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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하여 가입자내에 광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파장 및 전력제어회로를 제거할 수 

있어 가입자 장치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상하향 데이터간의 비동기가 가능한 비대칭 2.5 Gbps / 622 Mbps의 광가입자 망을 제안한다. 
하향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재변조한 상향신호의 평균오차율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매트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해 그 효용성

을 분석한다. 제안시스템에서 SNR의 변화에 따라 임계치를 최적치로 설정할 경우 고정된 종래의 광수신기에 비하여 평균오차율이 

향상되고, 수신감도도 3 dB 향상된다. 따라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제안 시스템을 경제적이고 단순구조를 가지는 광가입자 

장치에서 비동기 및 비대칭 쌍방향 데이터 전송에 유용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Optical subscriber network, Manchester code, ONU(Optical Network Unit), OLT(Optical Line Termination), 

Re-modulation, Threshol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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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현대의 가입자 망은 음성, 고화질 주문형(VOD :  Video-On- 
Demand) 영상, 고속 데이터 등의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를 제공하는 광대역 전송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가입

자에게 고속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FTTH(Fiber-To- 
The-Home)와 같은 광 가입자 망이 도입되고 있다. 그림 1과 

같은 FTTH 기반의 광 가입자 망에서는 여러 개의 광 네트워

크 유니트(ONU : Optical Network Unit)가 리모트 노드(RN : 
Remote Node)에 의해 1개의 광선로 단국장치(OLT : Optical 
Line Termination)에 접속되어 있다 

[1]. 각 가입자에게 고화질 

VOD TV, 고속 IP(Internet Protocol) 기반 서비스, 전화, DSL 
(Digital Subscriber Line)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2,3], 고
화질 VOD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선 쌍방형 광 전송장치가 

필요하다. 라우팅 노드에 접속된 광 가입자망은 경제적이고 

설치 및 확장에 있어서 유연한 공유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은 광 가입자 망에서 가입자가 쌍방향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OLT와 ONU에 별도의 광원

이 필요하며, 한 개의 OLT가 대량의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

해서 가입자 수만큼의 광원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 

내 ONU의 단가를 낮추고, ONU와 OLT의 기능을 단순화시

키기 위하여 OLT에서 ONU로 송신한 하향신호를 재변조하

여 상향신호로 사용하여, ONU에서 별도의 광원장치가 불필

요한 방식의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다. 하향신호를 

재변조하는 상향으로 송신하는 방식은 가입자 내 ONU에 광

원이 필요 없다는 경제적인 면 외에, 파장 및 전력제어회로

를 제거할 수 있어 가입자 장치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4-8]. 

OLT에서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하여 송신한 하향신호를 

ONU에서 재변조하여 OLT 방향의 상향신호로 다시 사용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9-11],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상향 데이터

와 하향 데이터간의 비동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

나, NRZ(Non-Return-to-Zero) 신호를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할 

경우 데이터 속도가 2배로 증가되는 점은 제약이 될 수 있다. 
광 가입자망에서 ONU에서 OLT로 송신하는 상향신호는 일반

적으로 전화 등의 음성신호 또는 VOD용 제어신호이기 때문

에 데이터 속도가 하향신호에 비해 저속이다. 본 논문에서는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하여 한 개

의 광원을 갖는 쌍방향 2.5 Gbps / 622 Mbps의 비동기 광가입

자 망을 제안하여, 하향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재변조한 상향

신호의 평균오차율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매트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해 그 효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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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TTH 기반의 광 가입자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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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향신호를 재변조한 비대칭 2.5 Gbps / 622 Mbps 광가입자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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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로 재변조한 상향신호.

그림 4. 하향 데이터에 따른 재변조한 상향신호의 형태.

표 1. 하향 데이터에 따른 재변조한 상향신호의 구분

형태
하향 데이터 5비트

A B C D E
확률

상향 변조신호

1비트내 펄스 수

(데이터 1일 경우)

a A = 0, E = 1 1/4 4 ~ 5개

b A = 1, E = 0 1/4 3 ~ 4개

c A = E 1/2 4개

II. 본 론

1. 한 개의 광원을 갖는 비대칭 2.5 Gbps / 622 Mbps 
광 가입자 망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를 재변조하여 상향신호

로 사용하는 광가입자 망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OLT에서 레이져 다이오드(LD : Laser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이중포트형 마하젠더 간섭계를 이용하여 하향신호

를 맨체스터 부호로 신호를 변조한다. 그림 3과 같이 하향 

데이터가 ‘0’과 ‘1’이면 맨체스터 부호는 각각 ‘01’과 ‘10’으
로 각각 변조된다. 맨체스터 부호로 변조된 하향신호는 ONU
에 있는 포토다이오드(PD : Photodiode)에서 검파되며, 광분

기기에서 분기된 일부 신호는 상향신호의 광원으로 사용된

다. 즉, 마하젠더 간섭계를 이용하여 맨체스터 부호로 변조

된 하향신호로 상향신호를 변조한다. 상향신호는 622 Mb/s이
고, 상향 데이터가 ‘0’이면 신호가 없으며, ‘1’이면 맨체스터 

코드인 하향신호로 변조된 상향신호가 송신된다.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를 재변조한 상향신호는 

622 Mb/s 1주기를 8개로 나누어 보면 평균적으로 4개의 펄

스를 가진다. 하향신호와 상향신호가 동기가 된 경우에는 

622 Mb/s 1주기 안에 존재하는 펄스는 항상 4개가 존재한다. 
이 경우 ONU에 하향신호와 상향신호를 동기시키기 위한 별

도의 회로가 필요로 하며, ONU를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하

여 하향신호와 상향신호를 동기하지 않는 비동기 방식이 성

능 저하가 있지만 조금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동기 방식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고, 상향신호가 하향신

호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하향 데이터 5비트의 값에 따라 재변조한 상향신호는 3개의 

펄스에서 최대 5개의 펄스를 가진다. 
하향 데이터 5비트의 값에 따라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를 광원으로 재변조한 상향신호의 형태를 표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하향 데이터 5비트 중에서 양쪽 끝에 

있는 두개의 데이터가 ‘0’과 ‘1’일 때 4개의 펄스에서 5개의 

펄스를 가지며, ‘1’과 ‘0’일 때 3개의 펄스에서 4개의 펄스를 

가지며, 그 외는 4개의 펄스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확률은 표 

1과 같다. 
상향 데이터가 ‘0’이면 맨체스터 코드인 하향신호로 변조

된 상향신호의 전력은 0이고, 하향 데이터에 관계없이 확률 

분포는 그림 5에서 P0가 된다. 
그러나 상향 데이터가 ‘1’이면 맨체스터 코드인 하향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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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향 데이터에 따른 재변조한 상향신호의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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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향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정규화된 임계치에 대한 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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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NU마다 별도의 광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하향신호의 재

변조를 이용한 제안방식에서 정규화된 임계치에 대한 상

향신호의 평균오차율.

로 변조된 상향신호의 전력은 하향 데이터에 따라 변하게 된

다. 표 1에서 a 형태의 경우 상향신호의 정규화된 전력은 1/2 
~ 5/8 범위에 있고, 확률 분포는 P1a가 된다. b 형태의 경우 

상향신호의 정규화된 전력은 3/8 ~ 1/2 범위에 있고, 확률 분

포는 P1b가 된다. 그리고 하향 데이터 5비트 중에서 양쪽 끝

에 있는 두개의 데이터가 동일한 c 형태의 경우 상향신호의 

정규화된 전력은 1/2이고, 확률 분포는 P1c가 된다.
저대역통과필터(LPF : Low Pass Filter)의 출력 단에서 신호

대 잡음의 비를 SNR(Signal to Noise Ratio)이라고 하면 판정

기에서 평균오차율에 대하여 분석한다. LPF의 출력전력이 

신호성분 S와 잡음성분 N의 합이 된다. 잡음성분 N은 정규

랜덤변수이므로 LPF의 출력은 신호성분 S와 잡음 성분 N을 

가진 정규분포함수라고 가정한다. 상향데이터가 ‘1’과 ‘0’일 

때 LPF의 출력전압의 평균치는 각각  , 0이 된다. 데이터

가 ‘1’과 ‘0’일이 될 확률을 각각 0.5로 가정하면 판정기에서 

평균오차율(BER : Bit Error Rate), 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가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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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뮬레이션에 의한 비동기 2.5 Gbps / 622 Mbps 
광 가입자 망의 성능 분석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한 

개의 광원을 갖는 쌍방향 2.5 Gbps / 622 Mbps의 비동기 광 

가입자 망에서 하향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재변조한 상향신

호의 평균오차율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매
트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해 그 효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3]. 

상향 데이터가 ‘1’이면 맨체스터 코드인 하향신호로 변조

된 상향신호의 전력은 하향 데이터에 따라 변하게 되고, 표 

1과 같이 a, b, c 형태로 구분된다. 그림 6은 SNR이 28 dB일 

때 하향 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정규화된 임계치에 대한 재변

조한 상향신호의 평균오차율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상향 데이터가 ‘1’일 때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를 재변조한 상향신호에서 622 Mb/s 1주기를 8개로 

나누어 4개의 펄스를 가질 경우, 정규화된 임계치는 상향 데

이터가 ‘0’일 때와의 중간치인 ‘0.25’로 나타낸다. 하향 데이

터가 c 형태의 경우 재변조한 상향신호의 평균오차율은 정규

화된 임계치가 0.25일 때 최소가 되며, 하향 데이터가 a 형태

의 경우 정규화된 쓰레쉬홀드값이 0.25보다 큰 값에서 평균

오차율은 최소가 되며 c 형태보다 개선된다. 한편 하향 데이

터가 b 형태의 경우 평균오차율은 임계치가 0.25보다 작은 

값에서 평균오차율은 최소가 되며 a와 c 형태보다 악화된다. 
따라서 모든 상향 데이터에 대한 평균오차율은 b 형태에 의

하여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SNR이 26 dB와 30 dB일 때 ONU마다 별도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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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제안방식에서 SNR에 대한 

정규화된 임계치의 최적치 및 평균오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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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제안방식에서 정규화된 임계

치의 고정 및 최적치 설정의 경우 SNR에 대한 평균오차율.

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제안방

식에서 정규화된 임계치에 대한 상향신호의 평균오차율을 

보여 주고 있다. ONU마다 별도의 광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서는 상향신호의 평균오차율은 정규화된 임계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되고, 0.5에서 최소가 된다. 한편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방식에서는 상향신호의 

평균오차율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정규화된 임계치가 존재

하며, 평균오차율은 하향 데이터의 b형태에 의하여 제한되어 

ONU마다 별도의 광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하여 특성이 악

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

용한 제안방식에서 SNR에 대하여 평균오차율이 최소가 되는 

정규화된 임계치의 최적치 및 평균오차율을 보여 주고 있다.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방식

에서는 상향신호의 평균오차율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정규

화된 임계치는 SNR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적의 정규화된 임계치는 SNR이 21 dB일 경우 0.23
이고, SNR이 31 dB로 증가하면 0.19가 된다. 한편 일반적으

로 별도의 광원을 사용하고 NRZ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

에서는 판정기의 임계치가 0.5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

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제안방식에서는 SNR의 변화에 

따라 광수신기에서 판정기의 임계치를 조정해야만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

용한 제안방식에서 정규화된 임계치를 0.25로 고정한 경우와 

최적치로 조정한 경우 SNR에 대한 평균오차율을 보여 주고 

있다.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제안방식에서 정규화된 임게

치를 최적치로 설정하여 0.25로 고정한 경우와 비교하면 동일 

SNR에 대한 평균오차율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SNR이 

28 dB인 경우 임계치를 최적치로 설정할 때 0.25로 고정한 경

우와 비교하면 평균오차율이 5.9×10-6
에서 6.3×10-8

로 향상된

다. 그리고 SNR이 32 dB인 경우 임계치를 최적치로 설정할 

때 0.25로 고정한 경우와 비교하면 평균오차율이 1.3×10-9
에

서 2.5×10-15
로 향상된다. 즉 SNR이 증가함에 따라 임계치를 

최적치로 설정할 때 고정한 경우에 비해 평균오차율의 향상

폭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균오차율이 10-9
인 

경우 임계치를 최적치로 설정한 제안방식의 SNR이 29 dB 이
고, 임계치가 고정된 종래의 광수신기의 SNR이 32 dB이므로 

수신감도가 3 dB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III. 결 론

가입자 장치의 단가를 낮추고, 송신부 제어 기능을 제거하

여 회로를 단순화시키고, 상하향 데이터간의 비동기가 가능

하도록 맨체스터 부호로 코딩된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하

여 한 개의 광원을 갖는 쌍방향 2.5 Gbps / 622 Mbps의 광가

입자 망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에서 하향 데이터의 형태

에 따른 재변조한 상향신호의 평균오차율을 이론적으로 분석

하고, 매트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의해 그 효용성을 분석

하였다. 하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제안방식에서는 상향신

호의 평균오차율이 최소가 되는 임계치의 최적치는 SNR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NR의 변화에 

따라 임계치를 최적치로 설정할 경우 고정된 종래의 광수신

기에 비하여 평균오차율이 향상되고, 평균오차율이 10-9
인 경

우 수신감도도 3 dB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하

향신호의 재변조를 이용한 제안 시스템은 경제적이고 단순구

조를 가지는 광가입자 장치에서 비동기 쌍방향 데이터 전송

에 유용한 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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