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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가입자망에서는 최근 IPTV 등의 보급으로 비디오 트래

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입자망에서 비디오 트래

픽과 같은 실시간 트래픽에 대한 해결책으로 XGPON

(10-gigabit-capable Gigabit Passive Optical Networks)이

주목을 받고 있다. XGPON은 가입자 방향 (하향)으로는

10Gbps, 코어망 방향 (상향)으로는 2.5Gbps를 지원하며

시스템의 경제적 측면에서 타 시스템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다. XGPON은 1개의 OLT (optical line termination),

1개의 수동 splitter, 그리고 다수의 ONU (optical network

unit)으로 이루어져 있다 [1][2][3].

    

2. 연구내용과 방법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XGPON OLT 보드이다.

그림2에서 OTRx는 optical transmitter and receiver이다.

CPU block은 시스템 firmware를 관리한다. Uplink inter-

face는 보드와 backplane 사이의 데이터 경로로 사용된다.

FPGA block은 Xilinx FPGA와 외부 메모리로 구성된다.

FPGA block에서는 DBA (dynamic bandwidth allocation)

동작을 수행하고 각 T-CONT (transmission container)가

대기중인 패킷수를 보고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를 BWmap (bandwidth map)을 생성하여 각 ONU 에게

전달한다. 또한 각 ONU의 T-CONT들에게서 패킷대기수

를 전달받아 DBA시에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FPGA 구현시에 Xilinx 사의 Virtex-5

LX155t 칩을 사용했다. FPGA block에 구현된 DBA는 최

대 256개의 ONU를 지원하며 각 ONU는 4개의 T-CONT

를 지원한다. 4개의 T-CONT는 각각 T-CONT type 1,

2, 3, 4의 클래스로 구분된다. 여기서 T-CONT type 1은

음성 트래픽에 T-CONT type 2는 비디오 트래픽에 사용

된다. T-CONT type 1은 정적대역할당을 하며 DBA 동작

에서는 T-CONT type 2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비디

오 트래픽의 성능을 보장하였다. FGPA 구현 결과 FGPA

칩 utilization은 5%의 slice utilization, 15%의 내부 RAM

utilization이고 최대 동작가능 clock은 130 MHz 이다.

그림 1. 개발된 XGPON OLT 보드

3. 결론 및 향후 연구

상향 10Gbps 및 하향 2.5Gbps 속도를 지원하며 최대

256개의 ONU를 지원하는 XGPON OLT 보드를 FPGA

칩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각 ONU는 4개의 T-CONT를

지원하며 OLT 보드에서는 DBA시 비디오 트래픽에 최우

선 순위를 부여하여 비디오 트래픽 성능을 보장하였다. 또

DBA 동작을 FPGA로 구현하여 매 125 μs 마다 DBA 결

과가 생성되므로 DBA 동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

였다. 향후 현재 진행중인 ONU 보드 개발을 완료하여

Test bed를 구성하고 BMT (benchmark test)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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