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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화와 데이터 통신, 상서비스를 포함한 TPS 서비스 제공을 한 FTTH/FTTP 액세스망에서 

EPON 이나  GPON 같은 TDM-PON이 리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WDM 기반의 엑세스 네트워크는 

TDM-PON과 비교해서 높은 역폭과 보안성, 쉬운 확장성, 송속도와 로토콜에 한 투명성 등의 

장 을 가지고 있어, 궁극 으로 차세   로드밴드 엑세스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WDM-PON 기술의 연구동향, 향후 발  방향, 그리고 10G-PON과의 경쟁력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재 WDM-PON 주 연구 분야는 렴한 설치  운용 비용을 한 colorless ONU 구 , 역폭 향

상(10G), 기 설치된 TDM-PON에서의 WDM-PON으로의 업그 이드, 엑세스와 메트로망 통합을 한 

장거리 송 WDM-PON, 그리고 트래픽 복구를 한 보호망 구조 등이 있다. 

첫째 colorless ONU (non-wavelength-specific)는 장에 따른 서로 다른 종류의 ONU 개발이 필요

없으므로 생산 비용  운용 유지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재까지 다양한 방식의 colorless ONU 구

 방식이 제안되었다.(1) 각각의 ONU에 치한 역 간섭성 원 (LED, SLD, 증폭기의 ASE)이 

RN에서 스펙트럼 분할되어 상향으로 달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역 스펙트럼  각각의 ONU에 

할당된 장만 사용하게 되어 손실이 매우 커서 고출력의 역 원이 필요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에 반해 ONU에는 별도의 원을 사용하지 않고 OLT에 역 원을 두고 이를 ONU로 보낸 후, 

ONU에서 이를 변조하여 상향으로 신호를 송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ONU에서는 신호를 변조만 하

면 되므로 colorless ONU 구 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앙 집 형 역 원 (Centralized broadband 

light source)을 사용하는 방식은 별도의 상향신호 송용 원을 보내는 방법과 하향 데이터 송용 

원을 ONU에서 다시 변조하여 상향 신호 송으로 사용하는 방법 (Remodulation method)이 있다. 하지

만 하향신호를 재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향데이터의 송속도가 하향속도보다 느려야 하며, 선

로 반사에 민감한 단 이 있다. 앙집 형 역 원 사용시, ONU에서 사용하는 변조기로는 외부

변조기나, 패 리-페롯 이 , 반도체 증폭기(RSOA) 등이 있다. 이  외부변조기는 손실이 크고 

가격이 고가인 단 이 있다. 반면 반도체 증폭기나 패 리-패롯 이 는 직  변조  추가 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어, 재까지 가장 경제 인 colorless ONU 구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

다. 

다음 표는 colorless ONU 방식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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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Colorless ONU 구  방법

구분 변조방식 변조속도 비고

ONU 

개별 원

LED 직 < 1 Gb/s 고출력 필요, 경제성 낮음

SLD 직 < 1 Gb/s 고출력 필요, 경제성 낮음

EDFA or 

SOA-based BLS
외부변조 < 2.5 Gb/s 고출력 필요, 경제성 낮음

OLT 

집  원

외부변조기 외부변조 < 2.5 Gb/s 경제성 낮음

RSOA 직 < 1 Gb/s

FP-LD 직 < 1 Gb/s 경제성 높음

Remodulation

method
외부변조 < 1 Gb/s 선로 반사 향 큼

둘째, 역폭 향상은 향후 10G-PON과의 경쟁력 우 를 해 필요하며, 구  방식은 개별 장가변 

원을 ONU에 두고, ONU에서는 OLT의 신호를 받아서 자신이 내야하는 장을 스스로 악하여 출

력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먼  경제 인 장 가변 이 의 개발이 필수 이다.

세째, TDM-PON에서 WDM-PON으로의 진화는 TDM-PON의 RN에 치한 워 분배기(splitter)

를 장분배기(AWG)로 교체하거나,  는 TDM-PON 상하향 신호는 그 로 통과시키면서 WDM- 

PON 이 사용하는 장 역을 결합 혹은 분리시킬 수 있는 특수한 필터를 CO와 RN에 삽입시키는 방법

이 있다.(2) 

넷째, 정거리 송이 가능한 WDM-PON은 기존 통신망에서 가입자망을 메트로망을 거치지 않고 직

 기간망에 연결할 수 있어, 필요한 CO와 장비를 임으로써 기 설치비용  리 비용을 크게 일 

수 있다. 재까지 Supercontinuum 원을 이용하는 방법, 폭기를 사용하는 방법, Optical line 

coding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었다. 최근에는 RSOA remodulation 방법에 새로운 IRZ coding (하

향 50% IRZ coding, 상향 RZ coding)을 결합하여 in-line 증폭없이 1.25 Gb/s 속도로 80 km 송이 보

고된 바 있다.(3) 

마지막으로 WDM-PON 에서 부품이나 선로의 손상은 커다란 정보 손실  사업상의 장애를 가

져온다. 따라서 WDM-PON 네트워크의 보호  복구는 매우 요한 이슈다
(4)

. 이과 련된 colorless 

WDM-PON 의 보호  복구에 한 기술  구조를 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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