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고효율 광노드용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조작에 의한 가변형 전달망 광부품 개발]
¦ 연구개요
▣ 연구과제명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반 Flexible 광노드 핵심기술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연구기간 : 2014년 3월 ~ 2018년 2월

¦ 연구배경

초연결 시대의 대용량 정보전달의 효율성 향상

▣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발전은 통신용량 증대 유발 및 보다 효율적인 광통신망의 대용량 신호전달 방식 요구
▣ 이를 위해,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통신속도, 경로설정, 전송거리 설정 및 파장의 효율적 분배 등 네트워크 운용효율 향상 기술개발 진행
▣ 광부품 개발은 효율적 네트워크 개발의 필수조건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축 가능

¦ 연구성과

세계최고 수준의 광통신 부품 기술

Ü 광신호 생성 및 수신에 필요한 고집적 광변조기 및 광수신기 개발로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단일 채널에서 100/200Gbps로 전송신호 조절 가능
Ü 실리카 평면 도파로 기반의 편광 및 위상 분리기와 다채널 광검출기 어레이를 집적한 광수신기는 400Gbps 수신도 가능한 세계최고 수준 성능 확보
Ü 광변조기 및 광수신기 광원인 파장 가변 광원은 폴리머 회절격자와 반도체 광원의 결합을 통해 넓은 파장 가변 범위와 높은 출력광 세기, 좁은 선폭 특성 확보
Ü 세계최초로 폴리머 기반의 평면 광도파로를 이용, 128개의 광스위치를 단일 집적하여 낮은 전력소모로 스위칭이 가능한 멀티캐스트 스위치 모듈 개발
Ü 기존에 정해진 선폭의 채널만 감지 가능하던 기능을 임의의 선폭의 채널 수신을 가능하게 하여 파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인 광 신호 감지기 개발
▣ 대용량 매트로 시스템 신호 전달에서 광경로 스위칭에 필요한 차세대 ROADM 시스템 개발에 응용
Ü 개발된 광부품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조작만으로 네트워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ROADM 시스템 국내 최초 구성
Ü 차세대 ROADM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 대비 50% 이상의 효율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 계획 추진
주) ROADM : Reconfigurable Optical Add Drop Multiplexer

¦ 기대효과

중장거리 전송용 하이앤드 광부품 국산화 기반 마련 및 효율성 증대로 통신비 절감

▣ 중장거리 전달망용 광부품 기술 개발로 국내 광부품업체의 하이앤드 광부품 기술확보 및 시장진입 기반마련
▣ 전달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광부품 기술 확보를 통해 부품 의존도가 높은 광시스템 개발에서 국내 시스템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전망
▣ 고집적 광부품 기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내부 및 외부 통신에 필요한 광부품 개발에 활용 예상
▣ 차세대 ROADM 시스템 도입 시 광통신 네트워크 효율이 50% 이상 증대 전망
▣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이용,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AR/VR 등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 예상

¦ 참여연구원

책임자 : ICT소재부품연구소 광무선융합연구본부 백용순(본부장)

▣ [ICT소재부품연구소] 고영호 권용환 김덕준 김동영 김동철 김종회 남은수 박상호 백주희 송정호 신장욱 윤천주 이동효 이동훈 이서영 이찬미 정현도 최병석 최중선 한영탁 한원석 허영미

¦ 연구진 및 연구성과물

[여러 노드에서 보내온 신호를 동시 수신하게 하는 광스위치 모듈]

[임의 파장의 광신호를 임의의 출력으로 배분하는 파장선택스위치 라인카드]

[다양한 전달속도 및 변조 방식의 수용이 가능한 200Gbps급 광수신기 모듈]

