보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구성의 변경항목을 작업지원 휴대
단말(431),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 또는 종합 광배선 관리부(433)에 투입한다. 다음,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
부(432) 이외로 투입된 접속변경 의뢰는 모두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에 전송된다.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
432)는, 그 자체가 갖는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하여 접속변경 조작을 행하는 삽발 광섬유(445), 제1 접속단자(464) 및 
제2 접속단자(465)를 결정한다. 결정한 삽발 광섬유(445)의 번호 및 제1 접속단자(464) 및 제2 접속단자(465)의 단
자번호는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에 전송되고, 접속바꿈 작업자는 이 지시에 따라 작업을 행한다.
    

다음,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는 FS(403)에 대하여 제1 광커플러(455) 상의 광커플러 D포트(460)와 광모니
터 장치(463)를 접속하는 명령을 발생하고, 이에 응답하여 FS(403)가 동작을 실행하면 광모니터 장치(463)가 접속
변경 전의 삽발 광섬유(445)로부터의 신호를 모니터한다.

    
다음, 접속바꿈 작업자가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에 지시된 제1 접속단자(464)를 선택하여, 여기에 고정된 삽발 광섬
유(445)를 확인한다. 이 때,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이 구비하는 바코드 해독기(reader)로 삽발 광섬유(445)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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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된 식별기호를 읽음으로써 확실한 확인작업을 행할 수 있다. 작업자가 선택한 삽발 광섬유(445)에 오류가 없을 때는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이 삽발 광섬유(445)의 해방지시를 내리고, 작업자가 이것을 확인하여 삽발 광섬유(445)를 
해방한다.
    

    
삽발 광섬유(445)가 해방되면, 광모니터장치(463)가 감시하고 있는 삽발 광섬유(445)로부터의 신호가 끊긴다. 광모
니터장치(463)는 이 신호정지정보를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에 보고한다. 이 신호정지정보를 수신한 중간 광배
선 관리 기능부(432)는 FS(403)에 대하여 제2 광커플러(456) 상의 광커플러 D포트(460)와 가시광원(462)을 접속
하는 명령을 발생하고, 여기에 응답하여 FS(403)가 동작을 실행하면 가시광원(462)으로부터 발생된 가시광이 제2 광
커플러(456) 상의 광커플러 B포트(458) 즉 제2 접속단자(465)로부터 발광한다. 작업자는 접속반(447)의 발광에 의
해 제2 접속단자(465)를 확인하여,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에 확인보고를 한다. 확인보고는 작업지원 휴대단말(431)
로부터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로 전송된다.
    

    
다음,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는 FS(403)에 대하여 제2 광커플러(456) 상의 광커플러 D포트(460)와 광모니
터장치(463)를 접속하는 명령을 발생하고, 여기에 응답하여 FS(403)가 동작을 실행하면 광모니터장치(463)가 제2 
접속단자(465)로부터의 신호삽입을 대기한다. 또한, 중간 광배선관리 기능부(432)는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을 통해 
작업자에게 접속반(447)의 제2 접속단자(465)에의 접속을 지시한다. 작업자는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의 지시에 따
라 삽발 광섬유(445)를 제2 접속단자(465)에 접속한다.
    

    
삽발 광섬유(445)가 제2 접속단자(465)에 정상적으로 접속되면 광모니터장치(463)가 삽발 광섬유(445)로부터의 신
호를 수광하고, 접속이 종료한 것을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에 보고한다. 접속종료의 보고를 받은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432)는 작업지원 휴대단말(431)을 통해 작업자에게 작업완료를 통지하고, FS(403)에 초기위치로의 이
동을 지시하며, 또한 자체가 갖는 데이터 베이스의 내용을 변경한다. 본 실시예에 따르면, 확실하면서도 신속한 작업이 
가능해진다.
    

[제10실시예]

    
도 22는 본 실시형태의 제10실시예의 광배선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23은 이러한 광배선 시스템의 광배선반을 
나타내는 구성도로서, 도면에 있어서, 참조부호 501은 광배선반, 502는 교차접속 기능부, 503은 광섬유 정렬 기능부, 
504는 보류부, 505는 광 스플리터를 갖는 광점퍼 기능부, 506은 배선수용 기능부, 507은 단말장치측 성단기능부, 50
8은 광 스플리터를 갖지 않는 광점퍼 기능부, 509는 광섬유 정렬기능부(503)를 복수개 수용하기 위한 광섬유 정렬반, 
510은 단국장치측 성단기능부, 511은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 512는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 513은 통신계 광가입
자선 단국장치 또는 영상계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등의 광가입자선 단국장치를 수용하는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수용 모
듈, 551은 커넥터 플러그, 552는 스플리터이다.
    

단, 도 23은 광 스플리터를 갖는 광점퍼 기능부(505)를 이용한 예이지만, 상기 광점퍼 기능부(505) 대신 광 스플리터
를 갖지 않는 광점퍼 기능부(508)를 사용하여도 좋다.

단국장치측 성단기능부(510)에서는 복수개의 광가입자선 단국장치에 접속한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511)을 수용하
여, 광점퍼 기능부(508)에 접속한다. 광점퍼 기능부(508)는 크게 스플리터 기능을 갖는 것(도 24a 및 도 24b)과 스플
리터 기능을 갖지 않는 것(도 25a 및 도 25b)으로 구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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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도 24a 및 도 24b는 광점퍼 기능부(505), 도 25a 및 도 25b는 광점퍼 기능부(508)를 각각 나타내는 모식도
로서, 참조부호 560은 입력 포트, 561은 스플리터, 562는 출력측 포트, 563은 광필터이다. 스플리터(561)는 광가입
자선 단국장치로부터의 통신광을 복수개의 포트로 분배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분배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광가입자선 단국장치와의 관계에서 4, 8, 16등이 유용하다.

    
그리고, 통신계와 영상계의 파장이 다른 통신광을 상기 분배수로 임의로 조합하여 출력 포트의 광섬유에 혼재시킬 수 
있다. 스플리터 기능을 갖지 않는 광점퍼 기능부(508)는 광가입자선 단국장치(513)로부터의 통신광을 분배하지 않고 
특정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복수개의 입력 포트와 그에 대응한 출력 포트을 갖는다. 스플
리터 기능을 갖는 광점퍼 기능부(505) 및 스플리터 기능을 갖지 않는 광점퍼 기능부(508) 모두 취부형상을 같이 함으
로써, 광섬유 정렬반(509)의 임의의 위치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섬유 정렬기능부(503)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상기 광점퍼 기능부(505, 508)의 출력 포트에 접속된, 광커넥터 플러그가 장착된 광섬유를 수용하고, 사용중인 광
섬유와 보류중인 광섬유를 분리한다.

(2) 사용중측과 보류중측의 출력개구부를 갖는다.

(3) 수용한 광섬유의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휨직경을 보장한다.

(4) 사용중인 광섬유와 보류중인 광섬유를 상기 개구부에 바꾸어 넣을 수 있다.

(5) 수용한 광섬유가 간단히 빠지지 않는다.

(6) 회전기구를 포함하는 광섬유 인출기능을 갖는다.

(7) 광섬유 피복 상에 표시한 식별정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교차접속 기능부(502)에 배선접속되는 사용중인 광섬유와 보류부(504)에 보류되는 광섬유가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보류중인 광섬유가 사용중인 광섬유의 특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인출기능과 육안식별 공간이 있으므로, 
별도의 광섬유 정렬기능부(503)가 적층하여 수용되어 있어도 임의의 광섬유 정렬기능부(503)의 사용중인 광섬유와 
보류중인 광섬유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 이들 기능에 의해, 대상의 광섬유를 특정하고, 광섬유 선단에 취부한 광커
넥터 플러그를 광섬유 정렬기능부(503) 근방까지 끌어당길 수 있다.
    

일단 끌어 당긴 광커넥터 플러그를 교차접속 기능부(502)가 새로운 접속위치로 접속바꿈을 한다. 이러한 조작에 의해 
광섬유의 얽힘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기술에서는, 접속바꿈을 반복할 때 얽힘이 발생하므로 광섬유의 수용밀
도를 높일 수 없었다.

광점퍼 기능부(505, 508)의 출력 포트에 접속되는 광섬유는 일정한 장력, 휨 강성을 갖는 피복재로 피복되어 있어야 
하므로, 항장력재와 플라스틱 피복재에 의한 피복구조가 적합하다. 피복재는 난연성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러
한 난연성 플라스틱재에는, 폴리올레핀계 수지, 폴리아미드 수지,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등의 비할로겐 수지를 사용하였
다. 또한, 난연성 플라스틱재로는, 난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기 인계를 함유하지 않는 난연제를 배합한 것을 사용하였
다.

광배선반의 고밀도 수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1mm의 광코드가 유용하다. 광점퍼 기능부(505(508))에 수용되는 광
섬유로는 심수가 32심∼64심인 것이 조작성, 수용성이라는 점에서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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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의 육안에 의한 식별방법으로서, 본 시스템에서는 번호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식별기호를 표시한다. 식별기호에
는 광섬유 심선번호를 나타내는 기호·번호를 병용한 식별기호 표시와, 다심선 중에서 특정한 1심을 식별하기 위해 광
섬유의 피복을 착색 또는 컬러인쇄하고, 식별기호 표시와 조합함으로써 식별성을 향상시켰다. 상기 식별정보는 광섬유
의 외주방향으로 1 또는 복수개, 길이방향으로 일정간격으로 연속하여 표시함으로써, 광섬유의 어느 위치로부터도 식별
이 가능하며, 식별기호는 횡방향, 종방향, 정위, 반전을 조합함으로써 어느 방향으로부터도 식별할 수 있다.
    

광섬유 정렬반(509)은 광점퍼 기능부(505(508))를 복수개 수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용방식으로 종수용방식, 
횡수용방식이 있으며, 종수용방식에는 연직방향 또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1열 또는 복수개열 수용하는 방식, 횡수용방식
에도 가로 또는 비스듬히 1열 또는 복수개열 수용하는 방식이 있다.

광점퍼 기능부(505(508))의 출력 광섬유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교차접속 기능부(502)의 어느 위치에도 배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로 1열 수용방식이 유용하다. 이 경우, 광점퍼 기능부(505(508))는 광섬유 정렬기능부(503)
와 일체화하여, 광섬유 정렬반(509)의 하부로부터 차례로 위로 수용해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사
용중인 광섬유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광점퍼 기능부(505(508))를 증설할 수 있다.

세로 1열 수용방식에서 사용중인 광섬유의 여장을 광배선 수용 기능부 내에 수납하기 위하여는, 교차접속 기능부(502) 
및 광섬유 정렬반(509)의 수용위치는 광배선반 취부랙 높이의 대략 중앙부로부터 상부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가능해
진다.

교차접속 기능부(502)의 한쪽 단은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에 접속됨으로써 가입자에 접속되어 있다. 이 때문에, 광섬
유 정렬 기능부(503)와 각종 광점퍼 기능부(505(508))를 광섬유 정렬 기능부(503)에 수용하고, 각종 전송 서비스를 
교차접속 기능부(502)에서 접속바꿈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실시예]

도 26은 본 실시형태의 제11실시예의 광배선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로서, 광섬유 정렬 기능부에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을 직접 수용하는 광배선 시스템의 일례이다.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수용모듈(513)로부터 배선된 복수개의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511)을 단국장치측 성단 기능부
(510)에 수용한 다음, 그 제1 소내 광섬유 케이블(511)의 광섬유를 광섬유 정렬 기능부(503)에 수용한다. 상기 광섬
유 케이블(511)의 광배선반 수용측은 단심의 광섬유의 선단에 광커넥터 플러그가 장착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광섬유 정렬 기능부(503)는, 도 22에 도시한 광섬유 정렬 기능부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다만, 광커넥터 플러
그가 장착된 광섬유를 광섬유 정렬 기능부(503)에 장치하기 위하여, 광섬유의 삽입구로서 슬릿 또는 문이 달린 개구부
를 가지고, 광섬유의 삽입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쉽게는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가입자선 단국장
치의 전송 서비스와 가입자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과 가입자 사이에서 통신광을 분배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광배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제12실시예]

도 27은 본 실시형태의 제12실시예의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로서, 광배선반 A(520)와 광배선반 B
(521)를 구비하며, 광배선 관리기능과 광시험 기능을 갖는 통합형 광배선 시스템의 일례이다.

당연히 광배선반 A(520)와 광배선반 B(521)의 구성에서도 광배선 시스템으로서 적용가능하다. 이 광배선반 A(520)
와 광배선반 B(521)의 구성에서는, 광배선반 B(521)에 대하여 복수개의 광배선반 A(520)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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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배선반 B(521)는, 복수개의 광배선반 A(520)에 수용된 가입자와 복수개의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수용 모듈(513) 
사이에 위치하며, 배선을 나누는 기능을 갖는다. 광배선반 B(521)가 없는 광배선 시스템에 있어서는, 복수개의 광배선
반 A(520)와 복수개의 광가입자선 단국장치 사이에 그물눈 형상의 광섬유 케이블을 배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광섬
유 케이블의 종류도 심수가 적은 것부터 다수심의 것까지 준비해야 한다. 이 광배선반 B(521)를 설치함으로써, 다수심
의 광섬유 케이블을 선행 배선하는 것이 가능해져, 광섬유 케이블 배선의 폭주를 회피할 수 있다.
    

광배선반 A(520)는 도 22의 것과 동등한 기능을 가지며, 광배선반 B(521)는 도 26의 것과 동등한 기능을 갖는다. 광
배선반 A(520)와 광배선반 B(521) 사이는 모듈간 광섬유 케이블(516)로 접속한다. 광배선반 B(521)는 모듈간 광섬
유 케이블을 수용하는 광섬유 정렬기능부(503)를 가지고, 광배선반 A(520)는 광점퍼 기능부를 갖는다.

    
이들 구성에 의해서도 광배선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광시험 기능을 더 내장함으로써 광가입자선 단
국장치로부터 가입자에 이르는 광배선의 보수·감시가 가능해진다. 광시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배선반 A(52
0)의 교차접속 기능부(502) 근방으로부터 광가입자선 단국장치측, 또는 가입자측의 광섬유에 광시험을 위한 시험광을 
삽입하는 광커플러을 갖는 광시험 액세스 기능부(514), 복수개의 광시험 액세스 기능부(514)에 시험광을 절환하여 삽
입하는 광섬유 선택기능부(530), 시험광의 송출 및 시험광의 귀환광을 측정, 분석하는 광시험 기능부(533)를 내장함
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통신광을 모니터하는 모니터 기능부(535), 광섬유의 심선 대조를 행하는 광섬유 심선 대조 기능부(536)를 내장
할 수 있다. 이러한 광시험 기능을 부여하는 구성물은 광배선반 A(520)의 교차접속 기능부(502) 또는 광배선반 B(5
21)의 광배선 기능부의 하부에 수납할 수 있다.

시험 액세스 기능부(514)의 한쪽 단에는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이 접속되고, 다른 한 단면은 교차접속 기능부(502)
로 되어 있다. 교차접속 기능부(502) 측은 다련(多連)의 리셉터클을 장착한다. 또한, 종래에는 SC형의 리셉터클이 적
용되어 왔지만, 광배선반의 수용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형의 MU형 16련 리셉터클을 적용함으로써, 4000단자 이상
의 교차접속를 실현할 수 있다.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과의 접속은 8심 다심 커넥터(MT형)의 사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약10mm의 폭에 8심 커넥터
를 2개 장착하고 16련 리셉터클과 정합시킴으로써, 수용밀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의 광테
이프 심선의 여장은, 10mm 폭의 시험 액세스 기능부(514)의 중앙에 경계판를 두고, 경계판의 좌우에 수용한다. 광섬
유 선택장치와의 접속에는 16심의 다심 커넥터가 유용하다.

시험광은,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신광과 다른 파장을 사용한다. 그리고, 시험광이 전송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배선 내에 광필터를 삽입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광필터를 광점퍼 기능부(508)의 전송장치 
측에 삽입하였다. 광필터를 이 위치에 삽입함으로써 광필터수를 적게 할 수 있다.

이들 시스템 구성에 대하여, 광배선 관리 기능부(525)를 내장함으로써 복잡한 광배선을 계산기의 데이터 베이스 시스
템(524)에 적용하는 것과, 광섬유, 교차접속 기능부(502), 광배선 기능부(517)에 장착한 이차원의 식별 코드(519)를 
읽기 장치(522)를 사용하여 읽음으로써 광배선의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져 배선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차원의 식별 코드를 광섬유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광섬유 피복상에 이동가능한 태그를 취부하고, 태그 상에 
식별 코드를 인쇄 또는 부착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일차원의 코드로는 바코드가 일반적이지만, 본 
광배선 시스템과 같은 고밀도의 광배선 시스템에 있어서는, 광섬유의 세경화(細徑化)가 필요하므로 부여할 식별 코드
도 소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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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차원의 식별 코드에서는 5mm각 이하의 크기에서도 약 30자리수의 영자 및 숫자의 정보표시가 가능하므로, 
일차원의 바코드에 비하여 소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차원의 식별 코드는 소형이므로 구성물품의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교차접속 기능부(502) 또는 광배선 기능부(517)의 광리셉터클, 광어댑터의 단자위치정보는, 각각의 보호 캡에 2차원
의 식별코드를 인쇄 또는 부착, 혹은 단자정보를 나타내는 육안 식별기호를 표시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2차원의 식
별코드를 적용하면, 데이터 베이스의 등록·변경처리의 자동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13실시예]

도 28은 본 실시형태의 제13실시예의 광배선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로서, 광점퍼 기능부(505)와 광섬유 정렬 기능
부(503)를 일체화한 광배선 시스템의 일례이다.

모듈간 광섬유 케이블(515)을 광점퍼 기능부(505)의 입력 포트에 커넥터 접속하고, 스플리터(547)에 의해 분배된 광
섬유를 광섬유 정렬 기능부(503)에 삽입한다. 이 삽입된 광섬유는 보류중인 광섬유(543)로서 보류반(504)에 보류된
다.

한편, 시험 액세스 기능부(514)의 한쪽 단면은 가입자계 광섬유 케이블(512)을 통해 가입자에 접속되어 있다. 이 시험 
액세스 기능부(514)의 다른 단면은 교차접속 기능부(502)이다.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보류중인 특정한 광섬유를 교차접속 기능부(502)에서 접속한다. 이 경우, 식별
공간(544)에서 접속할 특정한 광섬유를 육안으로 식별한다.

광섬유 정렬 기능부(503)는 회전인출기능(545)을 가지므로, 광섬유의 육안에 의한 식별이 용이해진다. 광섬유의 육안
에 의한 식별은 식별기호(550) 및 색식별(549)에 의해 행할 수 있다. 교차접속 기능부(502)에 접속된 광섬유는, 사용
중인 광섬유(542)로서, 보류중인 광섬유와 완전히 분리되어, 보류중인 광섬유와 폭주하지 않는다.

광섬유와 교차접속 기능부(502)에 이차원의 식별 코드(519)를 장착함으로써, 접속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등록의 자동
화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광섬유의 식별 코드는 식별 태그(541)를 광섬유의 피복층의 표면에 취부함으로써, 시인성이 
향상된다.

이 경우, 식별 태그(541)는, 다른 광섬유에 걸리지 않도록 둥그스름한 구조의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식별 코드는, 
광커넥터 플러그(540) 근방에 장착한다. 이 식별 태그(541)는 광섬유의 피복 상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함으로써, 
조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광배선반에 의하면, 광섬유 코드를 복수개군으로 나누어 정렬시킬 수 있고, 사용중과 
보류중의 광섬유 코드를 공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광섬유 코드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으므로, 광섬유 코드의 
얽힘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광섬유 코드에 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배선반 내의 광전송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광배선반을 고밀도화할 수 있다.

또한, 정렬반의 적용에 의해 광섬유 코드끼리의 얽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광배선반에서의 작업성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소형 광커넥터 어댑터, 소형 광커넥터 플러그가 장착된 가는(細徑) 광섬유 코드 채용에 의한 광배선반의 고밀
도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광가입자망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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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광섬유 케이블의 외피 또는 각 유니트의 포박을 해제한 상태라도 식별색에 의해 원하는 유니트
의 광섬유 코드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고, 게다가, 식별기호에 의해 원하는 1심의 광섬유 코드를 용이하게 선별할 수
가 있으며, 접속바꿈을 신속하게 행할 수 있다. 그 결과, 배선반 내에서의 작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앞으로의 광통
신의 진전을 맞이하여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설비 센터 내의 광섬유 케이블을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가지런히 배선할 수 있어 배선경로의 폭주를 회피할 수 있
다.

이상 본 발명의 각 실시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반드시 상술한 구조 및 방법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에서 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본 발명에서 말하는 효과를 갖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변경실시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커넥터 어댑터를 다수 배열하여 되는 커넥터 접속반과 광섬유 코드 중 미접속의 광섬유 코드를 보류하기 위한 보류부
를 갖는 광배선반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 접속반과 상기 보류부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광섬유 코드를 수용·유지할 수 있는 광섬유 코드 통과구를 
복수개 나열하여 되는 정렬반을 마련한 광배선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렬반은, 전체 대략 ㄷ자 형상 또는 대략 ㅁ자 형상을 가지며, 그 두 개의 부분에 적어도 하나의 
광섬유 코드를 대략 수평방향으로 수용·유지할 수 있는 광섬유 코드 통과구가 적어도 하나씩 형성된 정렬부재를 복수
개 연직방향으로 나열하여 구성함과 동시에, 상기 통과구에 광섬유 코드를 내거나 들이기 위한 개구부를 형성한 광배선
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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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광가입자선 단국장치와 접속하는 복수개의 제1 광섬유 케이블을 성단하는 단국장치측 성단기능부와,

복수개의 광가입자 단말장치와 접속하는 제2 광섬유 케이블을 성단하는 단말장치측 성단기능부와,

상기 제1 광섬유 케이블의 임의의 광섬유와 상기 제2 광섬유 케이블의 임의의 광섬유를 접속바꿈하는 교차접속 기능부
와,

상기 단국장치측 성단기능부로부터의 임의의 광섬유를 복수개의 상기 교차접속 기능부에 접속하는 광배선 기능부와,

상기 제1 광섬유 케이블의 광섬유 및 상기 제2 광섬유 케이블의 광섬유에 시험광을 입출력하는 시험 액세스 기능부, 및 
그 시험 액세스 기능부의 시험광의 입출력 포트를 선택하는 광섬유 선택기능부를 구비한 광배선 모듈을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광가입자선 단국장치로부터의 통신광을 복수개의 출력 포트에 분배하여, 상기 교차접속 기능부
로 출력하는 스플리터 기능부를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광배선 모듈에 상기 광배선 모듈 내의 광배선정보, 구성품 정보 및 회선정보를 관리하는 광배선 
관리기능부를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광배선 모듈에 상기 광섬유 선택기능부에 접속되어 광섬유 케이블의 광섬유를 광시험하는 광시
험 기능부와, 통신광과 시험광을 모니터하는 모니터 기능부와, 광섬유를 대조하기 위한 광섬유 대조기능부와, 상기 광
시험 기능부, 상기 모니터 기능부 및 상기 광섬유 대조기능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측정기 선택기능부를 구비한 광
시험 모듈을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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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광배선 모듈은, 상기 단국장치측 성단기능부와, 상기 단말장치측 성단 기능부와, 상기 광배선 
기능부와, 상기 스플리터 기능부와, 상기 교차접속 기능부와, 상기 시험 액세스 기능부와, 상기 광섬유 선택기능부를 구
비한 광배선 모듈 기본 유니트와, 상기 단말장치측 성단기능부와, 상기 광배선 기능부와, 상기 스플리터 기능부와, 상기 
교차접속 기능부와, 상기 시험 액세스 기능부와, 상기 광섬유 선택기능부를 구비한 광배선 모듈 증설 유니트를 구비하
고,

상기 광배선 모듈 증설 유니트가 상기 광배선 모듈 기본 유니트의 광배선 기능부에 증설되어 있는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광배선 관리기능부는, 광배선 모듈의 광배선 정보관리 기능부와, 작업지원 휴대단말과, 상기 작
업지원 휴대단말에 광배선정보와 작업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 기능부를 구비한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와,

복수개의 상기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로부터의 광배선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또한 다른 오퍼레이션 시스템과의 
접속을 관리하는 종합 광배선 관리부를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교차접속 기능부는, 복수개의 상기 제1 광섬유 케이블의 광섬유의 일단이 한쪽 면에 접속고정되
어 있는 유지반과,

복수개의 상기 제2 광섬유 케이블의 광섬유의 일단이 한쪽 면에 접속고정되어 상기 광섬유에 접속되고 또한 대향하는 
면에서 이동측 광커넥터와 임의로 접속하는 복수개의 광커넥터를 규칙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접속반과,

광섬유를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느슨하게 유지하는 복수개의 유지구멍을 갖는 정렬반과,

일단이 상기 유지반의 제1 광섬유 케이블의 광섬유가 접속고정되어 있는 면과 대향하는 면에서 상기 광섬유에 접속되
고 상기 정렬반의 유지구멍을 통과하여 타단에는 상기 접속반의 광커넥터와 선택적으로 접속가능한 이동측 광커넥터가 
취부된 삽발 광섬유를 구비하고,

상기 정렬반의 전후에, 상기 삽발 광섬유를 수납하기 위한 광섬유 수납부를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식별기호를 부여한 상기 삽발 광섬유와,

식별기호 읽기 기능부를 구비한 작업지원 휴대단말을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접속반 및 유지반은,

광배선 모듈의 광배선 정보관리 기능부와, 작업지원 휴대단말과, 상기 작업지원 휴대단말에 광배선정보와 작업지원정보
를 제공하는 정보교환 기능부를 구비한 중간 광배선 관리 기능부로부터의 지시 데이터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구비한 광
배선 시스템.

청구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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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 선택기능부에 접속하는 가시광원 및 상기 삽발 광섬유에 가시광을 누설시키는 휨 부여부
를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23.

광가입자선 단국장치와 접속하는 복수개의 제1 광섬유 케이블을 성단하는 단국장치측 성단기능부와,

복수개의 광가입자 단말장치와 접속하는 제2 광섬유 케이블을 성단하는 단말장치측 성단기능부와,

상기 제1 광섬유 케이블의 임의의 광섬유와 상기 제2 광섬유 케이블의 임의의 광섬유를 접속바꿈하는 교차접속 기능부
와,

상기 제1 광섬유 케이블을 수용하고, 상기 교차접속 기능부에 배선하는 광섬유와 보류하는 광섬유를 분리·정렬하는 광
섬유 정렬 기능부와,

상기 광섬유 정렬 기능부로부터의 임의의 광섬유를 상기 교차접속 기능부의 임의의 단자에 접속하는 광배선 수용 기능
부를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 정렬 기능부는, 인출 기능을 갖는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인출 기능은, 회전기구를 갖는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광섬유를 보류하는 보류 기능부와,

복수개의 상기 광섬유 정렬기능부를 수용하는 광섬유 정렬반을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27.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광섬유 정렬 기능부와 상기 제1 광섬유 케이블 사이에, 상기 광가입자선 단국장치로부터의 통신
광을 하나 또는 복수개의 출력 포트에 분배하는 광점퍼 기능부를 구비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광점퍼 기능부에, 광을 파장에 의해 선택제거하는 광필터를 마련한 광배선 시스템.

청구항 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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