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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가입자망의 초고속 트래픽 전송을 위한 해결책으로 근

래에 XGPON (10-gigabit-capable gigabit passive optical

network)이 주목을 받고 있다. PON은 1개의 OLT

(optical line termination)과 다수의 ONU (optical

network unit), 그리고 1개의 수동 splitter로 구성된다.

ONU에는 다수의 T-CONT (transmission container)가

있으며 ONU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되는 패킷은 서비스 클

래스에 따라 특정 T-CONT에 저장된다. ONU들이 OLT

로 상향 데이터를 보낼 때는 시분할방식을 사용한다.

ONU 내의 T-CONT는 현재 대기중인 패킷수를 DBRu

(dynamic bandwidth request upstream) 프레임을 사용하

여 OLT에게 알린다. OLT는 이 패킷대기수를 고려하여

ONU들이 상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DBA (dynamic bandwidth allocation)을 실시하며

각 T-CONT로부터 DBRu를 다시 전송받을지도 결정하고

그 결과들을 각 ONU에게 알린다 [1][2].

XGPON 시스템 내의 T-CONT 최대개수는 15360개이

다. T-CONT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 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DBRu 전송에 다른 대역폭 낭비도 증가하게 된

다. DBRu 전송에 대한 기존 방법들은 대부분 고정된 주

기로 DBRu를 전송하는 방법들이다. 기존 방법들에서는

T-CONT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DBRu의 전송주기가 길

어지는데 그 결과로 T-CONT의 패킷대기수를 OLT에게

전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DBA의 효율이 저하되어

패킷의 시지연 특성이 나빠진다. 따라서 기존 방법들과

같이 단순한 방법으로는 전송대역낭비 감소와 패킷 시지

연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2. 연구내용과 방법

OLT에 저장된 T-CONT의 패킷 대기수가 충분히 크다

면 일정시간 동안 이 T-CONT에 대해서는 polling을 하

지 않아도 OLT는 이 T-CONT에게 상향전송대역폭을 동

적할당 할 수 있다. 신속한 polling이 필요한 경우는 OLT

에 저장된 T-CONT의 패킷 대기수가 없거나 작아서 이

T-CONT에게 상향전송대역폭을 동적할당 할 수 없는 경

우이다. 즉 OLT에 저장된 T-CONT의 패킷 대기수를 고

려하여 DBRu 전송허가를 동적으로 결정하면 DBRu 전송

으로 인한 전송대역폭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적 polling 방법에서는 OLT는

DBRu로 전달된 정보를 사용하여 T-CONT 별로 패킷대

기수를 저장한다. 매 프레임 시간마다 OLT는 T-CONT의

패킷대기수가 임계값이하이면 해당 T-CONT에게 DBRu

전송을 허가한다. 만약 T-CONT의 패킷대기수가 임계값

이상이면 해당 T-CONT에게 DBRu 전송을 허가하지 않

는다. 임계값은 하나의 T-CONT에 여러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임계값 별로 DBRu 전송 주기를 다르게 설

정할 수 있다.

또한 OLT가 DBA와 DBRu 전송허가결정을 실시한 후

에 잔여 상향전송대역폭이 있으면 OLT는 DBRu의 전송

허가결정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때 추가실시에서는 먼저의

DBRu의 전송허가결정에서 DBRu 전송을 허가 받지 못한

T-CONT만을 대상으로 DBRu 전송허가 여부를 결정한

다.

그림 1. XGPON의 DBRu 전송 오버헤드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T-CONT 전체개수가 큰 XGPON 시스

템에 적합한 새로운 동적 polling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기존 방법들과 성능비교 평가를 실시하고 FGPA로 제안

된 방법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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