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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기존 TDMA-PON(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Passive Optical Network)장비의 변경 없이 광대역, 

장거리 전송 그리고 고 분기 제공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효율적

인 Giga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Extended PON

기술의 표준화 동향 및 링크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현

재 ETRI에서 개발된 Extended PON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2012년 12월에 CJ헬로비젼의 Giga인터넷 선도 시범사업에 적

용된 Extended E-PON(Ethernet-PON)링크 기술의 시험 결

과 및 국내 적용사례를 고찰한다.

Ⅰ. 서 론

PON(Passive Optical Network)은 가입자들에게 광대역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가입자망에 적용되는 보편화된 기술이

다. 특히, PON기술은 AON(Active Optical Network)기술과 

달리 지역국사와 가입자단에 수동 소자만으로 링크 구성이 가

능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점대 다중점 망 토폴로지 

구성을 통해 IPTV와 같은 방송서비스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PON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

으며, 국내에서도 KT를 주축으로 약 400만 가입자가 PON기술

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TDMA-PON(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PON)방식은 전송 프로토콜에 따라 IEEE 표준의 

E-PON(Ethernet-PON)과 ITU-T 표준의 G-PON(Gigabit 

capable-PON)으로 나뉘며, 국내에서는 KT를 중심으로 주로 

E-PON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1-2].

현재 TDMA-PON기술은 제공되는 링크 버짓에 따라 최대 

20km의 전송거리에서 1:64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

존 TDMA-PON기술로 Giga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많은 PON장비와 광섬유들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광섬

유당 더 많은 가입자를 수용하고, 더 먼 거리를 전송할 수 있는 

Extended PON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ITU-T G.984.6

과 IEEE802.3bk 작업 그룹을 통해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3-5].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액세스 망의 운용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망 관리를 위해 40km의 전송거리에서 1:64분기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입자 망과 메트로 망의 통합을 계획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Green-IT 네트워크 구축 이슈에 따라 

국사 광역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KT는 현

재 408개로 운용되는 지역국사 수를 단계적으로 50개로 줄이

려는 LR-PON(Long Reach-P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

다 [6-7].

특히, 회선을 임대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적은 통신 인프

라를 가진 사업자들은 한정된 회선에 많은 가입자들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PON망에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PON장비들을 아파트 동 단자함으로 전진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업 링크 전송대역의 제약 및 운용관리와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Giga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는 WDM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Extended PON링크 기술이 필

요하다.

본고에서는 장거리 전송 및 전송 용량의 극대화, 그리고 고 

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광가입자망 기술의 하나로서 

Extended PON의 표준화 동향 및 링크 기술에 대해 분석하고, 

ETRI에서 개발된 Extended PON기술의 실험 결과를 통해 성

능을 고찰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존 PON기술의 

Giga인터넷 서비스 적용 문제점 및 표준화 이슈에 대해 고찰한

다. 3장에서는 Extended PON기술의 링크 구조 및 ETRI에서 

개발된 Extended PON기술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을 통한 Extended PON 링크의 성능을 분석하고,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끝으로 5장에서는 결

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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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Giga인터넷 서비스 적용 문제점 및 

Extended PON 표준화 동향

1. Giga인터넷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는 표 1과 같이 FTTH(Fiber to the Home)서

비스 제공을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 등급제를 도용해 

가입자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인 전송 대역폭은 

100Mbps이하이며, 일부 특등 급 아파트에서 1Gbps의 전송대

역폭을 제공한다.

정부에서는 Giga인터넷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까지 90% 

이상의 가입자들에게 Giga 대역폭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iga인터넷 프로젝트는 기존보다 10배 빠른 1Gbps 전송 대

역폭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부 주도하의 프로젝트

로서, 2009 년부터 KT, SKT, LGU+, CJ헬로비젼, T-broad 

컨소시엄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KT와 CJ헬로비

젼, T-broad는 E-PON기술을 사용하며, SKT와 LGU+는 

G-PON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CJ헬로비젼은 Giga인터

넷 시범서비스에 Extended E-PON을 최초로 적용했다 [12].

기존 E-PON기술을 적용한 Giga인터넷 서비스 시나리오 구

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a)>에서처럼 기존 E-PON을 

도입해 Giga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광 섬유

와 장비들이 요구된다. 즉, 1,000세대 아파트에 Giga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32개의 간선 망 회선과 32개의 1:32 스플

리터가 필요하다. 이를 간소화 하기 위해 <그림 1(b)>에서처럼 

E-PON OLT(Optical Line Terminal) 장비를 지역국사가 아

닌 아파트 동 단지함에 전진배치 하여 Giga인터넷 서비스를 제

공한다.

그러나 <그림 1(b)>과 같이 E-PON OLT장비를 전진 배치하

는 경우 업 링크 회선의 제약으로 인해 낮은 전송대역폭을 제공

할 수 밖에 없다. 현재는 주로 2~4개 회선이 사용되고 있다. 특

히, 회선을 임대하는 통신 사업자 또는 케이블 TV사업자들의 

경우 더욱 적은 업 링크 회선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이로 인

해 비록 가입자들에게 1Gbps의 포트는 제공하지만, 오히려 더 

전송 대역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0세

대에게 Giga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업 링크 전송속도의 

제약으로 최악의 경우 4Mbps의 전송 대역 보장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고품질의 IPTV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아파

트 통신실 마다 PON 장비들이 분산되어 있어 관리 및 유지 보

수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기존 PON기술을 Giga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 효

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WDM기술을 접목한 Extended 

PON기술의 도입이 요구된다.

2. Extended PON 표준화 동향

Extended PON은 크게 ITU-T G.984.6 Extended G-PON

작업 그룹과 IEEE802.3bk Extended E-PON 작업 그룹을 통

해 진행되고 있다.

ITU-T G.984.6 작업 그룹에서는 Extended G-PON링크 구

성을 위해 전원을 사용하는 Mid-Span방식의 Reach Extender

기술을 사용하며, 첫 번째 표준 권고안이 2008년 3월에 발간

되었다. 그 이후 2009년 11월과 2012년 5월에 2개의 개정판

이 추가되었다. 표준에서 권고하는 Reach Extender기술은 주

로 OA(Optical Amplifier) 방식과 OEO(Optical/Electrical/

Optical) 방식을 사용하며, 최근 지역국사에서 라만 증폭기를 

사용한 방식이 채택되었다. Extended G-PON은 55dB의 링크 

표 1.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실적 (2011년 4월말 기준) [14]

등급 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케이블 Fiber Fiber	+	Cat5e Cat5e Cat3

최대

속도
>1G >100M

10~

100M
10M

마크

인증

가입자수
550,868 1,822,413 753,466 234,021

그림 1. 기존 E-PON기술을 적용한 Giga인터넷 서비스 시나리오

(a)	기존	E-PON을	적용한	Giga서비스	구조

(b)	E-PON	OLT	전진배치를	통한	Giga서비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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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짓 제공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60km 전송거리와 1:128

분기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WDM기술을 간선망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3-5].

<그림 2(a)>는 간선망에 WDM기술 적용이 가능한 Extended 

G-PON 링크 구성을 보여준다. WDM기반의 Extended 

G-PON링크는 WC(Wavelength Conversion)를 이용

해 G-PON과 WDM 사이에 파장 변환 기능을 제공하며, 

RE(Reach Extender)를 통해 WDM과 G-PON사이의 파장변

환 및 증폭 또는 신호 재 변조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b)>는 

BM-to-CM(Burst Mode-to-Continuous Mode)를 통해 상

향 버스트 모드 신호를 간선망에 전달할 때 연속 모드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이를 다시 CM-to-BM을 통해 버스트 모

드 신호로 전달한다. 이 신호 변환 기술은 간선망에서 연속 모

드 WDM기술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

<그림 3>은 ITU-T G.987.1표준 기반의 XG-PON (10 

Gigabit capable PON)에서의 Reach Extender를 이용한 

Extended XG-PON링크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3>에서처럼 

WDM1r을 이용해 G-PON파장과 XG-PON파장을 분리와 결

합을 수행하고, Mid-span extender를 통해 신호 증폭 및 재 

변조를 수행하여 링크 버짓을 확장한다 [13]. 

IEEE802.3bk Extended E-PON 작업그룹에서는 2011년 7

월 CFI(Call for Interest)를 제출한 후 2012년 5월에 Extended 

E-PON 표준 작업그룹을 만들었다. 현재 IEEE802.3bk 작

업 그룹에서는 40km 전송거리에서 1:64분기를 지원할 수 있

는 3개의 물리계층 광 모듈 기술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

다 [7]. 즉, 1Gbps Extended E-PON을 위해 PX30과 PX40 

광 모듈 규격을 표준화하며, 10Gbps Extended E-PON을 위

해 PR(X)40 광 모듈 규격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들 광 모듈

들은 각각 29dB와 33dB의 링크 버짓을 제공하며, 33dB 이상

의 링크 버짓을 요구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능동소자를 이용한 

PBEx(Power Budget Extender)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들 

1Gbps Extended E-PON을 위한 광 모듈의 표준 규격은 <표 

2>와 같다.

Ⅲ. Extended PON의 Giga인터넷 서비스 

적용 시나리오와 ETRI 개발현황

1. Extended PON의 Giga인터넷 서비스 적용 시나리오

<그림 4>는 WDM기술 적용이 가능한 Extended PON링크 기

술을 이용하여 Giga인터넷 서비스 시나리오 구성의 예를 보여

준다. 

<그림 4>에서처럼 광역국사와 지역국사 사이에 40km의 전송

거리를 제공하는 WDM기술을 통해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며, 가

입자 구간에서는 10km의 전송거리에 1:128분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WDM기반의 Extended PON기술을 적용하면, 장거리 

전송 기술의 확보로 인해 광역국사에 기존 동단자함에 설치되

는 많은 PON OLT장비들을 한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유지보수와 관리가 용이해진다. 또한 기존 전화 국사에는 수

동형 광소자인 WDM 다중화/역다중화 장비들을 설치하여 지역

국사 무인화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리와 임대비용이 절감된다. 

궁극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통합국사 운용을 통한 액세스 망의 

그림 2. ITU-T G.984.6 표준 기반의 Extended G-PON 링크 구조 [4]

(a)	WC-enabled	RE를	적용한	Extended	G-PON링크

(b)	BM-to-CM	RE를	적용한	Extended	G-PON링크

그림 3. ITU-T G.987.1표준 기반의 10Gbps Extended G-PON

(XG-PON)의 링크 구조 [13]

표 2. IEEE802.3bk 표준에 정의된 Extended E-PON 광 모듈 규격

항목
PX30 PX40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파장대역(nm)
1480

1500

1260

1360

1480

1500

1290

1330

송신파워(dBm) 7~3
5.62~

0.62
10~4 7~2

소	광비(dB) 6 6 6 6

수신파워(dBm) -9.38 -8 -8 -8

수신기	감도(dBm) -29.7 -27 -32 -30

파워버짓(dB) 2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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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그림 4>에서와 같이 WDM기반의 Extended PON링

크 기술을 사용하여 1회선 당 16Gbps의 전송대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원격지 소수 가입자들에게도 별도의 지역국사 설치 필

요 없이 동등한 광대역 FTTH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6채널 WDM기술을 적용한 Extended PON링크 

기술을 이용해 1,000세대 가입자들에게 Giga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증가된 전송 대역폭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에

도 64Mbps의 전송 대역폭의 제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차세

대 고품질의 UHDTV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신 사

업자들은 회선 임대비용을 1/16로 절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입자 서비스 요금도 인하될 수 있다.

<그림 5>는 기존 PON기술과 Extended PON기술을 Giga인

터넷 서비스 환경에 적용했을 때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비

록 Extended PON기술이 기존 PON기술 대비 Extender장비

의 추가로 인해 비용은 상승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

가할수록 기존 PON기술은 광 섬유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하

여 전체 비용이 상승하지만, Extended PON기술은 광 섬유 비

용이 일정하므로 전체 비용의 상승이 적다. PON의 전체 비용 

중 65%가 광 섬유 비용으로서, 광 섬유 절감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크다.

2. Extended PON기술 개발현황

Extended PON링크 기술 구현의 주요 핵심은 Reach 

Extender 기술이다. G-PON을 위한 Reach Extender기술은 

주로 OA방식을 사용하거나, Resetless광 모듈 기반의 OEO방

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기술은 간선망에 WDM기술을 적

용하기 위해서 버스트 모드 WDM기술이 필요하며, 출시된 제

품이 미진하다.

반면에 ETRI에서는 Extended G-PON링크 기술 개발을 위

해 <그림 6>과 같이 OEO변환 방식 기반의 프레임 레벨 Reach 

Extender를 개발했으며, 상용화 단계에 있다. 프레임 레벨 

Reach Extender는 저가의 FPGA(Spartan-6)를 이용해 2포

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기술대비 저가의 솔루션을 제공한

다. 프레임 레벨 Reach Extender는 ITU-T G.984.3 표준에 

그림 4. Extended E-PON링크 기술을 적용한 Giga인터넷 서비스 시나리오 예제

그림 5. 기존 PON서비스 대비 Extended PON서비스 비용 비교

그림 6. ETRI에서 개발된 G-PON Reach Extender 장비 형상 및 

내부 블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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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GTC(G-PON Transmission Convergence) 계층 기능

을 제공한다. 프레임 레벨 Reach Extender는 버스트 모드 리

셋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G-PON OLT 광 모듈을 적

용할 수 있다. 프레임 레벨 Reach Extender는 원격 모니터링

을 위해 OMCI(ONU Management Control Interface) 또는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지원한다. 

또한 59dB의 링크 버짓을 제공 가능하며, 이로 인해 60km의 

전송거리와 1:128분기를 지원할 수 있다[8][10][11].

<표 3>은 현재 출시되고 있는 G-PON Reach Extender 기술

의 비교 테이블을 보여준다. 기존 OA방식과 OEO방식은 WDM

기술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Extended G-PON링크에 적용 시 

장거리 전송과 고 분기는 제공 가능하나 링크의 전송 대역폭 확

장은 어렵다.

IEE802.3bk Extended E-PON 작업 그룹에서 표준화중인 

PX30과 PX40 광 모듈 제품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며, 

G-PON의 OA방식 또는 OEO방식을 이용해 Extended 

E-PON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식들은 WDM기술 접

목이 어려워 Giga인터넷 서비스 적용에 적합하지 않다.

<그림 7>에서처럼 ETRI에서 개발된 Extended E-PON 링

크 기술은 기존 E-PON OLT와 ONU들의 변경 없이 16채널 

WDM-COT(WDM Central Office Terminal)기술과 16채널 

PBEx(Power Budget Extender)기술을 적용하여, DWDM파장 

당 E-PON 하향/상향 광 신호들(1490nm, 1310nm)을 송수신

하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원격 노드에서 PBEx장비를 통해 기

존 분배망들의 접속을 제공한다. 즉, 이미 기존 망에 포설되어 

있는 E-PON 장비들의 변경 없이 신규 장비들의 추가로 회선 

당 링크 용량 및 전송거리, 분기 수를 확장할 수 있어 통신 사업

자들에게 큰 장점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1:16 또는 1:32의 분

배망들은 PBEx를 통해 증가된 링크 버짓만큼 1:2 또는 1:4 스

플리터를 추가하여 기존 분배망을 1:64 또는 1:128로 확장할 수 

있다.

ETRI에서 개발된 Extended E-PON링크는 40km 전송 가능

한 16채널 DWDM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고성능 DWDM 광 모

듈 적용에 따라 최대 64채널의 확장과 80km 이상의 전송거리

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40km 전송거리 내에 85%의 

가입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PBEx에서 상향 버스트 모드 

신호를 연속 모드 신호로 변환하기 때문에 버스트 모드 DWDM 

광 모듈이 아닌 일반 DWDM 광 모듈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저가의 WDM링크 구성을 제공 가능하게 한다[9].

16채널 WDM-COT기술은 단순히 채널 별로 E-PON ONU 

광 모듈과 DWDM 광 모듈을 이용하여 2R기반의 OEO변환 방

식을 이용해 E-PON과 DWDM사이의 파장변환 기능을 제공하

며, 지역국사에 E-PON OLT장비와 함께 설치된다. 그리고 내

부의 WDM 파장 결합기와 분리기를 통해 다중화와 역다중화를 

수행한다. 

16채널 PBEx장비는 원격노드에서 3R기반의 OEO변환 기능

을 통해 DWDM과 E-PON 사이의 파장 변환과 신호 재 변조

를 통해 링크 버짓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7>에

서처럼 16채널 PBEx장비는 19인치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전원 

이중화를 위한 2개의 전원 모듈, 1개의 메인 프로세서 모듈, 그

리고 8개의 라인카드 모듈로 구성된다. 16채널 PBEx는 저가의 

장비 개발을 고려하여 라인카드 모듈 당 Xilinx사 Spartan-6

계열의 저가형 FPGA를 사용하며 2포트를 지원한다.

PBEx장비는 원격노드에 설치되기 때문에 지역국사에서 원

격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PBEx장비의 메인 프로세

서 모듈은 각 라인카드 모듈 내의 프로세서와 시리얼 인터페이

스 통신을 통해 정보 수집 및 제어를 수행하며,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통해 네트워크 운용자에

게 수집된 정보를 전달한다.

그림 7. ETRI에서 개발된 Extended 
E-PON 장비 형상 및 링크 구조

그림 7. ETRI에서 개발된 Extended E-PON 장비 형상 및 링크 구조

표 3. G-PON Reach Extender 기술 비교

항목 OA 방식 OEO 방식 프레임레벨 방식

계층
L0

(EDFA)

L1

(Repeater)

L1.5

(GTC)

상향모드 버스트 버스트 연속

링크버짓(dB) 54 56 59

분기	수@

전송거리

1:64@

50km

1:64@

60km

1:128@

60km

원격제어 - - OMCI/SNMP

WDM - - 적용가능

제조사 Alphion Go!Foton ETRI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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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xtended PON 실험결과 및 Giga 

인터넷 시범서비스 적용사례

본 절에서는 2012년 CJ헬로비젼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에 

적용된 WDM기술 기반의 Extended E-PON기술의 시험결과 

및 적용사례를 제시한다. 

CJ헬로비젼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의 Extended E-PON을 

적용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간선망 구간: 15km

•분배망 구간: 2km 이내

•가입자수: 약 1,500세대 (총 2,230세대)

•분기 수: 1:64

•회선 수: 2개

•보장대역: 20Mbps

이를 만족하기 위해 회선 당 16채널 WDM기술을적용했다.  

<그림 8>은 CJ헬로비젼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에 Extended 

E-PON링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BMT시험 구성환경을 보여

준다.

<그림 8>에서처럼 상용 E-PON OLT와 ONU는 유비쿼스사

의 U9024a모델과 C504L모델을 사용하였으며, E-PON OLT

와 ONU간에 WDM-COT(WC)와 PBEx장비를 이용하여 50km

의 전송거리와 1:64분기로 링크를 구성하였다. 기존 E-PON 

OLT장비에서 50km의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50km 지원 프로

파일(olt50kmPmap)로 설정을 변경하였으며, 이때 윈도우 디

스커버리 사이즈는 40,800 (40,800 × 16-byte = 652μs) 이

고, 최대 전파 지연시간은 15,625 (250μs) 이었다.

E-PON OLT장비의 PON포트의 평균 출력 파워는 약 3 dBm

이며, WC와 정합하기 위해 10 dB의 고정 감쇠기를 통해 링크 

연결하였다. 16채널 WC장비는 100GHz 채널 간격의 16채널 C

밴드 DWDM 광 모듈과 파장 다중화/역다중화 모듈을 사용하였

으며, 전송길이를 40km 링크로 구성하였다. DWDM채널은 하

향으로 1546.12nm ~ 1558.17nm의 파장 범위를 사용하였으

며, 상향으로 1533.47nm ~ 1545.32nm의 파장 범위를 사용하

였다. 또한 PBEx의 수신 파워를 –27dBm에 맞추기 위해 가변 

감쇠기(VA)를 사용하였다.

16채널 PBEx장비에는 PX20지원 E-PON OLT 광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평균 출력 파워는 약 2.5dBm이다. 분배망은 

10km의 링크와 1:4와 1:16분기 스플리터를 이용해 1:64분기로 

구성하였으며 ONU들의 평균 수신 파워는 –23.5dBm이 측정

되었다. 따라서 위 실험 구성에서 간선망에서 약 30dB의 링크 

버짓과 분배망에서 약 26dB의 링크 버짓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 56 dB의 링크 버짓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CJ헬로비젼의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망에 

적용하기 위한 실제 BMT시험 환경을 보여준다. 16채널 전체 

DWDM파장에 대한 링크 시험을 위해 1:16 스플리터를 16개 사

용하였다.

<그림 9>에서 첫 번째 실험 결과는 WC출력 포트에서 측정된 

상/하향 16채널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두 번째 실험 결

과는 기존 E-PON OLT장비에서 64개의 ONU를 등록시키는

데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을 보여 준다. 10번의 반복 실험 결과

에서 모든 ONU들이 최대 10초 이내에 등록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ONU 개수 증가에 따른 등록 시간의 성능 변화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실험결과는 PBEx에서 출력되는 광학

적 Eye 다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이 결과에서 40km의 링크를 통

해 전송된 신호가 PBEx에서 재 변조 된 후 다시 출력된 신호가 

IEEE 표준 광 마스크 규격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실험결과는 PBEx에서 상향 버스트 모드 신호에 대해 

재 변조 후 연속모드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되는 광학적 Eye 다

이어그램을 보여준다. 이 출력 결과에서도 IEEE 표준 광 마스크 

규격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상/하향에서 측정된 광학

적 Eye다이어그램 측정 결과를 통해 Extended E-PON링크 기

그림 8. CJ헬로비젼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적용을 위한 BMT 시험 구성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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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50km 이상의 장거리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E-PON OLT의 프로파일 설정에 따라 E-PON 

ONU등록 개수에 따른 하나의 ONU가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패킷 성능과 지연시간의 결과를 보여준다. 하향에서 패킷 성능

은 연속으로 전송되므로 전송거리에 따른 성능 저하가 거의 없

다. 반면에 상향에서는 전송거리가 길어지면 윈도우 디스커버

리 사이즈와 최대 전파 지연시간이 늘어나고, ONU가 Grant를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리므로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0>에서는 E-PON OLT의 기본 20km용 프로파일과 

50km용 프로파일로 각각 설정 하였으며, 20km용 프로파일을 

적용할 경우에 0km에서 ONU등록 개수에 따른 단독 ONU의 

최대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50km용 프로파일을 적용할 

경우에 50km 전송거리에서 ONU등록 개수에 따른 단독 ONU

의 최대 성능을 측정하였다. 먼저 기본 프로파일 적용에서 90%

의 트래픽 로드에서는 100% 패킷 성능이 보장되지만, 90%이

상의 로드에서는 ONU등록 개수에 따라 패킷 성능과 지연시간

이 약간씩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00% 트래픽 로드에

서 16개 ONU등록의 경우 96%(960Mbps)의 성능을 제공하지

만 64개 ONU등록의 경우 90%(900Mbps)의 패킷 성능을 제공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E-PON장비는 하나의 PON

포트에 64개의 ONU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ONU가 전

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 능력은 900Mbps이며, 평균 500μs의 

지연시간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50km용 프로파일을 적용하는 경우 ONU등록 개수에 

따른 하나의 ONU가 전송 가능한 최대 패킷 성능의 성능 변화

는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70%의 로드에서 100%의 

성능이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거리 전송으로 인해 기

존 E-PON링크에서 보다 약 20%의 성능 저하가 발생함을 확

인할 수 있으며, 하나의 ONU가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전송 능

력은 약 700Mbps이며, 평균 1.2ms의 지연시간을 가지며 트래

픽 로드에 따라 3.2ms까지 지연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전송거리에 따라 Grant도착 시간이 지연(100μs /10km)

되고, 이로 인해 ONU에 패킷이 쌓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

송거리에 따른 증가된 윈도우 디스커버리 사이즈(16,319 -> 

40,800)와 최대 전파 지연시간(6,250 -> 15,625)으로 인해 서

비스를 전송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전송거리를 고려한 기존 ONU내의 버퍼 사이즈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림 11>에서처럼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처럼 64개 

등록 ONU 가운데 32개에 트래픽을 분산하여 전송하는 경우 패

킷 성능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패킷 사이즈는 64바이트

그림 9. CJ헬로비젼 BMT시험환경 및 실험측정 결과 

(상/하향 16채널 스펙트럼 측정결과, ONU등록 시간 측정결과, 

광학적 Eye 다이어그램 측정결과)

그림 10. 50km Extended E-PON링크에서 단독 ONU의 

최대 패킷 성능과 지연시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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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518바이트의 랜덤 길이로 생성했으며, 각각의 ONU에 

10^9개의 패킷을 전송했다. <그림 11>에서처럼 하향 패킷 성능

은 96%의 트래픽 로드에서 100% 패킷 성능이 보장되며, 상향 

패킷 성능은 88%의 트래픽 로드에서 100% 패킷 성능이 보장됨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50km의 전송거리에서 1:64분기를 지원

하는 Extended E-PON링크 기술이 하향으로 960Mbps의 전

송 대역과 상향으로 880Mbps의 전송 대역을 보장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기존 E-PON 서비스 환경에서 전송되는 

하향과 상향 패킷 전송 능력과 유사한 결과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입자들에게 최소 하향으로 약 30Mbps와 상향

으로 약 28Mbpss의 전송대역을 보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Extended PON기술은 50km의 전

송거리와 1:64분기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Giga인터넷 서

비스에 비용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2>와 같이 16채널 Extended E-PON링크 기술은 4차

년도 Giga인터넷 CJ헬로비젼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HFC망 고

도화를 목적으로 2012년 12월에 김포지역 2,230세대 규모의 

김포 한강 신도시 휴먼시아 아파트 시범단지에 적용되었다. 경

인본부에 16채널 WDM-COT장비를 설치하여 E-PON신호를 

DWDM신호로 파장변환하고, 한강 휴먼시아 아파트 통신실에 

16채널 PBEx장비를 설치하였다. 

16채널 PBEx장비는 DWDM신호를 E-PON신호로 파장변환하

고, 포트 별로 1:64분기 스플리터가 연결되었다. 1:64분기 스플

리터는 각 아파트 동 지하에 설치되어 각 가정으로 광 케이블을 

통해 Giga서비스가 제공된다. 16채널 Extended E-PON링크는 

2개 회선을 통해 약 2,000세대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다.

V. 결론

현 정부에서는 세계 1등 미래 인터넷 강국 건설을 목표로 차

세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의 일환인 Giga인터넷 서비

스 사업을 통해 전 국민 90%에게 Giga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Giga인터넷 선도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통신

사업자 컨소시엄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 Giga인터넷 서비

스 환경을 구축하고, 시범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양한 기술중의 하나인 WDM기반의 Extended 

PON링크 기술의 동향 및 성능을 제시했으며, 향후 Giga인터넷 

서비스 구축 환경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한다. WDM기반의 Extended PON링크 기술은 가입

자들에게 광대역 서비스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에게 유연한 

액세스 네트워크 설계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CJ헬로비젼 컨소시엄 Giga인터넷 선도시범 사

업을 통해 적용된 16채널 DWDM기반 Extended E-PON 링크 

기술은 50km의 전송거리와 1:64분기 조건에서 기존 E-PON

링크 기술과 거의 동등한 성능을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광역국사와 지역국사의 통합뿐만 아니라 Green-IT 네

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50km Extended E-PON링크에서 32개 ONU에 트래픽 전송 시 

최대 패킷 성능과 지연시간 측정결과

그림 12. CJ헬로비젼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의 Extended E-PON기술 

적용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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