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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최근 가입자망의 IPTV와 같은 실시간 트래픽 전송에

대한 해결책으로 XGPON (10-gigabit-capable Gigabit

Passive Optical Networks)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XGPON 시스템은 시스템의 전송속도증가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ONU (optical network unit)의 최대 개수

가 1023개, ONU안에 포함된 T-CONT (transmission

container)의 최대개수가 15360개로 GPON 시스템에 비해

서 많다. OLT는 매 프레임시간 (125μs) 마다 DBA

(dynamic bandwidth allocation)동작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ONU들에게 전송해야하는데 DBA에서 처리해야할

T-CONT의 개수가 증가하면 DBA 동작에 더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1][2][3]. 즉 XGPON 시스템에서는 고속으로

동작하는 DBA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DBA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효율적

으로 대역폭을 각 T-CONT들에게 할당할 수 있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법들에 비해 고속동작이 가능하

면서 효율이 좋은 새로운 DBA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방법들은 대부분 각 T-CONT 별로 각각의 타이

머와 가용대역값을 가지고 있다. 또 상향 대역폭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잔여 상향대역폭을 가지고 DBA를 동일 프레

임 시간내에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전송효율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방법들은 DBA의 고속동작이 필요한 XGPON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논문에서는 DBA의 반복 실시 없이 상향 대역폭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 T-CONT 별로 타이머와 가용대

역을 관리하는 대신 T-CONT 그룹별로 1개의 공용타이

머와 1개의 공용가용대역값을 관리한다. 그림 1은 제안된

방법에 대한 예시이다. 공용타이머와 공용가용대역의 초기

값은 각 T-CONT에 대한 서비스율을 만족하도록 다양하

게 정할 수 있다.

그림 1의 예시를 사용하여 제안된 방법을 설명한다.

DBA시에는 OLT가 먼저 T-CONT1의 request와 공용가

역대역값 중 작은 값을 T-CONT1에게 전송허가 하며 그

값만큼 T-CONT1의 request와 공용가용대역값을 감소시

킨다. 따라서 T-CONT1은 100byte를 전송허가 받고 공용

가역대역값은 200byte가 된다. 마찬가지로 OLT는

T-CONT2의 request와 공용가역대역값 중 작은 값을

T-CONT2에게 전송허가 하며 그 값만큼 request와 공용

가용대역값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T-CONT2는 100 byte

를 전송허가 받고 공용가역대역값은 100 byte가 된다. 결

과적으로 기존 방법들과 달리 단 1회의 DBA 실시만으로

상향대역폭의 낭비없이 각 T-CONT들의 모든 request 들

을 전송허가 할 수 있다.

그림 1. 제안된 방법 예시

3. 결론 및 향후 연구

XGPON 시스템에 적합한 고속동작이 가능하고 상향전

송대역폭의 낭비를 줄인 새로운 DBA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전송 시지연특성이 좋아야 하는 IPTV 등

의 서비스에 적합하다. 향후 제안된 방법의 성능평가를 실

시하고 FPGA로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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