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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근 IT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매년

25% 이상 증가하는 트래픽 추세에 따라 광 가입자망의 전송 기술도 빠르게 진화

하고 있다. 가입자 망의 영역 확장을 위해 분기 수, 전송 거리 확대를 위한 기술개

발 및 표준화 노력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링크당 40Gbps 이상의 전송 속

도를 요구하는 차세대 광 가입자망 기술 중의 하나인 OFDM 기반 PON은 멀티

캐리어 방식으로 대용량,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며, 서브캐리어 별로 서비스를 분

리할 수 있고, 유연한 서브캐리어 관리를 통해 동적 대역 할당이 가능하므로 향후

유무선 융합 가입자 망에 적합한 기술로써, 기존 광 분배망의 구조 및 시설 교체

없이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PON(Passive Optical Network), 

T(Time)DM-PON 기술과 융합하여, 전송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본고에서는 OFDMA-PON 기술을 소개하고, EU, 미국 등 선진 연구 기

관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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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동형 광 가입자망(PON: Passive Optical Network) 

기술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로 인해 이미 성숙 

단계에 있지만,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근 IT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계속되는 대역폭 증가 추세는 

초고속 광 가입자망 기술 관련 분야에서 끊임없는 신기

술개발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1]. 또한 Gartner 시장 전

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광가입자망 장비 시장 규모

는 34억 달러 규모로 전체 광대역접속망 장비 중에서 

향후 가장 고성장이 예상되며, 1~2년 이후에는 10Gbps급 

10GE-/XG-PON 광가입자망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

입될 예정이다[2][3]. 광가입자망 표준을 제정하는 

ITU-T는 작년에 차세대 광가입자망 2단계 계획인 

NG-PON2의 표준 기술로 TWDM-PON을 선정하고, 

2014년 3월에 40G급 TWDM-PON 표준인 ITU-

T.G.989.2를 제정할 예정이다. TWDM-PON은 WDM 

기술과 XG-PON을 접목해 4개의 파장을 이용하여 광

링크 전송 속도를 하향 40G, 상향 10G (4x10G/4x2.5G)로 

확장한 하이브리드 PON 구조를 갖는다.  

NG-PON2 이후 표준 기술은 40G~250G 수준의 전

송 속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광대역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PON 기술에 대한 연구가 선진 

연구 기관 및 기업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향후 차세대 광 가입자망은 물리적 대역폭의 추가 

제공 외에도 동적 대역 할당과 이종 서비스의 융합 개념 

등을 아우르는 진보된 네트워킹 기능이 요구되며, 망 투

자 및 운용비 절감을 위하여 지능적이고, 광역화되는 방

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4]. 따라서 세계 주요 

통신 사업자 및 연구기관들은 차세대 광 가입자 망 포설 

및 운영을 위하여 수십 기가급 데이터를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예측하

고 있다. 

본고에서는 서론에 이어 II장에서 TWDM-PON 다음

단계인 NG-PON3의 광 가입자망 후보 기술로써 연구

되고 있는 OFDMA-PON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III장

에서는 OFDMA-PON의 핵심 기술인 물리계층 및 

MAC 계층의 기술 및 연구 현황을, IV장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향후 전망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논하고 V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OFDMA-PON 개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OFDM) 방식은 유선의 

DSL, 무선의 WiMAX, LTE 등 이미 유무선 가입자 망

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써, 향상된 전송 성능

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속의 데이터를 분광학적 효율이 

높은 직교성(orthogonality)을 갖는 다수의 저속 서브캐

리어에 나누어 전송하는 개념이다. 

OFDM 방식을 광 가입자 망에 적용한 OFDMA-PON 

기술은 1) 단일 광섬유 및 단일 파장을 기준으로 대용

량, 장거리 전송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광섬유 색분산 

등에 의한 신호 왜곡에 강하고, 2) 경제성이 보장된 디

지털 신호 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기반으로 구

현이 가능하며, 3) 네트워킹 관점에서 서브캐리어 단위

로 단말 또는 서비스를 분리하여 투명하게(transparent) 

전송할 수 있고, 4) 할당되는 서브캐리어 단위의 자원 

할당이 가능하므로 유연한 망 자원 관리가 가능한 특징

이 있다. 또한, 현재 TDM-PON 기반의 광 분배 네트워

크를 변경 없이 수용할 수 있고, 부품의 집적화를 통한 

저가화가 가능하므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

력적인 차세대 광 가입자 망 구축 후보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5]. 

(그림 1)에 단일 파장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OFDMA-

PON 망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OLT/ONU가 

프로토콜과 무관하게 다수 파장의 광 신호를 독립적으

로 수용할 수 있으므로 WDM 확장도 가능한 구조이다.  



 

두경환 외 / OFDM 기반 차세대 광가입자망 연구 동향  65 

OLT에서는 각 ONU의 대역폭 요구에 따라 대역 공

유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스케줄러를 이용해 모든 ONU

에 서브캐리어 및 시간 슬롯(time slot)을 할당하는 2차

원적인 대역폭의 공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림 1)

에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하여 ONU2에 서브캐리어가 

고정으로 할당되는 반면에, ONU1과 ONU3은 ONU2가 

사용하지 않는 서브캐리어를 시간 분할 방식(TDM)으로 

공유할 수 있다. OFDM 변조/다중화 기술은 대부분 디

지털 신호 처리(DSP) 기술에 의존하므로 기존 TDM-

PON의 광인프라 변경 없이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 

사업자의 CAPEX 및 OPEX 절감에 매우 효과적이다.  

OFDMA-PON은 구현 관점에서, 집적화가 가능한 

DSP 기반의 트랜시버, 이와 연계된 기능 블럭인

OFDMA-MAC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소프트웨어 정의

된(software-defined)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좀더 

유연하게 PHY/MAC을 포함한 내부 기능들의 재구성이 

가능하며, 특별한 장치나 구조의 변경 없이 응용분야의 

변경 및 확장도 가능하다.  

OFDMA-PON은 또한 직교 서브캐리어를 파장 및 주

파수 대역 내에서 적절히 배치하여 기존의 PON 시스템

과 공존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OFDMA-

PON 시스템이 현재 사용되지 않는 1510-1530nm 대

(그림 1) OFDMA-PON 구조[5] 

(그림 2) TDM-PON의 파장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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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하향신호로 사용하고, 1340-1360nm 대역을 상

향신호로 사용하는 경우 GPON, XG-PON, 10G-

EPON 및 기존 RF 비디오 오버레이 신호 등과의 공존

도 가능하다. 결국, 이전 버전과 호환이 가능한 네트워

크의 구현을 위해서는 분광학적(spectral mapping)으로 

최적화하여 기존 OLT 및 ONU 내부에서의 변화폭을 최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적 이슈이며 이는 향후 

OFDMA-PON의 상용화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III. OFDMA-PON 기술 

1. OFDMA-PON 물리계층 

가. OFDMA-PON 물리계층 구조 

OFDMA-PON에서 물리계층은 기본적으로 (그림 3)

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망 운영 요

구 조건에 따라 물리 계층의 구조 및 형상을 손쉽게 변

경할 수 있는 기능 블럭을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OFDM 

신호는 먼저 디지털 송신기(Digital Tx)에서 생성되며, 

RF 영역으로의 변환은 광대역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DAC)와 일반적인 아날로그 RF-front-end에 의해 수

행된다. 전광 변환을 위해서는, 직접변조와 외부변조 방

식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 외부 변조 방식의 경우는 CW 

(Continuous Wavelength) 출력 특성을 갖는 레이저, 광

세기 변조기(Intensity Modulator) 또는 광 I/Q 변조기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이것들은 RF 영역의 OFDM 신호

를 전광 변환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저가 구현을 위

해서는 직접 변조가 가능한 DFB-LD, RSOA, VCSEL

등의 사용도 가능하다[6]. 광세기 변조기와 광 I/Q 변조

기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 I/Q 변조기를 사용할 경

우 OSSB(Optical Single Sideband) 신호의 직접적인 생

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신에 광세기 변조기를 사용

할 경우 광학적 대역 투과 필터 또는 광 인터리버 같이 

독립적인 OSSB 생성용 광 필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광

세기 변조기를 통해 광 세기로 표현되는 신호의 크기는 

디지털 파트에서 생성되어 RF front-end를 거친 기저

대역 OFDM 신호의 크기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하지

만 광 세기 신호는 실수 성분만 포함하므로, 생성 및 전

송시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는 OFDM 신호는 반드시 양

의 실수이어야만 한다. 실수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기적으로 in-phase (I) 성분과 quadrature (Q) 성분이 

다중화되거나 또는 Hermitian 대칭성을 갖는 신호가 

IFFT 출력 단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Hermitian 대칭성의 실질적인 장점은, 전기적 혹은 광

학적으로 I/Q 다중화를 구현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스

템 내의 송신단이나 수신단에서 I/Q 다중/역다중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균형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I/Q 불균형(imbalancing)은 전송 성능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7]. 반면에 Hermitian 

대칭성은 전송되는 심볼 프레임의 두 번째 절반 용량을 

(FFT size/2) 버리고 첫 번째 절반 심볼에 대한 켤레 복

소수 성분으로 대체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전송률의 절반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dc 바이어스를 RF 영

역의 OFDM 신호에 추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광 세기 

변조기를 이용하는 경우 quadrature point에서 동작되

(그림 3) OFDMA-PON 물리계층 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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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광 OFDM 신호 내에 광 파

워의 대부분을 OFDM 신호보다는 광 캐리어(optical 

carrier)에 집중시키며, 결국 OSNR 열화로 인한 전송 

성능 저하를 야기한다. 또한, 광 OFDM 신호는 광섬유 

비선형성과 결합되어 신호의 전송 품질을 열화시키는 

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 특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그룹들이 광 OFDM 신호의 PAPR 

특성을 줄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신호 클리핑(clipping) 

기술들을 제안하였고, 그 중 호주의 Monash대학은 광 

캐리어와 광 OFDM 사이드 밴드에 광 파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광 OFDM 신호의 전송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7][8].  

(그림3)에는 광 전송을 하기 전에, 이미 OSSB광 

OFDM 신호가 이미 생성되어야 함을 나타내었다. DSB 

(Double Sideband) 형태를 갖는 광 OFDM 신호는 색분

산 유기 파워 페이딩(chromatic dispersion induced 

power fading) 또는 색분산 자체로 인해 전송 성능이 저

하된다. 광섬유 색분산을 거치면, DSB 내의 두 개의 광 

OFDM 사이드 밴드는 광 세기가 동일하지만 서로 반대 

방향의 위상 천이 과정을 겪는다[9]. 이러한 신호를 직

접 검출 방식의 수신기를 사용해 복원할 경우 상반된 위

상 천이는 결국 소멸 간섭 현상을 만들게 되고, 이는 궁

극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파워 페이딩 현상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OSSB 광 OFDM 신호는 색분산 효과에 의

한 전송 특성 저하가 선형 위상 천이(linear phase shift)

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열화는 CP(Cyclic Prefix) 또

는 FDE(Frequency Domain Equalizer) 등을 사용함으

로써 손쉽게 보상이 가능하므로 OSSB 전송 방식을 선

호한다.  

수신단에서 PD를 이용해 직접 검출 방식으로 광 

OFDM 신호를 광/전 변환하는 경우, 비간섭성 (incohe-

rent) mixing 과정이 발생한다. 이러한 mixing 때문에 

출력 신호는 desired 캐리어×사이드 밴드사이의 RF 비

팅(beating)항과 더불어 undesired 사이드 밴드  사이

드 밴드 beating항을 동시에 포함한다. 이처럼, 수신 과

정에서 발생하는 beating 성분은, 분광학적으로 DC부

터 기저 대역 OFDM 신호 내에 위치하게 된다. 결과적

으로 기저대역 신호의 중심 주파수는 원하는 mixing 항

과 원하지 않는 mixing 항 사이에서 주파수 가드 밴드

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반드시 충분히 커야 하며, 이는 

미국의 NEC Lab등에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검

증되었다[10]. 이처럼 분광학적 효율(spectral efficien-

cy) 측면에서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사

용해 비간섭성 검출방식에 의한 전송 성능 열화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필드변조/간섭성 검출 방식

을 사용하는 광 OFDMA-PON 및 광학적인 영역에서 

IFFT 및 FFT 연산 처리를 수행하는 전광 OFDMA-

PON 시스템 등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

용량 트래픽 수용이 가능한 차세대 광 가입자 망 구축 

관점에서 볼 때, 직접변조/직접검출 방식이 갖는 경제

성 및 단순성으로 인해 현재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기술

이라 할 수 있다. 

나. OFDMA-PON에서의 하향 전송  

OFDMA-PON 자체가 갖는 장점으로 인해 하향전송

의 경우 단일 파장을 사용하여 분광학적으로 효율적인 

40 기가급 이상의 대용량 전송이 가능하다[11].  OFDMA-

PON 망 내에 존재하는 모든 ONU들은 동일한 OFDMA 

망 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통계적 대역 

다중화가 가능하다. 구조적으로 밀집된 OFDM 스펙트

럼과 다중변조 방식, 편광 다중화 방법 등을 혼합해 사

용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분광학적 효율 달성이 가능하

고, ONU당 최고 전송 가능 대역폭은 최대 40 기가급 

이상도 가능하다. (그림 4)는 2010년에 미국의 NEC 

Lab이 16-QAM 변조 및 직접 검출 방식의 편광 분할 

다중화된 OFDM 하향 신호 5.6GHz의 스펙트럼 내에서 

최대 40Gb/s의 유효 대역폭 제공이 가능함을 실험적으

로 입증한 결과를 보여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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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MA-PON에서 중요한 기술적 이슈 중 하나인 

ONU 측에서의 동기화(synchronization)는 수신단에서 

하향 신호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FFT 윈도우의 정

렬 문제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적절한 

FFT 윈도우 정렬 방법은 이미 다양한 이동 통신 시스템 

(WiMAX & LTE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태

리의 Pisa 대학, 미국의 Princeton 및 Southern Cali-

fornia 대학 등에서 제안된 여러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

하다[13]. 일례로 광섬유 채널 자체가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안정성 때문에 하향 신호 동기화는 단순히 일반

적인 클럭 신호를 OFDM 신호 전송 매체인 광케이블을 

통해 OLT로부터 ONU로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5)는 영국의 Bangor 대학에서 OFDM 

신호와 클럭 신호를 주파수 분할 방식으로 다중화하여 

브로드캐스팅하는 구조로써, 이를 실시간 동작 가능한 

OFDM 광 모뎀과 연동시켜 실험한 결과를 2011년에 발

표하였다[14].  

더불어 차세대 광 가입자 망 기술이 상용화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 이슈 중 하나가 장거

리 전송 가능 여부이다. OFDMA-PON 기술의 경우 전

송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가적인 

CP(Cyclic Prefix) 오버헤드를 사용함으로써, 최대 100km

에 이르는 광섬유 전송 거리로 인해 발생되는 색분산에 

의한 전송 성능 저하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미국의 NEC Lab에서, 단일 파장을 사용해 100 

km 전송거리를 갖는 OFDMA-PON 망에서 약 36 

Gb/s급의 하향 전송 속도를 달성하는데 있어 단순히 

CP만을 이용해 광섬유 색분산에 의한 전송 페널티를 감

소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15]. 따라서, 40

기가급 이상의 OFDMA-PON에서 하향 전송은 OSNR

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즉, 단일 파장을 사용한 하향 전

송시 대부분의 파워가 광 캐리어 내에 존재하게 되므로 

직접변조/직접검출 방식으로 광송수신단을 구현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기술적 이슈이다. 구축 및 운용 비용에 

굉장히 민감한 가입자 망 관련 응용분야에서는 ONU 수

신단에 광 증폭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OSNR 제한 조

건은 광 파워 제한 전송 조건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

는 궁극적으로 최대 전송 가능한 PON의 거리와 수용 

가능한 수동 광 분기 비율에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다. OFDMA-PON에서의 상향 전송  

OLT의 구축 비용과 복잡도는 수용 가능한 ONU의 수

 OLT ONU

(a)                      (b)                       (c)                            (e)                           (f) 
 

(그림 4) 직접 검출 방식의 편광 분할 다중화된 OFDM-PON 구성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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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비용 측면에서 1/N의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

에, OLT 수신단에서의 광 증폭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

주거나 또는 다소 복잡한 광 및 전자 소자의 사용을 가

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OLT 하드웨어 업그레

이드를 통해서 상향 OSNR 제약 및 상향 수신 광 파워 

제약 등의 기술적 난제들에 대한 극복이 어느 정도는 가

능하다.  

단일 파장을 사용하는 고속 상향 OFDMA-PON의 

주요 기술적 이슈들은 “단일 파장의 사용을 통해 다수 

ONU들로부터 상호 상관성이 제거된 (decorrelated) 파

장 무의존 광원을 이용한 상향 전송이 가능할 수 있는

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발생된다. 이 문제는 중앙 집중

식 광파 제어 구조(light wave centralized architecture) 

및 모든 ONU가 common한 파장 대역에서 동작이 가능

한 자기 자신만의 상향 레이저 광원을 구비하고 있는 시

스템 구조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중앙집중식 광파 

제어 구조의 경우, 정확히 동일한 파장의 상향 광 신호

를 이용해 상향 전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OLT로

부터 서로 다른 가입자들 사이는 서로 다른 광 섬유 경

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서로 다른 광원으

로부터 신호가 생성된 것처럼, 각 ONU들로부터 OLT로 

도착한 상향 신호는 상호 상관성이 제거된다[15]. 실제

로 상향 광 캐리어의 파장들은 nominal value를 기준으

로 random fluctuation을 갖는다. 광 검출과정에서 그

러한 광 캐리어들의 mixing은 square-law detection으

로 인해 매우 강한 광 비팅 잡음을 생산하게 되고, 이는 

주파수 영역에서 크기가 감소한 OFDMA 신호 항을 압

도하여 신호대잡음비(SNR)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로 인해, 상향 광 캐리어들의 상호 상관성 제거

(decorrelation)는 상향 OFDMA 동기 문제를 더욱 복잡

하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상향 전송과 관련된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WDM-OFDMA 전송 및 OLT 측

에서 간섭성(coherent) 검출 방식의 사용을 통한 단일 

파장 광 캐리어 억제(optical carrier suppression) 방법

들이 제안되었다. 하이브리드 WDM-OFDMA 접근 방

식에서 비팅 잡음 문제는 파장의 직교성을 이용해 직접

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OFDMA 신호의 간섭

성 복구(coherent recovery)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접

근 방식은 다수개의 광원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파장 가

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가적인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

는 단점이 있다. 채널간 간섭(ICI: Inter-Channel Inter-

(그림 5) OFDM-PON에서 클럭신호 분배 방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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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ence)를 야기하는 비교적 큰 주파수 천이를 수용하거

나 또는 상향 동기 요구 사항을 좀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는 서로 다른 ONU들로부터 생성되어 상향 전송되는 상

향 신호 대역 내에서 가드 밴드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

다. 이는 결국 상향 다중 밴드 OFDMA 구성 방식과 유

사하다. 상호 상관성 기술(correlation technique)은 상

향 신호 수신을 위해 FFT 윈도우를 적당히 정렬하고, 

다수 개의 ONU들로부터 수신된 상향 데이터들을 공동

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16]. 

2. OFDMA-PON MAC 계층 

광 물리 계층에서의 전송 성능이 보장된 OFDMA-

PON에서 고용량 대역폭을 다수의 광 가입자들에게 경

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MAC(Medium 

Access Control) 기술이 필수적이다. MAC 기술은 다중 

접속(multiple access) 제어를 위한 프로토콜 설계와 동

적 자원 할당 기능 구현을 포함한다[17][18]. 

가. MAC 프로토콜 설계 

기 전개된 TDMA-PON에서는 MAC 계층에서의 효과

적인 채널 관리 및 전송 효율 증가를 위해 상하향전송 

채널이 분리되어 있다[19]. OFDMA-PON에서도 다중 

접속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상하향 채널 분리가 

필요하며, OLT 및 ONU들 간의 OAM(Operations, Admi-

nistration, and Management)을 위한 제어 메시지의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TDMA 방식의 

10GE-/XG-PON과 같이 데이터 채널 내에서 제어 메

시지가 교환될 수 있다. 또는 OFDMA-PON에서는 주

파수 직교 특성을 갖는 서브캐리어 단위로 자원 활용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제어 메시지 교환을 위한 수 개

의 서브캐리어 그룹으로 구성된 독립된 제어 채널 지정

이 가능하다[20]. 이 경우 OLT-ONU 간 빠른 제어가 

가능하지만 망에서 사용하는 직교 특성을 갖는 전체 서

브캐리어 개수가 적어서 하나의 서브캐리어당 전송속도

가 크게 되어 독립적인 제어 채널의 사용은 큰 대역폭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OFDMA-PON에서는 전송 용량 증가를 위해 거리별 

차등의 변조 포맷을 사용하는 적응형 변조의 광 OFDM 

(AMOOFDM: Adaptively Modulated Optical OFDM) 

기술의 사용이 가능하다[21][22]. 적응형 변조를 사용하

기 위해, ONU 등록 절차 시 ONU의 이용 가능한 변조 

포맷 및 서브캐리어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정보가 제어 

메시지를 통해 OLT에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AMOO 

FDM의 사용은 네트워크에서의 동적 자원 할당(dyna-

mic resource allocation) 프로세스 동안에 ONU별 할당

된 서브캐리어 및 변조 포맷에 따른 다른 전송 속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리 계층과 MAC 계층의 교차

된 cross-layer 동작이 필요하다[17]. 그러나, 광 링크 

상에서 QAM 차수에 변화를 줄 정도로 큰 물리적 상태 

변화가 없을뿐더러, 잦은 ONU의 변조 포맷 변경은 상

당한 양의 제어 메시지 교환을 필요로 하므로, 

AMOOFDM 기능은 ONU의 registration 프로세스에서 

동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registration 단계에서의 

변조 포맷은 거리에 따른 BER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17][22]. 추가적으로, AMOOFDM 기술이 서브캐리어 

별 다른 변조 포맷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각 ONU에 할

당된 모든 서브캐리어들은 동일한 변조 포맷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변조 포맷이 사용(예를 들면, DBPSK 

/DQPSK/m-QAM)되는 서브캐리어별 변/복조를 수행

할 경우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하며, 하나의 ONU에 할

당된 서브캐리어들 간에(특히, 제한적인 수의 서브캐리

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서브캐리어 별 다른 변조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17].  

나. 동적 자원 할당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OFDMA-PON의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MAC 계층에서는 동적 자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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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MAC 프로토콜이 정의되

어 있어야 한다[17][21]. 2008년 NEC에서는 ethernet 

패킷을 복수 개의 125us의 타임 슬롯(time slot)을 포함

하는 1-10ms의 고정 프레임에 실어 전달하는 방식

(FBT: Fixed Burst Transmission)과 three-way 시그

널링을 이용한 서비스 연결 기반의 CAC(Call Admis-

sion Contro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적 서킷 

전송(DCT: Dynamic Circuit Transmission) 방식의 동

작을 수행시키기 위한 MAC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20].  

유럽의 ACCORDANCE 그룹에서는 10GE-PON 기반

의 OFDMA/TDMA 동작을 위한 MAC 프로토콜을 제안

하였다[17]. 이 프로토콜에서 OLT는 각 ONU에 사용할 

서브캐리어와 시간 정보를 전달한다. 이 때 ONU 시스

템 복잡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제한된 수의 서브캐리어

만 사용할 수 있다. REPORT/GATE 방법을 따르며, 

GATE 메시지에는 최저 서브캐리어 필드(Low_SC)와 

최고 서브캐리어 필드(High_SC)가 추가되어 ONU 상향 

전송을 위한 서브캐리어 및 시간 윈도우(Start_Time과 

Stop_Tim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2차원의 할당을 

가능하게 한다. OFDMA/TDMA 방식으로 사각형 형태

의 2차원 할당을 하는 이유는 인접된 서브캐리어의 사

용이 수신기에서의 처리가 쉽고, 다수 ONU들의 전송에 

의한 서브캐리어 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최고 서브캐리어 인덱스(High_SC)

와 최저 서브캐리어 인덱스 (Low_SC)를 나타내는 두 

필드를 추가함으로써 동작되기 때문에, MAC 프로토콜

의 구조를 단순화한다. SCA(Subcarrier Allocation 

Identifier) 필드는 특정 ONU를 위한 대역폭 할당 모드

를 설정할 때 사용된다. 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2차원 

자원(서브캐리어, 시간) 할당을 위한 시행착오적(heuristic) 

방법을 제안하였다[18]. 각 2차원의 할당 영역은 가드 

시간(guard time)을 두고 인접하여 전송할 수 있다. 참

고문헌[18]에서는 5us, 참고문헌[20]에서는 10us의 가

드 시간이 가정되었다. ACCORDANCE에서 제안한 방

법은 ONU로부터의 요구량에 근거하여 지연 시간

(delay)를 최소화하는 2차원 사각형 영역을 찾아 해당 

ONU에 할당한다. 이 경우 서브캐리어 수의 제곱에 해

당하는 검색 복잡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서브캐리어를 사용하는 경우

(지연 시간이 작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부터 검색하여 

최적의 사각형을 찾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채널 이

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 공간을 찾아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참고문헌 [18]은 ONU에서 사용 가능한 서

브캐리어 개수에 따라 지연 시간 성능이 영향을 받으며, 

최적의 서브캐리어 개수가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참고

문헌 [18]의 연구는 시행착오적 방법의 알고리즘이 제

안되어 이를 구현하기에는 다소 복잡하며,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IV. 향후 기술 전망 

1. 하이브리드형 OFDMA-PON  

지금까지 고성능 VLSI 제작관련 기술은 주로 고성능 

응용 분(모바일 백홀, 엔터프라이즈망 및 데이터 센터 

연결망등)에 적합하도록 ADC, DAC 및 DSP 들을 비교

적 구현 비용이 비싸더라도 성능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드라이브 해왔으나, 구현 

및 운영 비용에 상당히 민감한 가입자 망 분야에서 특별

히 가입자 단말 장치에 속하는 ONU에 이러한 고성능/

고가 VLSI 관련 장치를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구축 비용 관련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

해서 하이브리드형 WDM-OFDMA 방식 다중밴드 

OFDMA 또는 서브캐리어별로 변조 및 코딩을 adaptive

하게 적용하는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하이브리드 WDM-

OFDMA 방식의 경우, 40Gb/s급 이상의 최대 접속 가능

한 대역폭을 다수의 파장으로 잘게 쪼개어서 구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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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사용된 파장 채널 수로 총 전송 대역폭을 나

누어 전송하게 되므로 총 대역 전송에 필요한 파워 버짓

(power budget) 및 OSNR 제한 조건을 경감시킬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일 혹은 다수의 파장 신호에 

대한 선택 및 처리가 가능한 파장 의존성을 갖지 않는 

수신기가 필요한 것이 단점이다.  

2. 모바일 백홀 OFDMA-PON  

LTE와 LTE-A의 4G 표준에서는 셀(Cell)당 각 100 

Mb/s와 1Gb/s의 데이터 속도를 목표로 한다[19]. 셀의 

밀집도가 증가된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스펙트럼의 공

간적 재사용(spatial reuse) 방법은 주파수 간섭(inter-

ference)에 의한 송수신 파워 감소에 의해 전송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낮은 지연 시간과 높

은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량의 고속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백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광섬유 기반의 PON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PON은 모바일 백홀로써 기능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기

능적으로 많은 변경이 필요했고 단일 플랫폼으로 이기

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스템 업그레이

드 비용이 요구되었다[14]. 2013년 NEC는 모바일 백홀 

기능을 지원하는 광 네트워크의 기술적 과제에 대해 논

의하였고, 모바일 백홀의 셀당 100Mb/s 이상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 OFDMA-PON 구조를 제안하고 실험

적으로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OFDMA-PON 구조

는 DSP를 이용한 디지털 RoF(dROF: Digital Radio-

over-Fiber)와 TDMA 방식을 사용하여 광섬유 링크 당 

최대 200개의 셀 사이트를 수용할 수 있는 LTE-Adv 

기반의 이동 통신 시스템용 모바일 백홀 트래픽 처리가 

가능한 총용량 10Gb/s급 OFDMA/TDMA 하이브리드 

PON 망에서 1ms 이하의 전송 지연 규격을 만족하는 

버스트 모드 전송이 가능하다[3][14]. 

3. 소프트웨어 정의된 OFDMA-PON 

EU FP-7에서는 유연한 광 네트워크를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기술로써 Flexible Optical Transponder, 

Flexible Optical Switching Node, 및 Flexible Network 

Planning/Control Plane 이슈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3][4]. 상이한 PHY 기술을 

갖는 광 네트워크의 전개 및 유지 비용을 줄이고, 네트워

크 공존(coexistence) 관점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

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AIT는 NEC와 함께 

(그림 6)과 같은 소프트웨어-정의된(Software-Defined) 

광 네트워크를 위한 OFDM 기반의 Meta-MAC에 대한 

(그림 6) Meta-MAC 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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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발표하였다[20]. Meta-MAC은 이기종 네트워크

의 MAC의 상위에서 가상의 OFDMA 서브캐리어를 사

용하여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한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차세대 광 가입자를 위한 OFDMA-PON 

기술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기 연구된 물리계층, 상향 

자원 할당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NG-PON2 이후 

표준 기술은 40G~250G 수준의 전송 속도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광대역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PON 기술에 

대한 연구가 선진 연구 기관 및 기업체를 중심으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향후 차세대 광 가입자 망은 물

리적 대역폭의 추가 제공 외에도 동적 대역 할당과 이종 

서비스의 융합 개념 등을 아우르는 진보된 네트워킹 기

능이 요구되며, 망 투자 및 운용비 절감을 위하여 지능

적이고 광역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OFDMA-PON 기술이 높은 스펙트럼 효율과 비용 효율

적으로 대용량, 장거리 전송이 가능한 기술이지만 아직

은 성숙단계에 있지 않아 물리 계층, MAC 계층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일부 외국 선진 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

로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며, 국내에서는 ETRI가 2011

년부터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OFDMA-PON은 

차세대 광 가입자 기술인 만큼 표준화에 앞서 IPR 및 기

술 확보 노력을 위해 국내 연구 기관 및 학계의 폭넓은 연

구가 필요하다. 본고를 통해서 OFDMA-PON 기술에 대

한 관심을 높이고, 국내 연구 기술의 향상을 기대해 본다.   

약어정리 

AMOOFDM Adaptively Modulated Optical OFDM 

CAC Call Admission Control 

CP Cyclic Prefix 

CW Continuous Wavelength 

DCT Dynamic Circuit Transmission 

dROF Digital Radio-over-Fiber 

DSB Double Sideband 

FBT Fixed Burst Transmission 

FDE  Frequency Domain Equalizer  

ICI Inter-Channel Interference 

MAC Medium Access Control 

OAM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nage-

ment  

OBI Optical Beat Interference 

OFDMA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

ing Access 

OSSB Optical Single Sideband 

PAPR Peak to Average Power Ratio 

PON Passive Optical Network 

SCA Subcarrier Allocation Identifier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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