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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TH 구축을 한 18채   RF Overlay 방식의 기가비트 

CWDM-PON 시스템 연구

(A study on FTTH network construction using optical RF 

overlaid 18 channels Gigabit CWDM-PON system)

Abstract

In this paper, we designed, constructed and evaluated the system for the FTTH suited to a residence and apartment 

using CWDM-PON techniques. These systems have capacity to service at 100Mbps rate to 384 users in the same breath. 

Also, the services include the internet, CATV, IPTV and wireless LAN. In the case of wire network, the data could be 

transmitted by UTP cable and optical fiber and case of wireless one, the data transmitted using WLAN. The distance 

between the cental office and the user is 20km and the data rate is 100Mbps maximum. Of course, the optical network 

used just one fiber optical core. For the basic material, we obtained the characteristics of optical transceiver module, 

Mux/Demux and transmission qualities depends on the environment.

      Keywords : CWDM, C-PON, FTTH, 특등  아 트, 유무선 복합망

I 서론

CWDM-PON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주택  아 트 

는 특정지역 내의 FTTZ (Fiber to the Zone)에 합

하도록 시스템을 설계, 제작, 특성시험 결과가 언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섬유에 384 가입자가 

100Mbps의 속도로 인터넷 서비스와 Overlay 방식을 

용하여 CATV를 동시에 수용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주거 환경에 따라 유선인 경우 UTP 는 

섬유로 구축할 수 있으며 무선인 경우에 Wireless LAN

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도 가능 하도록 하 다. 

한, 미래의 상황에 비하여 VoIP 서비스를 한 유무

선 솔루션을 구 하 다

II 본론

1. CWDM 원 설계

CWDM-PON 시스템은 시스템의 가화를 하여 냉

각기능이 없는 DFB 이 를 사용하 다. 섬유가 가

지는 손실 역의 장인 1260nm에서 1610nm 역의 

모든 역을 사용하며 각 채 의 간격은 20nm이다. 여기

에서 1550nm 채 은 방송을 해 사용하 으며 기존의 

water peak 역인 1370, 1390nm 채 은 ZWPF (Zero 

Water Peak Fiber)의 사용으로 1370nm 역을 데이터 

채 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사용하 다. 따라

서 체 데이터 채 은 16 채 이며, 방송은 한 채 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EDFA 사용이 가능한 1550nm 

역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본 시스템의 외부의 설치 환경은 요구조건에 따라 -2

0℃에서 60℃  범 에서 에러 없이 동작하 다. 측정결과 

장 천이가 약 6nm정도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

용되는 CWDM 필터의 역폭인 14nm 역에 비교하여 

여유를 가지는 값으로 평가된다. 

한   온도별 변화량은 시간당 5℃  상승으로 하 고 상

온에서 50℃ 까지 실시하 다.  장당 온도에 따른 추이

는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MUX  DEMUX 설계

CWDM-PON 시스템에서 비냉각 이 의 장 천이

를 수용하기 해 MUX와 DEMUX의 각 장당 필터

의 통과 역은 13nm이상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평균

으로 -4.5dB 정도의 DFB LD 출력 워를 감안할 때 

필터의 손실은  0.5dB ~3.0dB 정도의 범 에 있는 것으로 

악된다. 역시 편차는 DFB LD의 출력 워와 합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MUX는 각각의 개별  필터

에 의하여 제 으로 구성된다. CWDM 필터는 필터 설

계에 있어서 보다 은 수의 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DWDM 필터보다 비용이 낮다. 일반 으로 DWDM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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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사용되는 100GHz 필터 설계를 해서는 약 150층 

정도가 필요하고, CWDM 필터는 20nm 채  간격에서 

약 50층 정도로 가능하다. 결과 으로 CWDM의 제조 수

율이 더 높아서 가격 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 

3-port CWDM 부품의 제조에 있어서, 정렬 허용오차가 

DWDM 부품에 비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CWDM 

부품의 제조 비용이 훨씬 낮다.  Mux는 RN의 

Mux/Demux 로서 방수기능을 가지며 이스 내부에 

치한다. 각 장으로 분리된 채 은 주함체의 L2 스

치의 모듈로 연결된다. 

3. CWDM-PON OLT 설계

  OLT는 16채 로 되어 있으며 채 당 각각 100Mbps, 

1Gbps 등의 송 능력을 가진다. 아래의 장비는 기 개

발모델로 채 당 100Mbps 이며 의 장비는 채 당 

1.25Gbps 의 장비로 각 채 별로 100Mbps, 1.25Gbps 

카드를 혼용하여 탄력 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는 기능면에서는 L2 벨의 리가 가능하고 웹 리 

기능을 두어 어디서든지 OLT의 상태를 모니터 할 수 있

다. OLT의 각 채 에서 나온 장은 앞서 설명한 MUX

를 통하여 한 개의 섬유로 송된다. 

 

           4. CWDM-PON 송특성 

  송특성 시험을 한 구성은  Optic to Optic, Optic to 

Wireless, Optic to Overlay  Optic to UTP 등의 다양

한 시도를 하 다.

 CO에 OLT가 치하고 각 장을 합해주는 MUX가 

치한다. CO측에서 출발한 은 20km 송 후 맨홀내의 

속함체 속 트 이에 실장되는 CWDM-PON 

Demux에 의하여 각 장으로 다시 분리된다. 이 신호는 

주 혹은 아 트의 동단자함에 있는 ONU의  L2스

치에 의하여 내까지 으로 송된다.  수치 인 특성

은 OLT에서 모듈이 가지는 출력 워가 -4.5dBm 이었

고 Mux의 평균 손실이 10dB 정도 되었으며 이는 기 

구성상 높은 손실을 보 다.  

 . 데이터와 방송용 신호의 1550nm 장이 WDM 소자

를 통해 송되었으며 방송용 신호는 다시 EDFA를 통해 

증폭되어 각 가입자에게 달된다. 그

이 게 송된 신호  방송은 각 가입자에게 ONT를 

통해 공 된다. ONT를 통해 서비스를 공 하 다. 외형

은 시연을 해 랙타입과 외장형으로 하 다. 

테스트한 서비스는  IPTV, CATV  VoIP 이다. 한  

무선을 통해 인터넷  VoIP를 테스트하 다. 

무선인터넷은 패킷 송시 약 40Mbps 정도이었으며 인

터넷 속도는 470m의 거리에서 약 38Mbps 정도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5. 아 트 CWDM-PON FTTH 망구성 

아 트의 망구성은 일반주택에 비해 집 된 장비의 배

열로 인해 다소 용이하다. 단 이블 배선의 문제는 물

론 다른 에서 단해야 한다. 

 아 트의 MDF, 동단자함 그리고 가입자까지 이

블로 연결되며 가정에서 ONT를 통해 앞서 설명된 서비

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가입자로 공 되는 섬유는 멀티모드 섬유를 사용

하 으며 원으로는 2km까지 송이 가능한 LED 원

을 이용하 다. 따라서 재까지 논의된 방식 에서 가

장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장 을 가진다. 

III. 결론  

FTTH를 한 코어 감  운용유지 측면을 고려

하면 CWDM-PON 방식이 우수하며, 이는 아 트의 경

우, 리동에 치한 MDF와 동단자함의 ONU 그리고 

내까지 이블이 포설되는 방식과 동단자함의 ONU에

서 내까지는 UTP  기존의 선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

식으로 환경에 따라 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로 구성된 송로를 통하여 16채

 CWDM 원을 20Km까지 송한 후에 일반주택  

아 트용 장치를 구성하여 100Mbps로 송실험을 하

고 각 지 별로 학  특성을 조사하 다. 한, 

CWDM-PON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IPTV, VoIP, 인터넷 

속 등의 다양한 활용 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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