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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입자 광통신용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

요약

광 섬유 통신망에서 스타형 토폴로지를 채택하고 있는 가입자 광 통신을 위한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은 중
앙국(1), 다수의 광 통신망 유닛(5-20), 광 인터페이스(3,4), 및 신호 인식/재생 과 클럭 추출 IC(29)를 
포함한다. 광 인터페이스는 중앙국(1)내에 제공되며, 다수의 광원과 다수의 출력 광 섬유 단자를 구비하
는 패키지 유닛으로서의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3) 및 다수의 광 센서와 다수의 입력 광 섬유 단자를 구
비하는 패키지 유닛으로서의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를 포함한다. 신호 인식/재생과 클럭 추출 IC(29)
는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의 각 채널에 제공된다. 

제공된 억세스 시스템의 크기는 중앙국측의 PDS방식의 광 인터페이스의 크기와 동등하고 광역 특성은, 단
일 스타형 시스템의 광역 특성과 동등하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가입자 광통신용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종래 PDS 의 일예의 구조도.

제2도는 종래 단일 스타형 통신망의 일에의 구조도.

제3도는 본 발명에 의한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의 제1실시예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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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는 본 발명에 의한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의 내부 구조도.

제5도는 본 발명에 의한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에 있어서의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의 내부 구조도.

제6도는 본 발명에 의한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의 제2실시예의 구조도.

제7도는 본 발명에 의한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의 제3실시예의 구조도.

제8도는 본 발명에 의한 변형된 광섬유의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중앙국(central office; CO)        2 : 전환기(switcher; SW)

3 :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array optical transmission module; Tx)

4 :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array optical reception module; Rx)

5-20 : 광 통신망 유닛(optical network units; ONUs)

21 : 가정 (home)                            22 : 광 섬유(optical fibers)

25 : 가입자 선 인터페이스(subscriber-line interface)

26 : 16-코어 광 섬유 리본(16-core fiber ribon)

30 : CO-측 광 인터페이스(CO-side optical interface)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광섬유 통신망에서 스타형 토폴로지(Star type topology)를 이용한 가입자 광섬유 통신 시스템
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러한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광섬유 가입자 통신 시스템, 특히 전화나 저 전송률의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는, 광섬유 통신망과 중앙국
(central office; CO)측의 광학적 접속(optical interface)의 경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패시브 더블 스
타(passive double star; PDS)형 통신망을 사용해 왔다. 제1도에 의한 시스템에서, CO(81)내의 단일 광 
인터페이스(single  optical  interface;  IF;  83)에  연결된  광섬유(84)는  통신망  내의  패시브 스프리터
(passive splitter; 85)에 의해 분기되고 다수의 광 통신망 유닛(ONUs; 86)과 연결된다. CO(81)내의 번호
(82)는 전환기(SW)를 나타낸다. 각 ONUs(86)의 광 인터페이스(87)는 다수의 가입자 가정(88)에 연결되어 
있다. IEEE 통신 잡지 1994년 2월판 32권 2호의 광 섬유 가입자 루프,특별호에 개재된 방식에서 다수의 
ONUs는 통상적으로 CO-측의 광 인터페이스(83)와 전송선(84)의 일부를 이용한다.

광역 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는, PDS 방식은 사용되지 않고 단일 스타형 광섬유 통신망이 제2
도에서 도시된 것처럼 사용되는데, 전송선(94)은 일대일 원칙에 의해 단일 CO(91)로 부터 각 ONUs(96)까
지 설치된다. 제2도에서, 번호(92)는 전환기를 나타내고, (93 및 97)은 광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며 (98)은 
가입자 가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PDS가 이용되는 곳에서는 모든 ONUs에 의한 전송선의 일부분을 공통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 전
송률의 서비스를 도모하려 할 때 병목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접하게 된다. 좀더 정확하게는, 전송선의 
공통부분에서는 모든 ONUs와 CO사이의 신호는 그 전송 중에 멀티플렉스된다. 이는 전송선의 공통부분에서 
요구되는 전송률이 ONU에서 요구되는 대역에 ONU개수를 곱한값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PDS를 이용하여 높은 전송률의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 인터페이스에 초-고속 전송률을 설정하거
나, 파장 멀티플렉싱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채널의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PDS방식을 사용해서
는, 업 스트림 라인(upstream line;ONU에서 CO로의 데이타 전송)이 버스트 방식(burst mode)의 다중-억세
스 시스템이므로 전송률을 충분히 증가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상기 방법은 매우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고 전송률의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기에 기술된 단일 스타형 방식이 이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PDS와는 다르게 ONU로의 전송선의 공통부분이 없으므로 병목 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
나, 제2도에서 처럼, CO측에서는 ONU(96)의 갯수와 동일한 갯수의 광 인터페이스(93)가 필요하다. 그러므
로, CO를 작은 크기와 저 가격대로 하는 PDS의 장점을 잃게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입자 광통신을 위한 새로운 광
섬유 억세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시스템은 PDS의 CO측 광 인터페이스의 크기 및 가격면에서 경
쟁력이 있고 단일 스타형 시스템과 광역 특성면에서 경쟁력있는 광역 특성을 가진다.

본 발명의  제1특징에 따르면, 광섬유 통신망에서 스타형 토폴로지를 채택하고 있는 가입자 광통신을 위
한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이 제공되는데, 상기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은,

중앙국(central office);

광 섬유에 의해 상기 중앙국과 연결된 다수의 광 통신망 유닛(optical network units);

상기 중앙국 내에 제공되며, 다수의 광원과 다수의 출력 광 섬유 단자를 구비하는 패키지 유닛으로서의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 및 다수의 팡 센서와 다수의 입력 광 섬유 단자를 구비하는 패키지 유닛으로서의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을 포함하는 광 인터페이스; 및

상기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 내에 제공되며, 상기 각각의 광 통신망 유닛에서 상기 중앙국으로 전송되는 
데이타 신호를 인식 및 재생하고 상기 데이타 신호와 동기화된 클럭 신호를 추출 하는 기능을 가진 회로
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2 특징에 따르면, 광섬유 통신망에서 스타형 토폴로지를 채택하고 있는 가입자 광통신을 위
한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이 제공되는데, 상기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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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국;

가정에 위치하며, 광 섬유에 의해 상기 중앙국과 연결된 다수의 광 통신망 유닛;

상기 중앙국내에 제공되며, 다수의 광원 및 다수의 출력 광 섬유 단자를 구비하는 패키지 유닛으로서의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 및 다수의 광 센서와 다수의 입력 광 섬유 단자를 구비하는 패키지 유닛으로서의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를 포함하는 다수의 광 인터페이스; 및

상기 어레이형 팡 수신 모듈 내에 제공되며, 상기 광 통신망 유닛에서 상기 중앙국으로 전송되늘 데이타 
신호를 인식 및 재생하여 상기 데이타 신호와 동기화된 클럭 신호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진 회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은 경비를 절감하며 대역폭을 넓힌다. 본 발명은 광 대역 특성에 극
히 적합한 단일 스타형 구조이다. 종래 기술과 본 발명의 다른 점은 CO-측 광 인터페이스를 위한 어레이
형 광 전송 및 수신 모듈의 채택에 있다. 어레이형 광 전송 및 수신 모듈은 제각기 다수의 광 전송 및 수
신 회로와, 다수의 광 섬유 단자를 포함하는 유닛 패키지이다. 그래서, 다수의 단일 광 전송 및 수신 모
듈이 장착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크기와 경비를 크게 줄인다. 그러므로, 단일 스타형 구조를 이용해서 PDS
의 CO-측 광 인터페이스 것과 비교해서 경쟁력있는 경비와 장치 크기의 구현이 가능하다. 다른 특징에서, 
PDS에서는 ONU에서 CO로 전송된 신호는 버스터 모드(burst mode)이고, 따라서 광 인터페이스의 전송률에 
제한을 준다. 상세하게는, 전송률의 상한선은 약 150 Mb/s 이다. 이는 예를들어 PDS에 16개의 브랜치가 
있다면, 각 ONU에 할당된 업스트림 선(ONU로부터 CO까지의 선)의 용량(전송률)은 10 Mb/s 보다 작다. 이
와 대조적으로, 본 발명에 있어서는 단일 스타형 방식이 채택되었으므로 그런 전송률의 제한이 없다 그러
나,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의 대역 상한선은 채널간 누화(漏話, crosstalk)에 좌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약 1 Gb/s의 높은 전송률을 구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의 PDS에 비
해 수십에서 백배만큼 넓은 대역을 가진 업 스트림 선을 ONU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레이형 광 전송 및 수신 모듈은 지금까지 컴퓨터간의 통신이나 데이타 링크의 병렬 전송을 목적으로 발
전된다. 이런 이용들에서, 다수의 병렬 데이타 신호는 실질적으로 비트-동기화되어있다. 그러므로, 공통 
클럭 신호가 각개의 채널을 위해 이용되었고 상기 병렬 데이타 신호에 병렬로 전송된다. 그러나, 본 발명
에 사용된 단일 스타형 억세스에서는 CO와 ONU의 간격은 각 ONU마다 크게 다르다. 이는 각 ONU로부터의 
업 스트림 신호 사이에는 상관 관계(correlation)가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CO는 각 채널에 대한 클
럭 신호를 추출해야하고, 데이타 링크에 종래 기술의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불가
능했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수신 데이타의 인식과 재생 기능 및 클럭 신호의 추출 기능을 가진 회로가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의 각 채널을 대해 제공된다. 그러므로, 각 ONUs로 부터의 업 스트림 신호의 상대
적 위치관계가 고정이 되지 않더라도, 각 채널에 대한 양호한 클럭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제1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첫 번째 특징이 FTTC(fiber to the curb)형 광섬유 억세스 시스
템에 적용된다. 실시예의 구조가 제3도에 도시된다. 중앙국(CO; 1) 내에는 전환기(SW; 2),어레이형 광 전
송 모듈(Tx; 3) 및 어레이형 광수신 모듈(Rx; 4)이 제공된다.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3) 과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이 CO-측 광 인터페이스(30)를 이룬다. 통신망 시스템에서, 16개의 ONUs(5 내지 20)이 연결
된다. CO-측 광 인터페이스(30)는 다수의 광섬유(22)를 통해 16개의 ONUs(5 내지 20)에 연결되어 있다. 
각 ONU에서는, 광 수신 모듈(Rx; 23)과 광 전송 모듈(Tx; 24)이 ,제공되어 있다. 각 ONU는 가입자 선 인
터페이스(IF; 25)를 포함하고, 그 곳으로부터 동축 케이블(77)이 24개의 가입자 가정(21)까지 연장된다. 
그래서, 6 Mb/s 비디오 신호 및 64 Kb/s 전화 서비스의 네개의 채널이 각 가입자 가정(21)에 제공될 수 
있다. CO(1)과 각 ONUs(5 내지 20) 사이의 데이타 전송률은 24개 가정의 비디오 및 전화 서비스 데이타의 
다운 스트림 방향으로 600 Mb/s이고, 전화 서비스 데이타의 업 스트림 방향으로 1.5 Mb/s 이다.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Rx; 4)는 제4도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진다. 제1의 16-코어 광 섬
유 리본(26)은 16-채널 어레이형 광 센서(27)의 부근에 위치한 종단면을 가진다. 그래서, 광 섬유 리본
(26)의 각 광 섬유에서 방출된 빛은 어레이형 광 센서(27)의 각자의 광-수신 부분에 각각 입사된다. 어레
이형 광 센서(27)는 16-채널 어레이형 전치 증폭기 IC(pre-amplifier IC,28)의 각각의 입력단자에 연결된 
신호 전극을 가진다 어레이형 전치 증폭기 IC(28)는 인식,재생 및 클럭 신호 추출의 기능을 가진 16-채널 
IC(29)의 각 입력 단자와 연결된 개개의 출력 단자를 가진다 IC(29)의 출력 단자(71)로부터, 각 ONUs부터 
전송되는 1.5Mb/s의 16 채널 데이타 신호와 각 데이타 신호에 동기 화되는 16 채널 클럭 신호가 나타난다 
데이타 신호는 전환기(2)에 입력되기 전, 추출된 클럭 신호를 이용하므로써 각 채널에 대해 위상을 정합
한다. (제3도 참조).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들(Tx; 3)은 제5도에서 도시된 것과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진다. 도시된 것처럼, 광 전
송 모듈(3)은 16 채널 어레이형 반도체 레이저(31),제2 16-코어 광 섬유 리본(32) 및 어레이형 레이저 드
라이버 IC(33)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드라이버 IC(33)의 입력 단자(72)에 인가된 16 채널 다운 스트림 
신호는 단일 모듈로 전송될 수 있다. 상기의 구조로, CO-측 광 인터페이스의 크기를 줄이고 광역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FTTC(fiber to the curb) 억세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한 제2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첫 번째 특징이 FTTH(fiber to the home)형 억세스 시스템에 적
용된다. 이 실시예의 구조가 제6도에 도시된다. 중앙국(CO; 41)내에서는 전환기(SW; 42), 24개의 어레이
형 광 전송 모듈(Tx; 3) 및 24개의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Rx; 4)이 제공된다. 각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
(3) 과 각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이 광 섬유(22)를 경유해서 가입자 가정 내의 16개의 ONUs(43 내지 
58)와 연결된다. 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았지만 각 ONU에는 광 수신모듈 및 광 전송 모듈이 제공된다. 각 
가정에 4 채널의 6Mb/s 비디오 신호와 1.5Mb/s ISDN 주 전송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데이타 
전송률은 비디오 신호 및 ISDN 주 전송률의 서비스 데이타에 있어 다운 스트림방향으로 25.5 Mb/s 이고, 
ISDN 주 전송률 서비스 데이타에 있어 업스트림방향으로 1.5 Mb/s이다.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3)과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은 상기 제1 실시예에서처럼 동일한 내부구조를 가
지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다. 본 실시예의 유일한 차이점은 상기에서 다운 스트림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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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데이타 전송률이 25.5 Mb/s인데, 이는 제1 실시예에서보다 낮은 값이다. 종래 기술의 단일 스타형 구
조로 FTTH 억세스 시스템을 구현할 때, 가입자 수와 동일한 광 인터페이스가 CO-측에 필요하다. 본 실시
예에 적용된 본 발명에 의하면, 광 인터페이스의 갯수는 1/16로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제3 실시예에서, 본 발명의 제2 특징이 FTTC(fiber to the curb) 억세스 시스템에 적용된
다. 본 실시예의 구조가 제7도에 도시된다. 특히, 본 실시예에서는 다수의 광 섬유(75)가 제1 실시예의 
ONUs(5 내지 20)과 가정(21) 사이의 전송선에 이용된다. 각 ONU(5 내지 20) 내의 가입자-선 인터페이스
(25)는  24-채널의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Rx;  61)과  24-채널의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Tx;62)를 
포함한다. 이 모듈들의 구조는 앞의 어레이형 광 전송 및 수신 모듈(4 및 3)의 구조와 동일하고, 단지 채
널의 수와 데이타 전송률이 다르다. 데이타 전송률은 제1 실시예의 동축 케이블의 전송률과 같이 다운 스
트림방향으로 24 Mb/s 이고, 업 스트림방향으로 64 Kb/s이다. 본 실시예의 특징은 각 ONU에서 각 가입자 
가정까지  광  섬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용  거리의  증가가  가능하고  그래서  통신망  설계가  좀더 
자유롭다. 나머지 부분은 제1 실시예와 동일하여 설명되어 있지 않다.

상기에서 도시된 것처럼, 광역 특성 및 CO-측 인터페이스의 크기와 가격의 감소 모두를 실현시킬 수 있는 
광 섬유 억세스 시스템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상기의 세 실시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
니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변형이 예측가능하다.

중앙국(CO)이 PDS 광 섬유 억세스 시스템 방식의 다수의 PDS 시스템을 채택한다면, CO-측에는 다수의 광 
인터페이스가 요구된다. 본 발명을 적용하면, 상기 실시예와 같이 작은 크기의 CO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
하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PDS 에서 업 스트림 선은 버스트 모드 다중-억세스 시스템이다. 즉, CO 
측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은 버스트 신호를 취하고, 동시에 각 채널에 다중 억세스 제어 회로가 제공
된다. 다중 억세스 제어 회로는 크기가 크고, 때때로 어레이형 광수신 모듈 내에 이 제어 회로를 집단적
으로 장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제어 회로는 모듈의 주변에 제공된다.

PDS는 전화 및 다른 저 전송률의 서비스에 있어서 경비 절감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사무용 빌딩과 
같은 고 전송률의 서비스를 요하는 가입자가 서비스 지역내에 공존하는 곳에서는 동일 통신망에 PDS와 단
일 스타형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본 발명에 의한 CO 측 광 인터페이스 및 PDS
방식의 CO 측 광 인터페이스가 공존한다.

상기 실시예에서, 2-코어 광 섬유를 기 본으로하는 양방향성 전송 시스템이 CO 와 ONU사이에 이용되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본 발명을 단일 코어 양 방향 전송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업 
스트림 및 다운 스트림을 위한 파장 멀티플렉싱 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혹은 시간 압축 멀티플렉
싱(TCM) 전송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제8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장 멀티플렉싱 시스템이 적용된 경우
에, 파장 멀티플렉싱 분리 커플러가 어레이형 광 전송 및 수신모듈(3 및 4)의 각 채널 광 섬유에 연결된
다. 본 실시 예에서, 다운 스트림 신호의 파장은 1.5μm이고, 업 스트림 신호의 파장은 1.3μm 이다. TCM 
통신 방식에서는, 제8도의 파장 멀티플렉싱 분리 커플러 대신에 지향성 커플러(directional couplers)가 
이용된다. 이 경우, TCM 전송 시스템에서는 압축 회로와 함께 각 어레이형 광 전송 및 수신 모듈(3 및 
4)을 제공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본 발명은 소정의 실시예를 들어 설명 되었지만, 상기의 사용된 용어들은 제한적인 것이아니고 기술상의 
용어로 쓰였으며, 첨부된 청구 범위의 기술 사상내에서 특허 청구 범위에서 정의된 본 발명의 진정한 범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경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 섬유 통신망에서 스타형 토폴로지(Star type topology)를 채택하고 있는 가입자 광 통신용 광섬유 억
세스 시스템에 있어서, 중앙국(central office; 1); 광 섬유(22)에 의해 상기 중앙국(1)과 연결된 다수의 
광 통신망 유닛(5-20); 상기 중앙국(1)내에 제공되며, 다수의 광원과 다수의 출력 광 섬유 단자를 구비하
는 패키지 유닛으로서의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3) 및 다수의 광 센서와 다수의 입력 광 섬유 단자를 구
비하는 패키지 유닛으로서의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를 포함하는 광 인터페이스(30); 및 상기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내에 제공되며, 상기 광 통신망 유닛(5-20)의 각각에서 상기 중앙국(1)으로 전송되는 데
이타 신호를 인식 및 재생하여 상기 데이타 신호와 동기화된 클럭 신호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진 회로(2
9)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광 통신용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 통신망 유닛(5-20)과 가정(21) 사이의 통신을 위해, 상기 광 통신망 유닛(5-
20)에 제공되며, 상기 중앙국(1) 내의 상기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3) 및 상기 광 수신 모듈(4)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61) 및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62)을 제각기 포함하는 다수의 가입자
-선 광 인터페이스(25)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광 통신용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코어 광 섬유 리본(26), 어레이형 
광 센서(27), 어레이형 전치 증폭기 IC(28), 및 신호 인식/재생 및 클럭 추출 IC(29)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가입자 광 통신용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3)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코어 광 섬유 리본(32), 어레이형 
반도체 레이저(31), 및 어레이형 레이저 드라이버 IC(3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입자 광 통신
용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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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광 섬유 통신망에서 스타형 토폴로지를 채택하고 있는 가입자 광 통신용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에 있어서,  
중앙국(41); 가정에 위치하며,광 섬유(22)에 의해 상기 중앙국(41)과 연결된 다수의 광 통신망 유닛(43-
58); 상기 중앙국(41)내에 제공되며, 다수의 광원 및 다수의 출력 광 섬유 단자를 구비하는 패키지 유닛
으로서의 어레이형 광 전송 모듈(3) 및 다수의 광 센서와 다수의 입력 광 섬유 단자를 구비하는 패키지 
유닛으로서의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를 각각이 포함하는 다수의 광 인터페이스(40); 및 상기 어레이형 
광 수신 모듈(4)내에 제공되며, 상기 광 통신망 유닛(43-58)의 각각에서 상기 중앙국(41)으로 전송되는 
데이타 신호를 인식 및 재생하여 상기 데이타 신호와 동기화된 클럭 신호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진 회로
(29)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가입자 광 통신용 광섬유 억세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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