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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광전송망에  사용되는  계층별로  모듈화된  내부구조를  가지는  광회선  분배기(optical cross-
connect)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계층별로 모듈화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전송망의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망구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구조의 스위치를 사용
하여 광회선분배기의 제어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광회선 분배기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열화를 최소화하는 
광회선 분배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은,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와 해당 노드로부터 
애드(add)되는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에 하나씩 결합되어 입력신호들을 분배하는 M+m개의 
1×M 분할기(splitter)와: M개의 입력단자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들 중 해당 노드에서 드롭될 신호를 선택
하여 M개의 출력단자를 통해 출력하는 드롭용 링크모듈(link module):및 M+m-1개의 입력단자를 통해 입력
되는 신호 중 다음 노드로 전송되어야 하는 신호들을 선택하여 하나의 출력단자를 통해 출력하는 M개의 
전송용 링크모듈들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일반적인 광전송망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2는 종래기술에 따른 광회선 분배기의 구성도.

도3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광회선 분배기의 구성도.

도4a는 도3에 도시된 전송용 링크모듈의 내부 구성도.

도4b는 도3에 도시된 드롭용 링크모듈의 내부 구성도.

도5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시된 라우텅모듈의 제1실시예도.

도5b는 도5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1실시예도.

도5c는 도5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2실시예도.

도5d는 도5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3실시예도.

도6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시된 라우팅모듈의 제2실시예도.

도6b는 도6a애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1실시예도.

도6c는 도6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2실시예도.

도6d는 도6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3실시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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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e는 도6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4실시예도.

도7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시된 라우팅모듈의 제3실시예도.

도7b는 도7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1실시예도.

도7c는 도7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2실시예도.

도7d는 도7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3실시예도.

도7e는 도7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4실시예도.

도7f는 도7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5실시예도.

도7g는 도7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6실시예도.

도8a는 도8a 내지 도8b에 도시된 라우팅모듈의 제4실시예도.

도8b는 도8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1실시예도.

도8c는 도8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2실시예도.

도8d는 도8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3실시예도.

도8e는 도8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4실시예도.

도9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시된 라우팅모듈의 제5실시예도.

도9b는 도9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1실시예도.

도9c는 도9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2실시예도.

도9d는 도9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3실시예도.

도10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시된 라우팅모듈의 제6실시예도.

도10b는 도10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1실시예도.

도10c는 도10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2실시예도.

도10d는 도10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제3실시예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311∼315 : 분할기            321∼323 : 전송용 링크모듈

331 : 드롭용 링크모듈        411∼413,431∼433 : 라우팅 모듈

421 : 결합기                 511,711 : 역 다중화기

512,612,712,812,913,1013 : 경로모듈

513,613 : 다중화기           614,714,814,914,1014 : 제어유닛

611,811 : 분할기             713,813 : 결합기

911,1011 : 순환장치          912 : 도파로 배열격자

1012 : 분할/결합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전송망에 사용되는 광회선 분배기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계층별로 모듈화된 내부구조를 가
지는 광회선 분배기(optical cross-connect)에 관한것이다.

도1에는 6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광전송망의 일 예가 도시되어 있는데, 각 노드에는 광회선 분배기와 여러 
가지 감시제어장비들이 설치되고, 노드들 사이에 연결된 광섬유들을 통해 파장 분할 방식으로 다중화된 
광신호들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송된다. 파장 분할 다중화(wavelength division multilplexing)방식과 광
학경로(optical path) 개념을 이용한 광전송망에서는 망을 구셩하는 임의의 두 노드간을 연결하는 경로
(path)마다 특정한 파장을 할당하여 망 내부에 존재하는 노드사이의 연결로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파장수가 8개라고 가정하면, 도1의 광전달망에서 제1노드를 경유하는 경
로들은 다음과 같은 파장할당을 통해 노드 사이의 연결로를 구성하게 된다. 먼저, 통신량이 많은 제1노드
와 제2노드 사이는 2개의 파장(제1,2파장:λ1∼λ2)을 가진 신호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고, 제1노드와 제3노

드사이는 제3파장(λ3 ),  제1노드와 제4노드 사이는 제4파장(λ4 ),  제1노드와 제5노드사이는 제4파장(λ5 ), 

제1노드와 제6노드 사이는 제6파장(λ6), 제2노드와 제3노드사이는 제4파장(λ4), 제2노드와 제4노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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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3파장(λ3), 제2노드와 제5노드 사이는 제7파장(λ7), 제2노드와 제6노드 사이는 제8파장(λ8)의 광신

호들을 사용하여 통신하게 된다. 이때,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특정 노드로 전송하는 신호의 파장과 특정 
노드에서 해당 노드에 수신되는 신호의 파장은 같고, 파장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1노드와 제3노드 사
이에 사용된 제3파장(λ3)은 제2노드와 제4노드 사이 그리고 제1노드와 제4노드 사이에 사용된 제4파장(λ

4)은 제2노드와 제3노드 사이의 통신에 각각 재사용된다.

이와 같이 파장 할당을 통해 각 노드 사이의 연결로를 설정하는 광전송망에서 각 노드들에 설치된 광회선 
분배기는 임의의 다른 노드에서 전송되어 온 다중화된 신호들 중 해당 노드에서 수신될 신호들은 드롭
(drop)하고, 해당 노드에서 수신되지 않고 다른 노드로 연결될 신호들은 적절히 스위칭하여 다음 노드로 
연결하며,  해당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들은  애드(add)한  후  다음  노드로 
연결한다.

예를 들어, 제1노드에 설치된 광회선 분배기는 다른 노드사이의 연결을 중계하기 위해 제2노드에서 제1노
드로 전송된 제3,4파장((λ3,λ4)의 신호는 각각 제4,3노드로, 제3,4,5,6노드에서 각각 전송된 제4,3,7,8파

장(λ4,λ3,λ7,λ8 )의 신호는 제2노드로 연결되도록 연결통로를 제공하고, 제2노드로부터 전송된 제1,2파장

(λ1,λ2)의 신호와 제3,4,5,6,노드로부터 각각 전송된 제3,4,5,6파장(λ3 ,λ4,λ5,λ6)의 신호들을 드롭하며, 

드롭된 파장과 같은 제1∼6파장(λ1∼λ6)의 신호들을 애드하여 제2∼6노드로 각각 연결함으로써 제1노드와 

다른 노드 사이의 연결로를 구성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전송망의 광회선 분배기(optical cross-connect)는, 전송망의 노드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신호가 전송된 노드와 신호가 전송될 노드간의 통로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들로 전
송할 신호들을 애드(add)하며,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전송된 신호들을 드롭(drop)한다. 이러한 광회
선 분배기는 광전송망 내부의 임의의 노드간의 연결을 자유롭게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어야 하고, 전송
망의 공간적 확장과 전송용량의 증가와 같은 전송망의 진화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광회선 
분배기를 통과하는 신호들의 열화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송망 구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기한 광회선 분배기에는 최대 N개의 서로 다른 파장(λ1∼λN)을 가진 신호들을 파장분할방

식으로 다중화하여 운반하는 M-1개의 입력 광섬유와 M-1개의 출력 광섬유가 연결된다. 여기서, M-1개의 
입력 광섬유는 다른 노드에서 전송되는 다중화된 신호를 각각 입력받아 M-1개의 역 다중화기
(DMUX:demultiplexer:111,112,113)로 제공한다.

상기  역  다중화기(111,112,113)는  다중화된  신흐를  파장별로  분리하여  M개의  공간스위치(space 
switch:121,122,123,124)로 각각 제공한다. 상기 M개의 공간스위치(121∼124)들은 상기 파장별로 분리된 
신호들을 입력받아 각각의 신호들이 연결될 경로를 작 파장별로 설정한다. 이때, 해당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전송될 애드신호(Sadd)는 상기한 M개의 공간스위치(121∼124)로 각각 입력되어 경로가 설정된다.

상기한 M개의 공간스위치(121∼124)에 의해 경로가 설정된 신호들은 M-1개의 다중화기(131,132,133)로 입
력되고, 해당 노드에서 드롭될 신호들은 드롭신호(Sdrop)로 출력된다.

상기한 종래의 광회선 분배기는 각 기능(역다중화, 라우팅, 다중화)별로 별도의 간단한 소자들(역 다중화
기, 공간스위치, 다중화기)을 사용하는 바, 내부구조가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신호의 라우팅을 위해 사용되는 다수의 입출력단자를 가진 공간스위치(121∼124)는 전송망의 크기
와 전송용량 또는 신호의 전송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스위치에 발생하는 신호의 손실과 열화가 증가하여 
초고속 대용량의 전송망에 사용하기 아렵다. 즉, 광회선 분배기 내부에 사용된 공간스위치의 크기는 전송
망에 접속된 광섬유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광섬유의 수가 증가하여 스위치의 크기가 증가하면 스위칭 
시간이 증가하거나 스위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화와 손실이 증가하므로 광회선 분배기를 통해 전송되는 
신호의 열화가 증가하게 된다.

둘째, 종래의 광회선 븐배기는 모듈성이 낮아 망의 공간적 확장과 전송용량의 증가와 같은 전송망의 진화
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즉, 전송망이 확장되어 사용되는 광섬유가 증가하면 이를 수옹하기 위해 
전체 노드의 구조까지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에 사용되는 공간스위치의 일부가 고장났을 경우에도 
공간스위치 모듈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수리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다
른 경로의 연결도차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장과 관련없는 경로들의 서비스도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전송망의 각 노드에서는 각 경로를 연결하는 신호들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호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널간 전력 불균등성과 같은 신호의 품질 차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종
래의 광희선 분배기에서는 이러한 보상을 위해 가변감쇄기와 같은 소자를 스위치의 입력단자 또는 출력단
자에 별도로 첨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회선 분배기의 구현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뿐만 아니라 광회
선 분배기의 구조와 제어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넷째, 광전송망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광회선 분배기의 구조, 즉 연결되는 광섬유의 수 
또는 광섬유들의 연결상태도망의 구조와 노드의 위치 그리고 노드간의 통신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종래의 광회선 분배기는 동시에 드롭할 수 있는 신호의 수가 최대 M개로 제한되고, 입력된 신호를 오직 
하나의 출력 광섬유로만 연결할 수밖에 엾기 때문에 융통성이 낮다. 따라서 종래의 광회선 분배기는 다양
한 기능이 필요한 노드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의 광회선 분배기는 광회선 분배기를 통과하는 신호들의 열화가 비교
적 크고, 내부구조의 모듈성이 낮아 전송망의 진화에 대한 대응과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응용 가능한 망
의 구조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0-3

1019980035810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써, 계층별로 모듈화
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전송망의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광회선 분배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입력신호를 동시에 다수의 출력 광섬유에 분배하여 전송할 수 있고, 탄력적인 애드/드롭이 가능하
여 다양한 망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광회선 분배기를 제공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

또한, 간단한 구조의 스위치를 사용하여 광회선 분배기의 제어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광회선 분배기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열화를 최소화하는 광회선 분배기를 제공하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계층별로 모듈화된 내부구조를 가진 광회선 분배기는, 
광전송망을 구성하는 노드에 설치되고, 최대 N개의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신호들을 파장분할방식으로 다
중화하여 운반하는 M+m개의 입력 광섬유와 2M개의 출력 광섬유가 연결되며, 전송망의 노드 사이를 연결하
기 위하여 신호가 전송된 노드와 신호가 전송될 노드 사이의 통로를 제공하고, 해당 노드로부터 다른 노
드로 전송될 신호들을 애드하며,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전송된 신호들을 드롭하기 위한 광회선 분배
기에 있어서,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와 해당 노드로부터 애드
(add)되는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에 하나씩 결합되어 입력신호들을 분배하는 M+m개의 1×M 
분할기(splitter)와: 상기 M+m개의 분할기 중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광섬유에 결
합된 분할기에 각각 하나씩 연결된 M개의 입력단자와, 해당 노드에서 드롭(drop)되는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출력 광섬유에 각각 하나씩 연결된 M개의 출력단자를 구비하고, 상기 M개의 입력단자를 통해 입력
되는 신호들 증 해당 노드에서 드롭될 신호를 선택하여 M개의 출력단자를 통해 출력하는 드롭용 링크모듈
(linkmodule): 및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 중 M-1개의 입력 광
섬유에 결합된 분할기와 해당 노드로부터 애드되는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에 결합된 분할
기에 각각 하나씩 연결되는 M+m-1개의 입력단자와, 해당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하나
의 출력 광섬유에 접속된 하나의 출력단자를 구비하고, 상기 M+m-1개의 입력단자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 
중 다음 노드로 전송되어야 하는 신호들을 선택하여 하나의 출력단자를 통해 출력하는 M개의 전송용 링크
모듈들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회선 분배기의 구성도이고, 도4a는 도3에 도시된 전송용 링크모듈의 
내부 구성도이며, 도4b는 도3에 도시된 드롭용 링크모듈의 내부 구성도이다. 도5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
시된 라우팅모듈의 제1실시예도이고, 도5b 내지 도5d는 도5a에 도시된 경로모듈의 여러 가지 실시예도이
다.

먼저, 도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광회선 분배기는, 최대 N개의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신호들을 파
장분할방식으로 다중화하여 운반하는 M+m개의 입력 광섬유(OFin#1∼OFin#M+m)와 2M개의 출력 광섬유(OFout#1

∼OFout+2M)가 연결된다. 상기 광회선 분배기는 M+m개의 1×M분할기(311∼315)와, M개의 전송용 링 크모듈

(321∼323)과, 하나의 드롭용 링 크모듈(331)로 구성 된다.

상기한 1×M 분할기(311∼315)는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OFin#1

∼OFin #M)와  해당  노드로부터  애드(add)되는 신호(Sdrop )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OFin#M+1∼

OFin#M+m)에 각각 하나씩 결합되어 입력신호들을 각 링크모듈(321∼323,331)들로 분배한다.

상기한 전송용 링크모듈(321∼323)은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 
중 M-1개의 입력 광섬유와 해당 노드로부터 애드되는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에 결합된 상
기한 분할기(311∼315)에 하나씩 연결된 최대 M+m-1개의 입력단자와, 해당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신호
를 운반하는 하나의 출력 광섬유에 접속된 하나의 출력단자를 구비한다. 상기 전송용 링크모듈(321∼32
3)은 M+m-1개의 입력단자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 중 다음 노드로 전송될 신호들을 선택하여 하나의 출력단
자를 통해 출력한다.

여기서, M개의 입력 광섬유 증 M-1개의 입력 광섬유만이 분할기를 통해 전송용 링크모듈과 접속되는 이유
는, 임의의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입력되는 신호는 출력 광섬유를 통해 상기 임의의 노드로 다시 연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제3노드에서 제1노드로 전송된 신호는 다시 제3노드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3노드와 연결되는 출력 광섬유와 접속된 전송용 링크모듈의 입력단자는 제3노드와 연결
되는 입력 광섬유에 결합된 분할기에는 연결되지 않고, 다른 전송용 링크모듈과 언결되거나 드롭용 링크
모듈을 통해 드롭신호(Sdrop)로 출력된다.

드롭용  링크모듈(331)은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0Fin#1∼

0Fin#NI)에 상기 분할기(311,312,313)를 통해 각각 하나씩 연결된 M개의 입력단자와, 해당 노드에서 드롭

(drop)되는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출력 광섬유(OFout+M+1∼OFout#2M)에 각각 하나씩 연결된 M개의 출력

단자를 구비한다. 상기 M개의 입력단자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 중 해당 노드에서 드롭되는 신호들을 선택
하여 M개의 출력단자를 통해 츌력한다.

광전송망에서 해당 노드와 접속되는 임의의 노드는 노드사이를 연결하는 광섬유들을 통해 해당 노드로 신
호를 전송하는데, 상기 광섬유별로 최대 N개의 서로 다른 파장(λ1｜λN)을 가진 신호들이 파장분할방식으

로 다중화되어 해당노드로 입력된다. 상기 다중화된 입력신호는 분할기(311∼313)를 통해 각 전송용 링크
모듈(321∼323) 및 드롭용 링크모듈(331)로 분배되는데, 이때 상기 입력신호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입
력신호가 입력된 노드와 접속된 출력 광섬유에 출력단자가 접속된 전송용 링크모듈로는 입력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노드로부터 광전송망으로 애드되는 신호는 다증화되어 m개의 입력광섬유(OFin#M+1∼OFin#M+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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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입력되고, 이 애드신호(Sdrop)는 분할기(314,315)를 통해 각 전송용 링크모듈(32I∼323)로 분배된다. 

그러나, 해당 노드에서 애드된 신호들이 바로 드롭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애드신호는 드롭용 링크모듈
(331)로는 입력되지 않는다.

여기서, 상기 전송용 링크모듈(321∼323)은 도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M+m-1개의 입력 광섬유를 통해 입력
되는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들(λ1∼λN )  중 출력광섬유로 전송될 신호를 선택하여 통과시키는 M+m-

1개의 라우팅모듈(411,412,413)과, 상기 라우팅모듈(412∼413)들에 의해 선택된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출
력 광섬유로 언결하는 (M+m-1)×1 결합기(421)로 구성된다. 상기 드롭용 링크모듈(331)은 도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M개의 입력 광섬유를 통해 입력되는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 중 드롭될 신호를 선택하여 
통과시키는 M개의 라우팅모듈(431,432,433)들로 구성된다.

상기 라우팅모듈(411∼413,431∼433)은 도5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파장멸로 
분리하는 하나의 1×N 역 다중화기(511)와, 상기 역 다중화기(511)에서 출력되는 파장별로 분리된 입력신
호를 스위칭하여 통과 또는 차단시키는 N개의 경로모듈(512)들과, 상기 경로모듈(512)을 통과한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N×1 다중화기(513)와, 상기 각각의 경로모듈(512)들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신호의 
통과/차단을 제어하는 제어유닛(514)으로 구성된다.

상기 경로모듈(512)은 도5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온/오프 상태로 동작되는 온-오프 
스위치(521)이다. 상기 경로모듈(512)은 도5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통과대역이 가변
되는 필터(turnable filter: 531)이다. 상기 경로모듈(512)은 도5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반사대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turnable fiber grating: 541)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광회선 분배기의 입/출력단에는 M+m개의 입력 광섬유와 2M개의 출력 광섬유가 각각 연결되고, 각 입/출력 
광섬유들은 최대 N개의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신호들(λ1∼λN)을 파장분할방식으로 다중화하여 전송한다. 

광회선 분배기에 연결된 M+m개의 입력 광섬유 증 M개의 입력 광섬유는 해당 노드와 다른 노드 사이의 연
결을 위한 것이고, m개의 입력 광섬유는 해당 노드로부터 애드되는 신호를 광회선 분배기로 연결하기 위
한 것이다. 이때, 애드되는 신호를 연결하기 위한 광섬유의 수는 다른 노드와의 연결을 위한 광섬유의 수
보다 작거나 같다. 즉, m은 M보다 같거나 작은 자연수이다.

또한, 2M개의 출력 광섬유 중 M개의 광섬유는 해당 노드에서 드롭되는 신호들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M개의 광섬유는 해당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노드가 제1노드일 경우, 다른 노드로 언결된 상기 입력 광섬유, 출력 광섬유 및 드롭을 
위한 광섬유의 수 M=3이고, 제1노드에서 애드되는 6개의 신호가 모두 다른 파장(λ1∼λN)의 신호들이므로 

애드를 위한 입력 광섬유의 수 m=1이다. 상기 M개의 입력 광섬유로는 제2노드, 제3노드 및 제4노드로부터 
다중화된 신호들이 입력되고, m개의 입력 광섬유로는 제1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들로 전송될 다중화된 신호
들이 입력된다. 각각의 전송용 링크모듈과 접속된 M개의 출력 광섬유로는 제2∼4노드로 전송될 다중화된 
신호들이 각각 출력되고, 드롭용 링크모듈과 접속된 M개의 출력 광섬유로는 다른 노드로부터 전송되어 해
당 노드에서 드롭될 신호들이 출력된다.

상기 M개의 입력 광섬유를 통해 입력되는 다중화된 입력신호들은 각각의 분할기(311∼313)에 의해 전송용 
링크모듈들(321∼323)과 드롭용 링크모듈(331)로 분배되고, 상기 m개의 입력 광섬유를 통해 입력되는 다
중화된 애드신호들은 각각의 분할기(314,315)에 의해 전송옹 링크모듈들(321∼323)로 분배된다. 이때, 상
기 분할기를 통해 입력된 신호들이 M개의 동일한 신호로 복제되고, 이 신호들이 각 전송용 링크모듈들
(321∼323)과 드롭용 링크모듈(331)에 의해 독립적으로 처리되므로 각각의 광섬유를 통해 입력된 신호들
이 동시에 최대 M개의 전송용 링크모듈과 드롭용 링크모듈로 출력될 수 있다.

상기한 전송용 링크모듈들(321∼323)은 파장분할 다증화된 입력신호들을 적절히 스위칭하여 다음 노드로 
전송될 신호들을 출력 광섬유를 통해 출력한다. 예를들어, 제1노드에 설치되는 광회선 분배기로 제2노드
와 연결된 1번 광섬유를 통해서 제1∼4, 제7,제8파장(λ1∼λ4,λ7,λ8)의 신호들이 다중화되어 입력되고, 제3

노드와 연결된 2번 광섬유를 통해 제3,제4파장(λ3,λ4)의 신호들이 다증화되어 입력되며, 제4노드와 연결된 

3번 광섬유를 통해서 제3∼8파장(λ3∼λ8)의 신호들이 다중화되어 입력되고, 또 제1노드에서 애드되는 신호

를 운반하는 입력 광섬유를 통해 제1∼6파장(λ1∼λ6)의 신호들이 다중화되어 입력된다고 가정하자.

광회선 분배기로 입력된 이 다중화된 신호들은 분할기를 통해 광회선 분배기내부의 전송용 링크모듈 및 
드롭용 링크모듈로 입력된다. 이때, 제2노드와 연결된출력 광섬유에 접속된 전송용 링크모듈의 경우, 제3
노드에서 전송되는제3,제4파장(λ4 )의  다중화된 신호들 중 제4파장(λ4 )의  신호와,  제4노드에서 전송되는 

제3∼8파장(λ3∼λ8)의 다중화된 신호들 증 제3,제7,제8파장(λ3,λ7,λ8)의 신호와, 제1노드에서 애드되는 제1

∼6파장(λ1∼λ6)의 다중화된 신호들 중 제1,2파장(λ1,λ2)의 신호들을 스위칭을 통해 선택하고, 상기한 선

택된 제1∼4,제7,제8파장(λ1∼λ4,λ7,λ8 )의  신호들은 전송용 링크모듈의 출력단에 사용되는 결합기에 의해 

다중화된 후 출력 광섬유를 통해 제2노드로 연결된다.

또한, 제1노드에 사용되는 광회선 분배기 내부의 드롭용 링크모듈은 제2노드에서 전송되는 제1∼4,제7,8
파장(λ1∼λ4,λ7,λ8 )의  다중화된 신호들 중 제1∼2파장(λ1∼λ2 )의  신호와,  제3노드에서 전송되는 제3,제4파

장(λ3,λ4)의 다중화된 신호들 중 제3파장(λ3)의 신호와, 제4노드에서 전송되는 제3∼8파장(λ3∼λ8)의 다중

화된 신호 중 제4∼6파장(λ4∼λ6)의 신호들을 스위칭을 통해 선택하여 드롭한다.

상기와 같이 전송용 링크모듈(321∼323)은 다수의 다중화된 신호들을 입력받아, 각각의 전송용 링크모듈
이 접속된 노드로 연결될 신호들을 선택하고, 다중화하여 출력한다. 즉, 도4a를 참조하면, 각각의 입력 
광섬유를 통해 입력된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는 분할기를 거쳐 전송용 링크모듈 내부의 각각의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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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모듈(411∼413)들로 입력되고, 상기 라우팅모듈(411∼413)들은 각각의 입력 광섬유로 입력된 신호들 중 
해당 전송용 링크모듈이 접속된 노드로 연결될 신호들을 선택한 후, 결합기(421)를 통해 다중화한 후 출
력 광섬유로 출력한다. 드롭용 링크모듈(331)은 다수의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입력받아, 스위칭
을 통해 해당 노드에서 드롭될 신호들을 선택하여 드롭한다.

즉, 도4b를 참조하면, 각각의 입력 광섬유를 통해 광회선 분배기로 입력된 다중화된 입력신호는 분할기를 
통해 드롭용 링크모듈 내부의 각각의 라우팅모듈(431∼433)로 입력되고, 라우팅모듈은 각각의 입력 광섬
유로부터 입력된 신호들 중 드롭될 신호들을 선택한다. 이때, 상기한 드롭용 링크모듈 내부에 위치한 라
우팅모듈들은 각기 다른 입력 광섬유를 통해 입력된 신호들 중 드롭될 신호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드롭용 
링크모듈을 통해 최대 M×N개의 신호를 동시에 드롭할 수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우팅모듈(411∼413,431∼433)은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입력받아, 
해당 링크모듈이 접속된 노드로 전송될 신호를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일 실시예가 도5a에 도시
되어 있다.

각 라우팅모듈로 입력되는 파장분할 다중화된 신호들은 역 다중화기(511)를 통해 파장별로 분리된다. 파
장별로 분리된 각각의 신호들의 흐름은 스위칭 기능을 수행하는 각각의 경로모듈(512)에 의해 제어된다. 
이때, 제어유닛(514)은 상기 각각의 경로모듈(512)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상기 경로모듈(512)이 신호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통과시키도록 한다. 상기 경로모듈(512)을 통과한 신호들은 다중화기(513)를 통해 다
중화되어 출력된다.

예를 들면, 제3노드와 제4노드에서 제1노드를 거쳐 제2노드로 신호를 전송하고자 할 때, 상기 제3노드에
서는 제1노드로 전송된 제3,제4파장(λ3,λ4)의 신호들중 제4파장(λ4)의 신호와, 제4노드에서 제1노드로 전

송된 제3∼8파장(λ3∼λ8)의 신호들 중 제3,제7,제8파장(λ3,λ7,λ8)의 신호들이 제1노드에 설치된 광회선 분

배기내부의 전송용 링크모듈들 중 제2노드에 접속된 전송용 링크모듈에서 선택되어 출력된다.

이때, 제3노드로부터 입력된 다중화된 신호들은 상기한 전송용 링크모듈 내부에 위치한 라우팅모듈들 중 
제3노드로부터 입력된 신호들을 처리하는 라우팅모듈내부에 위치한 역 다중화기에 의해 파장별로 분리되
어 제3파장(λ3 ), 제4파장(λ4 )의 신호가 각각의 경로모듈로 입력된다.  따라서 제어유닛은 제4파장(λ4 )의 

신호가 입력되는 경로모듈로는 통과옹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제3파장(λ3)의 신호가 입력되는 경로모듈로

는 차단용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경로모듈을 통과한 제4파장(λ4)의 신호는 다중화기를 거쳐 출력되고, 상

기 라우팅모듈의 출력신호는 도4a의 결합기(421)에서 다른 라우팅모듈의 출력신호와 함께 다중화되어 제2
노드로 연결된다.

또한, 4노드로부터 입력된 다중화된 신호들은 상기한 전송용 링크모듈 내부에 위치한 라우팅모듈들 중 제
4노드로부터 입력된 신호들을 처리하는 라우팅모듈내부에 위치한 역 다중화기에 의해 파강별로 분리되어 
제3파장(λ3 ), 제4파장(λ4 ), 제5파장(λ5 ), 제6파장(λ6 ), 제7파장(λ7 )  및 제8파장(λ8 )의 신호가 각각의 경

로 모듈로 입력된다. 이때, 제어유닛은 제3파장(λ3), 제7파장(λ7) 및 제8파장(λ8)의 신호가 입력되는 경

로모듈로는 통과용 제어신호를 출력하고, 제4파장(λ4 ), 제5파장(λ5 )  및 제6파장(λ6 )의 신호가 입력되는 

경로모듈로는 차단용 제어신호를 출력한다. 경로모듈을 통과한 제3파장(λ3 ), 제7파장(λ7 )  및 제8파장(λ

8)의 신호는 다중화기에서 다중화되어 출력된다. 상기 라우팅모듈의 출력신호는 도4a의 결합기(421)에서 

다른 라우팅모듈의 출력신호와 함께 다중화되어 제2노드로 출력된다.

여기서, 상기한 경로모듈(512)은 제어유닛(514)의 제어신호를 입력받아 간단한 스위칭 기능을 
담당하는데, 도5b 내지 도5d는 그의 여러 가지 실시예들이다.

즉, 경로모듈(512)은 신호의 통과/차단을 제어하는 기계적 또는 도파로형 또는 광증폭기를 이용한 온-오
프 스위치(521), 제어신호에 따라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531), 제어신호에 따라 반사대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541) 등으로 구현한다.

도6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시된 라우팅모듈의 제2실시예도이고, 도6b내지 도6e는 도6a에 도시된 경로모
듈의 여러 가지 실시예도이다.

도6a를 참조하면, 라우팅모듈로 입력되는 다중화된 신호들은 분할기(611)를 통해 각 경로모듈(612)로 분
배된다. 각각의 경로모듈(612)은 다중화된 신호들 중 다음 단으로 전송할 신호들을 선택하여 통과시킨다. 
이때, 제어유닛(614)은 상기 각각의 경로모듈(612)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경로모듈(612)이 원하는 파장
의 신호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경로모듈(612)을 통과한 신호들은 다중화기(613)를 통해 다중
화되어 출력된다. 상기 라우팅모듈의 출력신호는 도4a의 결합기(421)에서 다른 라우팅모듈의 출력신호와 
함께 다중화되어 다음 노드로 전송된다.

이러한 도6a의 라우팅모듈은 도5a의 라우팅모듈의 역 다중화기(511)를 분할기(611)로 대체하여 구현한 것
이다. 따라서, 두 라우팅모듈간의 차이점은, 도5a의 라우팅모듈은 역 다중화기(511)가 다중화된 신호를 
파장별로 분리한 후 각각의 경로모듈(512)로 출력하기 때문에 경로모듈(512)은 단순한 스위칭 기능만을 
담당하였으나, 도6a의 라우팅모듈은 분할기(611)가 다중화된 신호들을 각 경로모듈(612)로 분배하기 때문
에 경로모듈(612)은 원하는 파장의 신호를 선택하는 기능과 스위칭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도6b 내지 도6e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모듈(612)에는 필터링기능이 추가된다.

상기한 경로모듈(612)은 도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과대역이 고정된 필터(621)와, 제어신호에 따라 스위
칭되는 온-오프 스위치(622)를 직렬 연결하여 구성한다. 즉, 각 경로모듈별로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다
중화된 신호들 중 특정파장을 가진 하나의 신호를 선택한 후, 스위칭을 통해 상기한 선택된 신호의 흐름
을 제어한다. 또한, 상기한 경로모듈(612)은 도6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에 따라 통과대역이 가변
되는 필터(631)  또는 도6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에 따라 반사대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
(641)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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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전송망의 전송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파장의 사용효율을 높이고, 회선복구 등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송망의 각 노드에서 경로별로 할당된 신호의 파장을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광회선 분배기가 
사용되는데, 이는 도6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에 따라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651)와, 상기 필
터(651)를 통과한 신호의 파장을 변환하는 고정 파장 변환기(652)를 직렬 접속하여 구현한다.

도7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시된 라우팅모듈의 제3실시예도이고, 도7b 내지 도7g는 도7a에 도시된 경로모
듈의 여러 가지 실시예도이다.

도7a를 참조하면, 라우팅모듈로 입력되는 다중화된 신호들은 역다중화기(711)를 통해 파장벌로 분리되어 
각 경로모듈(712)로 입력된다. 각각의 경로모듈(712)은 스위칭 동작으로 상기한 입력된 신호의 흐름을 제
어한다. 이때, 제어유닛(714)은 상기 각각의 경로모듈(712)로 제어신호를 출릭하여 경로모듈이 다음 단으
로 전송될 신호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한다. 상기 경로모듈(7l2)을 통과한 신호들은 결합기(713)
를 통해 다중화되어 출력된다. 상기 라우팅모듈의 출력신호는 도4a의 결합기(421)에서 다른 라우팅모듈의 
출력신호와 함께 다중화되어 다음 노드로 전송된다.

상기한 도7a의 라우팅모듈은 도5a의 라우팅모듈의 다중화기(513)를 결합기(713)로 대체하여 구현한 것이
다. 따라서, 상기 라우팅모듈의 경로모듈(712)은 도7b 내지 도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에 따라 스
위칭되는 온-오프스위치(721), 제어신호에 따라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731), 제어신호에 따라 반사대
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741)로 구현된다. 또한, 파강 변환 기능을 가진 광회선 분배기를 구현하
기 위하여, 상기한 경로모듈(712)은 도7e 내지 도7g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에 따라 임의의 출력파
장으로 입력신호의 파장을 변환하는 가변 파장 변환기(752,762,772)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8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시된 라우팅모듈의 재4실시예도이고, 도8b 내지 도8e는 도8a에 도시된 경로모
듈의 여러 가지 실시예도이다.

도8a를 참조하면, 라우팅모듈로 입력되는 다증화된 신호들은 분할기(811)를 통해 각 경로모듈(812)로 분
배된다. 각각의 경로모듈(812)은 다중화된 신호들 중 다음 단으로 전송할 신호들을 선택하여 통과시킨다. 
이때, 제어유닛(814)은 상기 각각의 경로모듈(812)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경로모듈(812)이 원하는 파장
의 신호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 상기 경로모듈(812)을 통과한 신호들은 결합기(813)를 통해 다중화
되어 출력된다. 상기 라우팅모들의 출력신호는 도4a의 결합기(421)에서 다른 라우팅모듈에서 출력되는 신
호들과 함께 다중화되어 출력된다.

이러한 도8a의 라우팅모듈은 도5a의 라우팅모듈의 역 다중화기(511)를 분할기(811)로 대체하고, 다중화기
(513)를 결합기(813)로 대체하여 구현한 것이다.

따라서, 두 라우팅모듈 사이의 차이점은, 도5a의 라우팅모듈은 역 다중화기(511)가 다중화된 신흐를 파장
별로 분리한 후 경로모듈(512)로 출력하기 때문에 경로모듈(512)은 단순한 스위칭 기능만을 
담당하였으나, 도8a의 라우팅모듈은 분할기(811)가 다중화된 신호들을 각 경로모듈(812)들로 분배하기 때
문에 경로모듈(812)은 원하는 파장의 신호를 선택하는 기능과 스위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따
라서, 도8b 내지 도8e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모듈(812)에는 필터링기능이 추가된다.

상기한 경로모듈(812)은 도8b 또는 도8c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과대역이 고정된 필터(821)와, 제어신호에 
따라 스위칭되는 온-오프스위치(822)를 직렬 접속하여 구성한다. 또는, 제어신호에 따라 통과대역이 가변
되는 필터(831)로 구현한다. 또한, 파장 변환 기능을 가진 광회선 분배기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기한 경
로모듈(812)은 도8d 내지 도8e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에 따라 입력신호의 파장을 변환하는 고정 파
장 변환기(843,852)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도9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시된 라우팅모듈의 제5실시예도이고, 도9b 내지 도9d는 도9a에 도시된 경로모
듈의 여러 가지 실시예도이다.

도9a를 참조하면, 라우팅모듈로 입력되는 파창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들은 순환장치(911)를 통해 도파로 
배열격자(AWG:arrayed waveguide grating:912)로 입력된다. 상기 도파로 배열격자(912)는 상기 다중화된 
입력신호들을 파장별로 분리하고, 각각의 경로모듈(913)들은 스위칭 동작에 의하여 상기 파장별로 분리된 
신호들을 반사 또는 차단시킨다. 이때, 제어유닛(914)은 각각의 경로모듈(913)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경
로모듈의 스위칭상태를 제어한다. 경로모듈(913)에 의해 반사된 신호들은 도파로 배열격자(912)를 통해 
다중화되고, 상기 도파로 배열격자(912)에서 출력되는 다중화된 신호는 순환장치(911)를 통해 출력된다.

상기한 라우팅모듈은 앞서의 실시예들과는 달리 반사형 라우팅모듈로 구현된 것이다. 즉, 앞세의 실시예
들에서 경로모듈은 원하는 파장의 신호만 통과시키고 다른 신호들은 차단하지만, 본 실시예에서 경로모듈
(913)은 원하는 파장의 신호만 도파로 배열격자(912)로 반사하고 나머지 신호는 차단시킨다.

즉, 상기한 도파로 배열격자(912)는 순환장치(911)를 통해 입력되는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각 파
장별로 분리하여 출력하고, 경로모듈(913)은 이 파장별로 분리된 신호를 스위칭하여 다음 노드로 전송될 
신호만 도파로 배열격자(912)로 반사시킨다. 상기한 도파로 배열격자(912)는 각 파장별로 분리된 신호들
이 입력되면 이를 다중화하고 순환장치(911)는 이 신호를 출력한다. 상기 순환장치(911)를 통해 출력되는 
라우팅모듈의 출력신호는 도4a의 결합기(421)에서 다른 라우팅모듈에서 츌력되는 신호들과 함께 다중화되
어 출력된다.

상기한 경로모듈은 도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에 따라 스위칭되는 온-오프스위치(921)와, 상기 온
-오프스위치(921)를 통과한 파장의 신호를 상기 도파로 배열격자(912)로 반사하는 반사기(922)를 접속하
여 구성한다. 또한, 도9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에 따라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931)와, 상기 
필터(931)를 통과한 파장의 신호를 상기 도파로 배열격자(912)로 반사하는 반사기(932)를 접속하여 구성
한다. 또한, 도9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에 따라 반사대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941)로 구
현한다.

도10a는 도4a 내지 도4b에 도시된 라우팅모듈의 제6실시예도이고, 도10b 내지 도10d는 도10a에 도시된 경
로모듈의 여러 가지 실시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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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a를 참조하면, 라우팅모듈로 입력되는 파창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들은 순환장치(1011)를 통해 분할/
결합기(1012)로 입력된다. 상기 분할/결합기(1012)는 상기 다중화된 신호를 각 경로모듈(1013)로 분배하
고, 상기 경로모듈(1013)은 원하는 파장의 신호만을 선택하여 상기 분할/결합기(1012)로 반사한다. 이때, 
제어유닛(1014)은 각각의 경로모듈(1013)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신호들의 반사 여부를 제어한다. 경로모
듈(1013)에 의해 반사된 신호들은 분할/결합기(1012)에서 다중화된 후 순환장치(1011)를 통해 출력된다.

이러한 도10a의 라우팅모듈은 도9a의 라우팅모듈의 도파로 배열격자(912)를 분할/결합기(1012)로 대체하
여 구현한 것이다. 따라서, 두 라우팅모듈 사이의 차이점은, 도9a의 라우팅모듈은 도파로 배열격자(912)
가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파장별로 분리한 후 경로모듈(913)로 출력하기 때문에 경로모듈(913)은 단순한 
스위칭기능과 반사기능만으로 구현 가능하다. 그러나, 도10a의 라우팅모듈은 분할/결합기(1012)가 다중화
된 신호들을 각 경로모듈(1013)들로 분배하기 때문에 경로모듈(1013)은 다중화된 입력신호들 중 원하는 
파장의 신호를 선택하여 반사시켜야 한다. 따라서, 도10b 내지 도10d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로모듈(101
3)에는 필터링기능이 추가된다.

상기한 경로모듈(1013)은 도10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과대역이 고정된 필터(1021)와, 제어신호에 따라 
스위칭되는 온-오프스위치(1022)와, 상기 온-오프스위치(1022)를 통과한 파장의 신호를 반사하는 반사기
(1023)를 접속하여 구성한다.

또한, 도10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신호에 따라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1031)와, 상기 필터(1031)를 
통과한 파장의 신호를 반사하는 반사기(1032)를 접속하여 구성한다. 또한, 도10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어신호에 따라 반사대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1041)로 구현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광회선 분배기 내부를 3개의 계층으로 구분한 후 각 계층별로 모
듈을 구성하고, 이러한 모듈들을 결합하여 전체 광회선 분배기를 구성한다. 즉, 광회선 분배기 내부는 하
나의 출력 광섬유로 전송될 신호들을 선택하는 다수의 링크모듈들로 구분하고, 상기 각 링크모듈들은 동
일한 입력 광섬유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처리하는 다수의 라우팅모듈들로 세분화하며, 각 라우팅모듈은 특
정 파장을 가진 신호가 통과하는 광학적 경로를 제어하는 다수의 경로모듈들로 세분화한다.

따라서, 우수한 모듈성으로 인하여, 전송망의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내부 소자들을 고강 수
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광회선 분배기의 업그레이드를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신호들의 연결통로를 제어하는 각 경로모듈들은, 스위칭시간이 짧고 손실과 누화의 발생
이 적으며, 제어가 간단하기 때문에 전송망의 장애 발생시 장애복구 시간이 짧고, 스위칭 과정에서 발생
하는 손실과 누화로 인한 신호의 열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입력 광섬유로 통해 입력된 신호를 동시에 여러 출력 광섬유로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력 광섬유들을 통해 다른 노드로부터 전송된 모든신호들을 동시에 드롭할 수 있어서 다양한 노드구조에 
사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전송망을 구성하는 노드에 설치되고, 최대 N개의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신호들을 파장분할방식으로 다
중화하여 운반하는 M+m개의 입력 광섬유와 2M개의 출력 광섬유가 연결되며,

전송망의 노드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신호가 전송된 노드와 신호가 전송될 노드 사이의 통로를 제공하
고, 해당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전송될 신호들을 애드하며,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전송된 신호들
을 드롭하기 위한 광회선 분배기에 있어서,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와 해당 노드로부터 애드(add)되는 신호
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에  하나씩  결합되어  입력신호들을  분배하는  M+m개의  1×M 분할기
(splitter)와:

상기 M+m개의 분할기 중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광섬유에 결합된 분할기에 각각 
하나씩 연결된 M개의 입력단자와, 해당 노드에서 드롭(drop)되는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출력 광섬유에 
각각 하나씩 연결된 M개의 출력단자를 구비하고, 상기 M개의 입력단자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들 중 해당 
노드에서 드롭될 신호를 선택하여 M개의 출력단자를 통해 출력하는 드롭용 링크모듈(linkmodule): 및

다른 노드에서 해당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 중 M-1개의 입력 광섬유에 결합된 분할
기와 해당 노드로부터 애드되는 신호들을 운반하는 m개의 입력 광섬유에 결합된 분할기에 각각 하나씩 연
결되는 M+m-1개의 입력단자와, 해당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로 신호들을 운반하는 하나의 출력 광섬유에 접
속된 하나의 출력단자를 구비하고, 상기 M+m-1개의 입력단자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 중 다음 노드로 전송
되어야 하는 신호들을 선택하여 하나의 출력단자를 통해 출력하는 M개의 전송용 링크모듈들을 구비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송용 링크모듈은 M+m-1개의 입력 광섬유를 통해 입력되는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
력신호들  중  출력  광섬유로  전송될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M+m-1개의  라우팅모듈(link-to-link 
routing module)들과, 상기 라우팅모듈들에 의해 선택된 신호들을 결합하여 출력단자로 연결하는 (M+m-
1)×1 결합기로 구성되고;

상기 드롭용 링크모듈은 M개의 입력 광섬유를 통해 입력되는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 중 드롭될 신호
를 선택하여 통과시키는 M개의 라우팅모듈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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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모듈은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파장별로 분리하는 하나의 1×N 역 다
중화기와, 상기 역 다중화기에서 출력되는 파장별로 분리된 입력신호를 스위칭하여 통과 또는 차단시키는 
N개의 경로모듈들과, 상기 경로모듈을 통과한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N×1 다중화기와, 상기 각각
의 경로모듈들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신호의 통과/차단을 제어하는 제어유닛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온/오프상태로 동작되는 온-오프 스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turnable filt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반사대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turnable 
fiber gratin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모듈은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분배하는 1×N 분할기와, 상기 분할기
에서 출력되는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스위칭하여 원하는 파장의 입력신호만을 통과시키는 N개의 
경로모듈들과, 상기 경로모듈을 통과한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N×1 다중화기와, 상기 각각의 경
로모듈들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원하는 파장의 입력신호만이 통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유닛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통과대역이 고정된 필터(fixed filter)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온/오
프 상태로 스위칭되는 온-오프 스위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turnable filt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반사대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turnable 
fiber gratin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turnable filter)와, 
상기 필터를 통과한 신호를 파장 변환하여 출력하는 고정 파장 변환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
선 분배기.

청구항 1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모듈은 상기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파장별로 분리하는 하나의 1×N 
역 다중화기와, 상기 역 다중화기에서 출력되는 파장별로 분리된 입력신호를 스위칭하여 통과 또는 차단
시키는 N개의 경로모듈들과, 상기 경로모듈을 통과한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N×1 결합기와, 상기 
각각의 경로모듈들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신호의 통과/차단을 제어하는 제어유닛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온/오프상태로 동작되는 온-오프 스위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turnable filt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반사대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turnable 
fiber grating)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16 

제13항, 제14항 또는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출력파장이 가변되며, 상
기 온-오프 스위치, 필터 또는 광섬유 회절격자를 통과한 신호를 상기 출력파장으로 파장 변환하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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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변 파장 변환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1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모듈은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분배하는 1×N 분할기와, 상기 분할기
에서 출력되는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스위칭하여 원하는 파장의 입력신호만을 통과시키는 N개의 
경로모듈들과, 상기 경로모듈을 통과한 신호들을 다중화하여 출력하는 N×1 결합기와, 상기 각각의 경로
모듈들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원하는 파장의 신호만이 통과되도록 제어하는 제어유닛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통과대역이 고정된 필터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온/오프 상태로 변
환되어 상기 필터를 통과한 신호를 스위칭하는 온-오프 스위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
기.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turnable filter)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20 

제18항 또는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온-오프 스위치 또는 필터를 통과한 신호를 원하는 파장
으로 파장 변환하여 출력하는 고정 파장 변환기를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2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모듈은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1×N  도파로 배열격자(AWG:arrayed 
waveguide grating)로 제공하고 상기 도파로 배열격자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출력단자로 연결하는 순환
장치와, 상기 순환장치를 통해 입력되는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파장별로 분리하고 경로모듈로부
터 제공되는 출력신호를 다중화하는 상기 1×N 도파로 배열격자와, 상기 도파로 배열격자로부터 입력신호
를 입력받아 출력단자로 전송될 신호들을 선택하여 반사하는 N개의 경로모듈들과, 상기 각각의 경로모듈
들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입력신호의 반사 여부를 제어하는 제어유닛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회선 분배기.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온/오프 상태로 스위칭되는 온-오프 스위치와, 
상기 온-오프 스위치를 통과한 신호를 상기 도파로 배열격자로 반사하는 반사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와, 상기 필터를 통과
한 신호를 상기 도파로 배열격자로 반사하는 반사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24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반사대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2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모듈은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분할/결합기로 제공하고 상기 분할/결
합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출력단자로 연결하는 순환장치와, 상기 순환장치를 통해 입력되는 파장분할 
다중화된 입력신호를 분배하고 경로모듈로부터 제공되는 출력신호를 다중화하는 상기 1×N 
분할/결합기와, 상기 분할/결합기로부터 입력신호를 입력받아 출력단자로 전송될 신호들을 선택하여 반사
하는 N개의 경로모듈들과, 상기 각각의 경로모듈들로 제어신호를 출력하여 신호의 반사 여부를 제어하는 
제어유닛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통과대역이 고정된 필터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온/오프 상태로 스
위칭되는 온-오프 스위치와, 상기 필터와 온-오프 스위치를 통과한 신호를 분할/결합기로 반사하는 반사
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27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통과대역이 가변되는 필터와, 상기 필터를 통과
한 신호를 분할/결합기로 반사하는 반사기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모듈은 상기 제어신호에 의해 반사대역이 가변되는 광섬유 회절격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회선 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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